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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김 인 화

본 연구는 다양한 체형 특성을 패턴에 반영하여 최적의 맞음새를 보이

는 맞춤 남성복 맞춤 재킷 패턴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바른 측면 체형을 기준으로 제작된 재킷 패턴을 개별 착용자의 체

표면전개도 유형별 형태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 최적화된 개인별 맞춤 재

킷 패턴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복 재킷 소비자의 선호 여유량 조사, 선행연구 재킷 제도법 

분석, 패턴 실무 전문가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연구 재킷 제도법을 개발

하였다. 여유량 설정을 위해 맞춤 남성복 구매자 130명으로부터 부위별 

선호 여유량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패턴 제도법의 가

슴둘레에 6.0~10.0cm, 소매길이에 2.3~3.7cm의 여유량을 설정하였고 어

깨너비에는 0.6cm의 여유량을 설정하였다.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에서는 

둘레에서의 여유량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패턴 완성치수에서의 선호 드

롭을 제시하여 재킷의 전체적인 실루엣이 이상적인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하였다. 진동깊이, 등길이, 앞품/2, 뒤품/2에는 회귀분석을 통해 키와 가

슴둘레와 같은 인체 주요부위 치수에 비례하는 제도 공식을 설정하였으

며 어깨기울기 변화에 따라 진동깊이가 조절되도록 하였다.

둘째, 재킷 패턴의 솔기위치를 반영한 체표면전개도를 작성하고 여기

서 측정된 측정치를 변수로 하는 체표면전개도 유형 분류법을 개발하였

다. 이를 위해 시각적으로 바른, 숙인, 젖힌, 휜의 네 개 체형이 동일한 

비율로 섞인 152명의 피험자집단을 추출한 후 체표면전개도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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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표면전개도 상에서 부위별 치수를 측정하였다. 이 체표면전개도 측정

치를 사용하여 인자분석 및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5개 체표면전개도 유형

을 분류하였다. 유형 1에서는 바른 측면체형의 비중이 가장 높아 이를 

‘바른 유형’으로 명명하였으며 가슴부위가 평평하고 등 부위가 뒤로 젖

혀진 특성이 나타났다. 유형 2에서는 휜 측면체형의 비중이 가장 높아 

이를 ‘휜 유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엉덩이 좁고 등 부위가 앞으로 심하게 

굽어있으며 배가 앞으로 돌출된 특성이 나타났다. 유형 3에서는 숙인 측

면체형의 비중이 가장 높아 이를 ‘숙인 유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어깨부

위가 앞으로 굽고 배가 평평하며 엉덩이가 뒤로 돌출된 특성이 나타났

다. 유형 4에서는 젖힌 측면체형의 비중이 가장 높으면서 배부 위가 돌

출된 피험자가 많아 이를 ‘젖힌b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에서는 

가슴부위가 뒤로 젖혀지면서 배가 앞으로 돌출된 특성이 나타났다. 유형 

5에서는 젖힌 측면체형의 비중이 가장 높으면서 배부 위가 평평한 피험

자가 많아 이를 ‘젖힌I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에서는 어깨부위가 

뒤로 젖혀지면서 배가 평평한 특성이 나타났다. 체형 분류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체표면전개도 유형을 예측할 수 있는 회귀식을 도출하

였으며 회귀식의 유형 분류 정확도는 평균 90.8%였다.

셋째, 체표면전개도 형태에 맞춰 재킷 패턴을 변형시켜 체형이 반영된 

맞춤패턴을 얻어낼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하였다. 패턴 변형은 재킷 패턴 

위에 체표면전개도를 중첩시킨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체표면전개도와 

재킷 패턴 사이의 여유량 차이로 인한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체표면

전개도에 재킷 패턴과 동일한 여유량을 부여하였다. 패턴의 각 부위에서 

체표면전개도의 형태를 최대한 반영시켜 ‘최대 변형’ 패턴이라 명명하였

으며 ‘최대 변형' 패턴과 전혀 변형을 하지 않은 패턴 사이에 ‘1/3 변형’,

‘2/3 변형’의 두 단계를 추가하여  ‘변형 안 함’ - ‘1/3변형’ - ‘2/3 변형’

- ‘최대 변형’의 4단계 변형 재킷을 제시하였다. ‘5개의 체표면전개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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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종류’ × ‘2단계의 체표면전개도 유형별 소속 확률’ × ‘4단계의 패턴 

여유량’을 조합한 40가지 경우에서 가장 좋은 맞음새를 보이는 패턴 변

형 단계를 관능평가를 통해 검증하였다. 유형에 대한 소속확률이 높아 

체표면전개도가 극단적인 형태를 보일수록 더 많은 패턴 변형이 필요하

였으며 여유량의 많고 적음과 패턴 변형 필요 정도 사이에는 일정한 경

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체표면전개도 유형별로는 유형 2에서 가장 많은 

변형이 필요하였으며 유형 4에서 가장 적은 변형이 필요하였다. 의류학 

전공자 관능평가를 통해 연구재킷 패턴의 맞음새를 선행연구의 재킷 패

턴과 비교해 본 결과 군주름/당김 발생 정도에서 연구 패턴의 맞음새가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유량 적합도에서도 연구패턴

이 더 우수한 맞음새를 보였다. 동작적합성에서는 선행연구의 패턴이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선행연구 패턴이 더 많은 의복 여유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구의 패턴 제도법에는 실제 소비자들에게서 조사된 선호 여유량이 

체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적용되었으므로 별도의 피팅을 통해 여유량을 

조정해 주지 않아도 맞음새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적다. 또한 개인의 

체형에 맞는 패턴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판단해야 했던 부분들을 

착의실험을 통해 미리 검증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패턴을 제작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컴퓨터 프로그램화 하면 자동화된 맞

춤 패턴 생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남성복 재킷, 맞춤, 체표면전개도, 의복 여유량, 가상착의

학  번 : 2010-3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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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남성복 정장 재킷은 인체의 형태를 그대로 반영한 의복으로 인체의 이

상적인 형태가 이를 통해 표현되는 것이 중요하다. 남성복 정장 재킷은 

장식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솔기선의 위치도 인체의 구조에 따라 고

정되어 있으므로 칼라나 트임 등에서의 일부 디자인 요소를 제외하면 착

용자의 인체에 대한 맞음새에 따라 의복 외관의 우수성이 평가된다. 따

라서 셔츠나 티셔츠, 트렌치코트, 점퍼 등에서는 맞음새 평가 시 군주름 

발생하여도 디자인 특성을 반영한 것이거나 동작적합성 향상을 위한 것

으로 이를 용인할 수 있으나 남성복 재킷에서는 의복의 모든 부위에 군

주름이 발생하지 않아야 우수한 맞음새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위와 

같은 높은 맞음새 요구로 인해 남성복 정장 재킷은 맞춤복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의류에서의 전통적인 맞춤복 생산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제품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으로, 생산자가 직접 주문자

의 디자인 및 소재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의복에 반영하고 

주문자의 체형을 분석하여 이에 맞는 패턴을 제작한다. 선택할 수 있는 

의복의 디자인에는 제한이 없으며 기존에 생산자가 제공하지 않던 디자

인이더라도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디자인 유형을 제공할 수 있

다. 이러한 맞춤 방식은 소비자의 요구사항 모두 제품에 반영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으나 생산기간이 길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으며, 선

택할 수 있는 조건의 다양성이 너무 높아 생산 방식을 표준화하거나 자

동화하기 어렵다. 이러한 전통적인 맞춤복 생산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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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등장한 것이 ‘대량맞춤생산’으로 기성복의 대량 제작에 사용되

는 생산 시스템을 1:1 맞춤 제품의 생산에 응용한 것이다.

현재 대량맞춤생산이 의류에 적용되고 있는 방식은 생산자가 미리 제

시해 놓은 선택 사항 중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요구에 맞는 것들을 선택

해 조합하는 것으로, 생산자가 몇몇의 표준화된 제품 선택사항을 제공하

면 소비자는 이러한 표준 선택사항을 부분적으로 변형하거나 조합하여 

자신이 원하는 맞춤 제품을 주문하게 된다. 산업계에서 이러한 유형의 

대량맞춤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이지오더(Easy-Order), 사이즈오더

(Size-Order), 시스템 오더(System-Order) 등이 있으며(천종숙, 임호선.

2003), 주로 형태나 디자인이 다양하지 않은 남성복 정장에 적용된다. 버

튼의 수에 따라 1~4버튼, 칼라의 형태에 따라 너치드 라펠, 피크드 라펠,

여밈 방식에 따라 싱글 또는 더블 브레스티드, 뒤트임의 위치에 따라 싱

글 벤트, 더블 벤트 등을 선택하여 조합할 수 있다. 제품에 사용할 소재

는 생산자가 제공하는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부위별로 다른 소

재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맞춤 패턴 제작을 위해서는 ‘채촌복(採寸

服)’이라는 미리 제작된 표준 의복을 사용하는데 주문자가 채촌복을 착

용한 후 잘 맞지 않는 부위에서만 부분적으로 패턴을 수정하게 된다. 채

촌복은 기성복 재킷 제품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채촌복의 표준 패턴을 

맞춤 패턴으로 변형하는 과정은 그레이딩법과 유사한 측면이 많으므로 

그레이딩 소프트웨어를 이에 활용하게 되는데 거버(Gerber)의 AccuMark

MTM, 렉트라(Lectra)의 Fit Net, 인베스트로니카(investronica)의 

Invesmark Futura MTM, 유까 시스템의 Super Alpha Plus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장승옥. 2006).

이러한 남성복 정장의 대량맞춤 패턴 제작 과정에는 가봉과 보정, 패

턴 수정 등에서 수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다. 채촌복의 피팅 시에

는 맞춤 매장 직원이 부위별 패턴 수정량을 수작업으로 파악해 기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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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직원의 숙련도에 따라 맞음새에 큰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

다. 인체의 측면이 굽거나 숙여진 정도 등은 객관적인 방식으로 서술하

기 어렵기 때문에 패턴 수정량을 정량화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매장에서 

파악된 체형에 따른 패턴 수정 사항이 패턴 변형을 담당하는 실무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극단적인 체형을 보이는 

주문자에게서는 문제가 더 심하게 발생하게 된다. 준비된 채촌복이 커버

하는 치수 범위를 벗어난 주문자에게서는 피팅 자체가 불가능 할 수도 

있다.

기존의 상의 패턴의 대량맞춤생산 연구들에서는 재킷 패턴이 아닌 길

원형이나 바디스 원형 패턴의 생성 방법을 제시는 경우가 많았는데(황수

연, 남윤자, 2002; 천종숙 외, 2002; Fang & Ding, 2007; Fang et al.,

2008; 최영림 외, 2006) 이러한 길원형이나 바디스 원형 연구에는 재킷에 

필요한 칼라나 소매 패턴의 설계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재킷 패턴

에 필요한 여유량도 고려되어 있지 않아 재킷 패턴의 대량맞춤생산에 이

를 바로 활용하기는 어려웠다. 길원형이나 바디스 원형이 아닌 재킷 패

턴을 개발한 연구에서는 주로 체형별 패턴 제도법을 제시하였는데(성옥

진, 2003; 정재은, 2006) 여기서는 정해진 제도식에 따라 패턴을 제도하

므로 자동화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한 번 정한 제도식을 변경하

기가 어려워 유행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 아이템에 이를 실제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었다. 또한 현재 의류 산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채촌복 피팅 후 패턴 수정’이라는 패턴 제작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접근

법이므로 산업계로의 접목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남성복 재킷의 맞춤 패턴 생성 방법은 

개인 맞춤 패턴을 바로 제도하지 않고 바른 체형을 기준으로 1차로 패턴

을 제도한 후 2차로 체형에 맞는 변형을 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절차

를 따르는 것은 연구의 결과가 산업계에서 활용되기 쉽게 하기 위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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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현재 산업계에서 대량맞춤패턴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절차

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사람의 수작업이나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

분들을 객관화하는 작업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합리적인 

표준 패턴 제도법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킷 실루엣이나 여유

량에 대한 현재 소비자들의 선호 경향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렇게 설정

된 표준 패턴을 개인의 체형 특성에 맞춰 변형하기 위해서는 체형 유형

을 분류하고 그 유형 특성에 맞는 패턴 변형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기

존의 체형 분류 방법들은 인체를 수작업으로 측정한 계측치나 인체를 3

차원 스캐너로 스캔한 후 형상의 변형 없이 체표면에서 바로 측정한 계

측치를 변수로 체형을 분류하였으므로 분류된 체형 유형이 인체 위에 의

복이 입혀졌을 때에 우수한 맞음새를 보이는 패턴 유형의 특성과는 차이

를 보일 수 있었다. 따라서 개인별 패턴 제작을 위한 체형 분류는 의복 

패턴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인체 형상인 체표면전개도를 기준으

로 분류를 진행해야 하며 체표면전개도의 형태가 해당 의복의 형태를 반

영할 수 있도록 체표전개기준선의 위치를 재킷의 솔기선 위치에 맞게 조

절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체표면전개도는 인체에 완전히 밀착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체형

의 극단적인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난 의복 패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체표면전개도의 극단적인 형태를 재킷 패턴에 모두 반영하여 패턴을 변

형할 경우 이상적인 인체 형태로의 체형 보정 효과가 떨어지거나 의복의 

여유량으로 인해 군주름이 오히려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체표면전개도 형태의 극단적인 정도나 의복의 여유량 

정도에 따라 체표면전개도 형태를 패턴에 반영하는 정도를 조절해 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의복 여유량과 체표면전개도 유형을 고려한 조합별

로 각기 착의실험과 관능평가를 실시해 각 조합에서의 패턴의 최적 변형 

정도를 검증해야 한다. 이러한 검증 과정을 거쳐 재킷 패턴에 개별 피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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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체표면전개도의 형태를 적용하였을 때 개인의 체형과 의복 여유량 

특성에 맞춰 최적의 맞음새를 가지는 재킷 패턴을 생성해낼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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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피험자의 체형 특성을 최적화된 방법으로 패

턴에 반영하여 우수한 맞음새를 보이는 맞춤 남성복 재킷 패턴을 제공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바른 측면 체형을 기준으로 하는 재킷 패턴을 제

도하고 이를 개별 착용자의 체표면전개도 유형별 형태 특성에 맞게 변형

하여 개인 맞춤 재킷 패턴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① 바른 측면체형을 기준 체형으로 하여 현재 소비자들의 선호 여유

량이 반영된 재킷 패턴 제도법을 개발한다.

② 성인 남성 체표면전개도의 형태 구성 인자를 밝히고 이에 따라 체

표면전개도 유형을 분류한다. 분류된 체표면전개도 유형을 판별할 수 

있는 회귀식 모형을 개발한다.

③ 체표면전개도의 유형별 형태에 따라 재킷 패턴을 변형하여 개인별 

맞춤 재킷을 생성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이 때 체표면전개

도 유형별로 요구되는 최적의 패턴 변형량을 파악하여 재킷 패턴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연구를 통해 개발된 재킷 제도법 및 변형법을 선행연구의 재킷 패

턴 제도법과 비교하여 그 우수성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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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남성 체형 분류 연구

1. 2차원 측정 자료를 사용한 남성 체형 분류 연구

2차원 측정 자료를 사용한 남성 체형 분류 연구는 인체를 마틴계측기

로 측정한 직접계측치나 인체의 사진 촬영물에서 측정한 각도, 두께, 너

비 등의 간접계측치를 사용해 체형을 분류한 것으로 인체측정치를 독립

변수로 인자분석을 실시한 후 인자점수로 군집분석을 실시해 체형 유형

을 분류한다. 체형분류의 결과는 판별분석이나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정재은과 이순원(2002)은 20∼54세 남성 1,290명의 측정 데이터를 기초

로 남성 정면 체형을 분류하였다. 측정된 인체 치수 항목에는 직접측정

항목 외에도 사진으로부터 측정된 높이, 너비, 각도의 간접측정항목이 포

함되었다. 정면 체형의 구성하기 위한 인자분석에서는 ‘정면의 너비’, ‘어

깨부위와 허리부위의 대비’, ‘어깨부위의 길이 및 어깨각도’, ‘허리부위의 

높이’, ‘어깨부위의 높이 및 상반신의 길이’, ‘허리부위와 엉덩이부위의 

대비’, ‘엉덩이부위의 길이’, ‘가슴부위의 길이’라는 8개 인자가 추출되었

으며 이 항목들의 인자점수를 사용하여 실시된 군집분석에서는 X, A, Y,

H형의 4개 체형 유형이 분류되었다(그림 1).

정재은과 김구자(2002)는 정재은과 이순원(2002)의 정면 체형 분류 연

구와 같은 피험자를 사용하여 남성 측면 체형을 분류하였다. 측면 체형

의 구성인자를 추출하기 위한 인자분석에서는 ‘앞뒤의 절대두께’, ‘가슴

하부의 형태’, ‘등 하부의 형태’, ‘측면의 높이’, ‘등 상부의 형태’, ‘배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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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높이와 형태’, ‘가슴상부의 형태’, ‘엉덩이돌출의 정도’, ‘가슴과 등두께

의 차이’라는 9개 인자가 추출되었으며 이 항목들의 인자점수를 사용하

여 실시된 군집분석에서는 S, D1, d, I, D2형의 5개 체형 유형이 분류되

었다(그림 2). 군집분석으로 나타난 측면 체형에는 척추의 휘어진 형태로 

인한 차이와 복부의 지방 축적 형태로 인한 차이가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그림 1] 정재은과 이순원(2002)의 남성 정면체형분류

[그림 2] 정재은과 김구자(2002)의 남성 측면체형분류

김인숙과 석혜정(2001)은 20∼29세 남성 피험자 295명을 대상으로 정

면 체형을 분류하였다. 측정된 인체 치수 항목에는 인체의 직접 측정치 

외에 사진에서 측정된 각도 항목이 4개 포함되었다. 정면 체형 구성 인

자를 추출하기 위한 인자분석에서는 ‘하반신 형태’, ‘상반신 형태’, ‘상견

부 형태’, ‘어깨 형태’, ‘엉덩이·샅길이’의 5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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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의 요인점수를 사용한 군집분석에서는 Y, H, X형의 3개 정면체형이 

분류되었다.

석혜정과 김인숙(2002)은 김인숙과 석혜정(2001)의 정면 체형 분류 연

구에서와 같은 피험자를 사용하여 남성 측면 체형을 분류하였다. 측면 

체형 구성 인자를 추출하기 위한 인자분석에서는 ‘엉덩이와 배의 돌출과 

균형’, ‘목 형태’, ‘가슴돌출과 균형’, ‘허리에서 엉덩이부위의 두께 차’,

‘몸통길이’, ‘등돌출형태’, ‘목측면기울기’라는 7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들 요인의 요인점수를 변수로 투입한 군집분석에서는 I형, S형, ⦆형의 

3개 측면체형이 분류되었다(그림 3). 이 연구의 체형 분류 결과는 같은 

해에 발표된 정재은과 김구자(2002)의 연구의 체형 분류 결과보다 측면 

체형의 다양성이 더 적은데 이는 분석에 투입된 피험자의 연령대가 20∼

29세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곽연신과 김애린(2004)은 20∼29세 남성 피험자 201명을 대상으로 측

면체형을 분류하였다. 분류 기준은 표준과 굴신, 반신의 3가지 체형으로 

연구자에 의해 미리 제시되었으며(그림 4) 10명의 실무 전문가가 사진을 

통해 시각적으로 피험자들의 체형을 판별하였다. 이렇게 체형별로 분류

된 피험자들의 인체 치수에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유의차를 보이는 ‘등길

이-앞중심길이’, ‘앞길이-등길이’, ‘뒤길이-앞중심길이’, ‘뒤길이-앞길이’,

‘목옆뒤허리둘레선길이-앞길이’, ‘등길이-목옆점앞허리둘레선길이’의 6개 

항목을 체형분류의 기준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성옥진과 하희정(2012)은 35~55세 남성 중 BMI 25 이상의 비만체형 

피험자 502명을 대상으로 체형 유형을 분류하였다. 인체 측정치는 모두 

직접측정치의 지수치를 사용하였으며 총 22개 항목이다. 체형 구성 인자

를 추출하기 위한 인자분석에서는 ‘둘레·두께’, ‘하반신 너비’, ‘높이’, ‘상

반신 앞길이’, ‘가슴형태’, ‘복부돌출’의 6개 인자가 추출되었으며 이들 요

인의 인자점수를 변수로 투입한 군집분석에서는 ‘작은 통나무형’, ‘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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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형’, ‘크고 건장한 통나무형’의 3개 유형이 추출되었다. 35~45세의 중

년 전기에서는 크고 건장한 통나무형 체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

고 46~55세의 중년 후기에서는 크고 건장한 통나무형의 비중이 줄어들

면서 상대적으로 작은 통나무형과 상체 비만형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정화 외(2013)는 40~49세 남성의 435명의 직접측정치를 사용하여 남

성 체형을 분류하였다. 요인분석 후 군집분석을 실시하는 기본적인 체형

분류연구의 절차를 따르고 있으나 직접측정치, 가슴둘레 지수치, 키 지수

치에 대하여 각각 따로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체격유형, 실루

엣유형, 프로포션유형의 3단계로 체형을 탐색하여 분류하는 특징을 보였

다(그림 5).

이상의 2차원 측정 자료를 활용한 남성 체형 분류 방법들은 인체의 외

적 형태를 분류한 것이지 그 형태에 우수한 맞음새를 보이는 의복 패턴

의 형태를 분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같은 체형 유형으로 분류된 피험

자라 하더라도 우수한 맞음새를 보이는 의복 패턴의 형태는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의복 패턴 개발을 위한 남성 체형 분류 연구에서는 패턴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는 체표면전개도를 기준으로 체형 분류를 실시할 필

요가 있다 하겠다.

[그림 3] 석혜정과 김인숙(2002)의 

남성 측면체형분류

[그림 4] 곽연신과 김애린(2004)의

남성 측면체형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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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이정화 외(2013)의 단계별 남성 체형분류

2. 3차원 측정 자료를 사용한 남성 체형 분류 연구

3차원 측정 자료를 사용한 남성 체형 분류 연구는 인체의 3차원 스캔 

데이터로부터 측정한 계측치를 사용한 것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인체 측

정 항목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시도와 단면도에서 추출

한 치수 및 부피, 체표면적 등을 쉽게 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 측정된 측

정치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체형 분류 절차에 따라 인자분석과 군집분석

의 변수로 투입되어 체형분류가 진행되며 체형의 판별에는 로지스틱회귀

분석이 사용된 경우가 많았다.

최명해(2007)는 5차 사이즈코리아의 남성 506명의 3차원 스캔 자료를 

사용하여 어깨부위 체형을 분류하였다. 어깨부위 형태를 측정하기 위하

여 3차원 인체형상에서 어깨부위의 각 기준점을 연결한 직선을 생성하여 

x-y, x-z, y-z평면 위에 투시하였으며, 투시도상에서 직선들이 이루는 각

도 및 기준점간 거리를 측정하였다(그림 6). 이러한 측정치를 독립변수로 

사용한 인자분석을 통해 어깨 체형을 구성하는 인자를 추출하였는데 ‘어

깨앞뒤각도요인’, ‘목뒤높이요인’, ‘어깨위아래경사각도요인’, ‘목_어깨너비

요인’, ‘목뒤두께요인’의 5개 인자가 추출되었다. 인자점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한 군집분석에서는 ‘바른젖힌어께’, ‘솟은바른어깨’, ‘처진바른어깨’,

‘처진숙인어깨’의 4개 어깨 유형이 추출되었으며, 각 유형의 특성이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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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나타나는 ‘표준어깨’ 유형을 따로 설정하였다(그림 7). 추출된 어

깨 유형별 대표 피험자를 선정하였으며 체표면전개도를 작성하여 체형별 

대표 패턴을 제시하였다.

김웅(2008)은 5차 사이즈코리아의 남성 317명의 3차원 스캔 자료를 사

용하여 측면체형을 분류하였다. 체형 분류 기준은 남윤자(1999)의 바른,

젖힌, 숙인, 휜 체형을 사용하였으며 전문가의 사진 평가로 피험자들의 

체형을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체형의 측면 각도 측정치를 얻기 위

해 3차원 인체 형상 위에 3개 기준점을 연결한 평면의 법선 벡터(vector)

가 y 기준축과 이루는 방향각을 측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2차원 사진 측

정에서 측정하던 등상부각, 등하부각, 가슴상부각, 가슴하부각, 목뒤접선

각, 가슴상부접선각, 옆선각을 대체하였다(그림 8). 이러한 3차원 각도 측

정치는 로지스틱회귀분석의 변수로 투입되어 체형을 예측하기 위한 회귀

식 모델이 개발되었다. 각 체형 유형에서는 대표 피험자를 추출하여 체

표면을 전개하고 유형별 대표 체표원형을 제시하였다(그림 9).

[그림 6] 최명해(2007)의 어깨부위 측정 방법

[그림 7] 최명해(2007)의 남성 어깨유형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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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김웅(2008)의 공각벡터 방향각 측정 방법

[그림 9] 김웅(2008)의 남성 측면체형 유형별 대표 체표원형

이상의 3차원 측정 자료를 활용한 남성 체형 분류 방법들은 전통적인 

인체 측정 항목이 아닌 3차원 인체 형상 위에 새로운 인체 측정 항목을 

설정하여 인체의 3차원적 형태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체형을 

분류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3차원 인체 측정 항목들에 대

한 측정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연구마다 제시된 측정 항목과 측

정 방법이 서로 다르고 이 때문에 연구에서 제시된 분류 방법이나 결과

를 다른 연구에서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3차원 측정 자료를 

활용한 체형 분류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려면 3차원 측정 항목과 측정 방

법에 대한 표준화 연구가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14 -

제 2 절  대량맞춤생산을 위한 패턴 연구

대량맞춤생산(Mass Customization)은 기성복에 적용되는 공장제 생산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1:1 맞춤 제품과 유사한 맞음새를 제공하는 

의복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맞춤 제품보다 가격이 낮으며 

생산 기간이 짧다. 현재 의류 제조업체들에서 대량맞춤생산방식을 주로 

적용하고 있는 복종은 남성복 정장인데, 남성복 정장은 여성복에 비하여 

디자인 변화 속도가 느리고 다양성이 제한되어 있으면서 높은 맞음새를 

요구하기 때문에 대량맞춤생산에 적합한 특성을 보인다.

James H. Gilmore II & B. Joseph Pine(1997)은 대량맞춤생산방식을 

Collaborative와 Adaptive, Cosmetic, Transparent의 4가지 유형으로 분

류하였다. Collaborative 유형은 생산자와 주문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

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주문자의 요구를 제품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 유형에서는 생산자가 주문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제품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선택의 자유도가 지나치게 높아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에 혼란이 발생할 기능성도 있다. 소비자의 선택 자유도가 일정 수

준을 초과하면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은  Larsson et

al.(2009)의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그림 10). Adaptive 유형에서는 

주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몇몇의 표준 형태로 제공한 후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거나 조합하여 제품의 새로운 형태나 용도를 만들어 

낼 수 있게 한다. Cosmetic 유형은 제품의 본질적인 형태나 용도는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으나 다양한 포장 방법 등을 통해 부차적인 외형에만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주문자가 사용할 제품 자체는 맞춤 상품이라고 말

하기 어렵다. Transparent 유형은 주문자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말하지 

않아도 생산자가 그들의 요구사항을 예측하여 맞춤제품을 만들어내는 방

식인데 이 경우에 주문자가 상품을 받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맞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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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Variety vs. Customer Satisfaction(Larsson et al., 2009)

택사항이 상품에 반영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대량맞춤생산에 필요한 맞춤 패턴을 생성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 방향

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재킷이나 셔츠, 바지와 같

은 복종의 제도법을 컴퓨터 프로그램화한 후 인체 치수 입력으로 맞춤 

패턴을 얻어내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3차원 인체 형상 데이터의 체

표면전개도로부터 밀착 의복 패턴을 생성한 후 이를 특정 의복 아이템의 

패턴으로 변형하는 것이다.

1. 수작업 패턴 제도법의 컴퓨터 프로그램화

기존의 패턴 제도법을 컴퓨터 프로그램화 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자

동 패턴 생성 방식으로, 수작업으로 패턴을 뜨는 과정을 컴퓨터의 2차원 

좌표평면상에서 재현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에 설정된 제도 공식에 따라 

패턴의 기준점들이 좌표면상에 배치되면 이 기준점을 직선이나 곡선으로 

이어줘 패턴을 제도하는데 곡선에는 제어점을 가진 스플라인(Spline)이 

주로 사용된다.

황수연과 남윤자(2002)는 기존의 토르소 패턴에 관한 연구 결과를 기

반으로 토르소 원형 제도법을 설계한 뒤 이를 컴퓨터 프로그램화하여 자

동으로 토르소 원형을 생성할 수 있게 하였다. 컴퓨터 프로그램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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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를 사용하였으며 제도식 입력창을 통해 프로그램 수정 없이 제도 공

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체형 변화나 유행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그림 11).

박혜진과 남윤자(2001)는 슬랙스 패턴 제도법을 개발한 후 C++를 이

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화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슬랙스 패턴 제도

법에는 3단계로 조절되는 엉덩이둘레 여유량과 무릎둘레 여유량이 적용

되었으며 샅너비 설정 시 엉덩이두께에서의 실측치를 직접 반영하고 패

턴의 뒤중심선 기울기 설정 시 ‘둔부정중각도’를 반영하여 일반적 슬랙

스 패턴 제도 공식과의 차별점을 나타내었다(그림 12).

석은영과 김혜경(2002)은 11∼12세 여아를 위한 바지원형 제도법을 개

발한 후 이를 자동제도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였다. 피험자의 3차원 인체 

스캔 형상으로부터 하반신의 수평단면 중합도를 얻은 뒤 부위별 다트량 

분석을 실시해 허리둘레선수준부터 엉덩이둘레선수준 사이의 체표평면전

개도로 생성하였다. 개발된 제도법은 AutoLISP을 사용하여 AutoCAD상

에 로드할 수 있는 Application 형태로 전환하였다(그림 13).

김인화 외(2011, 2013)는 공군 근무복 셔츠와 바지의 대량맞춤생산에 

자동제도방식을 적용하였다. 셔츠와 바지 패턴 제도법에는 인체 측정항

목간의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도출된 회귀식을 적용하였

으며 기존 공군 의복 생산 업체에서 사용하는 근무복 여유량을 반영하였

다. 개발된 셔츠와 바지 제도법은 C++를 사용하여 자동제도 가능한 프

로그램으로 전환하였다(그림 14).

수작업 제도법을 컴퓨터 프로그램화하여 맞춤 패턴을 생성하는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제도 과정 전체를 자동화하기 쉽다는 것이다. 기존의 제

도법을 기초로 x-y 좌표평면 위에 제도 기준점들을 배치한 후 이를 직선

이나 곡선으로 이어주면 패턴이 생성되기 때문에 제도법만 확정되어 있

다면 완성된 패턴을 생성하기까지 작업자의 추가적인 조작이 필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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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그러나 제도법이 제도 프로그램 내에 입력된 상태로 고정되어 있

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의 패턴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제품별로 각기 다른 

제도법을 개발해야 하며, 디자인이 변경되는 경우 제도법 자체를 수정한 

후 다시 프로그래밍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 패션 아이템으로의 적용이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패턴 제도법을 프로그램화하는 방식은 디자인

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군복이나 유니폼의 생산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1] 황수연과 남윤자(2002)의 토르소 패턴 자동제도 프로그램

[그림 12] 박해진과 남윤자(2001)의 슬랙스 패턴 자동제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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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석은영과 김혜경(2001)의 여아 바지 패턴 자동제도 프로그램

[그림 14] 김인화 외(2011, 2013)의 공군 근무복 자동제도 프로그램

2. 체표면전개도로부터의 맞춤 패턴 생성

3차원 인체 형상의 체표면전개도로부터 맞춤 패턴을 생성하는 방식은 

체표면전개도 자체를 밀착의복 패턴으로 사용하거나 체표면전개도에 여

유량을 더해 다른 의복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체표면전개를 위한 

전개 기준선은 의복의 솔기선 위치를 따르며 다트의 위치도 의복의 디자

인에 맞게 배치된다.

Kim & Kang(2002)은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의 삼각 메쉬를 조각별

로 평면화한 후 이를 재정렬하는 방식으로 체표면전개도를 구성하였다.

3차원 스캔 데이터 상에서 3각 메쉬를 구성하는 3개의 변은 모두 곡선인

데 이들 중 한 변을 먼저 길이를 유지한 채 직선으로 펼친 뒤 직선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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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끝에서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직선을 생성해 그 교

차점을 찾는 방식으로 메쉬 조각을 평면화한다. 평면화한 메쉬 조각을 

재조합할 때에는 shear strain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점에서 다트를 생성

하며 다트를 많이 생성할수록 strain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으나 너무 많

은 수의 다트는 일반적인 의복 패턴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shear

allowance value가 10%가 되는 선에서 분산된 다트를 모아주는 작업을 

실시하였다(그림 15).

Fang & Ding(2007)과 Fang et al.(2008)은 여성의 스캔 데이터를 평면 

전개하여 의복 패턴을 얻어내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체표면전개도는 앞

중심선과 뒤중심선이 허리둘레선과 수직으로 교차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서 인체 스캔 데이터의 폴리곤 메쉬를 재정렬하는 방식으로 생성되며 전

개 전의 체표면적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앞몸판의 다트는 

허리와 가슴부위에 각각 1개씩 형성되는데 가슴부위 다트는 어깨선, 진

동둘레선, 옆선 부위를 선택하여 생성할 수 있으며 옆선에서 가슴다트를 

생성하였을 때의 체표면적 오차가 가장 적었다(그림 16). 또한 생성된 체

표면전개도를 기초로 원피스 패턴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으나 소매 패턴은 생성하지 않았고, 형태안정성이 떨어져 실

제 착용 가능한 의복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천종숙 외(2002)는 26세 남성의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의 폴리곤 메

쉬를 폴리라인으로 전환한 후 이를 1cm 간격으로 분할하여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체표면전개도를 생성하였다. 폴리라인 재구성시에는 앞중심선

과 뒤중심선을 수직으로, 가슴둘레선을 수평으로 정렬하는 조건을 설정

하였으며 수직과 수평 정렬이 동시에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평정렬

을 우선으로 실시하였다(그림 17).

정연희 외(2005)는 3차원 인체 형상의 부위별 길이나 면적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를 2차원 평면 조각으로 자동 분할한 후 이를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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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패턴의 형태로 재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 때 3차원 인

체 형상의 메쉬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 Garland(1999)의 Triangle

Simplification을 사용하였는데 이를 통해 인체를 구성하는 삼각메쉬 면

의 수를 6294개에서 630개로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단순화된 3차원 곡

면 형태의 삼각 메쉬는 Runge-Kutta Method를 사용하여 자유 낙하시켜 

2차원 조각들로 평면화한 후 패턴으로 재구성하였다(그림 18).

최영림 외(2006)와 최명해 외(2007)는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의 메쉬 

구조를 단순화시키기 위해 Grid method를 사용하였다.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의 초기 삼각 메쉬 구조는 불규칙한 배열을 가지고 있어 단순히 

메쉬를 구성하는 면의 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이를 평면화한 후 의도된 

패턴 구조대로 재배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의복 패턴의 구조에 맞게 인체 스캔 데이터 위에 블록을 설정한 후 블록 

위에 규칙적인 Grid를 형성하여 불규칙한 메쉬 구조를 규칙화된 메쉬 

구조로 전환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블록별로 최적화된 grid의 열과 행

의 수를 밝혀 평면 전개 후의 면적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하였다(그림 

19).

[그림 15] Kim & Kang(2002)의 체표면전개도 다트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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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최영림 외(2006)의 체표면전개를 위한 최적 매트릭스 설정

[그림 16] Fang et al.(2008)의 다트 생성 과정

[그림 17] 천종숙 

외(2002)의 체표 패턴

[그림 18] 정연희 외(2005)의 자유낙하를 통한 메쉬 평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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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형태의 체표면을 평면 전개하여 얻은 체표면전개도에는 인체의 높

이, 길이, 둘레, 너비, 두께와 같은 전통적인 인체 치수뿐만 아니라 3차원

적인 굴곡과 각도 정보까지 모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인체의 3차원적 표

면 형태를 거의 그대로 평면 패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체표면전개도에는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여유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의복 아이템들이 가지는 고유한 디자인 특성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

라서 체표면전개도를 착용 가능한 의복 패턴으로 전환하려면 활동에 필

요한 여유량을 더해 준 후 목표로 하는 의복의 디자인 특성에 맞게 패턴

을 변형시켜줘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아직까지 완전한 자동화가 어려

워 수작업 패턴 변형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동애 외(2006)는 체표면전개도와 

재킷 맞춤 패턴의 각 기준점들 간 좌표 차이를 예측할 수 있는 회귀식을 

도출하여 맞춤 패턴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패턴 실무 전문가를 통해 20대 남성 8명의 맞춤 재킷 패턴을 생성한 뒤 

동일 피험자의 체표면전개도를 전개하여 체표면전개도와 재킷패턴을 중

첩시킨 상태에서 각 기준점 사이의 x, y 좌표차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좌표차는 체표면전개도를 맞춤 재킷패턴으로 변형시키기 위한 것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인체치수로 이를 예측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회귀

식에 투입된 표본의 수가 8개밖에 되지 않아 회귀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목표로 하는 재킷의 디자인이나 

여유량이 바뀌게 되면 패턴 변형 기준점들을 재설정하고 회귀식을 다시 

도출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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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의복의 여유량 설정 방법에 관한 연구

1. 의복 여유량 설정시 고려해야 할 요소

의복의 여유량은 기본적으로 인체의 움직임을 구속하지 않을 목적으로 

패턴에 설정되는 것이지만 같은 여유량 수치를 가지더라도 사용되는 소

재의 신축성에 따라 운동기능성에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디자인

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운동기능성의 일정부분을 희생하기도 한다. 이

렇게 의복의 여유량은 여러 요소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므

로 여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다.

Simeon Gill(2011)은 의복 여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요소는 기능성(Function)으로 의복인 인체의 동작을 

구속하지 않는 정도이다. 두 번째는 의복 안에 착용하는 다른 의복의 두

께(Oversize)로 의복의 착용 방법에 따라 안에 착용하게 되는 다른 의복

의 조합별 두께를 고려해 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원단 특성(Fabric)으로 

원단의 신축성으로 인해 여유량을 조절해 주어야 하는 경우이다. 신축성

이 있는 소재를 사용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더 적은 여유량으로도 

원하는 운동기능성을 만족시킬 수 있다. 네 번째는 쾌적감(Comfort)으로 

의복에 설정된 여유량에 따라 의복의 보온성이 영향을 받아 온열 쾌적감

이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의복의 원형 패턴은 이렇게 네 가지 여유량 

요소를 고려해 제작되며 원형 제도 후 개별 복종 디자인에 맞는 스타일

링(Styling)을 통해 다시 한 번 여유량을 조절하게 된다(그림 20).

Yu et al.(2008)은 여유량 설정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표준 여유량

(Standard ease)과 동적 여유량(Dynamic ease), 원단 특성(Fabric ease)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표준 여유량(Standard ease)은 가만히 서 있거나 

의자에 앉은 자세 등에서 요구되는 여유량으로 전통적인 패턴 제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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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로 사용된다. 동적 여유량(Dynamic ease)은 표준 여유량에서 고려

하지 못한 경우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매우 마르거나 뚱뚱한 극단적인 체

형에서의 필요 여유량 변화나 걷기, 달리기, 점프하기 등의 동작에서 필

요한 여유량을 말한다. 원단 특성(Fabric ease)은 원단의 물리적 성능이 

여유량에 미치는 영항으로 같은 체형이나 동작에서도 원단의 특성에 따

라 설정되는 여유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하였다.

[그림 20] Simeon Gill(2011)의 의복 여유량 구성 요소

남성복 재킷의 경우 칼라의 형태나 솔기 위치 등의 디자인은 정형화되

어 있으나 유행에 따라 전체적인 실루엣은 계속 변화한다. 따라서 재킷

의 여유량 설정시에는 재킷 실루엣 유행에 따른 소비자들의 여유량 선호 

경향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여유량 변화가 동작적합성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남성복 재킷은 보온을 주목적으로 하는 

의복이 아니기 때문에 온열쾌적감은 주된 고려 요소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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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복의 여유량 설정 방법

1) 소비자가 착용 중인 제품의 여유량 조사

의복의 여유량을 설정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는 실제 소비

자들이 착용하고 있는 제품의 여유량을 조사하는 것이 있다. 이 방법은 

많은 수의 피험자들을 조사하여 자료를 얻으므로 체형이나 연령의 변화

에 따른 여유량 설정 변화 등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나 실험실이 아닌 의

류 판매 매장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조사 환경을 일정하게 통제하기 

어렵다.

강여선, 최혜선(2005)은 남성복 재킷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재킷의 부위

별로 설정된 여유량을 조사하였으며 소비자가 만족하여 착용하고 있는 

재킷의 완성치수에서 소비자의 인체 치수를 뺀 값을 의복 여유량으로 정

의하였다. 가슴둘레의 여유량은 평균 20.8cm였으며 맞춤복의 경우에는 

체형에 상관없이 일정한 가슴둘레 여유량을 보였으나 기성복에서는 상드

롭이 큰 체형일수록 선호하는 가슴둘레 여유량이 적어지는 특성을 보였

다. 허리둘레 여유량은 평균 20.1cm였으며 상드롭이 적어질수록 허리둘

레 여유량도 줄어들었다. 여유량의 절대치는 모든 체형에서 맞춤복의 여

유량이 기성복보다 더 적었다. 연령에 따른 여유량 차이는 35세를 기준

으로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35세 미만 집단에서는 진동깊이, 소매길이 

등 수직방향 길이 방향에서 더 많은 여유량을 요구하였으며 35세 이상 

집단에서는 가슴둘레, 어깨너비, 위팔둘레 등 수평방향 둘레나 길이에서 

더 많은 여유량을 요구하였다.

2) 착의 실험 및 관능평가

다양한 여유량을 가지는 실험복들에 대해 동작적합성과 형태적합성 관

능평가를 실시하여 가장 우수한 평가를 얻은 실험복의 여유량 수치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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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해 내면 해당 의복에 대한 최적의 여유량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실험 방법은 주로 기존의 제도법들에 설정된 여유량을 비교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통제된 환경에서 착의실험을 진행하므로 

조사 항목이나 조사 방법을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었으

나 피험자를 모집하여 실험복을 제작한 후 실험실에서 실험을 진행해야 

하므로 많은 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기 어렵고 피험자의 

연령이나 체형도 특정 범위로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박상희, 이은혜(2013)는 20대 표준체형을 가진 피험자를 대상으로 남성

복 패턴 제도법 7종에 설정된 여유량을 머슬린 실험복의 착의실험을 통

해 비교 평가하였다. 동작적합성 평가 시 가장 우수한 결과를 얻은 제도

법의 여유량은 가슴둘레 13.2cm, 허리둘레 16.1cm, 엉덩이둘레 10.4cm였

다. 외관 평가 시 가장 우수한 결과를 얻은 제도법의 여유량은 가슴둘레 

9.5cm, 허리둘레 14.1cm, 엉덩이둘레 9.0cm였으며 동작적합성 평가에서

보다 적합한 여유량 수치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를 통

해 외관상으로는 여유량이 적은 슬림한 실루엣이 선호되나 동작적합성이

나 착용감을 고려했을 때에는 이보다 더 많은 여유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진선(2008)은 12cm, 15cm, 18cm의 가슴둘레 여유량을 가진 남성상

의 원형 실험복에 대하여 동작적합성과 외관을 평가를 실시하여 최적의 

여유량을 산출하였다. 피험자의 체형은 반신, 표준, 굴신의 3가지로 설정

하였다. 2차례의 착의 평가를 통해 최종 확정된 최적의 가슴둘레 여유량

은 반신체형에서 17.0cm, 표준체형에서 15.0cm, 굴신체형에서 14.4cm였

으며 굴신 체형에 가까워질수록 가슴둘레 여유량이 앞판보다 뒤판에 배

분되는 비율이 늘어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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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표길이 변화량의 반영

의복의 여유량은 운동 시의 체표길이 증가량을 수용해야 하므로 특정 

동작을 실시하여 나타난 체표길이의 최대 증가량을 의복의 동작적합성을 

위한 여유량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운동에 따른 인체의 변

화 정도를 직접적으로 패턴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측정된 

체표길이 증가량을 그대로 의복 여유량으로 전환하게 되었을 때의 적합

성이 검증된 것은 아니므로 착의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하는 과정이 추가

로 필요하다.

구미지(1997)는 성인여자 15명을 대상으로 팔 동작에 따른 체표면전개

도 변화량 분석을 통해 인체 각 부위가 신장되어 늘어나는 양을 조사하

고 이를 여유량으로 반영한 길원형 제도 공식을 개발하였다. 팔 부위에

서 5가지 동작을 실시하여 각 동작에서 체표면전개도를 얻은 뒤 전개도

의 부위별 신장량을 측정하여 여유량 수치를 결정하고 제도 공식화 하였

다(그림21). 또한 이 제도 공식을 사용하여 실제 착의실험을 실시하고 패

턴 공식을 수정하였는데, 착의실험 실시 결과 체표길이 신장량을 그대로 

반영한 패턴에서보다 가슴둘레와 진동깊이 여유량은 늘려주고 앞품과 뒤

품의 여유량을 줄여준 패턴이 우수한 맞음새를 보였다.

Simeon Gill & Steve Hayes(2012)는 하반신 동작에서의 체표길이 최

대 증가량을 의복 패턴에 필요한 최소 여유량으로 설정하였다. 체표길이 

최대 증가량은 ‘특정 자세에서의 체표길이-바로 선 자세에서의 체표길이’

로 정의하였으며 밑위길이의 여유량 설정을 위해 뒤엉덩이 부위의 수직

방향 체표길이 최대 증가량을 조사하여 반영하였다. 설정된 바지 밑위길

이 여유량은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동작에서의 체표길이 최대 증가량으

로 12.2cm의 수치를 보였다. 또한 체표길이 증가량과 바로 선 자세에서

의 인체 측정치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체표길이 신장량을 인체 측

정치로 예측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두 변수 사이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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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나 나타나지 않아 예측 공식을 만들어 내는 데에

는 실패하였다.

[그림 21] 구미지(1997)의 체표면전개도 증가량을 통한 의복 여유량 설정

제 4 절  가상착의 연구

가상착의는 실제 옷을 입은 상태를 3차원 가상공간 안의 인체 형상 위

에서 시각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으로 실제착의 상태를 최대한 그대로 재

현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가상착의 통해 실제 봉제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패턴과 소재에 따른 의복 실루엣과 여유량의 차이 등을 

검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도한 실체착의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데 걸

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박근혜, 2007). 이렇게 가상착

의로 실제착의 과정을 대신하려면 가상착의상태가 실체착의상태와 유사

한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데, 이러한 유사성에는 의복의 색상이나 표면 

질감, 두께감은 물론 실루엣과 여유량, 동작시의 의복압 변화까지 포함되

며 가상착의결과의 활용 전에 이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

적이다. 만약 연구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유사성이 검증된다면 기존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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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착의를 통해 실시하던 의복에 대한 평가를 가상착의과정을 통해 대체

할 수 있으며 실제착의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착의상태를 빠른 시

간에 검증할 수 있게 된다.

1. 가상착의와 실물 착의에서의 의복 맞음새 비교

Lee et al.(2007)은 비만체형, 보통체형, 수척체형의 세 개 여성 체형에 

대하여 바지와 스커트의 가상착의 상태와 실제착의 상태를 비교하였다.

가상착의 프로그램으로는 NARCIS를 사용하였으며 각 체형의 실물 스캔 

형상에 대응하는 파라메트릭 바디를 사용하였다. 가상착의와 실물착의의 

유사성을 평가한 결과 바지보다는 치마에서 더 유사성이 높았으며 인체 

사이즈보다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의복을 착용한 경우에서는 유사성이 

떨어졌다. 가상착의에서는 큰 주름의 표현이 잘 재현되지 않았으며 대체

로 실제착의보다 인체와 의복 사이에 더 많은 공극면적이 발생하였다.

김현아 외(2011)는 플레어스커트의 실제착의와 가상착의에 따른 시각

적 이미지를 소재별로 비교 평가하였다. 가상착의 사용된 인체 형상은 

가상착의 소프트웨어의 파라메트릭 바디로 20대 표준체형에의 치수에 맞

도록 조절된 것이다. 소재는 면, 마, 모, 견, 폴리에스터의 5개 종류였으

며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드레이프성, 매력성, 신체보정

성, 부피감, 활동성의 5개 요인을 추출한 후 이 요인들에 대한 평가 점수

가 착의방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 검증하였다. 평가 결과 부피감

에서는 모를 제외한 다른 소재들에서 유의차가 발생하였는데 실제착의보

다 가상착의에서의 부피감을 더 크게 인지하였다. 활동성에서는 견과 폴

리에스터를 제외한 다른 소재들에서 유의차가 발생하였는데 가상착의에

서보다 실제착의에서 더 활동성이 커 보인다고 인지하였다.

이진숙과 이정란(2013)은 i-design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20~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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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여성의 바지 착장상태를 가상착의 상태와 실물착의 상태에서 각각 

평가하였다(그림 22). 평가에 사용된 바지는 2가지 종류의 원단으로 제작

되었으며 인체 형상은 실제 비만 여성 5인의 3차원 스캔데이터를 사용하

였다. 가상착의와 실물착의에서의 외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비교한 결과 

가상착의의 외관이 전반적으로 더 우수하게 평가되었으며 넙다리 부위에

서의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원단 종류는 실제착의와 가상착의의 

차이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림 22] i-designer에서의 실제착의와 가상착의의 비교(이진숙, 이정란. 2013)

박진아(2013)는 DC Suit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가상착의한 남성용 

작업복 바지의 맞음새를 실물 착의 상태와 비교 평가하였다(그림 23). 바

지 패턴은 한 가지 종류로 통일되어 있었으며 가상착의에 사용된 인체 

형상도 한 가지로, 한국 30대 남성의 인체치수 평균에 맞게 변형한 파라

메트릭 바디를 사용하였다. 가상착의와 실물착의에서의 의복 착의 상태

의 유사성을 의류학 전문가 5인이 평가하도록 한 결과 여유량, 솔기 위

치, 다트와 플리츠 표현, 원단 표면감 등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유사

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가상착의상태의 의복은 실제착의에서의 

의복의 외관을 완전히 재현하지는 못하며, 의복의 여유량이 지나치게 많

거나 적을 때 또는 의복의 형태가 복잡할 때 재현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의복 착용 시에는 여러 겹의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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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쳐 착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겹쳐 입기로 인한 효과를 검증한 

연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가상착의 결과가 전반적인 군주

름의 발생 정도나 여유량의 많고 적음을 실제 착의와 비슷한 경향을 가

지고 재현하고 있으므로 의복의 맞음새 비교 평가에 이를 활용하여 상대

적으로 우수한 맞음새를 보이는 의복을 판별해야할 경우에는 가상착의 

기술의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3] DC Suite의 바지 가상착의 과정(박진아 2013)

2. 가상착의를 통한 의복 맞음새 평가

홍은희와 서미아(2012)는 CLO 3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성인 남성 

기본 상의 원형의 6종의 맞음새를 비교 평가하였다. 가상착의 상태에 대

한 평가는 전문가집단의 관능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분산분석으로 

원형 간 맞음새의 유의차를 검증하였다. 맞음새에서 유의차가 확연히 발

생한 항목은 가슴둘레, 앞품, 어깨길이, 진동깊이, 앞 겨드랑너비 여유량 

적합성, 진동둘레, 목둘레 형태 안정성, 뒷목둘레에서의 군주름 발생 상

태였으며 이를 통해 부위별로 어떤 원형이 더 우수한 맞음새를 보이는 

지 파악하였다. 또한 전체 평가항목의 평균 점수를 계산해 전체적으로 

가장 우수한 맞음새를 보이는 원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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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정과 강연경(2013)은 DC Suit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성인여성용 

길원형 3종을 비교평가 하였다. 외관의 전문가 관능평가 결과 정면에서

의 앞중심길이의 허리부위의 크기와 형태, 측면에서의 옆선 위치, 허리부

위의 크기와 형태, 후면에서의 허리와 어깨 부위의 크기와 형태에서 뚜

렷한 유의차가 관찰되었다.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원형은 문화식이었

고 그 다음으로 암스트롱식, 온앤온식의 순으로 점수가 우수하였다.

김경아 외(2014)는 CLO 3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남성복 바지 패턴 

6종의 맞음새를 비교하였다(그림 24). 전문가 9인이 외관에 대한 관능평

가를 실시하였으며 분산분석으로 유의차를 검증하였는데 뚜렷한 유의차

가 발생한 항목은 정면에서의 허리둘레선 위치, 허리둘레 여유량, 샅 부

위의 군주름 발생여부, 측면에서의 허리선의 경사도, 옆선의 위치, 후면

에서의 허리둘레선 위치, 허리둘레 여유량, 허리다트의 위치, 의복 전체

에서의 외관이었다. 의복압은 CLO 3D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의복압 

분포의 시각화 화면을 통해 연구자가 평가하였으며 통계적인 분석을 실

시하지 않았다.

[그림 24] CLO 3D의 바지 가상착의 상태(김경아 외, 2014)

김민정 외(2014)는 CLO 3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셔츠 패턴 5종의 

맞음새를 비교 평가하였다. 착의에 사용한 인체 형상은 CLO 3D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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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파라메트릭 바디를 6차 사이즈코리아 자료의 25~34세 남성의 

평균 치수에 맞게 변형시킨 것이다. 맞음새는 여유량 적합성 위주로 평

가하였으며 여유량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셔츠 원단을 반투명 

상태로 하여 의복과 인체 사이의 공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자극물을 

불투명 원단 상태의 자극물과 함께 제공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패턴 간 유의차가 발생하였는데 여유량이 많은 경우에서 

패턴 간 차이가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셔

츠의 실루엣별 최적 가슴둘레 여유량은 클레식핏에서 18.0cm를 슬림핏

에서 6.0cm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가상착의를 통한 의복 맞음새의 비교평

가는 군주름 발생 정도, 여유량 적합성 등의 항목을 비교하기 위해 진행

되었으며 전문가 관능평가와 그 결과에 대한 분산분석을 실시하면 패턴

간의 유의차를 검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가상착의

상태가 실제착의상태를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는 검증이 없이는 평가 결

과를 실제 의복 패턴에 활용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동일한 의복 

패턴과 인체형상을 사용하는 조건에서 실제 의복의 착의상태를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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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 단계별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그림 25]와 같다.

[그림 25] 연구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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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 패턴 제도법 개발

1. 맞춤 재킷 소비자의 선호 여유량 조사

1) 여유량 자료의 수집

맞춤 남성복 구매자들이 선호하는 재킷의 의복 여유량을 산출하기 위하

여 서울과 인천에 위치한 남성복 맞춤 매장 3곳에서 맞춤 재킷 구매자 130

명을 대상으로 선호 여유량을 조사하였다.

의복 여유량은 ‘의복치수에서 인체치수를 뺀 값’으로 정의하며 동일 피

험자에 대하여 총 2회 여유량을 수집하였는데, 1차 수집은 피험자가 매장

에 처음 방문했을 때 채촌복을 착장한 상태로 실시하였으며, 2차 수집은 

개인 맞춤 재킷을 수령하기 위해 재방문할 때 완성된 개인 맞춤 재킷을 착

용한 상태에서 실시하였다.

(1) 인체 치수 측정

① 인체 치수 측정 항목

인체치수 측정 항목은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위팔둘레, 어깨

가쪽사이길이, 팔길이, 키, 몸무게의 8가지이며, ‘가슴둘레-허리둘레’, ‘엉덩

이둘레-허리둘레’, BMI의 3개 계산치수를 생성하였다.

② 측정 복장으로 인한 인체 치수 증가량 조사

인체 측정시의 복장은 소비자가 매장에 방문 시 착용한 속옷과 속옷의 

바로 위에 착용한 의복으로 하였다. 이렇게 측정된 인체 치수는 의복 위로 

측정한 치수이므로 의복의 두께로 인한 치수 증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

를 보정하기 위하여 인체 측정이 착용한 의복의 조합별로 인체 치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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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조사하였는데, 인체 측정이 사용된 모든 의복 조합을 실제 피험자 3

명에게 착장시켜 한 조합 당 3회의 반복 측정을 실시하여 인체 치수증가분

의 평균치를 산출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인체치수증가분은 소비자에게서 

측정된 인체 치수의 보정이 사용한다.

(2) 재킷 치수 측정 및 재킷 여유량 산출

① 재킷 치수 측정

재킷 치수 측정은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위팔둘레, 어깨너비,

소매길이, 재킷길이의 7개 항목에서 진행하였으며 채촌복이나 완성된 개

인 맞춤 재킷을 평평한 탁자 위에 펼쳐놓은 상태로 줄자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그림 26]에는 재킷 치수 측정 부위를 제시하였다.

[그림 26] 재킷 치수 측정 부위

② 재킷 여유량 산출

재킷 여유량은 재킷 치수를 측정한 7개 부위에서 산출하며 재킷길이를 

제외한 다른 부위의 여유량은 ‘의복치수 - 인체치수’로 계산하며 재킷길이

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인체치수항목이 없으므로 ‘재킷길이/키’ 치수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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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을 대체한다.

Ÿ 가슴둘레 여유량 = 의복 가슴둘레-인체 가슴둘레

Ÿ 허리둘레 여유량 = 의복 허리둘레-인체 허리둘레

Ÿ 엉덩이둘레 여유량 = 의복 엉덩이둘레-인체 엉덩이둘레

Ÿ 위팔둘레 여유량 = 의복 위팔둘레-인체 위팔둘레

Ÿ 어깨너비 여유량 = 의복 어깨너비-인체 어깨가쪽사이길이

Ÿ 소매길이 여유량 = 의복 소매길이-인체 팔길이

Ÿ 재킷길이 여유량 → ‘재킷길이/키’ 치수로 대체

2) 여유량 관능평가

여유량 관능평가는 의복 여유량 산출 부위에서 소비자가 재킷을 착용한 

상태에서 직접 거울을 보며 실시하였다. 거울 앞에는 평가에 사용할 척도

를 부착하였다.

사용할 척도는 두 가지로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위팔둘레, 어

깨너비 여유량 항목에서는 ‘1.작다-2.조금작다-3.적당하다-4.조금크다-5.크

다’의 5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며 팔길이, 재킷길이 여유량 항목에서는 ‘1.

짧다-2.조금짧다-3.적당하다-4.조금길다-5.길다’의 5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

였다.

3) 소비자 선호 여유량 제시

소비자의 선호 여유량은 관능평가 결과 ‘3.적당하다’ 응답에 해당하는 의

복 여유량으로 정의하며, 체형에 따라 발생하는 선호 여유량 차이를 분석

하기 위하여 각 부위의 선호여유량과 나이, 인체치수 사이의 상관관계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투입한 인체치수는 BMI,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엉덩이둘레-허리둘레’ 드롭의 세 가지이다.

상관관계분석 결과 선호여유량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나이 또는 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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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항목을 '1구간: 1분위수 미만', '2구간: 1분위 이상 ~ 중위수 미만', '3

구간: 중위수 이상 ~ 3분위수 미만', '4구간: 3분위수 이상'의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선호 여유량 평균을 제시하며,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을 실

시하여 인체치수 구간별 선호여유량의 유의차를 검증하였다.

2. 선행연구의 재킷 패턴 제도법 분석

선행 연구에서의 남성복 패턴 제도법 6종에 대하여 패턴에 설정된 제

도 공식 및 여유량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제도법은 남윤자, 이형

숙 제도법(2005, 제도법 A), 허동진 외 제도법(2001, 제도법 B), 김옥경,

박광애 제도법(2004, 제도법 C), 최영림 제도법(2008, 제도법 D), 곽연신 

외 제도법(2008, 제도법 E), 금위수 제도법(2008, 제도법 F)이다.

분석을 위한 기준 인체 치수는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사업’의 3

차원 측정치 자료 중 20~59세 남성의 가슴둘레와 키의 최다빈도구간에 

속한 피험자의 평균 치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키 구간은 5.0cm 간격

이며 가슴둘레 구간은 4.0cm 간격이다.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의 제도식 안에 시접량이 포함되어 있는 경

우에는 그렇지 않은 제도법과 이를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시접량이 포함된 제도법을 시접량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제도식을 변

환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항목은 ‘진동깊이’, ‘등길이’, ‘엉덩이옆길이’, ‘재킷길이’, ‘뒤판 목

밑너비/2’, ‘뒤판 목뒤깊이’, ‘앞판 목밑너비/2’, ‘뒤판 목뒤점과 앞판 목

옆점의 높이차’, ‘가슴둘레/2’, ‘앞품/2, 겨드랑두께, 뒤품/2 제도 공식 및 

각 항목으로의 가슴둘레 여유량의 배분’, ‘진동둘레선상에서의 앞솔기 및 

뒤솔기의 시작점 위치’, ‘앞판과 뒤판의 어깨기울기’, ‘뒤판 어깨끝점의 

수평 위치 및 뒤어깨선에 설정된 오그림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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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턴 실무 전문가 심층 면접

현재 남성복 정장 업체 패턴사로 근무 중인 패턴 실무 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재킷 여유량 설정 및 부위별 제도 공식에 관한 심층면접을 진

행하였다.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어깨너비, 위팔둘레, 소매길

이, 재킷길이의 7개 부위에 대하여 패턴에 설정된 여유량을 조사하였으

며 진동깊이, 등길이, 어깨기울기, 앞/뒤판 목밑너비의 차, 앞판 목옆점

과 뒤판 목뒤점의 높이차, 사이드패널 위치를 설정하기 위한 패턴 제도 

방법 등을 조사하였다.

4. 연구 패턴 제도법 설계

1) 연구 패턴 제도법 설계

(1) 진동깊이, 등길이, 앞품/2, 뒤품/2 제도식 개발을 위한 회귀분석

진동깊이, 앞품/2, 뒤품/2 제도 시 인체측정치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의복의 특정 부위만 크기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작아져 재킷 실루엣의 균

형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키, 어깨가쪽

사이길이, 등길이와 같은 인체 주요부위의 치수를 사용하여 목뒤등뼈위

겨드랑수준길이, 겨드랑앞접힘점사이길이, 겨드랑뒤접힘점사이길이를 추

정하는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등길이의 경우 인체 치수를 직접 측정하나 패턴 제도 시에는 측정된 

인체치수를 사용하지 않고 키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도출된 회귀식을 

사용하였다. 이는 재킷의 등길이에 의해 정해지는 허리둘레선의 위치가 

라펠의 시작점 위치를 결정하게 되어 재킷의 전체적인 길이와 적절한 비

례를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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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귀분석을 위한 인체치수 자료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사업’의 20∼59세 남성 1,548명의 3차원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② 회귀분석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 겨드랑앞접힘점사이길이, 겨드랑뒤접힘점사

이길이를 예측하기 위한 선형회귀분석에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

레, 키, 어깨가쪽사이길이, 등길이의 6개 치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 투입 시에는 단계선택법을 사용하였다. 제도식의 간결함을 위하

여 최종적으로 회귀식에 사용되는 독립변수의 수는 2개로 제한하였다. 등

길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키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2) 여유량 설정

연구 패턴 제도법의 부위별 여유량은 맞춤 재킷 소비자의 선호 여유량 

조사를 통해 확정된 부위별 선호 여유량을 기본으로 설정하였으며 선호 

여유량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위에서는 선행 연구 제도법과 전문가 

심층면접에서 제시된 여유량을 참고하여 여유량을 설정하였다.

(3) 패턴 제도 순서 및 방법

선행연구의 재킷 패턴 제도법 중 패턴에 시접이 포함되지 않은 제도법

1종을 선택하여 이를 기초로 패턴 제도 순서를 설정하였으며 전문가 심

층면접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방법의 세부 사항을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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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패턴 제도법 수정

‘제 5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사업’의 3차원 형상 자료 중에서 기준 

피험자 1명을 선정하여 스티로폼 바디를 제작하고, 바디의 치수를 연구 

제도법에 입력하여 머슬린 재킷 실험복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실험복을 

스티로폼 바디에 위에 착장시킨 후 맞음새 문제가 발생하는 부위를 파악

하고 패턴 제도법을 수정하였다.

(1) 기준 피험자 선정 및 스티로폼 바디 제작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사업’의 3차원 측정치 자료 중 20~59세 

남성의 가슴둘레와 키의 최다빈도구간에서의 평균 치수에 근접하며, 남

윤자(1991)의 측면 체형 분류 기준에 따른 의류학 전공자의 체형 평가에

서 ‘바른체형’으로의 일치도가 90% 이상인 기준 피험자 1명을 선정하였

다. RapidForm 2006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선정된 피험자 형상을 정중

면을 기준으로 우측부위를 반전시켜 좌/우 대칭의 3차원 형상을 만들어 

내었으며 3차원 스티로폼 조각기를 사용하여 실물 바디를 제작하였다.

(2) 연구 패턴 제도법 수정

연구제도법으로 제작된 머슬린 실험복을 스티로폼 실물 바디에 위에 

착장시킨 후 맞음새 문제가 발생하는 부위를 파악하고 패턴 제도법을 수

정하였다. 머슬린 실험복에는 0.7cm두께의 어깨패드를 부착하였다.

3) 연구 패턴 제도법의 맞음새 관능평가 및 가상착의 소프트웨어의 

재현 정확도 검증 

(1) 기준피험자 선정

가상착의 소프트웨어의 재현 정확도 검증을 위한 피험자는 ‘연구 패턴 



- 42 -

제도법 수정’ 과정에서 사용된 피험자와 동일하다.

(2) 재킷 패턴 제작 및 실험복 제작

연구 패턴 제도법의 맞음새를 선행연구의 재킷 패턴 제도법과 비교 평

가하기 위해 연구 패턴 제도법의 기본 가슴둘레와 가슴둘레 여유량이 유

사한 순으로 제도법 3종을 선택하여 기준피험자의 치수로 패턴을 제작하

였다. 실험복은 머슬린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3) 실제착의 및 가상착의 방법

실제착의에서는 기준피험자의 실물 스티로폼 바디에 머슬린으로 제작

한 셔츠와 바지를 착의시킨 후 그 위에 실험 재킷을 착의시켰다. 셔츠와 

바지는 남윤자, 이형숙(2005)의 제도법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가상착의에서는 CLO 3D 소프트웨어 상에 기준피험자 바디의 3차원 

형상을 불러들인 후 그 위에 실제착의와 동일한 패턴의 셔츠와 바지, 재

킷을 착의시켰다. 가상 원단의 물성은 실제착의상태와 외관상 가장 유사

한 결과를 얻도록 조절하였다.

(4) 제도법 및 착의방법 간 비교 평가

비교 평가를 위해 의류학 전공자 15인이 재킷의 군주름/당김 발생정

도와 부위별 여유량 적합성을 5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분산분

석과 사후검정을 통해 제도법 및 착의방법 간 평가 결과의 유의차를 검

증하였다.

군주름/당김 평가부위는 인체 정면에서의 어깨선, 가슴/진동둘레, 허

리, 배/밑단, 인체 후면에서의 어깨선, 등/진동둘레, 허리, 엉덩이/밑단,

인체 우측면에서의 어깨선, 소매 부위로 총 10개이다. 평가에 사용된 질

문은 ‘재킷의 각 부위가 군주름이나 당김 없이 좋은 맞음새를 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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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평가에 사용된 척도는 ‘1: 매우 그렇지 않다 - 2: 그렇지 않다 - 3:

보통이다 - 4: 그렇다 - 5: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이다.

여유량 평가부위는 인체 정면에서 앞품,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

레, 인체 후면에서 어깨너비, 뒤품,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인체 

우측면에서 위팔둘레, 소매단둘레로 총 11개이다. 평가에 사용된 질문은 

‘재킷의 각 부위가 어떤 여유량을 보입니까?’이며 평가에 사용된 척도는 

‘1: 여유량이 매우 적다 - 2: 여유량이 적다 - 3: 여유량이 적당하다 - 4:

여유량이 많다 - 5: 여유량이 매우 많다’이다.

착의 상태에 따른 공극량 분포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RapidForm

2006을 사용하여 실물 스티로폼 바디의 3차원 스캔 데이터 위에 머슬린 

실험복 착의상태의 3차원 스캔 데이터를 중첩시킨 후 인체형상과 재킷형

상 간 편차(deviation)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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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체표면전개도 유형 분류법 개발

인체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체형별 재킷 패턴 변형 방법을 개발

하기 위해 재킷 패턴의 몸판 절개선 위치를 반영하여 피험자의 체표면을 

전개한 후 전개도의 부위별 각도와 치수차를 측정하였다. 이 체표면전개

도 측정치를 변수로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피험자의 체형을 

분류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피험자의 체형을 판별할 수 

있는 회귀식 모형을 제시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SPSS

16을 사용하였다.

1. 연구자료 및 피험자 선정

체표면전개도 유형 분류를 위한 연구자료는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사업’의 20∼59세 남성 1,548명의 3차원 스캔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연구자료 전체 피험자의 키를 5cm 간격, 가슴둘레를 4cm 간격으로 나눈 

후 교차표를 작성하여 피험자 집단을 생성하였다. 이 피험자 집단으로부

터 체표면전개도 유형 분류를 위한 피험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

다.

① 1차 선정: 연구자의 시각적 판단

키와 가슴둘레 구간으로 이루어진 피험자 집단 중 1% 이상의 백분율을 

보이는 피험자 집단에서 남윤자(1991)의 측면체형분류법을 기준을 사용하

여 ‘바른,’, ‘젖힌’, ‘숙인’, ‘휜’의 4개 체형별로 각 체형의 특성이 가장 잘 드

러나는 피험자를 연구자의 시각적 판단에 의해 선정하였다. 4개 체형은 각 

체형이 동일한 숫자의 피험자를 가지도록 하였다. 선정된 피험자의 총합은 

304명이며 4개 체형별로 각 76명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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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차 선정: 전문가 평가

연구자의 시각적 판단에 의해 추출된 피험자에 대하여 전문가평가를 실

시하여 측면 체형에 대한 일치도가 높은 순으로 상위 50%의 피험자를 추

출하였다. 선정된 피험자의 총합은 152명이다.

2. 재킷패턴의 몸판 솔기위치를 반영한 체표면 전개 방법 설정

체표면전개도를 생성하기 위하여 ‘SNU_Upper Body analyzer(이성지 

외, 2013)’를 기초로 체표면전개방법에 수정을 가하여 새로운 체표면전개

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선행 연구에서의 남성복 패턴 제도법 6종의 제도법 분석 결과 중 진동

둘레선상에서의 옆판 앞솔기선과 뒤솔기선 위치의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3차원 인체 형상에서의 체표면전개도 전개기준선 시작점 위치를 설정하

였다. 골반부위의 전/후 방향으로의 상대적 위치를 전개 기준선 상에 반

영하기 위해 앞솔기선의 아래쪽 끝은 3차원 인체 형상의 엉덩이둘레선상

에서 우측으로 가장 돌출된 지점을 통과하도록 하였다. 이는 ‘대퇴골대

전자점’ 위치를 반영한다. 체표면전개도상의 다트는 앞가슴다트와 뒤진

동다트의 2개로 앞가슴다트는 젖꼭지점에서 앞 정준선을 항해 수평으로 

절개하였으며 뒤진동다트는 겨드랑뒤벽점에서 그은 수평선과 등돌출점에

서 그은 수직선의 교점을 겨드랑뒤벽점과 연결한 선을 따라 진동둘레선 

쪽으로 수평으로 절개하였다.

3. 체표면전개도의 부위별 각도 및 치수차 측정

인체의 3차원적 형태가 반영된 체표면전개도의 형태 특성을 정량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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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체표면전개도상에서 17개 부위의 각도를 측정하였다. 각도 측정 

위치와 항목은 [그림 27], [표 1]과 같다.

[그림 27] 체표면전개도 각도 측정 위치

번호 측정항목명 정의

1 가슴상부각
앞가슴다트의 아래쪽 끝점과 목앞점을 연결한 직선이 수직 

기준선과 이루는 각도

2 가슴하부각
앞가슴다트의 아래쪽 끝점과 '앞중심선과 허리둘레선의 교점'

을 연결한 직선이 수직 기준선과 이루는 각도

3 배상부각
앞중심선과 허리둘레선의 교점'과 앞중심선의 아래쪽 끝점을 

연결한 직선이 수직기준선과 이루는 각도

4
앞판앞솔기

상부각

앞판 앞솔기선의 위쪽 끝점'과 '앞판 앞솔기선과 허리둘레선

의 교점'을 연결한 직선이 수직기준선과 이루는 각도

5
앞판앞솔기

하부각

앞판 앞솔기선의 아래쪽 끝점'과 '앞판 앞솔기선과 허리둘레

선의 교점'을 연결한 직선이 수직기준선과 이루는 각도

6
옆판앞솔기

상부각

옆판 앞솔기선의 위쪽 끝점'과 '옆판 앞솔기선과 허리둘레선

의 교점'을 연결한 직선이 수직기준선과 이루는 각도

7
옆판앞솔기

하부각

옆판 앞솔기선의 아래쪽 끝점'과 '옆판 앞솔기선과 허리둘레

선의 교점'을 연결한 직선이 수직기준선과 이루는 각도

[표 1] 체표면전개도 각도 측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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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측정항목명 정의

8
옆판뒤솔기

상부각

옆판 뒤솔기선의 위쪽 끝점'과 '옆판 뒤솔기선과 허리둘레선

의 교점'을 연결한 직선이 수직기준선과 이루는 각도

9
옆판뒤솔기

하부각

옆판 뒤솔기선의 아래쪽 끝점'과 '옆판 뒤솔기선과 허리둘레

선의 교점'을 연결한 직선이 수직기준선과 이루는 각도

10
뒤판뒤솔기

상부각

뒤판 뒤솔기선의 위쪽 끝점'과 '뒤판 뒤솔기선과 허리둘레선

의 교점'을 연결한 직선이 수직기준선과 이루는 각도

11
뒤판뒤솔기

하부각

뒤판 뒤솔기선의 아래쪽 끝점'과 '뒤판 뒤솔기선과 허리둘레

선의 교점'을 연결한 직선이 수직기준선과 이루는 각도

12 등상부각
목뒤점과 등돌출점을 연결한 직선이 수직기준선과 이루는 각

도

13 등하부각
등돌출점과 ‘뒤중심선과 허리둘레선의 교점'을 연결한 직선이 

수직기준선과 이루는 각도

14 엉덩이상부각
‘뒤중심선과 허리둘레선의 교점'과 뒤중심선의 아래쪽 끝점을 

연결한 직선이   수직기준선과 이루는 각도

15
뒤진동

다트각

뒤진동다트의 꼭짓점과 다트 양 끝점을 연결한 두 직선이 이

루는 각도

16 앞어깨각
앞판 목옆점과 어깨끝점을 연결한 직선이 수평기준선과 이루

는 각도

17 뒤어깨각
뒤판 목옆점과 어깨끝점을 연결한 직선이 수평기준선과 이루

는 각도

[표 1]에서 이어짐

가슴둘레선 위쪽에서의 인체의 3차원적 형태 변화를 보다 세밀하게 정

량화하기 위해 체표면전개도상에서 2개의 수평 너비와 2개의 수직 높이

항목을 측정한 후 수평너비끼리와 차와 수직높이끼리의 차를 구하였다.

치수차 측정 위치와 항목은 [그림 28],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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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체표면전개도 치수차 측정 위치

번호 측정항목명 정의

1
앞품

-뒤품

체표면전개도상의 ‘앞진동둘레 변곡점에서 앞중심선까

지 그은 수평선 길이(a)’에서 ‘뒤진동둘레 변곡점에서 

뒤중심선까지 그은 수평선 길이(b)’를 뺀 값 = a-b

2
앞판목옆높이

-뒤판목뒤높이

체표면전개도상의 ‘앞판목옆점~엉덩이둘레기준선 사이

의 수직길이(c)’에서 ‘뒤판목옆점~엉덩이둘레기준선 사

이의 수직길이(d)’를 뺀 값 = c-d

[표 2] 체표면전개도 치수차 측정 항목

4. 체표면전개도의 형태구성인자 추출을 위한 인자분석

체표면전개도의 형태에 대한 구성인자를 추출하기 위해 체표면전개도

상에서 측정한 17개 각도항목과 2개 치수차 항목을 독립변수로 하는 인

자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자 추출에는 주성분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베리맥

스(Varimax) 직교회전법을 적용하였다. 인자의 수는 고유치 1.00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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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제한하였다.

5. 체표면전개도 유형 분류를 위한 군집분석

인자분석 결과 얻어진 인자점수를 독립변수로 K-평균 군집분석

(K-means clustering)을 실시하여 선정된 피험자의 체표면전개도를 분류

하였다. 군집의 수는 4~6개의 범위에서 군집의 특징을 살펴보아 전문가

의 시각적평가에 의한 측면체형의 차이가 군집 간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수준으로 선택하였다.

분류된 군집을 기준으로 개별 피험자를 분류한 뒤 인자점수 및 체표면

전개도 측정치에 대한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를 실시하여 군집 간 유의

차를 검증하였다.

6. 체표면전개도 유형 예측 모형 개발

군집분석에 의해 피험자들이 분류된 상태에서 소속군집이 아직 판별되

지 않은 다른 피험자들이 어느 군집에 소속되는지 판별하기 위해서는 일

반적으로 판별분석이나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사용된다. 두 방법 모두 개

별 피험자에 대하여 소속 군집을 판별해 주나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경우 

소속 군집뿐 아니라 각 군집으로의 소속 확률도 제시해 주므로 개별 피

험자의 체형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피험자의 체표면전개도 

유형을 판별할 수 있는 예측식 모형을 제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투입되는 체표면전개도 측정항목은 인자분석 시 

인자부하량이 0.75 이상인 항목으로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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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체표면전개도를 활용한 재킷 패턴 변형법 개발

1. 체표면전개도를 활용한 재킷 패턴 변형 절차

1) 체표면전개도로의 재킷 여유량 부여

본 연구의 재킷 패턴 변형 시에는 체표면전개도의 굽혀지거나 젖혀진 

형태를 재킷 패턴에 반영하면서 연구제도법에서 설정된 의복 여유량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변형 시 여유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여유

량이 변할 경우 의복의 실루엣에 직접적인 변화가 발생해 의복의 디자인

이 다르게 인지되고, 이로 인해 패턴의 굽혀지거나 젖혀진 형태 차이로 

인한 효과를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가슴둘

레와 목너비, 어깨너비 항목에서의 재킷에 설정된 여유량을 체표면전개

도에 부여하였으며 이렇게 여유량이 부여된 체표면전개도를 재킷 패턴 

위에 중첩시켜 패턴 변형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2) 체표면전개도를 활용한 재킷 패턴 변형 절차

재킷이 인체에 밀착되는 가슴둘레선 위쪽에서는 체표면전개도의 굽거

나 젖혀진 형태가 재킷 패턴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재킷과 인체 

사이에 상대적으로 덜 밀착되는 가슴둘레선 아래쪽에서는 재킷 패턴 완

성치수에서의 드롭을 유지하면서 체표면전개도와 패턴 사이의 차이가 앞

/뒤판에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패턴의 솔기 위치를 조정하였다.

재킷 패턴에 체표면전개도의 형태를 최대한 반영한 상태를 ‘최대 변

형’으로 정의하였으며 이 ‘최대 변형’ 상태와 전혀 변형을 하지 않은 상

태 사이에 ‘1/3 변형’, ‘2/3 변형’의 두 단계를 추가하여 총 ‘변형 안 함’

- ‘1/3변형’ - ‘2/3 변형’ - ‘최대 변형’ 4단계의 변형 재킷 패턴을 제시하

였다. 이를 위해 ‘변형 안 함’ 패턴과 ‘최대 변형’ 패턴을 중첩시킨 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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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기준점의 X좌표차와 Y좌표차를 3등분하여  ‘1/3변형’ 패턴과 ‘2/3

변형’ 패턴의 기준점을 생성하였다.

변형이 끝난 재킷 몸판의 소매 패턴과 칼라 패턴은 변형된 몸판 형태

에 맞춰 연구제도법으로 제도한다.

2. 가상착의를 활용한 재킷 패턴의 최적 변형단계 검증

1) 가상착의 피험자 선정

체표면전개도 유형에 대한 소속확률에 따라 0.75이상과 0.75 미만의 두 

단계로 피험자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두 단계로 피험자를 선정하는 이유

는 체표면전개도 형태의 극단적인 정도에 따른 패턴 변형 필요성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1) 체표면전개도 유형별 소속확률 0.75 이상 피험자

체표면전개도 유형 분류법 개발에 사용된 피험자 중 체표면전개도 유

형별 소속확률이 0.75 이상인 피험자인 피험자를 유형별로 1명씩 선택하

였다. 이는 각 체표면전개도에서의 극단적인 형태를 보이는 피험자로 구

체적인 피험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Ÿ 체표면전개도 유형 예측 모형 적용 시 각 유형으로의 소속 확률이 

0.75 이상이다.

Ÿ 체표면전개도 유형 분류를 위한 인자분석에서 각 인자로의 인자부하

량이 0.75 이상인 측정 항목에 대한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 결과 각 

유형별로 최대값 집단에 속한 측정 항목에서는 군집중심 이상의 값,

최소값 집단에 속한 측정 항목에서는 군집중심 이하의 값을 보이는 

피험자를 선정하여 해당 유형의 특성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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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표면전개도 유형별 소속확률 0.75 미만 피험자

체표면전개도 유형 분류법 개발에 사용된 피험자 중 로지스틱 회귀분

석 시 체형별 소속확률이 0.75 미만인 피험자인 피험자를 체형 유형별로 

1명씩 선택하였다. 이는 각 체형에서의 중간적인 형태를 보이는 피험자

로 구체적인 피험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Ÿ 체표면전개도 유형 예측 모형 적용 시 각 유형으로의 소속 확률이 

0.75 미만이다.

Ÿ 분류된 체표면전개도 유형 이외의 다른 유형 2개에 대해서도 동시에 

0.05 이상의 소속 확률을 보여 여러 체형의 특성이 일부 섞여 있도록 

한다.

2) 가상착의 패턴 제작 및 가상착의 

선택된 피험자의 인체 치수를 사용하여 연구제도법으로 ‘변형 안 함’

단계의 재킷 패턴을 제작하였다. 이 ‘변형 안 함’ 단계의 패턴은 한 피험

자 당 4개가 제작되는데 가슴둘레 여유량을 기준으로 2.0cm의 편차를 

둬 총 4단계의 여유량을 가진다.

4가지 여유량의 ‘변형 안 함’ 패턴에 대하여 ‘체표면전개도를 활용한 

재킷 패턴 변형 방법’을 적용하여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단

계의 변형 재킷 패턴을 제작하였다. 따라서 한 피험자에게 제작되는 가

상 재킷은 총 16벌이다.

가상 재킷 안에 착용하는 가상 셔츠와 가상 바지 패턴은 ‘제5차 한국

인 인체치수 조사사업’의 20~59세 남성 피험자 중 키 162.5~177.4cm 범

위에 드는 피험자를 다시 가슴둘레 90.0~93.9cm, 94.0~97.9cm,

98.0~101.9cm, 102.0~105.9cm, 106.0~109.0cm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에서의 평균 치수를 사용하여 구간별로 1벌씩 제작하였다.

가상착의 피험자는 자기의 인체치수가 속한 구간의 셔츠와 바지를 가



- 53 -

상으로 착용한 상태에서 변형 단계별 재킷의 가상착의를 실시하였다. 가

상 원단의 물성은 실제착의상태와 외관상 가장 유사한 결과를 얻도록 조

절하였다.

3) 의류학 전공자 관능평가 및 최적 변형단계 선정

각 체표면전개도 유형과 재킷 가슴둘레 여유량에서의 최적 변형단계를 

선택하기 위하여 의류학 전공자 15인을 대상으로 가상의복의 피팅 상태

를 자극물로 제공하여 군주름/당김 발생 정도를 평가하게 하였다.

정면과 후면 평가에서는 재킷의 가슴둘레선 위쪽 부위와 가슴둘레선 

아래쪽 두 부위의 두 부분으로 재킷을 나누어 평가를 진행하였다. 측면

에서는 정면이나 후면에서 군주름 발생 여부를 관찰하기 어려운 라펠 부

위와 밑단 부위를 평가하게 하였다. 평가에 사용된 질문은 “재킷의 각 

부위가 군주름이나 당김 없이 좋은 맞음새를 보입니까?”이며 평가에 사

용된 척도는 ‘1: 매우 그렇지 않다 - 2: 그렇지 않다 - 3: 보통이다 - 4:

그렇다 - 5: 매우 그렇다’이다.

변형단계별로 부위별 평가의 유의차가 발생하는 지 판단하기 위하여 

분산분석 및 던컨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6개 평가 부위 점수의 평균을 

구하여 평균이 가장 높은 변형 단계를 각 체표면전개도 유형과 의복 여

유량을 고려한 최적 변형단계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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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 패턴 제도법 및 패턴 변형법의 적합성 검증

1. 피험자 선정

실물 재킷에서의 동작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사

업’의 형상을 사용하지 않고 실제 의복을 착용할 수 있는 피험자를 모집

하였으며 3차원 인체 스캔과 체표면전개도 전개 과정을 통해 피험자의 

체표면전개도 유형을 판정하였다. 체표면전개도 유형 예측 모형을 적용

하였을 경우 각 유형별 소속확률이 0.75 이상인 피험자를 선정하였으며 

각 유형별 피험자의 수는 1명이다.

2. 관능평가

관능평가는 연구재킷 제도법에 최적 변형단계를 적용한 상태를 선행 

연구 제도법 중 가장 우수한 맞음새 평가를 얻은 제도법과 비교하는 방

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머슬린으로 제작된 실험 재킷을 사용하였다.

1) 형태적합성 평가

(1) 군주름/당김 발생 정도 평가

연구 재킷의 착장 상태와 비교 재킷의 착장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한 

뒤 의류학 전공자 15인에게 군주름/당김 발생 정도를 평가하게 하였다.

평가부위는 인체 정면에서의 어깨선, 가슴/진동둘레, 허리, 배/밑단, 인

체 후면에서의 어깨선, 등/진동둘레, 허리, 엉덩이/밑단, 인체 우측면에

서의 어깨선, 소매 부위로 총 10개 부위이다. 평가에 사용된 질문은 '재

킷의 각 부위가 군주름이나 당김 없이 좋은 맞음새를 보입니까?'이며 평

가에 사용된 척도는 ‘1: 매우 그렇지 않다 - 2: 그렇지 않다 - 3: 보통이

다 - 4: 그렇다 - 5: 매우 그렇다’이다. 제도법 간 평결과의 유의차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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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2) 여유량 적합성 평가

연구 재킷의 착장 상태와 비교 재킷의 착장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한 

뒤 의류학 전공자 15인에게 여유량 적합성을 평가하게 하였다. 평가부위

는 인체 정면에서의 앞품,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인체 후면에

서의 어깨너비, 뒤품,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인체 우측면에서

의 위팔둘레, 소매단둘레, 재킷 전체에서 소매길이, 재킷길이로 총 13개 

부위이다. 평가에 사용된 질문은 '재킷의 각 부위가 어떤 여유량을 보입

니까?'이며 평가에 사용된 척도는 ‘1: 여유량이 매우 적다(매우 짧다) - 2:

여유량이 적다(짧다) - 3: 여유량이 적당하다 - 4: 여유량이 많다(길다) -

5: 여유량이 매우 많다(매우 길다)’이다. 제도법 간 유의차를 검증하기 위

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2) 동작적합성 평가

피험자가 재킷을 착용한 상태에서 동작을 실시하며 각 동작에서의 부

위별 착용감을 평가하게 하였다. 평가 동작은 인체측정학적 선 자세, 양 

팔을 앞으로 90° 들어올리기, 양 팔을 앞으로 90° 들어 올린 뒤 팔꿈치

를 완전히 굽히기, 양 팔을 위로 180° 들어올리기, 양 팔을 옆으로 90°

들어올리기, 양 팔을 뒤로 최대한 들어올리기, 허리를 90° 굽히기의 일곱 

가지이며 평가 부위는 가슴둘레선 전면, 가슴둘레선 후면, 허리둘레선 전

면, 허리둘레선 후면, 엉덩이둘레선 전면, 엉덩이둘레선 후면, 진동둘레,

위팔둘레, 팔꿈치둘레의 아홉 개이다. 체형 유형별로 한 명씩 총 5명의 

피험자에게서 평가를 실시하므로 통계적인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평

가 결과의 평균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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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연구 패턴 제도법 개발

1. 맞춤 재킷 소비자의 선호 여유량 조사

1) 착용 의복으로 인한 인체 치수 증가량 조사

남성복 맞춤 업체 소비자들에게 측정된 인체 치수는 소비자가 매장 방

문 시에 착용한 의복 위에서 측정한 것이므로 해당 의복들의 조합을 조

사하고 착의실험을 통해 의복 조합착용 시의 인체 치수 증가량을 검증하

였다. 착의실험 피험자는 상의 가슴둘레 사이즈 95, 100, 105를 착용하는 

20~30대 남성 3명으로 주요 인체 치수는 [표 3]과 같다.

피험자 인체치수(cm)

　 피험자 A
(95 사이즈 착용)

피험자 B
(100 사이즈 착용)

피험자 C
(105 사이즈 착용)

가슴둘레 91.0 95.6 98.5

허리둘레 69.5 84.5 87.5

엉덩이둘레 87.5 101.8 98.0

위팔둘레 28.0 31.8 31.5

[표 3] 착용의복으로 인한 인체치수 증가량 조사 실험 피험자 인체치수

위의 피험자 세 명은 모두 자기 가슴둘레치수보다 5cm 더 큰 가슴둘

레 사이즈의 상의를 착용하였다. 이는 현재 의류 업체에서 사용하는 95,

100, 105라는 가슴둘레 호칭이 실제 가슴둘레를 반영하기보다는 M, L,

XL과 같은 상대적인 크기의 호칭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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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가 착용할 의복은 기성복 제품으로, 이의 종류와 사이즈는 아래

와 같다.

Ÿ 실험복 상의

Ÿ 긴팔 셔츠, 긴팔 티셔츠, 민소매 런닝, 반팔 런닝, 내복 상의

: 가슴둘레 95, 100, 105cm 사이즈별로 각 1장씩 

Ÿ 실험복 하의

Ÿ 정장 바지 : 허리둘레 28, 32, 34인치 사이즈별로 각 1장씩

Ÿ 사각팬티(밀착되는 형태), 사각팬티(넉넉한 형태) 삼각팬티, 내

복 하의 : 엉덩이둘레 90cm 사이즈 1장, 100cm 사이즈 2장

(1) 남성복 맞춤 업체 소비자들의 인체 치수 측정이 착용된 의복 조합

남성복 맞춤 업체 소비자들의 인체 측정이 착용한 의복의 조합을 조사

한 결과 상의에서는 내의 없이 셔츠만 착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하의

에서는 ‘드로즈’라고 불리는 몸에 밀착되는 사각팬티 위에 정장바지를 

착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4]에는 남성복 맞춤 업체 소비자 인체 

측정이 착장된 의복 조합의 발생 빈도를 제시하였다.

(2) 착용의복으로 인한 인체치수 증가량 분석

의복 착용으로 인한 인체 치수 증가량을 조사한 결과 여러 의복을 겹

쳐 착용할수록 인체 치수 증가량이 늘어났다. 상의에서는 셔츠보다는 티

셔츠 착장 시 치수 증가량이 더 많았으며 민소매 런닝보다는 반팔 런닝

의 착장 시 치수 증가량이 더 많았다. 상의 안에 내복을 추가로 착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보다 약 1cm만큼 가슴둘레 치수와 허리

둘레 치수 증가가 일어났다. 하의에서는 팬티의 종류에 따라 인체치수 

증가량이 달라졌는데 넉넉한 형태의 사각팬티, 몸에 밀착되는 사각팬티,

삼각팬티의 순으로 엉덩이둘레 증가량이 많았다. 삼각팬티 위에 내복을 



- 58 -

착용한 경우에는 삼각팬티만 착용한 것보다 평균 1.0cm의 엉덩이둘레 

치수 증가가 일어났다. [표 5]에는 의복 조합별 인체 치수 증가량을 제시

하였다.

상의 의복 조합별 발생 빈도 (명)

상의
내의종류

- - 반팔
런닝

반팔
런닝

민소
매런
닝

민소
매런
닝

민소매
런닝

+내복

민소매
런닝

+내복

상의종류 셔츠 티셔
츠 셔츠 티셔

츠 셔츠 티셔
츠 셔츠 티셔

츠

발생빈도 63 28 14 9 6 3 6 1

하의 의복 조합별 발생 빈도 (명)

하의
내의종류

사각팬티
(몸에 밀착되는 형태)

사각팬티
(넉넉한 반바지 형태)

삼각팬티 삼각팬티
+내복

하의종류 정장바지 정장바지 정장바지 정장바지

발생빈도 63 27 33 7

[표 4] 인체 측정이 착장된 의복 조합

상의 의복 조합별 인체치수 증가량 (3회 측정 후 계산한 평균, cm)

상의
내의종류

- - 반팔
런닝

반팔
런닝

민소
매런
닝

민소
매런
닝

민소
매런
닝

+내복

민소
매런
닝

+내복

상의종류 셔츠 티셔츠 셔츠 티셔츠 셔츠 티셔츠 셔츠 티셔츠

가슴둘레 증가량 0.8 0.8 1.4 1.8 1.0 1.4 2.0 2.2

허리둘레 증가량 1.4 1.4 2.6 2.7 1.9 2.2 3.1 3.3

위팔둘레 증가량 0.7 1.0 1.1 1.6 0.6 1.3 1.5 1.8

하의 의복 조합별 인체치수 증가량 (3회 측정 후 계산한 평균, cm)

하의
내의종류

사각팬티
(몸에 밀착되는 형태)

사각팬티
(넉넉한 반바지 형태)

삼각팬티 삼각팬티
+내복

하의종류 정장바지 정장바지 정장바지 정장바지

엉덩이둘레 
증가량 3.4 3.5 3.2 4.2

[표 5] 의복 조합별 인체 치수 증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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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 여유량 관능평가에 의한 여유량 단계별 평균 여유량

의복 조합별로 증가된 인체 치수를 보정한 후 각 여유량 단계에 해당

하는 여유량 수치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응답자 수가 5명 미만인 항목에

서는 평균을 산출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응답은 ‘3_적당하다'에 밀집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여유량 산출시 사용한 채촌복이 피험자의 가슴둘레

를 기준으로 가장 잘 맞는 치수를 선택한 의복이었기 때문이며, 완성된 

맞춤복 역시 피험자에게 잘 맞는 치수로 맞춤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표 

6]에는 여유량 적합성 평가 단계별 평균 여유량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

에서는 '3_적당하다'에 해당하는 여유량을 '선호 여유량'으로 명명하였다.

　
1_작다
1_짧다

2_조금작다
2_조금짧다 3_적당하다 4_조금크다

4_조금길다
5_크다
5_길다

가슴둘레
여유량

여유량(cm) -　 4.8 6.1 10.1 -　

발생빈도(명) 0 10 113 6 0

허리둘레
여유량

여유량(cm) - 6.4 9.1 12.4 16.3

발생빈도(명) 1 12 93 18 6

엉덩이둘
레여유량

여유량(cm) - 9.8 12.5 13.8 -

발생빈도(명) 2 25 97 4 2

어깨너비
여유량

여유량(cm) - -0.4 0.6 2.1 -

발생빈도(명) 1 11 111 6 1

위팔둘레
여유량

여유량(cm) - - 4.4 5.2 -

발생빈도(명) 0 4 117 9 0

소매길이
여유량

여유량(cm) -0.3 1.8 3.2 4.9 7.3

발생빈도(명) 6 8 72 36 8

재킷길이
/키

재킷길이/키 -　 -　 0.415 0.428 0.445

발생빈도(명) 0 2 69 47 12

[표 6] 여유량 적합성 평가 단계별 평균 여유량

* 빈도가 5명 이하인 구간에서는 평균 여유량을 산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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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맞춤 재킷 소비자의 선호 여유량 산출

(1) 가슴둘레 선호 여유량

① 가슴둘레 선호 여유량과 나이, BMI,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엉덩

이둘레-허리둘레’ 드롭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가슴둘레 선호 여유량과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인 인체치수 항목은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으로 드롭이 적어져 가슴둘레에 비해 허리둘레

가 굵은 체형으로 갈수록 더 큰 가슴둘레 여유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남성복 재킷의 경우 이상적인 실루엣 유지를 위해 ‘가슴둘

레-허리둘레’ 드롭의 완성치수가 일정 범위 안에서 고정되어 있어 허리

둘레가 굵은 체형이 허리둘레에서 일정 여유량을 확보하여 재킷치수를 

선택할 경우 가슴둘레에 상대적으로 더 큰 여유량이 부여되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표 7]에는 가슴둘레서 선호 여유량과 나이, BMI, '가슴둘

레-허리둘레‘ 드롭, ’엉덩이둘레-허리둘레 드롭‘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를 제시하였다.

가슴둘레 선호 여유량과의 상관계수

　 나이 BMI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엉덩이둘레-허리둘레’

드롭

r 0.323** 0.039 -0.405** -0.129

[표 7] 가슴둘레 선호 여유량과 나이, BMI,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엉덩이둘레-허리둘레 드롭‘과의 상관계수

**p≤.01

②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구간별 가슴둘레 선호 여유량 산출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을 4분위수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

별 가슴둘레 선호 여유량의 평균을 구하고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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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이 증가할수록 가슴둘레 선호 여유량

의 평균은 적어졌으며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8.6 미만 구간과 8.6 이

상~12.6 미만 구간 사이, 12.6 이상~15.6 미만과 15.6 이상 구간 사이에는 

유의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에는 ‘가슴둘레-허리둘

레' 구간별 가슴둘레 선호 여유량 평균 및 던컨테스트 결과를 제시하였

다.

‘가슴둘레-허리둘레' 구간별 가슴둘레 선호 여유량 평균 및 던컨테스트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구간 (cm)

8.6
미만

8.6 이상
~12.6 미만

12.6 이상
~15.6 미만

15.6
이상

F
가슴둘레 선호 

여유량 평균 (cm) 8.2 7.5 5.5 5.5

던컨테스트 결과 A A B B 3.230*

[표 8] ‘가슴둘레-허리둘레' 구간별 가슴둘레 선호 여유량 평균 및 던컨테스트 결과

*p≤.05

던컨테스트 결과를 반영하여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을 12.6cm 미만

과 12.6cm 이상의 두 구간에서 가슴둘레 선호 여유량을 2.0cm 간격 나

눈 뒤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12.6cm 이상 구

간에서는 가슴둘레 선호 여유량 5.0~6.9cm 구간과 그 바로 위, 아래 구

간에 피험자의 85.7%가 집중되어 있었으나 가슴둘레 선호 여유량 9.0cm

이상에서는 모든 구간을 합쳐도 2명의 피험자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반

면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12.6cm 미만 구간에서는 가슴둘레 선호 여

유량 9.0~10.9cm 구간에도 23.2%의 피험자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피

험자 발생 경향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12.6cm 미만 구간에서 6.0cm(tight), 8.0cm(slim), 10.0cm(normal)의 여유

량을,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12.6cm 이상 구간에서 4.0cm(tight),

6.0cm(slim), 8.0cm(normal)의 여유량을 각각 선호 가슴둘레 여유량으로 

제시하였다. [표 9]에는 가슴둘레 선호 여유량 구간에 따른 피험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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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슴둘레 선호여유량 구간별 피험자 발생 빈도 및 백분율

‘가슴둘레-
허리둘레’

드롭 
12.6cm

미만 구간

가슴둘레 
선호 여유량 
구간 (cm)

1.0
~2.9

3.0
~4.9

5.0
~6.9

7.0
~8.9

9.0
~10.9

11.0
~12.9

13.0~
14.9 합계

피험자 발생

빈도 (명)
0

(0.0%)
12

(21.4%)
15

(26.8%)
8

(14.3%)
13

(23.2%)
6

(10.7%)
2

(3.6%)
56

(100%)

‘가슴둘레-
허리둘레’

드롭 
12.6cm

이상 구간

가슴둘레 
선호 여유량 
구간 (cm)

1.0
~2.9

3.0
~4.9

5.0
~6.9

7.0
~8.9

9.0
~10.9

11.0
~12.9

13.0~
14.9 합계

피험자 발생

빈도 (명)
6

(10.7%)
12

(21.4%)
27

(48.2%)
9

(16.1%)
2

(3.6%)
0

(0.0%)
0

(0.0%)
56

(100.%)

[표 9] 가슴둘레 선호 여유량 구간에 따른 피험자 발생 빈도분석 결과

(2) 재킷 ‘가슴둘레-허리둘레’ 선호 드롭 및 ‘가슴둘레-엉덩이둘레’ 선호 드롭

① 재킷 완성치수 선호 드롭과 나이, BMI,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엉

덩이둘레-허리둘레’ 드롭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여유량을 각기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선호 여유

량을 산출할 경우 재킷 전체 실루엣에서 가슴둘레 여유량과의 균형이 깨

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슴둘레 여유량, 허리둘레 여유량,

엉덩이둘레 여유량에서 모두 ‘3_적당하다’에 응답한 피험자 78명을 대상

으로 재킷 완성치수를 기준으로 ‘가슴둘레-허리둘레’ 선호 드롭 및 ‘가슴

둘레-엉덩이둘레’ 선호 드롭을 조사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재킷 완성치수에서의 ‘가슴둘레-허리둘레’ 선호 드

롭과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인 항목은 인체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이었는데 재킷 완성치수에서의 선호 드롭이 증가하면 인체 치수에서의 

드롭도 따라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재킷 완성치수에서의 ‘가슴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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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엉덩이둘레’ 선호 드롭과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인 항목은 BMI이

며, 재킷의 ‘가슴둘레-엉덩이둘레’ 선호 드롭이 증가하여 가슴둘레에 비

해 엉덩이가 작은 실루엣을 선호할수록 BMI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10]에는 재킷 완성치수에서의 ‘가슴둘레-허리둘레’ 선호 드롭 및 ‘가

슴둘레-엉덩이둘레’ 선호 드롭과 나이, BMI,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

엉덩이둘레-허리둘레 드롭‘과의 상관계수를 제시하였다.

재킷 완성치수 드롭과의 상관계수(r)

　 나이 BMI
‘가슴둘레-허리둘

레’ 드롭

‘엉덩이둘레-허리

둘레’ 드롭
재킷 

‘가슴둘레-허리둘레’

선호 드롭

-0.232* -0.502** 0.587** 0.526**

재킷 

‘가슴둘레-엉덩이둘레’

선호 드롭

-0.040 -0.557** 0.491** 0.354**

[표 10] 재킷 완성치수에서의 ‘가슴둘레-허리둘레’ 선호 드롭 및 

‘가슴둘레-엉덩이둘레’ 선호 드롭과 나이, BMI,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엉덩이둘레-허리둘레 드롭‘과의 상관계수

*p≤.05, **p≤.01

② 인체치수 구간별 ‘가슴둘레-허리둘레’ 선호 드롭 및 ‘가슴둘레-엉덩이

둘레’ 선호 드롭 산출

인체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을 4분위수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재킷 ’가슴둘레-허리둘레‘ 선호 드롭의 평균을 구하고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인체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이 증가할수록 

재킷 ’가슴둘레-허리둘레‘ 선호 드롭도 증가하였으며 ‘가슴둘레-허리둘레‘

8.6 이상~12.6 미만 구간과 12.6 이상~15.6 미만 구간 사이에는 유의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에는 인체 ‘가슴둘레-허리둘레'

구간별 재킷 ’가슴둘레-허리둘레‘ 선호 드롭 평균 및 던컨테스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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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인체 ‘가슴둘레-허리둘레' 구간별 재킷 완성치수에서의 

’가슴둘레-허리둘레‘ 선호 드롭 평균 및 던컨테스트
인체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구간 (cm)

8.6 미만
8.6 이상

~12.6
미만

12.6 이상
~15.6
미만

15.6
이상

F
재킷 

‘가슴둘레-허리둘레’
선호 드롭 평균 (cm)

7.4 9.6 9.0 11.2

던컨테스트 결과 C B B A 15.424***

[표 11] 인체 ‘가슴둘레-허리둘레' 구간별  재킷 ’가슴둘레-허리둘레‘의 

선호 드롭 평균 및 던컨테스트 결과

***p≤.001

던컨테스트 결과를 반영하여 인체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을 8.6cm

미만, 8.6cm 이상~15.6cm 미만, 15.6cm 이상의 세 구간으로 나눈 뒤 구

간별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의 평균을 재킷의 소비자 선호 ’가슴둘레-

허리둘레‘ 드롭으로 설정하였다. [표 12]에는 인체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구간별 재킷 ‘가슴둘레-허리둘레’의 선호 드롭을 제시하였다.

인체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구간별 재킷 ‘가슴둘레-허리둘레’ 선호 드롭

인체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구간 (cm) 8.6
미만

8.6 이상
~15.6 미만

15.6
이상

재킷 ‘가슴둘레-허리둘레’ 선호 드롭 (cm) 7.4 9.3 11.2

[표 12] 인체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구간별 재킷 ‘가슴둘레-허리둘레’의 선호 드롭 

BMI를 4분위수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재킷 ’가슴둘레-엉

덩이둘레‘ 선호 드롭의 평균을 구하고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를 실시하

였다. BMI가 증가할수록 재킷 ’가슴둘레-엉덩이둘레‘ 선호 드롭이 감소

하였으며 BMI 22.1 미만 구간과 22.1 이상~23.8미만 구간 사이, 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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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이상~26.6미만 구간과 26.6이상 구간 사이에서는 유의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에는 인체 BMI 구간별 재킷 ’가슴둘레-엉

덩이둘레‘ 선호 드롭 평균 및 던컨테스트 결과를 제시하였다.

BMI 구간별 재킷 완성치수에서의 

’가슴둘레-엉덩이둘레‘ 선호 드롭 평균 및 던컨테스트

BMI 구간 22.1
미만

22.1이상
~23.8미만

23.8이상
~26.6미만

26.6
이상

F재킷 
‘가슴둘레-엉덩이둘레’
선호 드롭 평균 (cm)

0.6 -0.3 -1.8 -2.9

던컨테스트 결과 A A B B 10.930***

[표 13] BMI 구간별 재킷 완성치수에서의 

‘가슴둘레-엉덩이둘레’의 선호 드롭 평균 및 던컨테스트 결과

***p≤.001

던컨테스트 결과를 반영하여 BMI를 23.8cm 미만과 23.8이상의 두 구

간으로 나눈 뒤 구간별 재킷 ’가슴둘레-엉덩이둘레‘ 드롭의 평균을 재킷

의 소비자 선호 ’가슴둘레-엉덩이둘레‘ 드롭으로 설정하였다. [표 14]에는 

BMI 구간별 재킷 ‘가슴둘레-엉덩이둘레’의 선호 드롭을 제시하였다.

BMI 구간별 재킷 ‘가슴둘레-엉덩이둘레’ 선호 드롭
BMI 구간 23.8 미만 23.8 이상

재킷 ‘가슴둘레-엉덩이둘레’ 선호 드롭 (cm) 0.0 -2.3

[표 14] BMI 구간별 재킷 ‘가슴둘레-엉덩이둘레’의 선호 드롭

(3) 어깨너비 선호 여유량

어깨너비 선호 여유량과 나이, BMI,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엉덩이

둘레-허리둘레 드롭‘ 사이에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다. [표 15]에는 어깨너비

선호 여유량과 나이, BMI,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엉덩이둘레-허리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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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드롭‘과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어깨너비 선호 여유량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인체치수 항목이 없었으므로 어깨너비에는 

‘3_적당하다’에 응답한 피험자 111명 전체의 평균 여유량 0.6cm를 선호 

여유량으로 제시하였다.

어깨너비 선호 여유량과의 상관계수

　 나이 BMI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엉덩이둘레-허리둘레’

드롭

r 0.148 0.089 -0.043 0.107

[표 15] 어깨너비 선호 여유량과 나이, BMI,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엉덩이둘레-허리둘레 드롭‘과의 상관계수

(4) 소매길이 선호 여유량

① 소매길이 선호 여유량과 나이, BMI,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엉덩

이둘레-허리둘레’ 드롭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소매길이 선호 여유량과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는 항목은 BMI였

으며 소매길이 선호 여유량이 증가하여 소매가 길어질수록 BMI는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16]에는 소매길이 선호 여유량과 나이,

BMI,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엉덩이둘레-허리둘레 드롭‘과의 상관관

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소매길이 선호 여유량과의 상관계수

　 나이 BMI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엉덩이둘레-허리둘레’

드롭

r 0.074 -0.443** 0.231 0.216

[표 16] 소매길이 선호 여유량과 나이, BMI,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엉덩이둘레-허리둘레 드롭‘과의 상관계수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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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BMI 구간별 소매길이 선호 여유량 산출

BMI를 4분위수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소매길이 선호 여

유량의 평균을 구하고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를 실시하였다. BMI가 증

가할수록 소매길이 선호 여유량이 감소하였으며 BMI 22.1 이상~23.8미만 

구간은 BMI 22.1 미만 구간 및 BMI 23.8 이상~26.6미만 구간과 유의차

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에는 BMI 구간별 소매길이 

선호 여유량 평균 및 던컨테스트 결과를 제시하였다.

BMI 구간별 소매길이 선호 여유량 평균 및 던컨테스트

BMI 구간 22.1미만
22.1이상
~23.8미

만

23.8이상
~26.6미

만
26.6이상

F

소매길이 선호 
여유량 평균 (cm) 3.8 3.7 3.1 2.3

던컨테스트 결과 A AB B C 8.603***

[표 17] BMI 구간별 소매길이 선호 여유량 평균 및 던컨테스트 결과

***p≤.001

던컨테스트 결과를 반영하여 BMI를 23.8 미만, 23.8 이상~26.6 미만,

26.6 이상의 세 구간으로 나눈 뒤 구간별 소매길이 선호 여유량의 평균

을 소비자 소매길이 선호 여유량으로 설정하였다. BMI 22.1 미만 구간과 

22.1 이상~23.8 미만 구간을 하나로 합친 것은 이 구간 사이의 소매길이 

선호 여유량 평균차가 BMI 22.1 이상~23.8 미만 구간과 23.8 이상~26.6

미만 구간 사이의 소매길이 선호 여유량 평균차보다 더 적었기 때문이

다. [표 18] 에는 BMI 구간별 소매길이 선호 여유량을 제시하였다.

BMI 구간별 소매길이 선호 여유량

BMI 구간 23.8 미만 23.8 이상
~26.6 미만 26.6 이상

소매길이 선호 여유량 (cm) 3.7 3,1 2.3

[표 18] BMI 구간별 소매길이 선호 여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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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호 ‘재킷길이/키’ 치수

① 재킷길이 선호 여유량과 나이, BMI,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엉덩

이둘레-허리둘레’ 드롭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재킷길이 여유량은 기준이 되는 인체치수를 정하기 어려우므로 재킷길

이를 키로 나눈 치수를 재킷길이 여유량으로 정의하였다. 선호 ‘재킷길

이/키’ 치수와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는 항목은 BMI였으며 선호 

‘재킷길이/키’ 치수가 증가하여 재킷이 길어질수록 BMI는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어 소매길이 선호 여유량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다. [표 

19]에는 선호 ‘재킷길이/키’ 치수와 나이, BMI,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엉덩이둘레-허리둘레 드롭‘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선호 ‘재킷길이/키’ 치수와의 상관계수

　 나이 BMI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엉덩이둘레-허리둘레’

드롭

r 0.405** 0.496** -0.426** -0.333**

[표 19] 선호 ‘재킷길이/키’ 치수와 나이, BMI,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엉덩이둘레-허리둘레 드롭‘과의 상관계수

**p≤.01

② BMI 구간별 소매길이 선호 ‘재킷길이/키’ 치수 산출

BMI를 4분위수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선호 ‘재킷길이/

키’ 치수의 평균을 구하고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를 실시하였다. BMI가 

증가할수록 선호 ‘재킷길이/키’ 치수가 증가하였으며 BMI 22.1 이

상~23.8미만 구간과 23.8 이상~26.8미만 구간, 26.8 이상의 세 구간에서는 

유의차가 발생하지 않았다. [표 20]에는 BMI 구간별 선호 ‘재킷길이/키’

치수 평균 및 던컨테스트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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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 구간별 선호 ‘재킷길이/키’ 치수 평균 및 던컨테스트

BMI 구간 22.1
미만

22.1이상
~23.8미만

23.8이상
~26.8미만

26.8
이상

F선호 ‘재킷길이/키’

치수 평균 (cm)
0.406 0.416 0.419 0.419

던컨테스트 결과 A B B B 6.919***

[표 20] BMI 구간별 선호 ‘재킷길이/키’ 치수 평균 및 던컨테스트 결과

***p≤.001

던컨테스트 결과를 반영하여 BMI를 22.1 미만과 22.1 이상의 두 구간

으로 나눈 뒤 구간별 선호 ‘재킷길이/키’ 치수 평균을 소비자 재킷길이 

선호 여유량으로 설정하였다. [표 21] 에는 BMI 구간별 선호 ‘재킷길이/

키’ 치수를 제시하였다.

BMI 구간별 소매길이 선호 여유량
BMI 구간 22.1 미만 22.1 이상

선호 ‘재킷길이/키’ (cm) 0.406 0.418

[표 21] BMI 구간별 재킷길이 선호 여유량

2. 선행연구의 재킷 패턴 제도법 분석

1) 분석 기준 인체 치수 

선행연구에서의 재킷 패턴 제도법 분석을 위 기준 인체 치수는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사업’의 3차원 측정치 자료 중 키 167.5~172.4cm,

가슴둘레 98.0~101.9cm 구간에 속한 피험자의 평균 치수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사업’의 20~59세 남성 치수 자료 전체

를 키 5.0cm 간격, 가슴둘레 4.0cm 간격으로 나누어 교차표를 작성하였

을 때의 최다빈도구간이다. [표 22]에는 선행연구에서의 재킷 패턴 제도

법의 분석 기준 인체 치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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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목둘레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팔길이
170.2cm 38.3cm 100.0cm 81.6cm 94.7cm 57.4cm

어깨가쪽

사이길이
등길이

목뒤등뼈위

겨드랑수준

길이

엉덩이옆길

이
총길이 어깨기울기

43.9cm 42.5cm 19.6cm 21.4cm 146.3cm 25.3°

[표 22]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의 분석 기준 인체 치수

2) 패턴 제도에 사용되는 인체측정항목

선행연구 제도법 6종 모두에서 사용하는 인체측정항목의 가슴둘레가 

유일하였으며 팔길이는 제도법 D를 제외한 나머지 제도법 5종에서 사용

하였는데 제도법 상에는 ‘소매길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었다. 허리둘레와 

총길이를 측정하는 제도법은 제도법 E가 유일하였으며 이로 인해 제도

법 E의 인체측정항목의 수가 6개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인체측정항

목을 사용하는 제도법은 제도법 D로 가슴둘레와 키만으로 모든 부위를 

제도하였다. [표 23]에는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의 인체측정항목의 

제시하였다.

인체측정항목

제도법 A 가슴둘레, 키, 소매길이(팔길이)

제도법 B 가슴둘레, 등길이, 엉덩이옆길이, 소매길이(팔길이)

제도법 C 가슴둘레, 키, 소매길이(팔길이)

제도법 D 가슴둘레, 키

제도법 E
가슴둘레, 허리둘레, 총길이, 엉덩이옆길이, 어깨가쪽사이길이, 소

매길이(팔길이)

제도법 F 가슴둘레, 키, 소매길이(팔길이)

[표 23]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의 인체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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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위별 제도 방법

선행연구의 재킷 제도법을 분석하기 위하여 ‘진동깊이’, ‘등길이’, ‘엉덩

이옆길이’, ‘재킷길이’, ‘뒤판 목밑너비/2’, ‘뒤판 목뒤깊이’, ‘앞판 목밑너

비/2’, ‘뒤판 목뒤점과 앞판 목옆점의 높이차’, ‘가슴둘레/2’, ‘앞품/2, 겨

드랑두께, 뒤품/2 제도 공식 및 각 항목으로의 가슴둘레 여유량의 배분’,

‘진동둘레선상에서의 앞솔기 및 뒤솔기의 시작점 위치’, ‘앞판과 뒤판의 

어깨기울기’, ‘뒤판 어깨끝점의 수평 위치 및 뒤어깨선에 설정된 오그림

분’을 비교 분석하였다.

(1) 진동깊이

진동깊이는 패턴의 목뒤점과 겨드랑점 사이의 수직거리로 가슴둘레 기

준선의 위치를 결정한다. 제도법 6종은 모두 인체치수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도 공식을 통해 진동깊이를 제도하였으며 키를 사용한 제도법이 

2종, 가슴둘레를 사용한 제도법이 4종이었다. [표 24]에는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의 진동깊이 제도 공식을 제시하였다.

진동깊이 제도 공식 (cm)

제도법 A 가슴둘레/10+12.0+4.0

제도법 B 가슴둘레/6+8.5+0.7

제도법 C 가슴둘레/8+12.3

제도법 D 키/7.5+2.0+0.8

제도법 E 가슴둘레/8+10.5+0.8

제도법 F 키/7.5+1.0+1.0

[표 24]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의 진동깊이 제도 공식

패턴의 진동깊이는 인체의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에 대응하는 부위

이므로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사업’의 20~59세 남성 치수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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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와 제도 공식에 사용된 인체치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

에 대하여 가슴둘레는 0.450(p≤.01), 키는 0.294(p≤.01)의 상관계수를 나

타내 가슴둘레를 사용하여 패턴의 진동깊이를 계산하는 것이 키를 사용

하여 제도하는 것보다 실제 인체 치수를 잘 반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체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를 기준으로 6개 제도법 중 가장 적은 

여유량을 가진 것은 평균 4.3cm의 여유량을 보인 제도법 E이며 가장 많

은 여유량을 가진 것은 평균 6.5cm의 여유량을 보인 제도법 A였다.

2.0cm 간격으로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 구간을 나누어 구간별 평균 

진동깊이 여유량을 살펴본 결과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 치수가 증가

할수록 모든 공식에서 진동깊이 여유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모든 제도법에서 가슴둘레나 키로 진동깊이를 추정한 제도 공식 사

용하였기 때문인데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의 양 극단치에 가까워질수

록 인체치수와의 오차가 심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표 25]와 [그림 

29]에는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의 인체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 

구간별 패턴 진동깊이 여유량을 제시하였다.

인체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 구간별 패턴 진동깊이 평균 여유량(cm)

인체목뒤
등뼈위겨
드랑수준
길이구간　

구간
13.0

~14.9

15.0

~16.9

17.0

~18.9

19.0

~20.9

21.0

~22.9

23.0

~24.9

구간
전체 

n 4 61 447 726 288 22 1548

패턴 
진동깊이 

평균 
여유량

제도법 A 10.9 9.1 7.6 6.3 4.8 3.4 6.5

제도법 B 10.4 8.5 7.3 6.3 5.0 3.8 6.4

제도법 C 9.6 7.7 6.4 5.1 3.7 2.4 5.3

제도법 D 11.2 8.7 7.0 5.6 4.2 2.8 5.9

제도법 E 8.6 6.7 5.4 4.1 2.7 1.4 4.3

제도법 F 10.4 7.9 6.2 4.8 3.4 2.0 5.1

[표 25]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의 인체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 구간별 

패턴 진동깊이 여유량

· 피험자 수 10명 이하 구간은 회색 음영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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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의 인체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 

구간별 패턴 진동깊이 여유량 변화 경향

(2) 등길이

등길이는 패턴의 목뒤점과 허리뒤점 사이의 수직거리로 허리둘레 기준

선 위치를 결정하며 투 버튼 재킷의 경우 라펠의 시작점 위치가 이에 영

향을 받는다. 선행연구의 제도법 6종 중 제도법 B에서만 인체측정치를 

직접 등길이에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제도법 5종은 키나 총길이를 사용하

는 제도 공식으로 등길이를 추정하였다. 등길이 제도 공식을 사용한 5개 

제도법 중 4종은 키를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총길이를 변수로 사용한 제

도법은 제도법 E 하나였다. [표 26]에는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의 등

길이 제도 공식을 제시하였다.

등길이 제도 공식 (cm)

제도법 A 키/4+1.0

제도법 B 등길이 직접측정치
제도법 C 키/4+1.3

제도법 D 키/7.5×2-1.0+0.8

제도법 E 총길이/4+4.0

제도법 F 키/7×2-2.0

[표 26]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의 등길이 제도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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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cm 간격으로 인체 등길이 구간을 나누어 구간별 평균 등길이 여

유량을 살펴본 결과 인체 등길이 치수를 직접 사용한 제도법 B를 제외

하고 다른 모든 제도법에서 등길이 치수가 증가할수록 여유량이 줄어드

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27]에는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의 인체 

등길이 구간별 패턴 등길이 여유량을 제시였으며 [그림 30]에는 이의 변

화 경향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래프에는 피험자 수 10명 이하 구간

은 표시하지 않았다.

인체 등길이 구간별 패턴 등길이 평균 여유량(cm)

인체 
등길
이 

구간

구간
31.0~

32.9

33.0~

34.9

35.0~

36.9

37.0~

38.9

39.0~

40.9

41.0~

42.9

43.0~

44.9

45.0~

46.9

47.0~

48.9

49.0~

50.9

구간
전체 

n 1 4 18 113 335 454 398 179 42 4 1548

패턴 
등길
이 

평균 
여유
량

제도법 A 6.8 5.9 4.8 4.1 2.9 1.5 0.2 -1.2 -2.8 -3.9 1.3

제도법 B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제도법 C 7.1 6.2 5.1 4.4 3.2 1.8 0.5 -0.9 -2.5 -3.6 1.6

제도법 D 8.2 7.4 6.3 5.6 4.5 3.2 1.8 0.5 -1.1 -2.2 2.9

제도법 E 3.6 3.0 1.4 0.9 -0.2 -1.5 -2.8 -4.1 -5.5 -6.7 -1.4

제도법 F 6.4 5.6 4.5 3.8 2.7 1.4 0.0 -1.3 -2.9 -4.0 1.1

[표 27]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의 인체 등길이 구간별 패턴 등길이 여유량

· 피험자 수 10명 이하 구간은 회색 음영으로 표시.

[그림 30]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의 인체 등길이 구간별 

패턴 등길이 여유량 변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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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엉덩이옆길이

엉덩이옆길이 패턴의 허리뒤점과 엉덩이둘레선 사이의 수직거리이다.

선행연구의 제도법 6종 중 제도법 B와 E에서는 인체측정치를 직접 엉덩

이옆길이에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제도법 4종은 모두 키를 변수로 사용하

는 제도 공식으로 엉덩이옆길이를 추정하였다. [표 28] 에는 선행연구 재

킷 패턴 제도법의 엉덩이옆길이 제도 공식을 제시하였다.

엉덩이옆길이 제도 공식 (cm)

제도법 A 키/8

제도법 B 엉덩이옆길이 직접측정치
제도법 C 키/8

제도법 D 키/10

제도법 E 엉덩이옆길이 직접측정치
제도법 F 키/10+2.0

[표 28]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의 엉덩이옆길이 제도 공식

엉덩이옆길이 제도 공식에 사용된 인체치수 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엉덩이옆길이와 키 사이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0.310(p

≤.01)의 상관계수를 나타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으나 설명

력은 매우 낮았다. 2.0cm 간격으로 인체 엉덩이옆길이 구간을 나누어 구

간별 평균 패턴 여유량을 살펴본 결과 인체 엉덩이옆길이 치수를 직접 

사용한 제도법 B와 E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제도법에서 엉덩이옆길이 치

수가 증가할수록 패턴 여유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29]에

는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의 인체 엉덩이옆길이 구간별 패턴 엉덩이

옆길이 여유량을 제시였으며 [그림 31]에는 이의 변화 경향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래프에는 피험자 수 10명 이하 구간은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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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엉덩이길이 구간별 패턴 진동깊이 평균 여유량(cm)

인체
엉덩
이옆
길이
구간

구간
13.0

~14.9

15.0

~16.9

17.0

~18.9

19.0

~20.9

21.0

~22.9

23.0

~24.9

25.0

~26.9

27.0

~28.9

구간  
전체

n 2 14 151 425 526 307 104 19 1548

패턴
엉덩
이옆
길이
평균
여유
량

제도법 A 5.6 4.6 2.6 1.1 -0.6 -2.3 -3.9 -6.0 -0.4

제도법 B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제도법 C 5.6 4.6 2.6 1.1 -0.6 -2.3 -3.9 -6.0 -0.4

제도법 D 1.5 0.5 -1.6 -3.1 -4.9 -6.6 -8.3 -10.3 -4.7

제도법 E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제도법 F 3.5 2.5 0.4 -1.1 -2.9 -4.6 -6.3 -8.3 -2.7

[표 29]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의 인체 엉덩이옆길이 구간별 패턴 

엉덩이옆길이 여유량

· 피험자 수 10명 이하 구간은 회색 음영으로 표시.

[그림 31]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의 인체 엉덩이옆길이 구간별 

패턴 엉덩이옆길이 여유량 변화 경향

(4) 재킷길이

재킷길이는 패턴의 목뒤점에서 밑단까지의 수직거리로 디자인적 요소

의 성향이 강하다. 제도법 E는 총길이를 절반으로 나눈 치수를 재킷 길

이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제도법 4종은 키를 변수로 하여 재킷길이를 

계산하는 공식을 제시하였다. 제도법 A와 C는 키를 2.0으로 나눈 후 일

정 치수를 뺀 제도 공식을 사용하는데 키 항의 계수 0.50으로 서로 같아 

키의 증가에 따라 재킷길이가 동일하게 증가하며 여유량에서만 1.0c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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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일정하게 보였다. 제도법 D와 F도 키를 7.5로 나눈 뒤 3.3을 곱

한 후 일정 치수를 더하거나 빼는 제도 공식을 사용하여 키 항의 계수가 

0.44로 서로 같으며 여유량만 다르게 설정되었다. [표 30]에는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의 재킷길이 제도 공식을 제시하였으며 [그림 32]에는 

인체 키 치수 증가에 따른 제도법별 패턴 재킷길이 변화 경향을 맞춤 재

킷 소비자의 재킷길이 선호 여유량 설정 공식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맞춤 재킷 소비자의 재킷길이 선호 여유량 설정 공식을 사용할 경우 키

의 증가에 따라 선행 연구의 제도법과 유사한 재킷길이 증가 경향을 보

이나 전반적으로 길이가 더 짧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엉덩이옆길이 제도 공식 (cm)

제도법 A 키/2-11.0

제도법 B 제도 공식 없음 (77.0 고정치수 제시)

제도법 C 키/2-10.0

제도법 D 키/7.5×3.3+1.0+0.8

제도법 E 총길이/2

제도법 F 키/7.5×3.3+1.5-1.0

[표 30]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의 재킷길이 제도 공식

[그림 32]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의 재킷길이 제도 공식과 

재킷 소비자 선호 여유량 계산 공식의 재킷길이 계산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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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뒤판 목밑너비/2 및 목뒤깊이

‘뒤판 목밑너비/2’는 패턴 목뒤점에서 뒤판 목옆점 사이의 수평 거리

로 선행연구의 제도법 6종은 모두 가슴둘레를 변수로 하여 이를 제도하

였다. 제도법 A와 C, F는 가슴둘레를 20으로 나눈 뒤 일정 여유량을 더

한 제도 공식을 사용하는데 가슴둘레항의 계수가 0.05로 서로 같아 가슴

둘레 증가에 따라 ‘뒤판 목밑너비/2’ 치수가 동일하게 증가하며 여유량

에서만 제도법 간에 차이를 보였다. 제도법 B와 E도 가슴둘레를 12로 나

눈 뒤 일정 여유량을 더한 제도 공식을 사용하는데 가슴둘레항의 계수가 

0.083으로 서로 같고 여유량만 서로 다르게 설정하였다. 제도법 D는 가

슴둘레를 16으로 나눈 뒤 일정 여유량을 더해주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뒤판 목뒤깊이는 선행연구의 제도법 B에서만 가슴둘레/40의 제도 공

식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5종의 제도법에서는 모두 고정치수를 사용하

였다. [표 31]에는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의 ‘뒤판 목밑너비/2’ 및 

뒤판 목뒤깊이 제도 공식을 제시하였다.

‘뒤판 목밑너비/2’ (cm) 뒤판 목뒤깊이(cm)

제도법 A 가슴둘레/20+3.5+0.4 2.3 (고정치수)

제도법 B 가슴둘레/12+0.5-0.6 2.1 (고정치수)

제도법 C 가슴둘레/20+3.0+0.8 2.1 (고정치수)

제도법 D 가슴둘레/16+2.0+0.5 가슴둘레/40

제도법 E 가슴둘레/12+1.2-0.4 2.3 (고정치수)

제도법 F 가슴둘레/20+3.5+0.3 2.3 (고정치수)

[표 31]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의 ‘뒤판 목밑너비/2’ 제도 공식

‘뒤판 목밑너비/2’ 제도 공식에 사용된 인체치수 변수의 타당성을 검

증하기 위하여 목밑너비/2와 가슴둘레 사이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0.431(p≤.01)의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0.5cm 간격으로 인체 ‘목밑

너비/2’ 구간을 나누어 구간별 평균 패턴 여유량을 살펴본 결과 모든 제

도법에서 인체 ‘목밑너비/2’ 치수가 증가할수록 패턴 ‘뒤판 목밑너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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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32]에는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의 인체 ‘목밑너비/2’ 구간별 패턴 ‘뒤판 목밑너비/2’ 여유량을 제

시하였으며 [그림 33]에는 이의 변화 경향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인체 '목밑너비/2' 구간 구간별 패턴 '뒤판 목밑너비/2' 평균 여유량(cm)

인체
‘목밑
너비/
2'
구간

구간
4.75

~5.24

5.25

~5.74

5.75

~6.24

6.25

~6.74

6.75

~7.24

7.25

~7.74

7.75

~8.24

8.25

~8.74

구간
전체

n 9 48 276 493 503 196 20 3 1548

패턴
‘뒤판
목뒤
너비/
2'
평균
여유
량

제도법 A 3.3 3.2 2.8 2.4 2.1 1.8 1.4 1.4 2.3

제도법 B 2.3 2.3 2.0 1.7 1.5 1.3 0.9 1.3 1.7

제도법 C 3.2 3.1 2.7 2.3 2.0 1.7 1.3 1.3 2.2

제도법 D 3.0 2.9 2.6 2.3 1.9 1.7 1.3 1.5 2.2

제도법 E 3.2 3.2 2.9 2.6 2.4 2.2 1.8 2.2 2.6

제도법 F 3.2 3.1 2.7 2.3 2.0 1.7 1.3 1.3 2.2

[표 32]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의 인체 ‘목밑너비/2’ 구간별 

패턴 ‘뒤판 목밑너비/2’ 여유량

· 피험자 수 10명 이하 구간은 회색 음영으로 표시.

[그림 33]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의 인체 ‘목밑너비/2’ 구간별 

패턴 ‘뒤판 목밑너비/2’ 여유량 변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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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앞판 목밑너비/2

앞판 목밑너비/2는 앞판 앞중심선과 앞판 목옆점 사이의 수평거리로 

남성복 재킷 패턴의 경우 뒤판 목밑너비/2보다 3.0cm 이상 큰 치수를 

가지는데 이는 앞판 목밑너비/2에 앞가슴부위의 입체 표현을 위한 다트

량과 배가 돌출된 형태를 수용하기 위한 앞판 허리둘레 증가분이 포함되

어 있기 때문이다.

제도법 A, B, C의 경우 ‘뒤판 목밑너비/2’ 치수에 고정된 치수의 여유

량을 더해주는 것으로 ‘앞판 목밑너비/2’ 치수를 결정하였다. 제도법 D

와 F는 ‘뒤판 목밑너비/2’ 치수에 인체 가슴둘레 치수에 비례하여 증가

하는 여유량을 더해 ‘앞판 목밑너비/2’ 치수를 결정하였다. 두 제도법의 

여유량 증가분의 가슴둘레항 계수는 1/40=0.025로 동일하다. 제도법 E의 

경우 허리둘레에 비례하는 제도식으로 앞판 허리너비를 정한 후 이의 중

점을 앞품의 중점에서 옆선 쪽으로 0.5cm 이동한 점과 직선으로 연결한 

후 이를 목옆점 수준까지 연장하여 ‘앞판 목밑너비/2’ 치수를 정하므로 

제도식으로 이를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인체의 ‘허리둘레-가슴둘레’

치수가 커질수록 앞판의 목밑너비에 배 부위의 앞으로 돌출되는 분량이 

포함되면서 목밑너비 치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 33]에는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의 ‘앞판 목밑너비/2’ 제도 공식을 제시하였다.

‘앞판 목밑너비/2’ 제도 공식 (cm)

제도법 A ‘뒤판 목밑너비/2’+3.5

제도법 B ‘뒤판 목밑너비/2’+2.4

제도법 C ‘뒤판 목밑너비/2’+3.4

제도법 D ‘뒤판 목밑너비/2’+가슴둘레/40+1.1

제도법 E
인체 ‘허리둘레-가슴둘레’ 계산치수가 커질수록 ‘앞판 

목밑너비/2’ 치수가 능가하나 제도 공식으로는 표현 불가
제도법 F ‘뒤판 목밑너비/2’+가슴둘레/40+0.5

[표 33]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의 ‘앞판 목밑너비/2’ 제도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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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뒤판 목뒤점과 앞판 목옆점의 높이차

여성복 재킷 패턴의 경우 일반적으로 뒤판 목뒤점에서 그은 수평선상

에 앞판 목옆점이 위치하는데 반해 남성복 재킷 패턴은 뒤판 목뒤점보다 

앞판 목옆점의 높이가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 이는 앞/뒤판 목밑너비차

에서와 마찬가지로 뒤판 목뒤점 높이와 앞판 목옆점의 높이차 안에 가슴

부위의 입체적인 형태를 표현하기 위한 다트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다.

제도법 D의 경우 가슴둘레가 커질수록 더 많은 가슴 입체량이 설정되

도록 가슴둘레 비례식에 의해 앞판 목옆점 높이가 정해지는 제도 공식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제도법들은 고정치수를 부여하였다. [표 34]에는 선

행연구의 재킷 패턴 제도법에서의 뒤판 목뒤점과 앞판 목옆점의 높이차

를 제시하였다.

앞판 목옆점 높이 설정 공식(cm) 앞판목옆점높이-뒤판목뒤점높이(cm)

제도법 A 목뒤점높이+1.7 1.7 (고정치수)

제도법 B 목뒤점높이+1.5 1.5 (고정치수)

제도법 C 목뒤점높이+2.3 2.3 (고정치수)

제도법 D
목뒤점높이

+(가슴둘레/40+1.0)/2-1.1

(가슴둘레 100.0cm 기준으로 제도시)

0.7

제도법 E 목뒤점높이+0.2 0.2 (고정치수)

제도법 F 목뒤점높이+1.7 1.7 (고정치수)

[표 34] 선행연구의 재킷 패턴 제도법에서의 뒤판 목뒤점과 

앞판 목옆점의 높이차

(8) 가슴둘레/2

패턴의 ‘가슴둘레/2’ 항목은 가슴둘레기준선상의 ‘앞품/2’, ‘겨드랑두

께’, ‘뒤품/2’의 세 항목의 치수를 합친 것으로 재킷의 전체적인 둘레 치

수와 가슴둘레 여유량을 결정한다. 제도법 A, B, C, D는 인체 가슴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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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에 고정된 치수의 여유량을 일정하게 더해주는 방식으로 패턴의 가

슴둘레를 설정하였다.

제도법 E는 가슴둘레/2의 세 구성요소 중 ‘겨드랑두께’와 ‘뒤품/2’에는 

인체 가슴둘레를 사용하는 제도 공식을 사용하였으나 ‘앞품/2’ 설정시에

는 인체 허리둘레 치수를 사용하여 패턴의 전체 가슴둘레 치수에 인체 

가슴둘레와 허리둘레 치수가 동시에 영향을 미쳤다. 제도법 E의 가슴둘

레 전체 여유량은 인체 가슴둘레에 반비례하고 허리둘레에는 비례하는 

특징을 가진다.

제도법 F는 ‘가슴둘레/2’항목 제도 시 ‘가슴둘레×11/24+12.0’의 제도 

공식을 사용하는데 이의 가슴둘레항 계수가 ‘11/24≒0.458’로 0.5보다 작

아 인체 가슴둘레가 증가할수록 패턴의 가슴둘레 여유량이 줄어드는 특

성을 가진다. [표 35]에는 선행연구의 재킷 패턴 제도법의 ‘가슴둘레/2’

항목의 제도 공식과 가슴둘레 전체 여유량을 제시하였으며 [그림 34]에

는 인체 가슴둘레 증가에 따른 각 제도법의 가슴둘레 여유량 변화 경향

을 제시하였다.

패턴 ‘가슴둘레/2’ 제도 공식 패턴 가슴둘레 전체 여유량

제도법 A 가슴둘레/2+8.7 17.4 (고정치수)

제도법 B 가슴둘레/2+5.5 11.0 (고정치수)

제도법 C 가슴둘레/2+9.1 18.2 (고정치수)

제도법 D 가슴둘레/2+6.2 12.4 (고정치수)

제도법 E 가슴둘레×2/6+허리둘레/4+2.7 -가슴둘레/3+허리둘레/2+5.4

제도법 F 가슴둘레×11/24+12.0 -가슴둘레/12+24.0

[표 35] 선행연구의 재킷 패턴 제도법의 ‘가슴둘레/2’ 항목의 제도 공식과 

가슴둘레 전체 여유량



- 83 -

[그림 34]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의 인체 가슴둘레 증가에 따른 

패턴 가슴둘레 여유량 변화 경향

(9) ‘앞품/2’, ‘겨드랑두께’, ‘뒤품/2’ 제도 공식 및 가슴둘레 여유량의 배분

‘앞품/2’는 인체의 겨드랑앞접힘사이길이 측정 부위에 해당하는 패턴 

제도 항목으로 패턴 앞판의 너비를 결정한다. 제도법 E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제도법은 ‘앞품/2’ 제도 시 인체 가슴둘레 치수를 사용하는데 제도

법 A, C, D가 0.20의 서로 같은 가슴둘레항 계수를 가지며 제도법 B, F

가 0.17의 서로 같은 가슴둘레항 계수를 가진다. 제도법 E는 ‘앞품/2’ 제

도 시 인체 가슴둘레가 아닌 허리둘레를 사용하는데 이는 허리둘레 증가 

시 배가 앞으로 돌출되어 패턴의 앞판의 너비가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겨드랑두께는 인체의 겨드랑두께에 해당하는 패턴 제도항목으로 패턴의 

진동둘레 너비 및 패턴의 옆판 너비를 결정하며 패턴의 앞판 너비에도 부

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겨드랑두께 제도 시에는 모든 제도법에서 인체 

가슴둘레를 변수로 사용하는데 제도법 A, C, D가 0.10의 서로 같은 가슴둘

레항 계수를 가지며 제도법 B, E가 0.17의 서로 같은 가슴둘레항 계수를 

가진다. 제도법 F의 가슴둘레항 계수는 0.1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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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품/’2는 인체의 겨드랑뒤접힘사이길이 측정 부위에 해당하는 패턴 제

도 항목으로 패턴 뒤판의 너비를 결정한다. 뒤품 제도 시에는 모든 제도법

에서 인체 가슴둘레를 변수로 사용하는데 제도법 A, C, D가 0.20의 서로 

같은 가슴둘레항 계수를 가지며 제도법 B, E, F가 0.17의 서로 같은 가슴둘

레항 계수를 가진다. [표 36]에는 선행연구의 재킷 패턴 제도법의 ‘앞품/2’,

겨드랑두께, ‘뒤품/2’ 항목의 제도 공식을 제시하였다.

앞품/2 (cm) 겨드랑두께 (cm) 뒤품/2 (cm)

제도법 A 가슴둘레/5+2.0 가슴둘레/10+4.9 가슴둘레/5+1.8

제도법 B 가슴둘레/6+4.0 가슴둘레/6-3.1 가슴둘레/6+4.6

제도법 C 가슴둘레/5+2.0 가슴둘레/10+5.5 가슴둘레/5+1.6

제도법 D 가슴둘레/5+1.2 가슴둘레/10+3.9 가슴둘레/5+1.1

제도법 E 허리둘레/4+1.0 가슴둘레/6-2.6 가슴둘레/6+4.3

제도법 F 가슴둘레/6+4.5 가슴둘레/8+2.4 가슴둘레/6+5.1

[표 36] 선행연구의 재킷 패턴 제도법의 

‘앞품/2’, 겨드랑두께, ‘뒤품/2’ 항목의 제도 공식

패턴의 ‘앞품/2’ 항목의 여유량은 인체의 ‘겨드랑앞접힘사이길이/2’ 치

수를 기준으로, 패턴의 ‘뒤품/2’ 항목의 여유량은 인체의 ‘겨드랑뒤접힘

사이길이/2’ 치수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패턴의 겨드랑너비 여유량은 

패턴 ‘가슴둘레/2’ 포함된 전체 여유량에서 ‘앞품/2’ 여유량과 ‘뒤품/2’여

유량을 뺀 수치를 사용하였다.

패턴의 ‘가슴둘레/2’에 포함된 전체 가슴둘레 여유량의 패턴 ‘앞품/2’,

‘겨드랑두께’, ‘뒤품/2’로의 배분율 산출한 결과 6개 제도법 모두 인체 가

슴둘레가 증가할수록 패턴의 ‘앞품/2’와 ‘뒤품/2’ 항목의 여유량이 증가

하면서 상대적으로 겨드랑두께의 여유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이

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사업’의 20~59세 남성 자동측정치 자료를 사용하여 인체 가슴둘레 

증가에 따른 가슴평편률(=가슴너비/가슴두께)의 변화 경향과 가슴둘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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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겨드랑두께의 비의 변화 경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가슴둘레가 

증가할수록 가슴편평률은 감소하고 가슴둘레에 대한 겨드랑두께의 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인체의 가슴둘레가 증가할수록 가슴부위

의 너비보다 두께가 더 빨리 증가하여 앞뒤로 두꺼운 체형이 되며 가슴

둘레에 비해 겨드랑두께가 상대적으로 큰 체형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데 선행연구의 재킷 패턴 제도 공식의 ‘앞품/2’, ‘겨드랑두께’, ‘뒤품/2’

제도 공식들이 이러한 겨드랑두께의 변화 경향을 적절히 반영되지 못해 

가슴둘레의 양 극단 구간으로 갈수록 가슴둘레 여유량 배분에 문제가 발

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7]에는 선행연구의 재킷 패턴 제도법의 

‘가슴둘레/2’ 여유량의 ‘앞품/2’, 겨드랑두께, ‘뒤품/2’로의 배분 백분율을 

제시하였으며 [그림 35]에는 인체 가슴둘레 증가에 따른 ‘가슴편평률’과 

‘겨드랑두께/가슴둘레’의 변화 경향을 제시하였다.

인체  

가슴

둘레 

구간

구간

77.5

~80.

0

82.5

~87.

4

87.5

~92.

4

92.5

~97.

4

97.5

~102

.4

102.5

~107

.4

107.5

~112

.4

112.5

~117

.4

117.5

~122

.4

122.5

~127

.4

구간 
전체

n 2 21 117 325 484 366 151 60 16 6 1548

여유

량

배분

백분

율

(%)

제도

법 A

앞품/2 12.6 28.9 31.0 33.9 36.5 41.0 43.3 48.8 49.2 60.1 37.8

겨드랑두께 62.8 55.3 47.7 38.8 33.1 25.5 18.3 12.1 7.4 -0.3 31.3

뒤품/2 24.7 15.8 21.3 27.3 30.4 33.5 38.4 39.2 43.4 40.2 30.9

제도

법 B

앞품/2 8.3 30.1 30.6 32.2 33.4 37.6 38.5 44.1 41.8 55.9 34.9

겨드랑두께 49.7 46.0 39.7 31.4 28.1 22.1 16.2 12.5 11.0 5.2 26.5

뒤품/2 42.0 23.9 29.7 36.4 38.5 40.4 45.2 43.4 47.3 38.9 38.6

제도

법 C

앞품/2 12.0 27.6 29.7 32.4 34.9 39.2 41.4 46.6 47.0 57.5 36.1

겨드랑두께 66.6 59.4 52.2 43.7 38.2 31.0 24.1 18.1 13.7 6.3 36.5

뒤품/2 21.4 12.9 18.1 23.9 26.9 29.8 34.5 35.2 39.3 36.2 27.3

제도

법 D

앞품/2 4.8 27.6 30.6 34.6 38.3 44.6 47.9 55.5 56.1 71.4 40.1

겨드랑두께 71.9 61.4 50.8 38.3 30.3 19.7 9.5 0.8 -5.8 -16.5 27.8

뒤품/2 23.3 10.9 18.5 27.1 31.4 35.7 42.5 43.7 49.7 45.1 32.1

제도

법 E

앞품/2 -33.4 23.3 25.2 30.9 37.9 47.0 51.0 58.0 58.2 71.9 39.7

겨드랑두께 85.8 58.1 50.5 39.5 33.1 25.1 19.2 15.7 13.8 6.8 32.0

뒤품/2 47.6 18.6 24.3 29.6 29.0 27.9 29.8 26.2 28.0 21.3 28.3

제도

법 F

앞품/2 11.0 25.6 26.5 28.3 29.9 33.6 35.2 40.5 39.9 52.4 31.2

겨드랑두께 56.7 52.9 47.5 40.6 36.7 30.7 24.6 19.5 16.0 8.7 35.0

뒤품/2 32.3 21.6 25.9 31.2 33.4 35.7 40.2 40.0 44.1 38.9 33.8

[표 37] 선행연구의 재킷 패턴 제도법의 ‘가슴둘레/2’ 여유량의 

‘앞품/2’, 겨드랑두께, ‘뒤품/2’로의 배분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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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가슴둘레 증가에 따른 ‘가슴편평률’과 ‘겨드랑두께/가슴둘레’의 변화 경향

(10) 진동둘레선상에서의 앞솔기와 뒤솔기시작점 위치

재킷 패턴의 옆판을 앞판과 뒤판으로부터 분리하는 절개선은 진동둘레

선상에서 시작되는데 앞솔기선의 경우 진동둘레의 앞변곡점으로부터 약 

3.5~5.0cm 떨어진 지점에서 시작하며 뒤솔기선은 진동둘레의 뒤변곡점으

로부터 약 1.0cm 이내의 매우 근접한 지점에서 시작한다.

옆판 앞솔기시작점의 위치 설정시 선행 연구의 제도법 E는 인체 가슴

둘레치수에 비례한 제도 공식을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5종의 제도법은 모

두 고정값을 부여하였다. 옆판 뒤솔기시작점 위치 설정시에는 선행 연구 

제도법 6종이 모두 고정값을 부여하였다. [표 38]에는 선행연구의 재킷 

패턴 제도법의 ‘진동둘레 앞변곡점과 옆판 앞솔기시작점 사이의 수평거

리’, ‘진동둘레 뒤변곡점과 옆판 뒤솔기시작점 사이의 수평거리’ 제도 공

식을 제시하였으며 [그림 36]에는 이의 측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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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둘레앞변곡점과 

옆판앞솔기시작점 사이 

수평거리(cm)

진동둘레뒤변곡점과 

옆판뒤솔기시작점 사이 

수평거리(cm)

제도법 A 3.3 1.0

제도법 B 4.8 0.9

제도법 C 3.5 0.5

제도법 D 가슴둘레/24+1.0 0.5

제도법 E 3.9 0.9

제도법 F 3.9 0.7

[표 38] 선행연구의 재킷 패턴 제도법의 

‘진동둘레 앞변곡점과 옆판 앞솔기시작점 사이의 수평거리’,

‘진동둘레 뒤변곡점과 옆판 뒤솔기시작점 사이의 수평거리’ 제도 공식

[그림 36] 선행연구의 재킷 패턴 제도법의 

‘진동둘레 앞변곡점과 옆판 앞솔기시작점 사이의 수평거리’,

‘진동둘레 뒤변곡점과 옆판 뒤솔기시작점 사이의 수평거리’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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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두께’에 대한 ‘진동둘레 앞변곡점과 옆판 앞솔기시작점 사이 수평

거리’의 백분율을 살펴보면 제도법 D는 ‘가슴둘레/24+1.0’이라는 가슴둘

레 비례식을 사용하여 인체 가슴둘레가 늘어나면 패턴의 진동두께와 ‘진

동둘레앞변곡점과 옆판앞솔기시작점 사이 수평거리’가 동시에 증가하도

록 설계되었으며 패턴 진동두께에 대한 ‘진동둘레앞변곡점과 옆판앞솔기

시작점 사이 수평거리’의 백분율이 가슴둘레 전 구간에서 33.5~35.7%로 

가장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제도법 D를 제외한 나머지 제도법들에서는 

가슴둘레가 증가가함에 따라 ‘진동둘레앞변곡점과 옆판앞솔기시작점 사

이 수평거리’의 백분율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패턴 ‘진동두께’ 대비 ‘진동

둘레앞변곡점과 옆판앞솔기시작점 사이 수평거리’의 백분율의 6개 제도

법 평균은 26.4%였다. [표 39]에는 선행연구의 재킷 패턴 제도법의 ‘진동

두께’에 대한 ‘진동둘레 앞변곡점과 옆판 앞솔기시작점 사이 수평거리’의 

백분율을 제시하였으며 [그림 37]에는 가슴둘레치수 증가에 따른 ‘진동두

께’에 대한 ‘진동둘레 앞변곡점과 옆판 앞솔기시작점 사이 수평거리’의 

백분율의 변화 경향을 제시하였다.

인체
가슴둘레
구간

구간

77.5

~80.

0

82.5

~87.

4

87.5

~92.

4

92.5

~97.

4

97.5

~102.

4

102.5

~107.

4

107.5

~112.

4

112.5

~117.

4

117.5

~122.

4

122.5

~127.

4

구간 
전체

n 2 21 117 325 484 366 151 60 16 6 1548

‘ 진 동 두
께'에 대
한 ‘진동
둘레앞변
곡 점 과 
옆판앞솔
기시작점 
사이 수
평 거 리 '
의 백분
율(%)

제도법 A 24.6 23.4 22.7 22.0 21.3 20.6 20.1 19.5 18.9 18.4 21.2

제도법 B 42.2 38.4 36.1 34.1 32.3 30.6 29.2 27.8 26.5 25.3 32.1

제도법 C 24.3 23.2 22.5 21.8 21.2 20.6 20.1 19.5 19.0 18.5 21.1

제도법 D 33.5 33.9 34.2 34.4 34.7 34.9 35.1 35.3 35.5 35.7 34.7

제도법 E 32.0 29.3 27.7 26.2 24.9 23.7 22.6 21.6 20.6 19.7 24.8

제도법 F 29.4 27.6 26.5 25.5 24.5 23.6 22.8 22.0 21.3 20.6 24.4

[표 39] 선행연구의 재킷 패턴 제도법의 ‘진동두께’에 대한 

‘진동둘레 앞변곡점과 옆판 앞솔기시작점 사이 수평거리’의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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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가슴둘레치수 증가에 따른 선행연구의 재킷 패턴 제도법의 

‘진동두께’에 대한 ‘진동둘레 앞변곡점과 옆판 앞솔기시작점 사이 

수평거리’의 백분율 변화 경향

‘진동두께’에 대한 ‘진동둘레 뒤변곡점과 옆판 뒤솔기시작점 사이 수평

거리’의 백분율을 살펴보면 모든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들에서 패턴 

진동두께에 대한 ‘진동둘레뒤변곡점과 옆판뒤솔기시작점 사이 수평거리’

의 백분율이 가슴둘레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

상은 겨드랑두께 제도 공식의 가슴둘레항 계수가 커 인체 가슴둘레 증가

에 따라 진동두께가 늘어나는 정도가 심한 제도법일수록 더 확연히 나타

났다. 패턴의 진동두께 대비 ‘진동둘레뒤변곡점과 옆판뒤솔기시작점 사

이 수평거리’의 백분율의 6개 제도법 평균은 4.8%였다. [표 40]에는 선행

연구의 재킷 패턴 제도법의 ‘진동두께’에 대한 ‘진동둘레 뒤변곡점과 옆

판 뒤솔기시작점 사이 수평거리’의 백분율을 제시하였으며 [그림 38]에는 

가슴둘레치수 증가에 따른 ‘진동두께’에 대한 ‘진동둘레 뒤변곡점과 옆판 

뒤솔기시작점 사이 수평거리’의 백분율의 변화 경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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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가슴둘

레
구간

구간

77.5

~80.

0

82.5

~87.

4

87.5

~92.

4

92.5

~97.

4

97.5

~102

.4

102.

5

~107

.4

107.

5

~112

.4

112.

5

~117

.4

117.

5

~122

.4

122.

5

~127

.4

구간 
전체

n 2 21 117 325 484 366 151 60 16 6 1548

‘ 진동두
께'에 대
한 ‘진동
둘 레 뒤
변 곡 점
과 옆판
뒤 솔 기
시 작 점 
사이 수
평거리 '
의 백분
율(%)

제도법 A 7.5 7.1 6.9 6.7 6.5 6.3 6.1 5.9 5.7 5.6 6.4

제도법 B 7.9 7.2 6.8 6.4 6.1 5.7 5.5 5.2 5.0 4.7 6.0

제도법 C 3.5 3.3 3.2 3.1 3.0 2.9 2.9 2.8 2.7 2.6 3.0

제도법 D 3.9 3.7 3.6 3.5 3.4 3.2 3.2 3.1 3.0 2.9 3.3

제도법 E 7.4 6.8 6.4 6.0 5.7 5.5 5.2 5.0 4.8 4.6 5.7

제도법 F 5.3 5.0 4.8 4.6 4.4 4.2 4.1 4.0 3.8 3.7 4.4

[표 40] 선행연구의 재킷 패턴 제도법의 ‘진동두께’에 대한 

‘진동둘레 뒤변곡점과 옆판 뒤솔기시작점 사이 수평거리’의 백분율

[그림 38] 가슴둘레치수 증가에 따른 선행연구의 재킷 패턴 제도법의 

‘진동두께’에 대한 ‘진동둘레 뒤변곡점과 옆판 뒤솔기시작점 사이 수평거리’의 

백분율 변화 경향

(11) 앞판 어깨기울기, 뒤판 어깨기울기

기준 인체 치수를 사용하여 패턴 제도 시 앞판의 어깨기울기가 뒤판에 

비해 가장 큰 제도법은 제도법 C였으며 앞판의 어깨기울기가 뒤판에 비

해 가장 적은 제도법은 제도법 E였다. 제도법 B는 앞판과 뒤판의 어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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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기가 동일하였다. 선행 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 중 인체의 어깨기울기

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제도법은 없었다. [표 41]에는 기준 인체 치수를 

사용하여 패턴 제도 시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의 앞, 뒤판 어깨기울

기와 앞, 뒤판 어깨기울기의 차를 제시하였다.

앞판 어깨기울기 뒤판 어깨기울기
앞판 어깨기울기

-뒤판 어깨기울기
제도법 A 23.7° 17.0° 6.7°

제도법 B 18.4° 18.4° 0.0°

제도법 C 24.4° 16.8° 7.6°

제도법 D 20.0° 23.0° -3.0°

제도법 E 16.7° 21.3° -5.2°

제도법 F 20.7° 19.3° 1.4°

[표 41] 기준 인체 치수 사용 시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의 앞, 뒤판 

어깨기울기와 앞, 뒤판 어깨기울기의 차

(12) 뒤판 어깨끝점의 수평 위치 및 뒤어깨선에 설정된 오그림분

재킷 패턴의 진동둘레 제도 시 뒤판의 어깨끝점 위치는 진동둘레의 전

체적인 형태 유지를 위하여 뒤품선을 기준으로 일정 치수 범위 안에서만 

패턴 바깥쪽으로 수평으로 이동된 위치를 사용한다. 뒤품선과 뒤판 어깨

끝점의 수평방향 위치차가 커질수록 뒤진동둘레선의 곡률이 커져 뒤품에 

비해 어깨너비가 큰 패턴이 되며, 이 위치차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뒤

진동둘레가 지나치게 휘어져 앞진동둘레와의 자연스러운 연결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재킷 패턴의 뒤판 어깨선에는 견갑골의 입체 형태를 반영하기 위한 입

체량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트를 잡아 봉제하지 않고 오그림

분으로 줄여 박아 이를 처리한다. 이 오그림분이 많을수록 더 많은 입체

량을 반영할 수 있으나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원단이 수용할 수 있는 오

그림분을 넘어가 봉제 후 솔기가 우글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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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그림분의 양은 0.5~1.2cm

범위 안에 있었으며 가장 많은 오그림분을 허용하는 제도법은 제도법 F

였고 가장 적은 오그림분을 허용하는 제도법은 제도법 C였다. [표 42]에

는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의 뒤판 어깨끝점 수평 위치와 뒤어깨선에 

설정된 오그림분을 제시하였다.

뒤품선을 기준으로 뒤판 

어깨끝점이 패턴 바깥쪽으로 

벗어난 정도(cm)

뒤판 어깨선길이

-앞판 어깨선길이

(뒤어깨선 오그림분, cm)

제도법 A 1.5~2.0 0.5~0.7

제도법 B 1.2 0.8

제도법 C 0.5~1.0 0.5

제도법 D 1.7 0.9

제도법 E 0.4 1.0

제도법 F 0.6 1.2

[표 42]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의 뒤판 어깨끝점 수평 위치와 

뒤어깨선에 설정된 오그림분 

3. 패턴 실무 전문가 심층 면접

남성복 정장 업체 패턴사로 근무 중인 패턴 실무 전문가 5명을 대상으

로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어깨너비, 위팔둘레, 소매길이, 재킷

길이의 7개 부위에 대하여 패턴에 설정하는 여유량을 조사하였으며 ‘뒤

판 목밑너비 여유량과 뒤판 목밑너비와 앞판 목밑너비의 차’, ‘뒤판 목뒤

깊이’와 ‘뒤판 목뒤점과 앞판 목옆점의 높이차’, ‘앞판 어깨기울기’, ‘뒤판 

어깨기울기’ 항목에 대한 패턴 제도 방법을 조사하였다.

1) 가슴둘레 여유량

패턴 실무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가슴둘레 여유량을 클래식과 트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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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단계로 구분하고 있었으며 2.0cm의 여유량 차이를 설정하였다. 기

본 여유량을 클레식과 트렌디로 나누는 기준에는 착용자의 연령대가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며 나이가 젊은 소비자가 적은 여유량을 선택하는 경

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5명의 패턴 실무 전문가 중 3명은 가슴둘레 기본 여유량으로 

8.0~10.0cm을 제시하였다. 현재 유행 경향에서 신사복 재킷에 부여할 수 

있는 최소 여유량으로는 대부분 6.0cm를 제시하였으며 전문가 E는 

4.0cm까지도 여유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가슴둘레 여유량 설정과 관련하여 패턴 실무 전문가들은 여유량의 기

준이 되는 인체 치수의 부정확성 문제를 지적하였다. 전문가 B는 실무 

패턴사들이 인체의 나체 상태에서의 의복 여유량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95, 100, 105 등의 가슴둘레를 기준으

로 한 의복 사이즈를 사용하더라도 그 제품이 실제로 인체 가슴둘레가 

95, 100, 105cm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패턴 사이즈가 설정되지 않는다

고 답변하였다. 패턴사들이 나체 상태에서의 여유량을 잘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패턴을 제도할 때 착용자의 인체 치수를 직접 고려하는 것이 아

니라 트렌드 변화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패턴의 사이즈를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늘려 패턴을 제작한 후 제품을 시장에 내 놓은 후 소비자의 반

응에 따라 여유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전문가 C의 경

우에도 패턴 제도 시 실제 인체 사이즈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하였으며 전문가 E의 경우에는 업체에서 100이라고 사용하는 호칭의 실

제 인체 가슴둘레 치수는 95.0~97.0cm인 경우가 많으며 95, 100, 105 등

의 사이즈가 인체치수 95, 100, 105cm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Medium, Large, Extra-Large와 같은 상대적인 치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답변하였다. [표 43]에는 패턴 실무 전문가들이 제시한 

가슴둘레 기본 여유량과 최소 여유량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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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둘레  여유량(cm)

　

전문가 A 전문가 B

인체

치수

제품

치수
여유량

인체

치수

제품

치수
여유량

최소 여유량 97.0 103.0 6.0 92.0 100.0 8.0

기본

여유량

트렌디 97.0 105.0 8.0 92.0 102.0 10.0

클래식 98.0 108.0 10.0 92.0 104.0 12.0

　

전문가 C 전문가 D

인체

치수

제품

치수
여유량

인체

치수

제품

치수
여유량

최소 여유량 96.0 102.0 6.0
96.0 102.0 6.0

기본

여유량

트렌디 96.0 104.0 8.0

클래식 96.0 106.0 10.0 96.0 104.0 8.0

　

전문가 E

　

인체

치수

제품

치수
여유량

최소 여유량 100.0 104.0 4.0

기본

여유량

트렌디 100.0 108.0 8.0

클래식 100.0 110.0 10.0

[표 43] 패턴 실무 전문가들이 제시한 가슴둘레 기본 여유량 및 최소 여유량

2) 허리둘레 여유량

(1) 허리둘레 여유량 설정

실무 전무가 5인이 제시한 허리둘레 여유량은 10.0~16.0cm의 범위를 

보였으며 클래식 실루엣과 트렌디 실루엣의 여유량 편차는 전문가 E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전문가들이 2.0cm를 제시하였다. [표 44]에는 패턴 실

무 전문가들이 제시한 허리둘레 여유량의 범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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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둘레  여유량(cm)

　
전문가 A 전문가 B

인체치수 제품치수 여유량 인체치수 제품치수 여유량
트렌디 83.0 93.0 10.0 80.0 92.0 12.0

클래식 85.0 97.0 12.0 80.0 94.0 14.0

　
전문가 C 전문가 D

인체치수 제품치수 여유량 인체치수 제품치수 여유량
트렌디 82.0 96.0 14.0 82.0 92.0 10.0

클래식 82.0 98.0 16.0 82.0 94.0 12.0

　
전문가 E

　
인체치수 제품치수 여유량

트렌디 82.0 92.0 10.0

클래식 82.0 96.0 15.0

[표 44] 패턴 실무 전문가들이 제시한 허리둘레 여유량

(2) 패턴 완성치수의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패턴 실무 전문가 5인은 모두 패턴 가슴둘레와 허리둘레 설정시 인체 

가슴둘레와 허리둘레 치수에 개별적으로 여유량을 더해주는 방법을 사용

하게 되면 인체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이 극단적인 경우 완성된 재킷

의 가슴부터 허리까지 이어지는 실루엣이 이상적인 형태를 벗어나기 쉬

우므로 인체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과는 상관없이 패턴 완성 치수에서 

이상적인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을 유지하면서 인체 허리둘레의 실제 

치수는 부분적으로만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다. [표 45]에는 

패턴 실무 전문가들이 제시한 패턴 완성치수에서의 이상적인 ‘가슴둘레-

허리둘레’ 드롭을 제시하였다.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cm)

전문가 A 전문가 B 전문가 C 전문가 D 전문가 E

10.0~12.0 8.0~12.0 8.0~10.0 8.0~12.0 9.0~12.0

[표 45] 패턴 실무 전문가들이 제시한 패턴 완성치수에서의 

이상적인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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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엉덩이둘레 여유량

인체의 엉덩이둘레에 특정 여유량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엉덩이둘레 여

유량을 수치를 제시한 전문가는 A와 B의 두 명이었는데 전문가 A는 

13.0~15.0cm, 전문가 B는 10.0~11.0cm를 엉덩이둘레 여유량으로 제시하

였다. 5명의 패턴 실무 전문가 모두는 엉덩이둘레 여유량 설정시 ‘인체

치수+여유량’을 사용하기보다는 패턴 완성치수에서 가슴에서 엉덩이둘레

로 떨어지지는 이상적인 실루엣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답변하

였는데 패턴 완성치수에서 ‘가슴둘레-엉덩이둘레’ 치수가 1.0~3.5cm 범위

에 들어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답변하였다. [표 46]에는 패턴 실무 전문

가들이 제시한 엉덩이둘레 기본 여유량 및 패턴 완성치수에서의 이상적

인 ‘가슴둘레-엉덩이둘레’ 드롭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A 전문가 B 전문가 C 전문가 D 전문가 E

엉덩이둘레 

기본 여유량(cm)
13.0~15.0 10.0~11.0 - - -

패턴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드롭(cm)

0.0~-2.0 -1.0~-2.0 0.0~-2.0 0.0~-2.0 0.0~-3.5

[표 46] 패턴 실무 전문가들이 제시한 엉덩이둘레 기본 여유량 및 

패턴 완성치수에서의 ‘가슴둘레-엉덩이둘레’ 드롭

4) 어깨너비 여유량

패턴 실무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깨너비 여유량은 

0.0~2.5cm 범위를 가졌다. 제품의 안정적인 실루엣과 암홀 형태 유지를 

위해 인체의 어깨가쪽사이길이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패턴의 가슴둘레 

치수에 맞춰 여유량을 조절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일반적으로 패턴의 뒤

품선에서 1.0~2.0cm 패턴 바깥쪽으로 나간 지점을 어깨끝점으로 사용하

였다. [표 47]에는 패턴 실무 전문가들이 제시한 어깨가쪽사이길이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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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량과 패턴 어깨끝점이 뒤품 기준선 밖으로 빠져나간 정도를 제시하

였다.

전문가 A 전문가 B 전문가 C 전문가 D 전문가 E

어깨너비 
기본 여유량(cm)

0.5~2.5 0.0 0.0~1.0 0.0 이하 -

패턴의 뒤품선에서 
어깨끝점이 밖으로 
나아간 정도(cm)

1.5~2.0 1.0 1.0 1.2~1.5 1.2

[표 47] 패턴 실무 전문가들이 제시한 어깨너비 기본 여유량 및 

패턴 뒤품을 기준으로 어깨끝점이 밖으로 벗어난 정도

5) 위팔둘레 여유량

위팔둘레 여유량에 관해서는 전문가 5명 중 1명만이 구체적인 수치로 

여유량을 제시하였으며 나머지 4명은 패턴에서의 위팔둘레 완성치수만 

제시하였다. 위팔둘레 여유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운 것은 소매 

패턴 제도 시 인체 위팔둘레 치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끝난 

몸판 패턴의 진동둘레 치수에 소매산 치수를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기 제

도 방법이기 때문이다.

위팔둘레 여유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전문가는 전문가 B로 팔을 편 

상태에서의 위팔둘레를 기준으로 4.5~5.0cm의 여유량이 필요하다고 답변

하였다. 전문가 B가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패턴 위팔둘레 치수는 인체 

가슴둘레 92.0cm를 기준으로 37.0~37.5cm이다.

6) 소매길이 여유량 

패턴 실무 전문가들의 경우 소매길이 설정시 사용하는 인체 기준점의 

위치가 서로 달랐는데, 소매단이 손 부위의 어느 지점쯤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소매 길이 여유량을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구체적인 수치

로는 여유량을 제시하는 경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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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A와 전문가 E는 바로 선 자세에서 손을 펴 엄지손가락 끝에서 

위로 수직으로 올라온 양으로 소매길이를 결정하였는데 전문가 A는 

11.0cm 올라온 지점을, 전문가 E는 9.0cm만큼 올라온 지점을 소매단 위

치로 사용하였다.

전문가 C와 D는 손등의 수직길이를 2~4등분한 지점을 소매단 위치

로 사용하였는데 전문가 C는 손등 수직길이를 2등분한 지점에 소매단을 

위치시켰으며 전문가 D는 손등 수직길이를 4등분하여 위로부터 1/4 지

점에 소매단을 위치시켰다.

7) 재킷길이 여유량 

재킷길이 설정시 실문 전문가들은 여유량의 기준이 되는 인체 기준점

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전문가 D의 경우에

만 인체 치수에서 일정 여유량을 더해주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전문가 

D는 재킷길이는 인체의 ‘등길이+엉덩이길이’ 치수에 9.0~10.0cm 여유량

을 더해주는 방법으로 재킷길이를 설정하였는데, 클래식한 실루엣은 

12.0cm까지 여유량이 늘어날 수 있으며 20대 초반의 착용자들을 대상으

로 하는 경우에는 8.0cm까지 여유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8) 진동깊이 여유량

패턴 실무 전문가들은 진동깊이 설정시 인체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

이를 고려하지는 않았으며 가슴둘레 100 사이즈에서의 패턴 진동깊이 완

성치수만을 제시하였다. 키 167.5~172.4cm, 가슴둘레 98.0~101.9cm 구간

에서의 평균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인 19.6cm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패턴 실무 전문가들이 제시한 진동깊이 여유량은 [표 48]과 같으며 전문

가 5인이 제시한 평균 여유량은 5.0cm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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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A 전문가 B 전문가 C 전문가 D 전문가 E

진동깊이 
완성치수(cm)

26.0 24.0 24.5 24.5 24.2

진동깊이 
여유량(cm)

6.4 4.4 4.9 4.9 4.6

[표 48] 패턴 실무 전문가들이 제시한 가슴둘레 100 사이즈 기준 

진동깊이 완성치수와 여유량

9) 뒤판 목밑너비 여유량과 뒤판 목밑너비와 앞판 목밑너비의 차

패턴 실무 전문가 5인은 모두 패턴의 앞목너비를 뒤목너비보다 너 크

게 설정하였으며 그 양은 1.5~3.0cm 범위를 보였다. 키 167.5~172.4cm,

가슴둘레 98.0~101.9cm 구간에서의 평균 ‘목밑너비/2’ 치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뒤판 ‘목밑너비/2’ 여유량은 2.0±0.1cm였다. [표 49]에는 실무 

전문가들이 제시한 앞, 뒤판 ‘목밑너비/2’ 완성치수, 앞, 뒤판 ‘목밑너비’

의 차, 뒤판 목밑너비의 여유량을 제시하였다.

　

앞판 

목밑너비/2

(cm)

뒤판 

목밑너비/2

(cm)

앞판목밑너비/2

-뒤판목밑너비/2

(cm)

‘뒤판목뒤너비/2’ 여유량

(cm)

전문가 A 11.0~11.5 8.5 2.5~3.0 1.9

전문가 B 11.1 8.6 2.5 2.0

전문가 C 11.2~11.7 8.7 2.5~3.0 2.1

전문가 D 10.5~11.5 8.5 2.0~3.0 1.9

전문가 E 10.2~10.7 8.7 1.5~2.0 2.1

[표 49] 패턴 실무 전문가들이 제시한 앞, 뒤판 ‘목밑너비/2’ 완성치수,

앞, 뒤판 ‘목밑너비’의 차, 뒤판 목밑너비 여유량 (100 사이즈 기준)

10) ‘뒤판 목뒤깊이’와 ‘뒤판 목뒤점과 앞판 목옆점의 높이차’

뒤판 목뒤점과 목옆점의 수직방향 거리인 ‘뒤판 목뒤깊이’ 치수로 전

문가 5인 중 4명은 2.5cm를 제시하였으며 전문가 B만 이보다 적은 

2.2cm를 제시하였다. 뒤판 목뒤점과 앞판 목옆점의 수직방향 높이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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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A만 1.2를 제시하였으며 나머지 전문가들은 모두 1.0cm를 제시

하였다. [표 50]에는 패턴 실무 전문가들이 제시한 ‘뒤판 목뒤깊이’와 

‘뒤판 목뒤점과 앞판 목옆점의 높이차’를 제시하였다.

뒤판 목뒤깊이(cm) 앞판목옆점높이-뒤판목뒤점높이(cm)

전문가 A 2.5 1.2

전문가 B 2.2 1.0

전문가 C 2.5 1.0

전문가 D 2.5 1.0

전문가 E 2.5 1.0

[표 50] 패턴 실무 전문가들이 제시한 ‘뒤판 목뒤깊이’와 ‘뒤판 목뒤점과 앞판 

목옆점의 높이차’

11) 앞판 어깨기울기, 뒤판 어깨기울기

전문가 A, E는 앞판의 어깨기울기를 뒤판의 어깨기울기보다 더 크게 

설정하였으며 전문가 B는 뒤판의 어깨기울기를 앞판의 어깨기울기보다 

더 크게 설정하였다. 전문가 C, D는 앞판과 뒤판의 어깨기울기를 같게 

하였다. 이 어깨기울기를 설정할 때 사용한 어깨패드 두께는 0.4~1.0cm

의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 두께는 0.7cm였다. [표 51]에는 패턴 실무 전문

가들이 사용한 앞, 뒤판 어깨기울기와 앞, 뒤판 어깨기울기의 차를 제시

하였다.

앞판 

어깨기울기

뒤판 

어깨기울기

앞판 어깨기울기

-뒤판 어깨기울기

어깨패드 

두께
전문가 A 25.0° 22.0° 3.0° 0.4cm

전문가 B 20.0° 21.0° -1.0° 0.9cm

전문가 C 21.0° 21.0° 0.0° 1.0cm

전문가 D 21.0° 21.0° 0.0° 0.8cm

전문가 E 24.0° 21.0° 3.0° 0.6cm

[표 51] 패턴 실무 전문가들이 제시한 앞, 뒤판 어깨기울기와 

앞, 뒤판 어깨기울기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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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패턴 제도법 설계

1) 연구 패턴 제도법 설계

(1) 뒤판 목밑너비/2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 6종에서 ‘목밑너비/2’ 항목의 평균 여유량

은 2.0cm였다. 실무 전무가 5인이 가슴둘레 100사이즈를 기준으로 산출

한 ‘뒤판 목밑너비/2’ 항목의 여유량은 1.9~2.1cm의 범위를 보였으며 평

균 여유량은 2.0cm로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의 평균과 동일한 수치

를 보였다. 연구 제도법의 ‘뒤판 목밑너비/2’ 치수는 ‘인체 목밑너비/2’

에 여유량 2.0cm더한 치수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제도 공식은 아래와 

같다.

Ÿ 뒤판 목밑너비/2(cm) = 인체 목밑너비/2+2.0

(2) 뒤판 목뒤깊이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 중 목뒤깊이에 계산식을 사용한 제도법은 

‘가슴둘레/40’의 제도식을 사용한 제도법 D가 유일하였으며 가슴둘레 

100.0cm를 적용할 경우 뒤판 목뒤깊이 치수는 2.5cm가 된다. 패턴 실무 

전문가들이 제시한 뒤판 목뒤깊이 치수는 2.2~2.5cm의 범위를 보였으며 

5인 중 4인이 2.5cm를 제시하였다.

연구제도법의 뒤판 목뒤깊이 제도 공식은 가슴둘레치수 증가에 따른 

인체 목뒤두께 증가 경향을 뒤판 목뒤깊이에 반영하기 위해 제도법 D의 

계산식을 사용하였다. 연구제도법의 뒤판 목뒤깊이 항목의 제도 공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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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뒤판 목뒤깊이(cm) = 인체 가슴둘레/40

(3) 앞판 목밑너비/2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에서 제시된 ‘앞판 목밑너비/2’는 기준 피

험자의 치수를 사용할 경우 ‘뒤판 목밑너비/2’ 치수보다 2.4~3.8cm만큼 

더 큰 값을 보여주었다. 패턴 실무 전문가들이 제시한 ‘앞판 목밑너비/2’

는 ‘뒤판 목밑너비/2’보다 평균적으로 2.5cm가 더 넓었다.

연구제도법의 ‘앞판 목밑너비/2’는 ‘뒤판 목밑너비/2’ 치수에 2.5cm를 

더한 치수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실무 전문가들이 제시한 ‘앞판 목밑너비

/2’와 ‘뒤판 목밑너비/2’의 차의 평균을 반영한 것이다. 연구제도법의 

‘앞판 목밑너비/2’ 항목의 제도 공식은 아래와 같다

Ÿ 앞판 목밑너비(cm) = 뒤판 목밑너비+2.5 = 인체 목밑너비/2+4.5

(4) 어깨기울기

① 뒤판 어깨기울기

재킷 패턴 뒤판의 어깨기울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어깨기울기

와 어깨에 사용되는 패드 두께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데 선행 연구의 

패턴 제도법에는 이러한 패드 두께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반면 패턴 실

무 전문가들은 뒤판 어깨기울기를 제시하면서 여기에 사용된 어깨 패드 

두께를 같이 제시하였으므로 연구 패턴 제도법의 뒤판 어깨기울기와 패

드 두께는 패턴 실무 전문가들이 제시한 수치를 반영하였다. 패턴 실무 

전문가들이 제시한 뒤판 어깨기울기는 21.0°~22.0°의 범위를 가지며 기준 

인체 어깨기울기인 25.3°보다 평균 4.1° 만큼 더 적은 값을 가진다. 패드

두께 평균은 0.7cm이다. 따라서 연구제도법의 뒤판 어깨기울기는 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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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기울기보다 4.3° 만큼 더 적은 각도를 가지도록 하였으며 기준 어깨 

패드 두께는 0.7cm로 하였다. 연구제도법의 뒤판 어깨기울기 항목의 제

도 공식은 아래와 같다.

Ÿ 뒤판 어깨기울기(°) = 인체 어깨기울기-4.3

② 앞판 어깨기울기

앞판의 어깨기울기에는 인체 어깨기울기 외에도 가슴부위 형태를 고려

한 입체량이 반영되어 뒤판보다 더 큰 어깨기울기 값을 보인다. 패턴 실

무 전문가 중 이러한 가슴 입체량이 포함된 앞판 어깨기울기를 제시한 

전문가는 전문가 A와 E로 이 둘 모두 뒤판 어깨기울기보다 3.0°만큼 더 

큰 앞판 어깨기울기 값을 제시하였다. 연구 제도법의 앞판 어깨기울기는 

이 입체량을 사용하여 뒤판 어깨기울기보다 3.0°만큼 더 큰 기울기를 적

용하였다. 연구제도법의 앞판 어깨기울기 항목의 제도 공식은 아래와 같

다.

Ÿ 앞판 어깨기울기(°) = 뒤판 어깨기울기+3.0 = 인체 어깨기울기-1.3

(5) 뒤판 어깨너비

뒤판의 어깨너비에는 소비자 어깨너비 선호 여유량 수치인 0.6cm를 

적용하여 목뒤점으로부터 (인체 어깨가쪽사이길이+0.6)/2cm만큼 떨어진 

지점을 뒤판 어깨선상에서 찾아 뒤판 어깨끝점으로 설정하였다. 이 때 

진동둘레의 안정적인 제도를 위해 뒤판 어깨끝점이 뒤품 기준선으로부터 

패턴 바깥쪽으로 1.0~2.0cm 범위 안에서만 벗어날 수 있도록 제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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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뒤판 목뒤점과 앞판 목옆점의 높이차

뒤판 목뒤점에 비해 앞판 목옆점이 상대적으로 위쪽에 위치할수록 어

깨선 봉제 시 앞판 가슴부위가 아래로 밀려 내려오면서 재킷의 V존에서 

더 많은 가슴 입체량이 형성되게 된다. 이러한 뒤판 목뒤점과 앞판 목옆

점의 높이차는 선행연구 재킷 제도법에서 평균 1.4cm가 설정되었으며 

패턴 실무 전문가들은 평균 1,0cm를 설정하였다. 이 높이차가 패턴 실무 

전문가들에게서 더 적어진 것은 현재 재킷 가슴둘레 여유량이 전체적으

로 감소하면서 가슴부위 다트량도 함께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연구 제도법에서는 패턴 실무 전문가들이 제시한 높이차의 평균을 

적용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제도 공식을 사용하였다.

Ÿ 앞판 목옆점 높이-뒤판 목뒤점 높이(cm) = 1.0

(7) 진동깊이

①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 예측을 위한 회귀분석

패턴의 진동깊이는 인체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에 대응하는 항목이

므로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를 종속변수로,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

이둘레, 키, 어깨가쪽사이길이, 등길이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

시하여 아래와 같은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Ÿ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cm) = 0.081×가슴둘레+0.270×등길이+0.033

(R2=0.383)

② 진동깊이 여유량 설정

선행연구의 재킷 패턴 제도법들에서 제시한 진동깊이 여유량은 목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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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위겨드랑수준길이의 최다빈도 구간에서 4.1~6.3cm의 범위를 보였으며 

제도법 6종의 평균 여유량은 5.4cm였다. 패턴 실무 전문가들이 제시한 

진동깊이 여유량은 가슴둘레 100 사이즈를 기준으로 4.4~6.4cm의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 여유량은 5.0cm였다. 전반적으로 선행연구의 재킷 패턴 

제도법에서보다 패턴 실무 전문가들이 더 적은 진동깊이 여유량을 제시

한 것은 현재의 슬림핏 경향이 패턴 여유량에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진동깊이 여유량은 전문가 5인이 제시한 여유

량의 평균인 5.0cm를 사용하였다.

③ 패턴 어깨기울기 차이로 인한 어깨끝점 높이 변화량 보정

기준 인체 치수로 연구제도법의 앞어깨선과 뒤어깨선을 제도한 뒤 인

체 어깨기울기가 1°씩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패턴의 어깨끝점 높이 변화

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인체 어깨기울기가 1° 증가할 때마다 앞/뒤판 

어깨끝점 높이의 평균이 약 0.25cm씩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동일한 진동깊이에서 인체 어깨기울기가 증가지 패턴의 어깨끝점 위치가 

낮아져 진동둘레 치수가 적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연구 제도

법에서는 어깨기울기 변화로 인한 어깨끝점 높이 변화량을 진동깊이 제

도 공식에 반영하여 어깨기울기가 변하더라도 동일한 진동둘레 치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9]는 어깨기울기 변화에 따른 앞, 뒤판 

어깨끝점 높이 변화량의 측정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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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어깨기울기 변화에 따른 앞, 뒤판 어깨끝점 높이 변화량의 측정 방법  

④ 연구제도법의 진동깊이 제도 공식

연구제도법의 진동깊이 제도 공식을 설정하기 위해 목뒤등뼈위겨드랑

수준길이 추정 회귀식에 진동깊이 여유량 5.0cm를 더한 후 인체 어깨기

울기로 인한 어깨끝점 높이의 변화량을 보정하였다. 이 때 기준이 되는 

어깨 기울기는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사업’의 20~59세 남성의 키 

167.5~172.4, 가슴둘레 98.0~101.9 구간 평균 치수인 25.3°이다. 연구제도법의 

진동깊이 제도 공식은 아래와 같다.

Ÿ 진동깊이(cm)

= 0.081×가슴둘레+0.270×등길이+5.033+0.25×(인체 어깨기울기-25.3)

(8) 등길이

패턴의 등길이는 재킷의 허리둘레선 위치와 라펠의 시작점 위치를 결

정하는데 이러한 요소가 디자인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체 치수

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인체의 키에 일정한 비례를 가지고 등길이가 

산출되도록 회귀식을 사용하였다. 등길이 예측을 위한 회귀분석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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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는 키 하나만 투입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이 

회귀식은 연구 패턴 제도법의 등길이 제도 공식으로 바로 사용된다.

Ÿ 등길이(cm) = 0.248×키+9.603 (R2=0.225)

(9) 앞품/2, 뒤품/2, 겨드랑두께 

① ‘겨드랑앞접힘사이길이/2’ 예측을 위한 회귀분석

패턴의 ‘앞품/2’는 인체 ‘겨드랑앞접힘사이길이/2’에 대응하는 항목이

므로 ‘겨드랑앞접힘사이길이/2’를 종속변수로,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

이둘레, 키, 어깨가쪽사이길이, 등길이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아래와 같

은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Ÿ 겨드랑앞접힘사이길이/2(cm)

= 0.122×가슴둘레+0.083×어깨가쪽사이길이+2.938 (R2=0.499)

② ‘겨드랑뒤접힘사이길이/2’ 예측을 위한 회귀분석

패턴의 ‘뒤품/2’는 인체 ‘겨드랑뒤접힘사이길이/2’에 대응하는 항목이

므로 ‘겨드랑뒤접힘사이길이/2’를 종속변수로,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

이둘레, 키, 어깨가쪽사이길이, 등길이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아래와 같

은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Ÿ 겨드랑뒤접힘사이길이/2(cm)

= 0.088×가슴둘레+0.239×어깨가쪽사이길이-0.085 (R2=0.609)

③ 가슴둘레 여유량 설정 및  ‘앞품/2’, ‘겨드랑두께’, ‘뒤품/2’로의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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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배분 비

연구 제도법의 가슴둘레 여유량은 소비자 선호 여유량 조사 결과를 반

영하여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Ÿ 인체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12.6cm 미만 

→ 가슴둘레 여유량 : 6.0cm(tight), 8.0cm(slim), 10.0cm(normal)

Ÿ 인체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12.6cm 이상 

→ 가슴둘레 여유량 : 4.0cm(tight), 6.0cm(slim), 8.0cm(normal)

패턴 실무 전문가들은 패턴의 ‘앞품/2’, ‘겨드랑두께’, ‘뒤품/2’ 치수 설

정시 실제 인체 치수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각 항목으로의 가슴둘레 여

유량이 배분되는 비를 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연구 패턴 제도법에서는 

‘앞품/2’, ‘겨드랑두께’, ‘뒤품/2’ 치수 설정을 위해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 6종의 가슴둘레 여유량 배분비의 평균을 적용한 후 제도되는 패

턴 진동둘레에 따른 위팔둘레 여유량을 고려하여 여유량을 조절하였다.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 6종의 가슴둘레 여유량 배분비 평균은 앞

품/2 : 겨드랑두께 : 뒤품/2 = 0.36 : 0.32 : 0.32로 ‘앞품/2’에 가장 많은 

여유량이 배분되었다. 이 배분비를 사용하여 기준 인체 치수에서 가슴둘

레 여유량 6.0cm를 가지는 몸판 진동둘레를 제도한 후 이에 맞는 소매 

패턴을 제도한 결과 위팔둘레에서의 여유량이 3.3cm로 소비자 선호 여

유량 조사에서의 ‘3_적당하다’ 응답자의 평균 위팔둘레 여유량인 4.4cm

에 미치지 못하는 여유량 수치가 나타났다. 진동둘레 및 위팔둘레 치수

를 늘리기 위해 겨드랑두께에 배분되는 여유량을 늘리고 ‘앞품/2’와 ‘뒤

품/2'에 배분되는 여유량을 줄여 기준 인체치수에서 가슴둘레 여유량 

6.0cm일 경우 4.4cm의 위팔둘레 여유량이 설정되도록 배분비를 조절하

였다. 연구 패턴 제도법의 가슴둘레 여유량 배분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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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가슴둘레 여유량 배분비 

→ 앞품/2 : 겨드랑두께 : 뒤품/2 = 0.34 : 0.36 : 0.30

④ 앞품/2, 뒤품/2, 겨드랑두께 제도 공식

‘앞품/2’ 제도 공식은 ‘겨드랑앞접힘사이길이/2’ 예측 회귀식에 가슴둘

레 여유량 배분비에 따른 여유량을 더한 것으로 가슴둘레 여유량 단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제도 공식을 가진다.

Ÿ 가슴둘레여유량 4.0cm

→ 앞품/2(cm) = 0.122×가슴둘레+0.083×어깨가쪽사이길이+3.618

Ÿ 가슴둘레여유량 6.0cm

→ 앞품/2(cm) = 0.122×가슴둘레+0.083×어깨가쪽사이길이+3.958

Ÿ 가슴둘레여유량 8.0cm

→ 앞품/2(cm) = 0.122×가슴둘레+0.083×어깨가쪽사이길이+4.298

Ÿ 가슴둘레여유량 10.0cm

→ 앞품/2(cm) = 0.122×가슴둘레+0.083×어깨가쪽사이길이+4.638

‘뒤품/2’ 제도 공식은 ‘겨드랑뒤접힘사이길이/2’ 예측 회귀식에 가슴둘

레 여유량 배분비에 따른 여유량을 더한 것으로 가슴둘레 여유량 단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제도 공식을 가진다.

Ÿ 가슴둘레여유량 4.0cm

→ 뒤품/2(cm) = 0.088×가슴둘레+0.239×어깨가쪽사이길이+0.515

Ÿ 가슴둘레여유량 6.0cm

→ 뒤품/2(cm) = 0.088×가슴둘레+0.239×어깨가쪽사이길이+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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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가슴둘레여유량 8.0cm

→ 뒤품/2(cm) = 0.088×가슴둘레+0.239×어깨가쪽사이길이+1.115

Ÿ 가슴둘레여유량 10.0cm

→ 뒤품/2(cm) = 0.088×가슴둘레+0.239×어깨가쪽사이길이+1.415

겨드랑두께 제도 공식은 여유량을 포함한 패턴 ‘가슴둘레/2’ 치수에서 

패턴 ‘앞품/2’ 치수와 ‘뒤품/2’ 치수를 뺀 값으로 아래와 같은 제도 공식

을 가진다.

Ÿ 가슴둘레여유량 4.0cm

→ 겨드랑두께(cm) = (인체가슴둘레+4.0)/2-(‘패턴앞품/2’+‘패턴뒤품/2’)

Ÿ 가슴둘레여유량 6.0cm

→ 겨드랑두께(cm) = (인체가슴둘레+6.0)/2-(‘패턴앞품/2’+‘패턴뒤품/2’)

Ÿ 가슴둘레여유량 8.0cm

→ 겨드랑두께(cm) = (인체가슴둘레+8.0)/2-(‘패턴앞품/2’+‘패턴 뒤품/2’)

Ÿ 가슴둘레여유량 10.0cm

→ 겨드랑두께(cm) = (인체가슴둘레+10.0)/2-(‘패턴앞품/2’+‘패턴뒤품/2’)

(10) 재킷길이

연구 패턴 제도법의 재킷길이에는 소비자 선호 여유량 조사 결과를 반

영하여 아래와 같은 제도 공식을 설정하였다.

Ÿ BMI 22.1 미만 → 재킷길이 = 0.406×키

Ÿ BMI 22.1 이상 → 재킷길이 = 0.418×키

(11) 옆판 앞솔기시작점, 옆판 뒤솔기시작점



- 111 -

‘진동둘레 앞변곡점과 옆판 앞솔기시작점 사이 수평거리’와 ‘진동둘레 

뒤변곡점과 옆판 뒤솔기시작점 사이 수평거리’는 앞판과 옆판, 옆판과 

뒤판을 구분하는 솔기의 시작점 위치를 결정하는 요소로 디자인적인 성

격이 강하다. 연구 패턴 제도법에서의 위 두 항목의 치수 설정에는 선행

연구의 재킷 패턴 제도법 6종의 ‘진동두께’에 대한 ‘진동둘레 앞변곡점과 

옆판 앞솔기시작점 사이 수평거리’의 백분율과 ‘진동둘레 뒤변곡점과 옆

판 뒤솔기시작점 사이 수평거리’ 백분율의 평균값을 적용하였으며 제도 

공식은 아래와 같다.

Ÿ 진동둘레 앞변곡점과 옆판 앞솔기시작점 사이 수평거리(cm)

= 패턴 진동두께×0.264

Ÿ 진동둘레 뒤변곡점과 옆판 뒤솔기시작점 사이 수평거리(cm)

= 패턴 진동두께×0.048

(12) 소매

연구패턴제도법의 소매 제도방법은 선행연구의 재킷 패턴 제도법 중 

시접이 포함되지 않은 제도법 A의 소매 제도방법을 사용하여 소매산에

서의 오그림분이 약 4.0cm가 되도록 소매통을 조절하였으며 소매길이에

는 소비자 선호 여유량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아래의 세 단계의 제도 공

식을 설정하였다.

Ÿ BMI 23.7 미만           → 소매길이(cm) = 팔길이+3.7

Ÿ BMI 23.7 이상~26.6 미만 → 소매길이(cm) = 팔길이+3.1

Ÿ BMI 26.6 이상           → 소매길이(cm) = 팔길이+2.3

소매산 높이에는 ‘패턴진동둘레/3’의 제도 공식을 사용하였으며 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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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앞맞춤점은 소매통선으로부터 수직으로 2.5cm 올라간 지점에 위치한

다.

2) 연구 패턴 제도법 수정

(1) 기준피험자 선정

연구 패턴 제도법 수정을 위한 기준 피험자는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사업’의 3차원 형상 자료 중 20~59세 남성의 키 167.5~172.4, 가슴둘

레98.0~101.9 구간 평균 치수에 근접하면서 남윤자(1991)의 측면 체형 분

류 기준에 따라 전문가 집단의 체형 평가에서 ‘바른체형’으로의 일치도

가 90%인 피험자 1명으로 하였다. 기준 피험자의 인체 치수는 [표 52]와 

같으며 인체 형상은 [그림 40]과 같다.

　 키
가슴

둘레

허리

둘레

엉덩

이둘

레

가슴-

허리둘

레드롭

가슴-

엉덩이

둘레 

드롭

어깨

기울

기

키 167.5~172.4, 가슴둘

레98.0~101.9 구간

평균 치수(cm)

170.2 100.0 81.6 94.7 18.4 5.3 25.3

기준

피험자

인체치수

(cm)
170.1 99.7 81.0 93.9 18.7 5.8 25.5

키, 가슴둘

레 다빈도구

간 평균과의 

오차(cm)

-0.1 -0.3 -0.6 -0.8 0.3 0.5 0.2

[표 52] 연구제도법 수정을 위한 기준피험자 인체 치수 



- 113 -

[그림 40] 연구제도법 수정을 위한 기준피험자 인체 형상

(2) 연구제도법 착의상태 평가 및 제도법 수정

연구제도법의 부위별 여유량은 소비자 선호 여유량 분석 결과와 선행

연구의 재킷 패턴 제도법, 패턴 실무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를 활용하여 

설정해 놓은 상태이므로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군주름이나 당김이 발생

하는 부위에서만 제도법의 수정을 실시하였다. 착장된 연구 패턴의 가슴

둘레 여유량은 6.0cm이다. [그림 41]에는 연구제도법의 수정 전후 상태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① 어깨기울기 조정

연구제도법으로 제도한 패턴을 착장 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뒤판 진동둘레 아래쪽 부위로 패턴의 어깨기울기가 인체 어깨기울기보다 

적어 어깨 위쪽으로 남는 여유분량이 아래쪽으로 쳐지면서 군주름이 발

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뒤판 어깨기울기를 3.0° 늘리고 앞판 어깨

기울기는 1.5° 늘려 진동둘레 아래쪽에서 발생하는 군주름을 제거하였다.

수정된 어깨기울기 제도 공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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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뒤판 어깨기울기(°) = 인체 어깨기울기-1.3

Ÿ 앞판 어깨기울기(°) = 뒤판 어깨기울기+2.0 = 인체 어깨기울기+0.2

② 뒤품 조정

착장된 재킷의 뒤진동둘레 부위에서 여유분이 남아 수직방향 군주름이 

발생하였으므로 뒤진동둘레 제도 시 뒤품 기준선보다 0.3cm만큼 패턴 

안쪽으로 들어간 지점을 진동둘레선이 통과하도록 해 뒤판의 가슴둘레는 

유치하면서 뒤품부위에서만 여유량이 줄어들도록 하였다.

③ 소매 앞맞춤점 위치 변경

착장 상태의 우측면 관찰시 소매가 앞쪽으로 다소 돌아가는 현상이 발

생하여 소매패턴의 앞맞춤점 위치를 0.5cm 올려 소매통선으로부터 수직

으로 3.0cm 올라간 지점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표 53]에는 수정된 연구제도법의 제도 항목과 제도 방법을 제시하였

으며 [그림 42]에는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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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우측면 후면

제도법 

수정 전

제도법 

수정 후

[그림 41] 연구제도법의 수정 전, 후 착장상태 비교

　 기호 제도 항목명 제도 방법

인체측정

치에 특

정 여유

량을 더

해 제도

하는 부

위

회귀식

+

여유량

항목

a 진동깊이(cm) 0.081×가슴둘레+0.270×등길이+5.033+(어깨기울기-25.3)×0.25

b 등길이 (cm) 0.192×키+9.603

c 뒤품/2 (cm)

Ÿ 가슴둘레여유량4: 0.088×가슴둘레+0.239×어깨가쪽사이길이+0.515

Ÿ 가슴둘레여유량6 :0.088×가슴둘레+0.239×어깨가쪽사이길이+0.815

Ÿ 가슴둘레여유량8 :0.088×가슴둘레+0.239×어깨가쪽사이길이+1.115

Ÿ 가슴둘레여유량10 :0.088×가슴둘레+0.239×어깨가쪽사이길이+1.415

d 앞품/2 (cm)

Ÿ 가슴둘레여유량4: 0.122×가슴둘레+0.083×어깨가쪽사이길이+3.618

Ÿ 가슴둘레여유량6: 0.122×가슴둘레+0.083×어깨가쪽사이길이+3.958

Ÿ 가슴둘레여유량8: 0.122×가슴둘레+0.083×어깨가쪽사이길이+4.298

Ÿ 가슴둘레여유량10: 0.122×가슴둘레+0.083×어깨가쪽사이길이+4.638

e 겨드랑두께 (cm)

Ÿ 가슴둘레여유량4: (가슴둘레+4.0)/2-(패턴앞품/2+패턴뒤품/2)

Ÿ 가슴둘레여유량6: (가슴둘레+6.0)/2-(패턴앞품/2+패턴뒤품/2)

Ÿ 가슴둘레여유량8: (가슴둘레+8.0)/2-(패턴앞품/2+패턴뒤품/2)

Ÿ 가슴둘레여유량10: (가슴둘레+10.0)/2-(패턴앞품/2+패턴뒤품/2)

[표 53] 수정된 연구제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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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제도 항목명 제도 방법

인체측정

치에 특

정 여유

량을 더

해 제도

하는 부

위

인체

측정치

+

여유량

항목

f 뒤판목밑너비/2 (cm) 목밑너비/2+2.0

g 앞판목밑너비/2 (cm) 목밑너비/2+4.5

h

목뒤점~엉덩이둘레기

준선사이 수직거리

(cm)

등길이+엉덩이옆길이

i 어깨너비/2 (cm)

(어깨가쪽사이길이+0.6)/2

→ 뒤품 기준선 밖으로 어깨끝점이 벗어난 정도가 1.0~2.0cm

범위 안에 있도록 어깨끝점 위치를 제한함

j 뒤어깨기울기 (°) 어깨기울기-1.3 → 어깨패드 0.7cm 사용

k 앞어깨기울기 (°) 어깨기울기+0.2 → 어깨패드 0.7cm 사용

여유량

을 고

려하지

않 는

항목

l

목뒤점과

뒤판목옆점 사이의

수직거리 (cm)

가슴둘레/40

m

목뒤점과

앞판목옆점 사이의

수직거리 (cm)

1.0

디자인에

관련된

부위

디자인

요소이

나 인

체측정

치 에

영향을

받 는

항목

n 재킷길이 (cm)
Ÿ BMI22.1미만: 0.406×키

Ÿ BMI22.1이상: 0.418×키

o

옆판앞솔기시작점~앞

품점 사이 수평거리

(cm)

패턴 진동두께×0.264

p

옆판뒤솔기시작점~뒤

품점 사이 수평거리

(cm)

패턴 진동두께×0.048

q

앞허리다트량 및

앞솔기 허리 다트량

(cm)

Ÿ ‘가슴둘레-허리둘레’드롭 8.6 미만: 0.6
Ÿ ‘가슴둘레-허리둘레’드롭 8.6 이상~12.6 미만: 0.8
Ÿ ‘가슴둘레-허리둘레’드롭 12.6 이상: 1.0

r
뒤솔기 허리다트량

(cm)

Ÿ ‘가슴둘레-허리둘레’드롭 8.6 미만: 2.70+p
Ÿ ‘가슴둘레-허리둘레’드롭 8.6 이상~12.6 미만: 3.25+p
Ÿ ‘가슴둘레-허리둘레’드롭 12.6 이상: 3.80+p

S
뒤솔기 엉덩이다트량

(cm)

Ÿ BMI 23.8 미만: 0.70+p

Ÿ BMI 23.8 이상: -0.45+p

인 체

측정치

에 영

향 을

받 지

않 는

항목

t

앞판 목옆점~칼라

꺾임선 사이거리

(cm)

2.0

u 낸단분 (cm) 1.5

v 라펠 시작점 (cm) 6.0~8.0 (기본 7.0)

w 칼라 회전분량 (cm) 4.0~5.0 (기본 4.5)

x
칼라 뒤중심 높이

(cm)
6.0~7.0 (기본 6.5)

y 라펠너비 (cm) 6.0~9.0 (기본 7.0)

소매 부위

㉠ 소매산 높이 (cm) 패턴진동둘레/3

㉡ 소매길이 (cm)

Ÿ BMI 23.7 미만: 3.7

Ÿ BMI 23.7 이상~26.6 미만: 3.1

Ÿ BMI 26.6 이상: 2.3

㉢ 소매통 (cm) 패턴진동둘레/2-1.0

[표 53]에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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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수정된 연구제도법의 제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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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패턴 제도법과 선행 연구 패턴 제도법의 맞음새 비교 관능평

가 및 가상착의 소프트웨어의 재현 정확도 검증 

연구 패턴 제도법의 맞음새를 선행연구의 재킷 패턴 제도법과 비교 평

가하기 위해 연구 패턴 제도법의 기본 가슴둘레 여유량인 6.0cm와 가슴

둘레 여유량이 가장 유사한 순으로 제도법 B(가슴둘레여유량 10.3cm),

제도법 D(가슴둘레여유량 12.7cm), 제도법 E(가슴둘레여유량 12.7cm)의 

3종의 제도법을 선택하여 맞음새를 비교 평가하였다.

(1) 연구 패턴 제도법과 선행 연구 패턴 제도법의 맞음새 비교 관능평가

① 실물 착의 평가

실물 스티로폼 바디 위에 머슬린 실험복을 착장시켜 군주름과 당김 발

생 정도에 대한 전문가 관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면에서의 허리, 배, 밑

단부위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부위에서 연구제도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전체 평가 항목에 대한 평균을 냈을 경우 

군주름과 당김 발생 정도에서 선행 연구 제도법 중에 가장 우수한 결과

를 보여준 제도법은 제도법 E였다.

실물 착의 상태에 대한 여유량 적합성 평가에서는 정면에서의 앞품,

후면에서의 어깨너비, 허리둘레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연구제도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전체 평가 항목에 

대한 평균을 냈을 경우 여유량에서 선행 연구 제도법 중에 가장 ‘3_적당

하다’에 가까운 평가 결과를 보여준 제도법은 제도법 E였다. [표 54]에는 

선행 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과 연구 패턴 제도법의 실물 착의 상태에서

의 군주름/당김 발생정도와 여유량 적합성에 대한 전문가 관능평가 응

답의 분산분석 및 던컨테스트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43]에는 선행 연

구 재킷 제도법의 실물 착의 상태를 제시하였으며 연구제도법 착장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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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림 41]과 동일하므로 다시 표시하지 않았다.

평
가
항
목

평가부위

재킷 제도법별 평균점수 및 던컨테스트

제도법 B 제도법 D 제도법 E 연구
제도법 F값

군
주
름
/
당
김

발
생
정
도

정면

어깨선 3.60 AB 3.27 B 3.67 AB 4.07 A 4.353**

가슴, 진동둘레 3.40 B 2.80 C 3.80 AB 4.00 A 10.500***

허리 3.53 3.27 3.67 3.87 1.789

배, 밑단 3.53 3.67 3.87 3.87 0.785

후면

어깨선 3.00 BC 2.60 C 3.53 AB 4.07 A 11.307***

등, 진동둘레 2.73 B 2.67 B 2.87 B 3.73 A 7.14***

허리 2.93 B 3.27 B 2.87 B 4.40 A 18.291***

엉덩이, 밑단 3.20 B 3.40 B 3.20 B 4.20 A 8.351***

우측
면

어깨선 3.47 BC 3.13 C 3.60 AB 3.93 A 5.756**

소매 3.60 A 2.60 C 3.07 B 3.80 A 12.000***

평균 3.30 BC 3.07 C 3.41 B 3.99 A 13.672***

여
유
량

적
합
성

정면

앞품 3.27 3.27 3.13 3.13 0.170

가슴둘레 3.47 AB 3.73 A 3.13 BC 3.00 D 4.514**

허리둘레 3.47 A 3.67 A 3.33 A 2.87 B 4.386**

엉덩이둘레 3.53 A 3.53 A 3.20 AB 3.00 B 4.196***

후면

어깨너비 3.67 AB 4.13 A 3.40 B 2.80 C 9.609***

뒤품 3.73 A 3.87 A 3.67 A 2.87 B 5.091**

가슴둘레 3.80 A 3.93 A 3.67 A 3.07 B 4.800**

허리둘레 3.47 3.53 3.47 3.07 1.901

엉덩이둘레 3.13 B 3.73 A 2.87 B 3.07 B 6.749***

우측
면

위팔둘레 2.73 C 3.93 A 3.53 AB 3.13 BC 7.149***

소매단둘레 2.47 B 2.73 AB 2.60 B 3.13 A 3.484*

평균 3.34 B 3.64 A 3.27 BC 3.01 C 7.122***

[표 54] 선행 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과 연구 패턴 제도법의 실물 착의 

상태에서의 전문가 관능평가 응답의 분산분석 및 던컨테스트 결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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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우측면 후면

제도법 B

제도법 D

제도법 E

[그림 43]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 B, D, E의 실물 착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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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상착의 평가

CLO 3D상에 실물 착의평가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패턴과 바디를 불

러들여 가상착의를 실시하였다. 이 가상착의 상태에서의 군주름과 당김 

발생 정도에 대한 전문가 관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면에서의 어깨부위

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부위에서 연구제도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우

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전체 평가 항목에 대한 평균을 냈을 경우 선행 

연구 제도법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여준 제도법은 제도법 E였다.

실물 착의에서의 관능평가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가상착의에서 4개 제도

법 모두 평균적으로 더 낮은 점수를 얻어 실물착의에서보다 군주름이나 

당김이 더 많이 발생하는 상태로 표현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가상착의 상태에 대한 여유량 적합성 평가에서는 정면에서의 앞품, 허

리둘레, 후면에서의 엉덩이둘레, 우측면에서의 소매단둘레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연구제도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

다. 전체 평가 항목에 대한 평균을 냈을 경우 여유량에서 선행 연구 제

도법 중에 가장 ‘3_적당하다’에 가까운 평가 결과를 보여준 제도법은 제

도법 E로 실물 착의 평가 결과와 동일하였다. [표 55]에는 선행 연구 재

킷 패턴 제도법과 연구 패턴 제도법의 가상착의 상태에서의 군주름/당

김 발생정도 및 여유량 적합성에 대한 전문가 관능평가 응답의 분산분석 

및 던컨테스트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그림 44]에는 연구 패턴 제도법 및 

선행 연구 재킷 제도법의 가상착의 상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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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평가부위

재킷 제도법별 평균점수 및 던컨테스트

제도법 B 제도법 D 제도법 E 연구
제도법 F값

군
주
름
/
당
김

발
생
정
도

정면

어깨선 3.60 3.53 3.60 3.60 0.024

가슴, 진동둘레 3.40 BC 3.67 AB 3.07 C 4.07 A 5.607**

허리 3.07 B 300 B 3.40 B 4.07 A 5.339**

배, 밑단 2.87 B 3.27 B 3.93 A 4.20 A 10.412***

후면

어깨선 2.87 B 2.67 B 3.20 B 4.20 A 10.286***

등, 진동둘레 2.40 B 1.73 C 2.40 B 3.80 A 23.955***

허리 2.13 C 2.73 B 2.20 C 3.80 A 43.492***

엉덩이, 밑단 3.13 B 3.40 AB 3.07 B 3.73 A 3.326*

우측
면

어깨선 3.73 A 3.07 B 3.07 B 3.67 A 4.321**

소매 3.47 B 2.27 C 3.20 B 4.27 A 21.969***

평균 3.07 B 2.93 B 3.11 B 3.94 A 21.600***

여
유
량

적
합
성

정면

앞품 3.20 3.33 3.40 3.00 1.352

가슴둘레 3.53 A 3.27 AB 3.53 A 3.00 B 2.244

허리둘레 3.33 AB 3.80 A 2.87 B 3.13 B 4.464**

엉덩이둘레 3.73 A 3.47 A 2.87 B 3.00 B 6.111***

후면

어깨너비 3.87 A 3.80 A 3.33 AB 3.00 B 4.772**

뒤품 4.00 A 4.27 A 3.73 A 3.07 B 6.791***

가슴둘레 4.00 A 4.40 A 3.87 A 3.13 B 7.561***

허리둘레 3.60 A 3.80 A 3.47 AB 3.07 B 3.267*

엉덩이둘레 2.93 AB 3.07 A 2.73 B 3.07 A 2.142

우측
면

위팔둘레 3.53 A 3.93 A 2.47 C 3.07 B 15.677***

소매단둘레 3.07 A 2.40 B 2.13 B 3.07 A 8.922***

평균 3.53 A 3.59 A 3.13 B 3.05 B 6.576***

[표 55] 선행 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과 연구 패턴 제도법의 가상착의 

상태에서의 전문가 관능평가 응답의 분산분석 및 던컨테스트 결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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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우측면 후면

제도법 B

제도법 D

제도법 E

연구 

제도법

[그림 44] 연구 패턴 제도법 및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 B, D, E의 

가상착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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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물 착의에서와 가상착의에서의 관능평가 응답의 유의차 검증

실물 착의에서와 가상착의에서의 관능평가 응답의 통계적인 유의차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56]에는 실물 착의에

서와 가상착의에서의 군주름/당김 발생 정도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결

과를 제시하였으며 [표 57]에는 실물 착의에서와 가상착의에서의 여유량 

만족도에 대한 t검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실물 착의와 가상착의의 군주름/당김 발생 정도를 비교해 본 결과 전

반적으로 실물 착의에서의 평가 결과가 가상착의에서보다 더 우수해 가

상착의를 사용할 시 군주름이나 당김 정도가 실제보다 과장되게 표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항목은 

후면에서 관찰한 허리부위였다. 군주름/당김 발생 정도의 전체 평가 항

목의 평균 점수를 보았을 때에는 실물 착의와 가상착의 모두에서 연구제

도법→제도법 E→제도법 B→제도법 D의 순으로 우수한 평가 결과를 보

여 서로 다른 재킷 제도법의 군주름/당김 발생 정도를 전반적으로 비교

하여 더 우수한 제도법을 선정할 경우 가상착의 방식을 사용하여도 실물 

착의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물 착의와 가상착의의 여유량 만족도를 비교해 본 결과 실제 착의와 

가상착의 중 어느 한 방법에서 일관되게 여유량이 크거나 적게 관찰되지

는 않았으나 제도법 D와 E에 유의차가 발생하는 항목들이 집중되어 있

고 제도법 B와 연구제도법에서는 유의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제도법

에 따라 유의차 발생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유량 만족

도의 전체 평가 항목의 평균 점수를 보았을 때에는 실물 착의와 가상착

의 모두에서 연구제도법→제도법 E→제도법 B→제도법 D의 순으로 여유

량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 서로 다른 재킷 제도법의 여유량을 전반적

으로 비교하여 평가할 경우 가상착의 방식을 사용하여도 실물 착의와 유

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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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름/당김 

평가부위

제도법 B 제도법 D

실제착의 가상착의 t 실제착의
가상착

의
t

정
면

어깨선 3.60 3.60 0.000 3.27 3.53 -1.293

가슴, 진동둘레 3.40 3.40 0.000 2.80 3.67 -4.026***

허리 3.53 3.07 1.705 3.27 3.00 1.000

배, 밑단 3.53 2.87 2.467* 3.67 3.27 1.702

후
면

어깨선 3.00 2.87 1.000 2.60 2.67 -0.367

등, 진동둘레 2.73 2.40 1.581 2.67 1.73 2.824*

허리 2.93 2.13 4.000*** 3.27 2.73 2.477*

엉덩이, 밑단 3.20 3.13 0.435 3.40 3.40 0.000

우
측
면

어깨선 3.47 3.73 -1.468 3.13 3.07 0.323

소매 3.60 3.47 0.619 2.60 2.27 2.092

평균 3.30 3.07 2.997** 3.07 2.93 1.219

군주름/당김 

평가부위

제도법 E 연구제도법

실제착의 가상착의 t 실제착의
가상착

의
t

정
면

어깨선 3.67 3.60 0.323 4.07 3.60 2.168*

가슴, 진동둘레 3.80 3.07 4.036*** 4.00 4.07 -0.564

허리 3.67 3.40 0.845 3.87 4.07 -0.899

배, 밑단 3.87 3.93 -0.367 3.87 4.20 -1.323

후
면

어깨선 3.53 3.20 1.784 4.07 4.20 -0.619

등, 진동둘레 2.87 2.40 2.432* 3.73 3.80 -0.222

허리 2.87 2.20 3.568** 4.40 3.80 3.674**

엉덩이, 밑단 3.20 3.07 0.619 4.20 3.73 2.168*

우
측
면

어깨선 3.60 3.07 2.779* 3.93 3.67 2.256*

소매 3.07 3.20 -0.695 3.80 4.27 -2.824*

평균 3.41 3.11 3.574** 3.99 3.94 0.700

[표 56] 실물 착의에서와 가상착의에서의 군주름/당김 발생 정도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결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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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량 만족도
평가부위

제도법 B 제도법 D

실제착의 가상착의 t 실제착의 가상착의 t

정
면

앞품 3.27 3.20 0.367 3.27 3.33 -0.292

가슴둘레 3.47 3.53 -0.367 3.73 3.27 2.168*

허리둘레 3.47 3.33 0.487 3.67 3.80 -0.807

엉덩이둘레 3.53 3.73 -0.823 3.53 3.47 0.435

후
면

어깨너비 3.67 3.87 -0.899 4.13 3.80 2.646*

뒤품 3.73 4.00 -1.740 3.87 4.27 -2.103

가슴둘레 3.80 4.00 -1.146 3.93 4.40 -2.824*

허리둘레 3.47 3.60 -0.695 3.53 3.80 -1.293

엉덩이둘레 3.13 2.93 1.000 3.73 3.07 4.183***

우
측
면

위팔둘레 2.73 3.53 -4.583*** 3.93 3.93 0.000

소매단둘레 2.47 3.07 -3.674** 2.73 2.40 2.646*

평균 3.34 3.53 -2.212* 3.64 3.59 0.574

여유량만족도
평가부위

제도법 E 연구제도법

실제착의 가상착의 t 실제착의 가상착의 t

정
면

앞품 3.13 3.40 -1.169 3.13 3.00 0.807

가슴둘레 3.13 3.53 -2.449* 3.00 3.00 0.000

허리둘레 3.33 2.87 2.824* 2.87 3.13 -2.256*

엉덩이둘레 3.20 2.87 2.646* 3.00 3.00 0.000

후
면

어깨너비 3.40 3.33 0.367 2.80 3.00 -1.871

뒤품 3.67 3.73 -0.367 2.87 3.07 -1.871

가슴둘레 3.67 3.87 -1.000 3.07 3.13 -1.000

허리둘레 3.47 3.47 0.000 3.07 3.07 0.000

엉덩이둘레 2.87 2.73 1.000 3.07 3.07 0.000

우
측
면

위팔둘레 3.53 2.47 4.298*** 3.13 3.07 0.367

소매단둘레 2.60 2.13 2.824* 3.13 3.07 0.323

평균 3.27 3.13 1.785 3.01 3.05 -0.861

[표 57] 실물 착의에서와 가상착의에서의 여유량 만족도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결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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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물 착의와 가상착의의 공극량 분포 비교

실물 착의 상태에서의 공극량 분포를 관찰하기 위해 RapidForm 2006

을 사용하여 스티로폼 바디의 3차원 스캔 데이터 위에 머슬린 실험복 착

의상태의 3차원 스캔 데이터를 중첩시킨 후 인체형상과 재킷형상 간 편

차(deviation)를 표시하였다. 이 편차는 색으로 표시되는데 형상 간 편차

가 적을 때에는 푸른색으로, 형상 간 편차가 클 때에는 붉은 색으로 나

타난다.

공극량의 평균은 4개 제도법 형상 모두에서 가상착의 상태가 실제 착

의 상태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앞판 밑단부위와 뒤판 허리부위

에서 가상착의 상태의 공극량이 증가하였다. 이는 가상착의 시 실체 착

의보다 앞판 밑단부위가 들려 올라가며 허리뒤점 부위에서 들뜨는 현상

이 발생하는 것을 말해준다. 가상착의 상태가 실제 착의 상태보다 더 적

은 공극량을 보이는 부위는 옆판으로, 앞판 밑단과 뒤판 허리뒤점에서 

전/후 방향으로 공극량이 증가한 만큼 둘레 치수를 유지하기 위해 옆선 

부위는 오히려 인체 형상에 밀착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로 인해 가상착

의 상태의 재킷 몸통부위 편평률(=너비/두께)이 실제 착의 상태보다 감

소하여 실제 착의에서보다 상대적으로 원에 가까운 단면 형태를 보이게 

되었다. [표 58]에는 재킷의 3차원 형상에서 측정한 가슴, 허리, 엉덩이부

위의 편평률을 착의상태에 따라 비교하여 제시하였으며 [그림 45]~[그림 

48]에는 제도법별 공극량 분포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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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법 B 제도법 D 제도법 E 연구제도법

실체
착의

가상
착의

실체
착의

가상
착의

실체
착의

가상
착의

실체
착의

가상
착의

가슴편평률
(가슴너비/가슴두께)

1.651 1.530 1.555 1.415 1.543 1.480 1.574 1.484

허리편평률
(허리너비/허리두께)

1.369 1.188 1.356 1.210 1.343 1.151 1.347 1.196

엉덩이편평률
(엉덩이너비/엉덩이두께)

1.436 1.308 1.452 1.269 1.400 1.273 1.399 1.245

[표 58] 재킷의 3차원 형상에서 측정한 가슴, 허리, 엉덩이부위 편평률

공극량 분포 정면 후면

제도법 

B

실

제

착

의

가

상

착

의

[그림 45] 제도법 B의 인체형상과 재킷형상 간 공극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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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극량 분포 정면 후면

제도법 

D

실

제

착

의

가

상

착

의

[그림 46] 제도법 D의 인체형상과 재킷형상 간 공극량 분포

공극량 분포 정면 후면

제도법 

E

실

제

착

의

가

상

착

의

[그림 47] 제도법 E의 인체형상과 재킷형상 간 공극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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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극량 분포 정면 후면

연구

제도법

실

제

착

의

가

상

착

의

[그림 48] 연구제도법의 인체형상과 재킷형상 간 공극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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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체표면전개도 유형 분류법 개발

1. 연구자료 및 피험자 선정

1) 피험자 집단 생성 및 시각적평가를 위한 피험자 선정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사업’의 20∼59세 남성 1,548명의 키를 9

개 구간(5cm 간격), 가슴둘레를 12개 구간(4cm 간격)으로 나누어 교차표

를 작성하고 108개 피험자 집단을 생성하였다. 이 중 전체 피험자 수 대

비 1,0% 이상의 백분율을 보이는 피험자 25개 집단을 시각적평가를 위

한 피험자 집단으로 선정하였는데 이 25개 집단에 속한 피험자는 총 

1,328명으로 전체 피험자 수 대비 85.8%의 백분율을 보였다. [표 59]에는 

키, 가슴둘레 구간별 피험자의 빈도 분포 및 구성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키(cm)
합계147.5

~152.4
152.5

~157.4
157.5

~162.4
162.5

~167.4
167.5

~172.4
172.5

~177.4
177.5

~182.4
182.5

~187.4
187.5

~192.4

가슴
둘레
(cm)

78.0
~81.9

1
(0.06%)

1
(0.06%)

2
(0.13%)

82.0
~85.9

2
(0.13%)

1
(0.06%)

3
(0.19%)

2
(0.13%)

1
(0.06%)

9
(0.58%)

86.0
~89.9

2
(0.13%)

2
(0.13%)

8
(0.52%)

18
(1.16)

13
(0.84%)

8
(0.52%)

2
(0.13%)

53
(3.42%)

90.0
~93.9

1
(0.06%)

5
(0.32%)

24
(1.55%)

27
(1.74%)

45
(2.91%)

29
(1.87%)

7
(0.45%)

1
(0.06%)

139
(8.98%)

94.0
~97.9

1
(0.06%)

5
(0.32%)

21
(1.36%)

77
(4.97%)

106
(6.85%)

84
(5.43%)

23
(1.49%)

2
(0.13%)

319
(20.61%)

98.0
~101.9

4
(0.26%)

36
(2.33%)

84
(5.43%)

129
(8.33%)

83
(5.36%)

32
(2.07%)

7
(0.45%)

375
(24.22%)

102.0
~105.9

1
(0.06%)

3
(0.19%)

14
(0.90%)

78
(5.04%)

102
(6.59%)

77
(4.97%)

33
(2.13%)

10
(0.64%)

318
(20.54%)

106.0
~109.9

1
(0.06%)

1
(0.06%)

10
(0.64%)

37
(2.39%)

51
(3.29%)

59
(3.81%)

25
(1.61%)

7
(0.45%)

2
(0.13%)

193
(12.47%)

110.0
~113.9

1
(0.06%)

1
(0.06%)

13
(0.84%)

23
(1.49%)

25
(1.61%)

14
(0.90%)

3
(0.19%)

1
(0.06%)

81
(5.23%)

114.0
~117.9

8
(0.51%)

12
(0.77%)

9
(0.58%)

7
(0.45%)

2
(0.13%)

38
(2.45%)

118.0
~121.9

1
(0.06%)

1
(0.06%)

4
(0.26%)

3
(0.19%)

5
(0.32%)

14
(0.90%)

122.0
~125.9

1
(0.06%)

3
(0.19%)

2
(0.13%)

1
(0.06%)

7
(0.45%)

합계 6
(0.39%)

24
(1.55%)

116
(7.49%)

347
(22.42%)

491
(31.72%)

380
(24.55%)

149
(9.63%)

32
(2.07%)

3
(0.19%)

1,548
(100.00%)

[표 59] 키, 가슴둘레 구간별 피험자 빈도 분포 및 구성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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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각적 분류에 의한 피험자 선정

(1) 연구자의 시각적 판단에 의한 피험자 선정

전체 피험자의 키와 가슴둘레 구간 분석에서 1% 이상의 백분율을 보

이는 25개 피험자 집단을 다시 백분율 ‘1% 이상~2.5% 미만’, ‘2.5% 이

상~7.5% 미만’, ‘7.5% 이상’의 3개 구간으로 분류하였다. 각 구간별로 연

구자의 시각적 판단에 의해 바른체형, 젖힌체형, 숙인체형, 휜체형의 4개 

체형별로 피험자를 선정하였는데, 선정된 피험자의 구체적인 숫자는 다

음과 같다.

백분율 '1% 이상~ 2.5% 미만' 구간에 속한 13개 집단에서는 4개 측면 

체형의 피험자를 집단별로 2명씩 피험자를 선정하였으며 총 피험자 수는 

104명이다. 백분율 ‘2.5% 이상~7.5% 미만’ 구간에 속한 11개 집단에서는 

4개 측면 체형의 피험자를 집단별로 4명씩 선정하였으며 총 피험자 수는 

176명이다. 백분율 ‘7.5% 이상’ 구간에 속한 1개 집단에서는 4개 측면 체

형의 피험자를 집단별로 6명씩 피험자를 선정하였으며 총 피험자의 수는 

24명이다. 연구자의 시각적 판단으로 선정된 피험자의 총합은 304명이며 

4개 체형별로 각 76명씩이다.

(2) 의류학 전공자의 시각적 판단에 의한 피험자 선정

연구자의 시각적평가에 의해 선정된 304명의 피험자의 우측면 사진으

로 자극물을 제작한 후 의류학 전공자 10인의 시각적평가를 통해 체형에 

대한 일치도가 높은 상위 50%의 피험자 152명을 선별하였다.

시각적평가 결과 추출된 일치도 상위 50% 피험자는 152명이며, 판정

된 체형에 대한 평가단의 일치도는 평균 77.2%였다. 체형별로는 바른체

형 86.7%, 젖힌체형 70.3%, 숙인체형 84.7%, 휜체형 67.1%의 일치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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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킷패턴의 몸판 솔기위치를 반영한 체표면 전개 방법 설정

1) 체표면전개도 전개를 위한 기준점 설정

체표면전개도의 전개를 위한 기준점은 총 18개로 인체 형태를 반영한 

기준점 16개와 재킷 디자인을 반영한 기준점 2개로 구성되었다. 재킷 디

자인을 반영한 기준점은 앞솔기시작점과 뒤솔기시작점으로 선행연구 재

킷 패턴 제도법에서 조사한 진동두께에 대한 ‘진동둘레 앞변곡점과 옆판 

앞솔기시작점 사이의 수평거리’, ‘진동둘레 뒤변곡점과 옆판 뒤솔기시작

점 사이의 수평거리’의 백분율을 고려한 것이다. [표 60]에는 체표면전개

도 전개 기준점의 정의를 제시했으며 [그림 49]에는 체표면전개도 기준

점 전체 위치를, [그림 50]에는 앞솔기시작점과 뒤솔기시작점의 위치 선

정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림 49] 체표면전개도 전개 기준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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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

구분

기준점

번호
기준점명 정의

인체

형태

반영

기준점

1 목앞점 목밑둘레선과 앞 정중선의 교차점

2 목뒤점 일곱째 목뼈 가시돌기의 가장 뒤로 만져지는 지점

3 목옆점
목밑둘레선에서 등세모근의 위가 앞쪽 가장자리와 

만나는 지점

4 어깨가쪽점
위팔 목을 이등분하는 수직선과 겨드랑둘레선이 만

나는 지점

5 젖꼭지점 젖꼭지 위치

6 등돌출점
인체를 우측면에서 바라보아 등 부위에서 뒤쪽으로 

가장 돌출된 지점

7 겨드랑점 겨드랑 접힘선의 가장 아래 지점

8 겨드랑앞벽점 어깨가쪽점과 겨드랑앞점 사이 거리의 중간 위치

9 겨드랑뒤벽점 어깨가쪽점과 겨드랑뒤점 사이 거리의 중간 위치

10
진동둘레

앞변곡점

우측면에서 바라보아 진동둘레선에서 앞으로 가장 

돌출된 지점

11
진동둘레

뒤변곡점

우측면에서 바라보아 진동둘레선에서 뒤로 가장 돌

출된 지점

12 허리앞점 허리둘레선과 앞 정중선의 교차점

13 허리옆점
열째갈비뼈점과 엉덩뼈능선점 사이 거리의 1/2 지

점

14 허리뒤점 허리둘레선과 뒤 정중선의 교차점

15
엉덩이

뒤돌출점

인체를 우측면에서 바라보아 엉덩이 부위에서 뒤쪽

으로 가장 돌출된 지점

16
엉덩이

옆돌출점

엉덩이둘레선을 위에서 바라보아 인체 우측으로 가

장 돌출된 지점.

재킷

디자인

반영

기준점

17 앞솔기시작점

우측면에서 바라보아 진동둘레앞변곡점과 진동둘레

뒤변곡점 사이 수평거리의 26.4%만큼 진동둘레앞변

곡점에서 뒤로 수평이동한 후 내린 수직선과 진동

둘레선의 교점

18 뒤솔기시작점

우측면에서 바라보아 진동둘레앞변곡점과 진동둘레

뒤변곡점 사이 수평거리의 4.8%만큼 진동둘레뒤변

곡점에서 앞으로 수평이동한 후 내린 수직선과 진

동둘레선의 교점

[표 60] 체표면전개도 전개 기준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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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앞솔기시작점과 뒤솔기시작점의 위치 설정 방법

2) 체표면전개를 위한 체표분할기준선 설정

체표면전개도 전개를 위한 체표분할기준선은 총 13개로 이 중 앞중심

선, 뒤중심선, 어깨선, 목둘레선, 진동둘레선, 앞가슴다트선, 뒤진동다트

선, 앞솔기선, 뒤솔기선에서는 체표 분할이 일어나고 젖가슴둘레선, 허리

둘레선, 옆선은 체표 분할 없이 체표면전개도의 기준선으로만 사용한다.

[표 61]에는 체표면전개를 위한 체표분할기준선의 정의를 제시하였으며 

[그림 51]에는 이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그림 52]에는 앞솔기선의 생성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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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선

구분

기준선

번호

체표분할

기준선명
정의

인체

형태

반영

기준선

1 앞중심선 목앞점에서 체표면을 따라 내린 수직선

2 뒤중심선 목뒤점에서 체표면을 따라 내린 수직선

3 옆선

허리옆점에서 삽입한 관상면과 정중면의 교차선을 향하여 

겨드랑점에서 삽입한 수직평면이 체표면과 접하여 형성된 

선

4 어깨선 목옆점과 어깨가쪽점을 체표면을 따라 연결한 선

5 목둘레선 목앞점, 목옆점, 목뒤점을 체표면을 따라 연결한 선

6 진동둘레선
어깨가쪽점, 겨드랑앞벽점, 겨드랑앞접힘점, 겨드랑점, 겨드

랑뒤접힘점, 겨드랑뒤벽점을 연결한 선.

7
젖가슴

둘레선
젖꼭지점을 지나는 수평둘레선

8 허리둘레선 허리앞점, 허리옆점, 허리뒤점을 지나는 수평둘레선

9
엉덩이

둘레선
엉덩이뒤돌출점과 엉덩이옆돌출점을 지나는 수평둘레선

10
앞가슴

다트선

젖꼭지점에서 앞 정중선을 향해 체표면을 따라 수평으로 

그은 선

11
뒤진동

다트선

진동둘레뒤변곡점에서 그은 수평선과 등돌출점에서 올린 

수직선의 교점을 겨드랑뒤벽점과 체표면을 따라 연결한 선 

재킷

디자인

반영 

기준선

12 앞솔기선 

허리옆점에서 삽입한 관상면, 허리옆점에서 삽입한 수평면,

정중면의 교차점과 앞솔기시작점, 엉덩이옆돌출점을 연결

하여 형성된 평면에 의해 형성된 평면이 체표면과 접하여 

형성된 선

13 뒤솔기선 

허리옆점에서 삽입한 관상면과 정중면의 교차선을 향하여 

뒤솔기시작점에서 삽입한 수직평면이 체표면과 접하여 형

성된 선

[표 61] 체표면전개를 위한 체표분할기준선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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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체표면전개를 위한 체표분할기준선 위치

[그림 52] 앞솔기선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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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표면전개도의 부위별 각도 및 치수차 측정 

피험자 152명의 체표면전개도를 작성하여 측정한 각 부위의 각도 및 

치수차를 측정치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는 [표 62]와 같다.

측정항목 구분 측정항목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체표면전개도 

각도 측정항목 (°)

가슴상부각 -10.2 17.5 3.5 5.2

가슴하부각 -10.4 6.1 -3.1 3.1

배상부각 -2.0 5.3 1.8 1.1

앞판앞솔기선상부각 -3.8 10.9 4.0 2.7

앞판앞솔기선하부각 -4.7 11.8 4.1 3.2

옆판앞솔기선상부각 -5.7 8.3 1.2 2.6

옆판앞솔기선하부각 -2.1 15.1 5.3 3.8

옆판뒤솔기선상부각 -1.7 9.5 3.7 1.9

옆판뒤솔기선하부각 -4.5 2.1 -0.3 1.0

뒤판뒤솔기선상부각 5.1 17.8 11.8 2.4

뒤판뒤솔기선하부각 -3.4 16.6 7.7 3.8

등상부각 0.0 9.4 4.0 2.0

등하부각 0.7 6.2 3.2 0.9

엉덩이상부각 -1.5 6.4 2.6 1.2

뒤진동다트각 5.5 27.3 17.3 3.8

앞어깨각 19.9 47.1 32.3 5.4

뒤어깨각 3.9 32.6 16.8 5.1

체표면전개도 

치수차 측정항목 

(cm)

앞품-뒤품 -5.8 5.2 -1.8 2.0

앞판목옆높이

-뒤판목뒤높이
-2.9 6.6 1.6 1.8

[표 62] 체표면전개도 측정 항목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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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표면전개도의 형태구성인자 추출을 위한 인자분석

인자분석에는 체표면전개도에서 측정한 각도 17항목과 치수차 2개 항

목을 모두 변수로 투입하였으며 총 5개 인자가 추출되었다. 체표면전개

도 측정 항목에 대한 각 인자의 인자부하량, 고유치, 변량의 기여율은 

[표 63]과 같다.

측정 항목
인자 

1
인자 

2
인자 

3
인자 

4
인자 

5 인자의 해석

엉덩이상부각 0.827 0.043 0.174 -0.001 0.133
골반의 크기 및 

엉덩이의 

뒤돌출 정도

옆판앞솔기상부각 0.786 -0.299 -0.165 -0.160 0.081

뒤판뒤솔기하부각 0.778 0.243 -0.074 0.129 0.247

앞판앞솔기하부각 0.559 -0.468 0.321 -0.428 0.048

가슴하부각 0.463 -0.319 -0.222 -0.177 0.371

뒤판뒤솔기상부각 0.011 0.843 0.092 0.058 0.017
골반의 

전후방향 위치

옆판앞솔기하부각 -0.341 0.819 -0.259 -0.065 0.201

옆판뒤솔기하부각 -0.140 -0.696 0.079 -0.280 0.250

앞판앞솔기상부각 -0.181 0.588 -0.474 -0.215 0.324

앞품-뒤품 0.023 0.157 -0.860 0.162 0.164
어깨부위의 

굽은 정도

뒤진동다트각 -0.066 -0.192 0.637 -0.349 -0.046

옆판뒤솔기상부각 -0.524 0.170 0.573 0.070 -0.071

등하부각 0.173 0.338 0.469 -0.099 0.296

앞어깨각 -0.149 0.156 0.050 0.825 0.126 가슴부위의 

돌출된 정도
가슴상부각 -0.264 0.191 -0.416 0.665 -0.051

배상부각 -0.279 0.354 0.243 -0.657 0.027

뒤어깨각 -0.216 0.016 -0.210 0.004 -0.815

등 부위의 

젖혀진 정도

앞판목옆높이

-뒤판목뒤높이
0.061 0.003 -0.278 0.484 0.733

등상부각 -0.310 -0.120 0.434 0.049 -0.720

고유치 3.2 3.1 2.8 2.3 2.3

변량의 기여율(%) 16.99 16.26 14.53 12.32 12.08

변량의 
누적기여율(%) 16.99 33.25 47.78 60.10 72.18

[표 63] 체표면전개도 측정 항목에 대한 각 인자의 

인자부하량, 고유치, 변량의 기여율

인자 1은 골반의 좌우 너비와 엉덩이의 뒤돌출정도와 연관이 있는 항

목으로 엉덩이부위가 뒤로 돌출되어 엉덩이상부각이 커지거나 골반의 너

비가 넓어져 뒤판뒤솔기하부각이나 앞판앞솔기하부각이 커지게 되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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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점수가 증가한다. [그림 53]에는 인자 1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체

표면전개도 측정 항목을 5개를 제시하였다.

[그림 53] 인자 1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체표면전개도 측정 항목

인자 2는 허리부위에 비해 골반이 앞으로 밀려 나온 정도와 관련이 있

으며 골반이 앞으로 밀려 나와 옆판앞솔기하부각과 앞판앞솔기상부각,

뒤판뒤솔기상부각이 커지고 옆판뒤솔기하부각이 적어지면 인자점수가 증

가하게 된다. [그림 54]에는 인자 2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체표면전

개도 측정 항목을 4개를 제시하였다.

[그림 54] 인자 2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체표면전개도 측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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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 3은 어깨부위가 앞으로 굽은 정도와 관련이 있으며 인자점수가 

높을수록 인체를 위에서 보았을 때 목 부위보다 양 어깨 끝이 앞으로 더 

밀려나온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등 부위의 척추가 앞으로 굽거나 뒤로 

젖혀진 정도와는 별개로 구분된다. 인자 3의 점수가 증가하게 되면 어깨

부위가 앞으로 모이면서 체표면전개도의 앞품은 줄어들고 뒤품이 증가하

게 되며 견갑골부위의 곡률이 증가해 뒤진동다트각이 늘어나게 된다.

[그림 55]에는 인자 2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체표면전개도 측정 항

목을 4개를 제시하였다.

[그림 55] 인자 3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체표면전개도 

측정 항목

인자 4는 가슴부위가 돌출된 정도와 관련이 있으며 인자점수가 높을수

록 가슴상부각와 앞어깨각이 증가해 가슴 앞 부위가 뒤로 젖혀지게 된

다. 이 때 배 부위는 상대적으로 뒤쪽으로 밀려들어가 배상부각은 감소

한다. [그림 56]에는 인자 4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체표면전개도 측

정 항목을 3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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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인자 4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체표면전개도 

측정 항목

인자 5는 등 부위가 뒤로 젖혀져 평평한 정도와 관련이 있으며 인자점

수가 높을수록 인체를 옆에서 보았을 때 등돌출점이 안쪽으로 밀려들어

가 목뒤점에 근접한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어깨부위가 앞으로 굽거나 뒤

로 젖혀진 정도와는 별개로 구분된다. 인자 5의 점수가 증가하게 되면 

등이 젖혀지면서 앞판 목옆점의 높이가 올라가고 뒤판 목뒤점의 높이가 

낮아지며 등상부각과 뒤어깨각이 감소하게 된다. [그림 57]에는 인자 5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체표면전개도 측정 항목을 3개를 제시하였다.

[그림 57] 인자 5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체표면전개도 

측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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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표면전개도 유형 분류를 위한 군집분석

1) 체표면전개도 유형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와 측면체형에 대한 전문

가의 시각적평가 결과의 비교

인자분석 결과 얻어진 인자점수를 독립변수로 4~6개 군집 수를 지정

하여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ing)을 실시한 결과 군집 수가 5

개일 때 전문가의 시각적평가에 의한 4개 측면체형의 차이가 체형 유형 

간에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다. 군집 수 5개를 지정했을 경우 체표면전개

도 유형 1에서 가장 높은 구성 백분율을 보인 측면체형은 ‘바른체형’이

었으며 유형 2에서는 ‘휜체형’, 유형 3에서는 ‘숙인체형’, 유형 4와 5에서

는 모두 ‘젖힌체형’의 구성 백분율이 가장 높았는데 유형 4에서의 젖힌

체형의 백분율은 43.4%였으며 유형 5에서의 젖힌체형의 백분율은 70.0%

였다.

[표 64]에는 체표면전개도 유형에 대한 군집분석과 결과와 측면체형에 

대한 전문가의 시각적평가 결과의 비교 결과를 제시하였다.

체표면전개도
군집분석 결과

전문가의  시각적평가 결과
바른 숙인 젖힌 휜 합계

유형 1
빈도 18 13 0 3 34

백분율 52.9% 38.2% 0.0% 8.8% 100.0%

유형 2
빈도 0 8 1 18 27

백분율 0.0% 29.6% 3.7% 66.7% 100.0%

유형 3
빈도 7 14 3 7 31

백분율 22.6% 45.2% 9.7% 22.6% 100.0%

유형 4
빈도 7 3 13 7 30

백분율 23.3% 10.0% 43.3% 23.3% 100.0%

유형 5
빈도 6 0 21 3 30

백분율 20.0% 0.0% 70.0% 10.0% 100.0%

[표 64] 체표면전개도 유형에 대한 군집분석과 결과와 

측면체형에 대한 전문가의 시각적평가 결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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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
체표면전개도 유형별 군집중심 및 던컨테스트

F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인자 1 0.071 B -0.920 D 1.123 A -0.465 C 0.052 B 30.64***

인자 2 -0.796 C -0.048 B 0.201 B -0.062 B 0.800 A 14.25***

인자 3 -0.157 B -0.151 B 0.676 A 0.712 A -1.097 C 29.79***

인자 4 -0.905 C -0.049 B -0.020 B 1.005 A 0.085 B 23.22***

인자 5 0.420 A -1.380 C -0.307 B 0.613 A 0.471 A 39.54***

[표 65] 인자점수에 대한 분산분석 및 던컨테스트 결과

2) 인자점수 와 체표면전개도 측정치에 대한 분산분석 및 던컨테스트

체표면전개도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자점수와 체표면전개도 

측정치에 대한 분산분석 및 던컨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표 65]에는 인자

점수에 대한 분산분석 및 던컨테스트 결과를, [표 66]에는 체표면전개도 

측정치에 대한 분산분석 및 던컨테스트 결과를 제시하였다.

체표면전개도 측정 항목
체표면전개도 유형별 군집중심 및 던컨테스트

F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인자 1

뒤판엉덩이상부각 2.662 B 1.563 C 3.874 A 2.363 B 2.547 B 22.49***

옆판앞솔기상부각 2.385 AB -1.178 C 3.123 A -0.283 C 1.327 B 20.84***

뒤판뒤솔기하부각 7.491 B 3.704 C 10.455 A 7.107 B 9.477 A 20.24***

앞판앞솔기하부각 6.597 A 2.207 B 6.232 A 2.847 B 1.903 B 25.51***

가슴하부각 -1.326 A -6.078 B -2.239 A -4.050 B -2.560 A 11.44***

인자 2

뒤판뒤솔기상부각 10.147 C 11.356 B 12.329 AB 12.193 AB 13.187 A 9.26***

옆판앞솔기하부각 3.247 C 5.670 B 3.406 C 5.083 B 9.310 A 19.29***

옆판뒤솔기하부각 0.662 A -0.437 BC -0.674 C -0.193 B -0.853 C 17.04***

앞판앞솔기상부각 3.712 B 3.222 B 2.871 B 3.003 B 6.967 A 16.98***

인자 3

앞품-뒤품 -1.815 B -2.119 BC -2.823 C -2.527 BC 0.527 A 20.08***

뒤진동다트각 18.659 A 16.689 B 19.281 A 17.793 B 13.69 C 13.29***

옆판뒤솔기상부각 2.962 B 4.489 A 3.565 B 4.800 A 2.667 B 9,17***

등하부각 3.068 BC 2.604 C 3.684 A 3.507 AB 2.947 C 7.27***

인자 4
앞어깨각 28.209 D 31.622 BC 30.832 C 37.757 A 33.607 B 21.40***

가슴상부각 -0.468 B 4.700 A 1.155 B 6.110 A 6.660 A 16.08***

배상부각 2.176 2.048 1.590 1.497 1.853 2.26

인자 5

뒤어깨각 15.326 B 23.644 A 16.023 B 14.327 B 15.553 B 24.94***

앞판목옆높이

-뒤판목뒤높이
1.371 B -0.296 C 0.887 B 2.937 A 2.853 A 27.48***

등상부각 3.238 C 6.489 A 4.332 B 4.117 B 2.380 D 31.56***

[표 66] 체표면전개도 측정치에 대한 분산분석 및 던컨테스트 결과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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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표면전개도 유형 1의 형태 특성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 결과 체표면전개도 유형 1은 인자 2와 인자 4

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며 인자 5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는 집

단으로 앞어깨각과 가슴상부각이 적어 앞판 가슴부위가 앞쪽으로 숙여져 

있으며 옆판앞솔기상부각이 적고 옆판뒤솔기하부각이 커 옆판의 허리둘

레선 아랫부분이 뒤쪽으로 밀려들어가 있다. 등상부각과 뒤어깨각은 값

이 적어 뒤판 등 부위가 뒤로 젖혀져 있다. 유형 1은 측면체형 중 바른 

체형은 백분율이 52.9%로 가장 높아 ‘바른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2) 체표면전개도 유형 2의 형태 특성

체표면전개도 유형 2는 인자 1과 인자 5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집단으로 뒤판 엉덩이상부각이 작아 뒤중심선의 엉덩이부위가 수직으로 

서 있거나 앞쪽으로 밀려들어가 있으며 뒤판 뒤솔기하부각과 앞판앞솔기

하부각이 적어 앞판과 뒤판의 엉덩이너비가 좁다. 뒤어깨각과 등상부각

이 매우 커 뒤판 등 부위가 앞으로 심하게 굽어 있으며 뒤판 목뒤높이에 

비해 앞판 목옆높이가 낮아 앞판의 수직방향 길이가 짧다. 가슴하부각이 

매우 적어 앞중심선의 허리부위가 앞쪽으로 심하게 돌출되어 있다. 유형 

2는 측면체형 중 휜체형의 백분율이 66.7%로 가장 높아 ‘휜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3) 체표면전개도 유형 3의 형태 특성

유형 3은 인자 1과 인자3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는 집단으로 뒤판 

엉덩이상부각이 커 뒤중심선의 엉덩이부위가 밖으로 밀려나와 있으며 뒤

판뒤솔기하부각, 앞판앞솔기하부각이 커 앞판과 뒤판의 엉덩이너비가 넓

은 특성을 보인다. 가슴하부각이 커 앞중심선의 허리부위는 평평하거나 

안쪽으로 밀려들어가 있다. 앞품에 비해 뒤품이 커 가슴둘레선 부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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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판의 너비가 앞판보다 넓으며 뒤진동다트각이 크다. 등하부각이 커서 

뒤중심선의 허리부위가 안쪽으로 밀려들어가 있다. 유형 3은 측면체형 

중 숙인 체형의 백분율이 45.2%로 가장 높아 ‘숙인 유형’으로 명명하였

다.

(4) 체표면전개도 유형 4의 형태 특성

체표면전개도 유형 4는 인자 3과 인자 4, 인자 5에서 가장 높은 점수

를 보이는 집단으로 뒤진동다트각이 크며 앞어깨각과 가슴상부각이 커 

앞판의 가슴부위가 뒤쪽으로 크게 젖혀져 있다. 가슴하부각은 두 번째로 

적어 앞중심선에서 배부 위가 앞으로 돌출된 특성이 나타난다. 뒤어깨각

이 적고 앞판목옆높이에 비해 뒤판목뒤높이가 낮아 뒤판의 수직방향 길

이가 짧다. 유형 4는 측면체형 중 젖힌체형의 백분율이 43.3%로 가장 높

으면서 배부 위가 돌출되어 있으므로 ‘젖힌b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5) 체표면전개도 유형 5의 형태 특성

체표면전개도 유형 5는 인자 2와 5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인자 3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집단으로 옆판앞솔기상부각이 크고 옆판뒤솔기

하부각이 적어 옆판의 허리둘레선 아랫부분이 앞쪽으로 밀려나와 있으며 

뒤품에 비해 앞품이 넓어 가슴둘레선 부위에서 뒤판의 너비보다 앞판의 

너비가 더 넓다. 뒤판의 뒤진동다트가 가장 작으며 등하부각이 적어 뒤

중심선의 허리부위가 파여 있는 정도 심하지 않다. 뒤판목뒤높이에 비해 

앞판목옆높이가 높아 앞판의 수직길이가 길며 등상부각이 매우 적어 뒤

판의 어깨부위가 뒤로 젖혀진 특정을 보인다. 유형 4는 측면체형 중 젖

힌체형의 백분율이 70.0%로 가장 높으면서 배부 위가 평평하므로 ‘젖힌I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58]에는 각 체표면전개도 유형별 대표 피험자의 체표면전개도와 



- 147 -

인체 측면 형상을 제시하였다.

체표

면전

개도

유형

체표면전개도
측면

형상

체표

면전

개도

유형

체표면전개도
측면

형상

유형 

1

(바른)

유형 

2

(휜)

유형 

3

(숙인)

유형 

4

(젖힌b)

유형 

5

(젖힌I)

[그림 58] 체표면전개도 유형별 대표 피험자의 체표면전개도와 인체 측면 형상

6.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체표면전개도 유형 예측 모형 개발

체표면전개도 유형 분류 결과를 기초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해 체

표면전개도 유형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 예측 모형의 회귀식에 투입된 

체표면전개도 측정 항목은 각 인자에서 인자부하량이 0.75이상인 측정항

목으로 제한하였으며 인자 1에서 엉덩이상부각, 옆판앞솔기상부각, 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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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솔기하부각을, 인자 2에서 뒤판뒤솔기상부각, 옆판앞솔기하부각을, 인

자 3에서 ‘앞품-뒤품’을, 인자 4에서 앞어깨각을, 인자 5에서 뒤어깨각을 

투입하였다.

개발된 예측 모형의 적합 정보를 살펴보면 상수항만 포함된 모형의 -2

Log 우도보다 독립변수항이 포함된 모형의 -2 Log 우도가 높아 모형의 

적합도가 높아졌으며 모형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 0.1% 수준에서 모형

이 유의하지 않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7]에는 

예측 모형의 적합 정보를 제시하였다.

　 -2 Log 우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절편만 488.441 -　 - -　

최종모형 72.517 415.924 32 0.000

[표 67] 예측 모형의 적합 정보 

Pseudo R2는 Cox & Snell 방식에서 93.5%, Nagelkerke 방식에서 

97.4%로 나타나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이 90%를 이상인 것

으로 나타났다. [표 68]에는 체표면전개도 예측 모형의 Pseudo R2를 제

시하였다.

Cox & Snell Nagelkerke

0.935 0.974

[표 68] 예측 모형의 Pseudo R2

우도비 검정에서는 예측 모형에 투입된 독립변수 8개 항목 중 6개 항

목이 0.1% 수준에서, 1개 항목이 1% 수준에서, 1개 항목이 5% 수준에서 

유의한 변수로 판정을 받았다. [표 69]에는 예측 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의 

우도비 검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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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축소모형의 
-2 Log 우도 카이 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절편 154.138 81.621 4 0.000

뒤판엉덩이상부각 82.331 9.814 4 0.044

옆판앞솔기상부각 124.343 51.827 4 0.000

뒤판뒤솔기하부각 88.512 15.996 4 0.003

뒤판뒤솔기상부각 99.818 27.301 4 0.000

옆판앞솔기하부각 100.384 27.867 4 0.000

앞품-뒤품 125.745 53.228 4 0.000

앞어깨각 155.283 82.766 4 0.000

뒤어깨각 174.702 102.185 4 0.000

[표 69] 예측 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의 우도비 검정 결과

[표 70]은 예측 모형의 모수 추정값으로 이를 이용해 체표면전개도 유

형에 대한 예측 회귀식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회귀식의 유도 과정은 김

웅(2009)이 제시한 절차를 참고하였다.

P(X)를 X가 일어날 확률(Probability)이라고 할 때에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가 일어날 확률을 각각 P(X1), P(X2), P(X3),

P(X4), P(X5)로 표시할 수 있다.

항목
ß 추정값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절편 44.247 -1.569 -0.450 -35.634

뒤판엉덩이상부각 -1.956 -1.570 0.348 -1.130

옆판앞솔기상부각 -0.728 -4.305 -0.404 -4.249

뒤판뒤솔기하부각 0.459 -0.994 0.974 -0.298

뒤판뒤솔기상부각 -2.755 -0.570 -1.354 -0.157

옆판앞솔기하부각 -1.282 -3.271 -1.094 -2.996

앞품-뒤품 -5.128 -4.081 -6.125 -4.390

앞어깨각 -0.541 -0.406 -0.269 1.918

뒤어깨각 0.788 2.581 1.092 -0.397

[표 70] 모수 추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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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모수 추정값을 사용하여 아래의 log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 구체

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Ÿ log


44.247-1.956×뒤판엉덩이상부각-0.728×옆판앞솔기상부

각+0.459×뒤판뒤솔기하부각-2.755×뒤판뒤솔기상부각

-1.282×옆판앞솔기하부각-5.128×(앞품-뒤품)-0.541×앞어

깨각+0.788×뒤어깨각

Ÿ log


-1.569-1.570×뒤판엉덩이상부각-4.305×옆판앞솔기상부각

-0.994×뒤판뒤솔기하부각-0.570×뒤판뒤솔기상부각

-3.271×옆판앞솔기하부-4.081×(앞품-뒤품)-0.406×앞어깨

각×+2.581뒤어깨각

Ÿ log


-0.450+0.348×뒤판엉덩이상부각-0.404×옆판앞솔기상부

각+0.974×뒤판뒤솔기하부각×-1.354뒤판뒤솔기상부각

-1.094×옆판앞솔기하부-6.125×(앞품-뒤품)-0.269×앞어깨

각+1.092×뒤어깨각

Ÿ log


-35.634-1.130×뒤판엉덩이상부각-4.249×옆판앞솔기상부

각-0.298×뒤판뒤솔기하부각-0.157×뒤판뒤솔기상부각

-2.996×옆판앞솔기하부-4.390×(앞품-뒤품)+1.918×앞어깨

각×-0.397 뒤어깨각

위의 4개 계산식의 우측 변을 각각 f(x1), f(x2), f(x3), f(x4)로 정의하면

Ÿ log


=f(x1), log


=f(x2), log


=f(x3), log


=f(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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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며,

Ÿ exp(f(x1))=


, exp(f(x2))=


, exp(f(x3))=


,

exp(f(x4))=


Ÿ exp(f(x1))×P(X5)=P(X1), exp(f(x2))×P(X5)=P(X2), exp(f(x3))×P(X5)=P(X3),

exp(f(x4))×P(X5)=P(X4)

의 계산식을 차례로 얻어낼 수 있다.

이 체표면전개도 유형 예측 모형은 5개 유형에 대하여 피험자를 분류

하므로 5개 유형에 대한 소속 확률을 모두 더하면 1이 되어 ‘P(X1) +

P(X2) + P(X3) + P(X4) + P(X5) = 1’ 의 계산식이 성립한다. 이와 같은 

계산식들을 연립하여 풀면 아래의 5개 계산식을 도출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하여 각 체표면전개도 유형으로의 소속 확률을 구할 수 있다.

Ÿ P(X1) = exp exp exp exp
exp

Ÿ P(X2) = exp exp exp exp
exp

Ÿ P(X3) = exp exp exp exp
exp

Ÿ P(X4) = exp exp exp exp
exp

Ÿ P(X5) = exp exp exp exp


예측모형의 회귀식을 사용하여 152명의 피험자를 분류한 결과를 군집

분석의 분류 결과와 비교한 분류 정확도에서는 유형 1에서 91.2%, 유형 

2에서 92.6%, 유형 3에서 77.4%, 유형 4에서 93.3%, 유형 5에서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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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분류 정화도의 평균은 90.8%였다. [표 71]에는 체

표면전개도 유형 예측모형의 분류 정확도를 제시하였다.

　
체형 유형  예측 모형에 의학 분류 분류

정확도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군집
분석에
의한
분류

유형1 31 0 3 0 0 91.2%

유형2 0 25 1 1 0 92.6%

유형3 5 1 24 1 0 77.4%

유형4 0 1 1 28 0 93.3%

유형5 0 0 0 0 30 100.0%

전체 - - - - - 90.8%

[표 71] 예측 모형의 분류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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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체표면전개도를 활용한 재킷 패턴 변형법 개발

1. 체표면전개도를 활용한 재킷 패턴 변형 절차

1) 체표면전개도로의 재킷 여유량 부여

체표면전개도는 체표면을 직접 전개하여 평면화한 것으로 재킷 패턴과

는 달리 의복 여유량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상태로 체표면전개도를 재

킷 패턴 위에 중첩시켰을 경우 여유량 차이로 인한 형태의 차이가 발생

하여 체형의 굽혀지거나 젖혀진 형태로 인한 변현 정도를 명확히 파악하

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표먼전개도의 가슴둘레선 위

쪽에서 목밑너비, 어깨너비, 가슴둘레 여유량이 재킷 패턴과 동일해지도

록 제표면전개도를 변형시켰으며 가슴둘레선 아래쪽에서는 제표면전개도

의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과 ‘가슴둘레-엉덩이둘레 드롭’이 유지되도록 

옆솔기선을 가슴둘레 여유량 변화에 따라 수평이동시켰다.

(1) 체표면전개도와 재킷 패턴의 중첩 기준점 설정

① 뒤판 기준점

여유량 조절이 가슴둘레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X축 방향 기

준점으로는 가슴둘레선과 뒤중심선의 교점을 선택하였다. 목뒤점부터 엉

덩이둘레수준까지의 패턴의 수직방향 전체 길이를 맞추기 위해 Y축 방

향 기준점으로는 목뒤점을 선택하였다. X축 방향 기준점에서 수직으로 

그은 기준선과 Y축 방향 기준점에서 수평으로 그은 기준선의 교점이 최

종적으로 체표면전개도 뒤판 변형을 위한 기준점이 된다. [그림 59]에는 

뒤판 기준점의 설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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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뒤판 기준점 설정 방법

② 옆판 및 앞판 기준점

체표면전개도와 재킷 패턴의 옆판 및 앞판을 중첩시키기 위해서 우선 

정렬된 뒤판의 가슴둘레선에 맞춰 체표면전개도와 재킷 패턴을 수평으로 

정렬시켰다.

옆판 정렬을 위해서는 체표면전개도와 재킷 패턴 모두에서 가슴둘레선

과 뒤솔기선의 교점을 찾은 뒤 재킷 패턴의 교점에서 수직선을 올려 그 

수직선상에 체표면전개도의 교점이 위치하도록 체표면전개를 이동시켰

다. 이동 후 체표면전개도에서의 가슴둘레선과 뒤솔기선의 교점을 옆판 

기준점으로 명명하였다. 앞판 정렬을 위해서는 체표면전개도와 재킷 패

턴 모두에서 가슴둘레선과 앞중심선의 교점을 찾은 뒤 재킷 패턴의 교점

에서 수직선을 올려 그 수직선상에 체표면전개도의 교점이 위치하도록 

체표면전개도를 이동시켰다. 체표면전개도에서의 가슴둘레선과 앞중심선

의 교점을 앞판 기준점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60]에는 옆판 및 앞판 기

준점 설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 155 -

[그림 60] 옆판 및 앞판 기준점 설정 방법 

(2) 체표면전개도 목밑너비 여유량 부여

① 체표면전개도 뒤판 목밑너비 여유량 부여

재킷 패턴의 목밑너비를 가지는 기준선을 생성하기 위해 재킷 뒤판 패

턴의 목옆점과 목뒤점에서 수직선을 내린 뒤 목뒤점에서 수평선을 그어 

H자 형태의 기준선을 생성하였다. 기준선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기준선의 목뒤점을 체표면전개도의 목뒤점에 맞춰 평행이동시켰다. 재킷

패턴의 뒤중심선이 수직으로 서 있는 것에 반해 체표면전개도의 뒤중심

선은 기울어져 있으므로 그 기울어진 기울기에 맞춰 목뒤점을 중심으로 

목밑너비 기준선을 회전시켰다. 회전된 목밑너비 기준선의 오른쪽 세로

선과 체표면전개도 어깨선의 교점을 체표면전개도의 목옆점으로 설정하

여 체표면전개도가 재킷 패턴과 같은 목밑너비를 가지게 하였다. 이동된 

체표면전개도 목옆점에 맞춰 체표면전개도의 목밑둘레선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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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에는 체표면전개도 뒤판 목밑너비 여유량 부여 방법을 제시하

였다.

[그림 61] 체표면전개도 뒤판 목밑너비 여유량 부여 방법

② 체표면전개도 앞판 목밑너비 여유량 부여

체표면전개도 뒤판 목밑너비를 조정하면서 줄어든 뒤어깨선길이와 동

일한 양을 앞어깨선길이에서 줄여주었다. 어깨선길이가 수정되면서 이동

된 앞판 목옆점을 통과하도록 목밑둘레선을 수정하였다. [그림 62]에는 

체표면전개도 앞판 목밑너비 여유량 부여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림 62] 체표면전개도 앞판 목밑너비 여유량 부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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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표면전개도 어깨너비 여유량 부여

① 체표면전개도 뒤어깨선 오그림분 부여

연구제도법과 동일한 양의 뒤어깨선 오그림분을 주기 위해서 체표면전

개도의 뒤진동다트를 뒤어깨선으로 일부 이동시켜 뒤어깨다트량이 

1.0cm 되도록 하였다. [그림 63]에는 체표면전개도 뒤판 뒤어깨선 오그림

분 부여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림 63] 체표면전개도 뒤어깨선 오그림분 부여 방법

② 체표면전개도 어깨너비 여유량 부여

재킷 패턴의 목뒤점~어깨끝점 사이 직선거리가 체표면전개도의 목뒤

점~어깨끝점 사이에서 동일한 수치를 가지게 하기 위하여 체표면전개도

의 목뒤점을 중심으로 ‘재킷 패턴의 목뒤점~어깨끝점 사이 직선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생성한 뒤 그 원과 체표면전개도 뒤어깨선의 교점

을 찾아 체표면전개도의 뒤판 어깨끝점을 교점 위치로 이동시켰다. 이동

된 뒤판 어깨끝점을 기준으로 체표면전개도의 뒤판 어깨선길이를 측정한 

후 ‘뒤판 어깨선길이-1.0cm'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체표면전개도 앞판 

목옆점을 기준으로 생성하였다. 이 원과 체표면전개도 앞어깨선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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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점을 찾아 체표면전개도의 앞판 어깨끝점을 교점 위치로 이동시켰

다. 이렇게 이동된 앞판 어깨끝점을 기준으로 제도한 앞판 어깨선은 뒤

판 어깨선보다 1.0cm만큼 짧은 길이를 가지는데, 이 앞/뒤어깨선의 길이

차는 어깨선에서의 오그림분으로 작용한다. [그림 64]에는 체표면전개도 

어깨너비 여유량 부여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림 64] 체표면전개도 어깨너비 여유량 부여 방법

③ 체표면전개도 가슴둘레 여유량 부여

목밑너비와 어깨너비에 재킷 패턴의 여유량이 부여된 체표면전개도의 

‘뒤판 뒤솔기선’, ‘옆판 앞솔기선’, ‘앞판 앞솔기선’을 평행이동시켜 재킷 

패턴과 같은 가슴둘레 여유량을 부여하였다. 각 절개선을 평행이동시킨 

이유는 체표면전개도 몸판에서의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과 가슴둘레-엉

덩이둘레 드롭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여유량의 배분율은 뒤중심선~진동돌레뒤변곡점 사이에 30%, 진동둘레

뒤변곡점~진동둘레앞변곡점 사이에 36%, 진동둘레앞변곡점~앞중심선 사

이에 34%로 연구제도법과 동일한 배분비를 사용한다.

[그림 65]에는 체표면전개도 가슴둘레 여유량 부여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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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체표면전개도 가슴둘레 여유량 부여 방법

2) 체표면전개도를 활용한 재킷 패턴 변형 절차

(1) 체표면전개도 형태를 최대한 반영한 재킷 패턴 생성

여유량이 부여된 체표면전개도를 재킷 패턴 위에 중첩시켜 놓고 패턴

의 각 부위에서 체표면전개도의 형태에 따라 최대한 패턴을 변형시켜 

‘최대 변형’ 패턴이라 명명하였다. 변형 시 의복의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여유량은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이는 변형 시 패턴에서의 가

슴둘레-허리둘레 드롭이나 가슴둘레-엉덩이둘레 드롭이 변화할 경우 재

킷의 디자인 자체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① 어깨선 및 가슴둘레선 위치 변형

여유량이 부여된 체표면전개도의 뒤판 목밑둘레와 앞어깨선은 체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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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도의 것을 그대로 재킷 패턴으로 사용하였다. 체표면전개도의 뒤어

깨선은 어깨선 오그림분을 부여하기 위해 다트를 삭제하고 목옆점과 어

깨끝점을 직선으로 연결시켰다. 이렇게 이동된 어깨선의 어깨끝점 위치

로 인해 진동깊이가 변화한 분량을 상쇄하기 어깨선 이동 전과 후의 앞,

뒤판 어깨끝점을 연결한 직선의 중점의 높이차만큼 가슴둘레선을 수평 

이동시켰다. [그림 66]에는 변형된 어깨선 위치와 이에 따른 가슴둘레선 

위치의 조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림 66] 변형된 어깨선 위치와 이에 따른 

가슴둘레선 위치의 조정 방법



- 161 -

② 앞중심선, 뒤중심선, 라펠 변형

Ÿ 앞중심선 변형

‘체표면전개도의 앞중심선과 허리둘레선의 교점’을 통과하도록 재킷 

패턴의 앞중심선을 평행이동시켰다. 이 때 재킷 패턴의 허리둘레와 엉덩

이둘레 여유량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앞판의 허리둘레선과 엉덩이둘레

선, 낸단선, 밑단선을 앞중심선과 같이 평행이동시켰다.

Ÿ 뒤중심선 변형

재킷 패턴의 허리둘레선 아래에서는 ‘체표면전개도의 뒤중심선과 엉덩

이둘레선의 교점’을 통과하도록 재킷 패턴의 뒤중심선을 평행이동시켰

다. 이 때 재킷 패턴의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여유량을 그대로 유지하

기 위해 허리둘레선과 엉덩이둘레선을 뒤중심선과 같이 평행이동시켰다.

이 구간에서의 재킷 패턴 뒤중심선은 수직 상태를 유지한다.

재킷 패턴의 허리둘레선 위쪽에서는 재킷 패턴의 뒤중심선이 ‘체표면

전개도의 목뒤점’과 ‘수평이동된 재킷 패턴의 가슴둘레선과 뒤중심선의 

교점’을 차례로 통과하도록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이어주었다.

Ÿ 라펠 변형

재킷 패턴의 라펠 위쪽부분 제도선을 포함하는 앞판 네크라인 시작점

을 체표면전개도의 앞판 목옆점으로 이동시켰다. 이 때 라펠의 너비와 

각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동된 라펠 끝점은 이동된 낸단선의 끝과 이

어준다. 허리둘레선 수준 위쪽에서의 앞중심선은 ‘이동된 재킷 패턴의 

가슴둘레선과 앞중심선의 교점’과 직선으로 연결 후 네크라인까지 연장

하여 사선 형태를 가지도록 하였다.

[그림 67]에는 앞중심선과 뒤중심선, 라펠의 변형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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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앞중심선, 뒤중심선, 라펠의 변형 방법

③ 앞, 뒤판에서의 허리둘레선, 엉덩이둘레선 변형

Ÿ 허리둘레선 변형

앞판과 뒤판의 허리부위에서 재킷 패턴과 체표면전개도 사이의 위치 

차이가 동일해지도록 재킷 패턴 앞판과 뒤판의 ‘허리둘레선과 앞, 뒤 솔

기의 교차점’을 동일한 방향과 양으로 수평 이동시켰다. 이 때 앞판 허

리둘레가 줄어들거나 늘어난 양 만큼 뒤판의 허리둘레가 늘어나거나 줄

어들게 되어 패턴 전체에서의 허리둘레 수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Ÿ 엉덩이둘레선 변형

앞판과 뒤판의 엉덩이부위에서 재킷 패턴과 체표면전개도 사이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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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동일해지도록 재킷 패턴 앞판과 뒤판의 ‘엉덩이둘레선과 앞, 뒤 

솔기의 교차점’을 동일한 방향과 양으로 수평 이동시켰다. 이 때 앞판 

엉덩이둘레가 줄어들거나 늘어난 양 만큼 뒤판의 엉덩이둘레가 늘어나거

나 줄어들게 되어 패턴 전체에서의 엉덩이둘레 수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림 68]에는 앞/뒤판의 허리둘레선과 엉덩이둘레선의 변형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림 68] 앞, 뒤판에서의 허리둘레선과 엉덩이둘레선의 변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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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옆판에서의 허리둘레선, 엉덩이둘레선 변형

체표면전개도 옆판에서의 허리둘레선의 중점과 엉덩이둘레선의 중점을 

찾아 재킷 패턴의 허리둘레선과 엉덩이둘레선을 향해 수직선을 그었다.

이 수직선상에 재킷 패턴의 허리둘레선, 엉덩이둘레의 중점이 위치하도

록 허리둘레선과 엉덩이둘레선을 수평 이동시켜 재킷 패턴에 체표면전개

도의 허리 수평 위치와 엉덩이 수평 위치가 반영되도록 하였다. 허리둘

레선과 엉덩이둘레선의 길이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림 69]에는 옆판의 

허리둘레선과 엉덩이둘레선 변형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림 69] 옆판의 허리둘레선, 엉덩이둘레선 변형 방법

⑤ 가슴둘레선의 변형 및 앞솔기, 뒤솔기, 진동둘레선의 제도

체표면전개도의 가슴둘레선에는 재킷 패턴에 필요한 여유량이 연구제

도법과 같은 비율로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재킷 패턴의 가슴둘레선의 

수평방향 위치가 체표면전개도와 일치되도록 패턴의 가슴둘레선 끝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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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시켰다. 이렇게 이동된 가슴둘레선 끝점을 허리둘레선 끝점, 엉덩이

둘레선 끝점, 어깨선 끝점과 연결시켜 앞솔기와 옆솔기, 진동둘레선을 제

도하였다. 앞진동둘레의 소매 맞춤점은 연구제도법과 마찬가지로 가슴둘

레선에서 3.0cm 올라간 수준에서 생성하였다. [그림 70]에는 가슴둘레선 

변형 방법과 앞솔기, 뒤솔기, 진동둘레선 제도 상태를 제시하였으며 [그

림 71]에는 체표면전개도 형태를 최대한 반영하여 변형 완료된 재킷 패

턴과 변형 전 재킷 패턴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70] 가슴둘레선 변형 방법과 앞솔기, 뒤솔기, 진동둘레선 

제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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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 실선: 변형 전 패턴
· 녹색 점선: 변형 후 패턴: 최대 변형

[그림 71] 체표면전개도 형태를 최대한 반영한 재킷 패턴과 

변형 전 재킷 패턴의 비교 

(2) 체표면전개도 형태를 반영한 단계별 변형 재킷 패턴 생성

체표면전개도 형태를 최대한 반영하여 변형한 상태와 전혀 변형을 하

지 않은 상태 사이에 ‘1/3 변형’, ‘2/3 변형’의 두 단계를 추가하여 총 

‘변형 안 함’ - ‘1/3변형’ - ‘2/3 변형’ - ‘최대 변형’ 4단계의 변형 재킷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변형 안 함’ 패턴과 ‘최대 변형’ 패턴을 중첩시킨 

후 각 꼭짓점의 X좌표차와 Y좌표차를 3등분하여  ‘1/3변형’ 패턴과 ‘2/3

변형’ 패턴의 기준점을 생성하였다. [그림 72]에는 단계별 변형 재킷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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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의 생성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림 72] 단계별 변형 재킷 패턴의 생성 방법

변형이 끝난 재킷 몸판의 소매 패턴은 변형된 진동둘레에 맞춰 연구제

도법으로 제도하며 칼라 패턴은 변형이 끝난 재킷 몸판의 목뒤둘레에 맞

춰 칼라 뒤중심선을 수평으로 이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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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착의를 활용한 체형과 여유량에 따른 재킷 패턴의 최적 변형

단계 검증

1) 가상착의 피험자 선정

(1) 체표면전개도 유형별 소속확률 0.75 이상 구간 대표 피험자

체표면전개도 유형별 소속확률 0.75 이상 구간에 속한 피험자는 각 체

표면전개도 유형의 특성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피험자이다.

유형 1의 경우 체표면전개도 형태구성인자에 대한 인자부하량이 0.75

이상인 항목 중 던컨테스트에서 최대값 집단에 속한 항목은 없었으며 최

소값 집단에 속한 항목은 뒤판뒤솔기상부각, 옆판앞솔기하부각, 앞어깨

각, 뒤어깨각의 4개였다. 따라서 유형 1의 피험자는 뒤판뒤솔기상부각 

10.1° 이하, 옆판앞솔기하부각 3.2°이하, 앞어깨각 28.2° 이하, 뒤어깨각 

15.3° 이하의 범위에 들면서 유형 1로의 소속확률이 0.75 이상인 피험자 

1명을 선정하였다.

유형 2의 경우 체표면전개도 형태구성인자에 대한 인자부하량이 0.75

이상인 항목 중 던컨테스트에서 최대값 집단에 속한 항목은 뒤어깨각이

었으며 최소값 집단에 속한 항목은 엉덩이상부각, 옆판앞솔기상부각, 뒤

판뒤솔기하부각의 3개였다. 따라서 유형 2의 피험자는 뒤어깨각 23.6° 이

상, 엉덩이상부각 1.6° 이하, 옆판앞솔기상부각 -1.2° 이하, 뒤판뒤솔기하

부각 3.7° 이하의 범위에 들면서 유형 2로의 소속확률이 0.75 이상이 피

험자 1명을 선정하였다.

유형 3의 경우 체표면전개도 형태구성인자에 대한 인자부하량이 0.75

이상인 항목 중 던컨테스트에서 최대값 집단에 속한 항목은 엉덩이상부

각, 옆판앞솔기상부각, 뒤판뒤솔기하부각의 3개였으며 최소값 집단에 속

한 항목은 옆판앞솔기하부각, ‘앞품-뒤품’, 뒤어깨각의 3개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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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의 피험자는 엉덩이상부각 3.9° 이상, 옆판앞솔기상부각 3.1° 이상,

뒤판뒤솔기하부각 10.5° 이상, 옆판앞솔기하부각 3.4° 이하, ‘앞품-뒤품’

-2.8cm 이하, 뒤어깨각 16.0° 이하의 범위에 들면서 유형 3으로의 소속

확률이 0.75 이상인 피험자 1명을 선정하였다.

유형 4의 경우 체표면전개도 형태구성인자에 대한 인자부하량이 0.75

이상인 항목 중 던컨테스트에서 최대값 집단에 속한 항목은 앞어깨각이

었으며 최소값 집단에 속한 항목은 옆판앞솔기상부각, 뒤어깨각이었다.

따라서 유형 4의 피험자는 앞어깨각 37.8° 이상, 옆판앞솔기상부각 -0.3°

이하, 뒤어깨각 14.3° 이하의 범위에 들면서 유형 4로의 소속확률이 0.75

이상인 피험자 1명을 선정하였다.

유형 5의 경우 체표면전개도 형태구성인자에 대한 인자부하량이 0.75

이상인 항목 중 던컨테스트에서 최대값 집단에 속한 항목은 뒤판뒤솔기

하부각, 뒤판뒤솔기상부각, 옆판앞솔기하부각, ‘앞품-뒤품’의 4개 항목이

었으며 최소값 집단에 속한 항목은 뒤어깨각이었다. 따라서 유형 5의 피

험자는 뒤판뒤솔기하부각 9.5° 이상, 뒤판뒤솔기상부각 13.2° 이상, 옆판

앞솔기하부각 9.3° 이상, ‘앞품-뒤품’ 0.5cm 이상, 뒤어깨각 15.6° 이하의 

범위에 들면서 유형 5로의 소속확률이 0.75 이상인 피험자 1명을 선정하

였다.

[표 72]에는 체표면전개도 유형별 소속확률 0.75 이상 대표 피험자 5명

의 주요 인체치수 및 체표면전개도 측정치를 제시하였으며 [표 73]에는 

체표면전개도 유형별 소속확률 0.75 이상 대표 피험자의 각 유형별 소속

확률을 표시하였다. 이들의 인체 측면 형상은 [그림 58]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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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인체측정치

가슴
둘레
(cm)

허리
둘레
(cm)

엉덩이
둘레
(cm)

키
(cm)

어깨
기울기

(°)

가슴둘
레-허리
둘레  
드롭
(cm)

가슴둘
레-엉덩
이둘레  
드롭
(cm)

BMI

유형1 95.9 83.3 98.0 169.2 27.0 12.6 -2.1 23.9

유형2 97.2 85.3 98.6 173.6 20.5 11.9 -1.4 23.2

유형3 103.3 88.3 100.6 174.3 25.0 15.0 2.7 26.2

유형4 98.0 84.3 94.6 165.2 21.4 13.7 3.4 23.1

유형5 98.0 74.3 94.9 170.4 23.9 23.7 3.1 22.1

유형

체표면전개도  측정치

엉덩이
상부각

(°)

옆판앞
솔기상
부각
(°)

뒤판뒤
솔기하
부각
(°)

뒤판뒤
솔기상
부각
(°)

옆판앞
솔기하
부각
(°)

앞품
-뒤품
(cm)

앞
어깨각

(°)

뒤
어깨각

(°)

유형1 2.5 4.3 4.8 5.9 2.6 -2.8 27.8 12.4

유형2 1.3 -1.3 3.6 10.0 6.5 -1.7 26.5 26.7

유형3 5.1 5.4 11.6 9.7 -1.7 -3.8 34.3 12.0

유형4 1.5 -2.7 1.7 12.9 7.0 -3.7 39.4 13.3

유형5 3.0 2.6 10.7 14.2 15.1 2.5 37.2 12.4

[표 72] 체표면전개도 유형별 소속확률 0.75 이상 대표 피험자의 

주요 인체치수 및 체표면전개도 측정치

피험자
체표면전개도 유형 예측 모형에 의한 유형별 소속 확률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1 1.00 0.00 0.00 0.00 0.00

유형2 0.00 1.00 0.00 0.00 0.00

유형3 0.01 0.00 0.99 0.00 0.00

유형4 0.00 0.00 0.00 1.00 0.00

유형5 0.00 0.00 0.00 0.00 1.00

[표 73] 체표면전개도 유형별 소속확률 0.75 이상 대표 피험자의 소속 확률

(2) 체표면전개도 유형별 소속확률 0.75 미만 구간 대표 피험자

체표면전개도 유형별 소속확률 0.75 미만 구간에 속한 피험자는 소속

확률 0.75 이상인 피험자들에 비해 체표면전개도 유형에 대한 특성이 비

교적 덜 명확하게 나타나는 피험자들로 여러 체표면전개도 유형의 특성

이 섞여있게 된다. 특정 유형에 속하면서도 다른 유형의 특성도 같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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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중간적 형태를 가지게 하기 위해 피험자가 속한 체형 유형 이외의 다

른 2개 체형에서도 동시에 0.05 이상의 소속확률을 보이는 피험자를 체

표면전개도 유형별로 1명씩 선정하였다.

[표 74]에는 체표면전개도 유형별 소속확률 0.75 미만 대표 피험자 5명

의 주요 인체치수 및 체표면전개도 측정치를 제시하였으며 [표 75]에는 

체표면전개도 유형별 소속확률 0.75 미만 대표 피험자의 유형 소속확률

을 표시하였다. [그림 73]은 체표면전개도 유형별 소속확률 0.75 미만 대

표 피험자들의 체표면전개도와 측면체형 형상이다.

피험
자

인체측정치

가슴
둘레
(cm)

허리
둘레
(cm)

엉덩이
둘레
(cm)

키
(cm)

어깨
기울기

(°)

가슴둘
레-허리
둘레  
드롭
(cm)

가슴둘
레-엉덩
이둘레  
드롭
(cm)

BMI

유형1 102.0 77.7 94.5 169.1 27.7 24.3 7.5 23.1

유형2 107.4 93.2 100.1 174.7 24.7 14.2 7.3 26.9

유형3 90.0 72.5 88.2 173.6 18.4 17.5 1.8 19.2

유형4 106.0 91.0 101.6 169.5 24.5 15.0 4.4 27.9

유형5 91.1 67.7 89.5 176.8 20.9 23.4 1.6 18.7

피험
자

체표면전개도  측정치

엉덩이
상부각

(°)

옆판앞
솔기상
부각
(°)

뒤판뒤
솔기하
부각
(°)

뒤판뒤
솔기상
부각
(°)

옆판앞
솔기하
부각
(°)

앞품
-뒤품
(cm)

앞
어깨각

(°)

뒤
어깨각

(°)

유형1 3.8 4.2 9.0 11.0 0.5 -1.5 34.5 11.2

유형2 1.5 1.7 3.4 14.1 6.0 -1.6 31.4 19.8

유형3 4.3 1.5 9.3 11.4 2.6 -4.4 28.9 5.1

유형4 2.6 -1.7 16.6 11.7 7.1 -0.3 35.3 15.1

유형5 4.5 1.4 9.3 10.8 10.4 -1.3 29.6 14.1

[표 74] 체표면전개도 유형별 소속확률 0.75 미만 대표 피험자의 

주요 인체치수 및 체표면전개도 측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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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
체표면전개도 유형 예측 모형에 의한 유형별 소속 확률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1 0.37 0.00 0.32 0.31 0.00

유형2 0.31 0.60 0.05 0.00 0.04

유형3 0.31 0.00 0.64 0.05 0.00

유형4 0.05 0.00 0.23 0.70 0.02

유형5 0.05 0.00 0.25 0.00 0.70

[표 75] 체표면전개도 유형별 소속확률 0.75 미만 대표 피험자의 소속 확률

피험자

유형
체표면전개도

측면

형상

피험자

유형
체표면전개도

측면

형상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그림 73] 체표면전개도 유형별 소속확률 0.75 미만 대표 피험자들의 

체표면전개도와 인체 측면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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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착의 패턴 제작 및 가상착의 

선택된 피험자 10명의 인체치수를 사용하여 연구제도법으로 ‘변형 안 

함’ 상태의 재킷을 가슴둘레 여유량 4.0, 6.0, 8.0, 10.0cm에 맞춰 제작하

였다. 이 4개 여유량별 재킷 패턴에 체표면전개도를 활용한 재킷 변형법

을 적용하여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단계의 변형 재킷 패턴

을 제작하였다. [그림 74]~[그림78]에는 체표면전개도 유형별 소속확률 

0.75 이상 대표 피험자 5명의 여유량 단계별 변형 패턴을 제시하였으며 

[그림 79]~[그림 83]에는 체표면전개도 유형별 소속확률 0.75 미만 대표 

피험자 5명의 여유량 단계별 변형 패턴을 제시하였다. 그림에 제시된 재

킷 패턴의 가슴둘레 여유량은 모두 6.0cm이다.

이렇게 제작된 재킷 패턴은 CLO 3D를 사용하여 각 대표 피험자의 인

체 형상 위에 착장시켰으며 이 착장상태에 대한 사진으로 맞음새에 대한 

관능평가를 위한 자극물을 제작하였다. 재킷 패턴의 최적 변형단계 검증

을 위한 가상착의 상태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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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소속확률 0.75

이상 

대표 피험자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그림 74] 유형 1 소속 확률 0.75 이상 대표 피험자의 단계별 변형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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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2

소속확률 0.75

이상 

대표 피험자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그림 75] 유형 2 소속 확률 0.75 이상 대표 피험자의 단계별 변형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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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

소속확률 0.75

이상 

대표 피험자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그림 76] 유형 3 소속 확률 0.75 이상 대표 피험자의 단계별 변형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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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4

소속확률 0.75

이상 

대표 피험자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그림 77] 유형 4 소속 확률 0.75 이상 대표 피험자의 단계별 변형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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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5

소속확률 0.75

이상 

대표 피험자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그림 78] 유형 5 소속 확률 0.75 이상 대표 피험자의 단계별 변형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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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소속확률 0.75

미만 

대표 피험자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그림 79] 유형 1 소속 확률 0.75 미만 대표 피험자의 단계별 변형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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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2

소속확률 0.75

미만 

대표 피험자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그림 80] 유형 2 소속 확률 0.75 미만 대표 피험자의 단계별 변형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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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

소속확률 0.75

미만 

대표 피험자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그림 81] 유형 3 소속 확률 0.75 미만 대표 피험자의 단계별 변형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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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4

소속확률 0.75

미만 

대표 피험자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그림 82] 유형 4 소속 확률 0.75 미만 대표 피험자의 단계별 변형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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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5

소속확률 0.75

미만 

대표 피험자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그림 83] 유형 5 소속 확률 0.75 미만 대표 피험자의 단계별 변형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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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능평가 및 최적 변형단계 선정

(1) 평가 세부 항목에서의 최적변형단계 분석

① 체표면전개도 유형 소속 확률 0.75 이상 대표 피험자의 관능평가 결과

체표면전개도 유형 1의 경우 가슴둘레 여유량 4.0~6.0cm 범위에서는 

유의차가 발생한 항목이 여유량별로 각 1개씩이었으나 여유량 10.0cm에

서 유의차 발생 부위가 6개로 늘어나 여유량이 클 때 더 많은 변형이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턴 변형의 효과가 가장 큰 부위는 여유량 

10.0cm에서의 정면 가슴둘레선 위쪽과 우측면에서 관찰한 라펠 부위였

는데 정면 가슴둘레선 위쪽은 ‘1/3 변형’ 단계에서, 라펠부위는 ‘2/3’ 변

형 단계에서 최대 효과가 나타났다. 여유량 4.0cm와 6.0cm에서의 라펠부

위, 여유량 6.0cm에서의 정면 가슴둘레선 위쪽에서는 '2/3 변형‘ 단계까

지는 맞음새의 개선 효과가 점차 커지나 ’최대 변형‘ 단계에서는 오히려 

맞음새가 불량해 졌다.

체표면전개도 유형 2의 경우 가슴둘레 여유량 4.0cm에서는 유의차가 

발생한 대부분의 부위에서 ‘최대 변형’단계에서의 맞음새가 가장 우수했

으며 적은 여유량에서 변형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유량이 

6.0cm 이상이 되면 ‘2/3 변형’ 단계에서 가장 우수한 맞음새를 보이는 

항목이 증가하였다. 후면의 가슴둘레선 위쪽에서는 여유량 6.0cm 이상에

서 ‘변형 안함’ 단계의 맞음새가 유의하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부

위에서의 변형은 맞음새에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우측면에

서 관찰한 라펠부위는 여유량 8.0cm를 제외한 다른 여유량에서는 ‘2/3

변형’이나 ‘최대 변형’ 단계를 거치는 것이 가장 좋은 맞음새를 보였다.

체표면전개도 유형 3의 경우 변형결과의 유의차가 나타난 항목의 수가 

다른 유형에 비해 적어 비교적 변형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 185 -

났다. 여유량 4.0cm와 10.0cm보다 여유량 6.0cm와 8.0cm에서 더 많은 

변형을 가하는 것이 우수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여유량 6.0cm에서의 정

면 가슴둘레선 아래쪽과 여유량 8.0cm에서의 정면 가슴둘레선 위쪽, 후

면 가슴둘레선 아래쪽에서는 ‘최대 변형’ 단계에서의 맞음새가 가장 우

수하였다.

체표면전개도 유형 4의 경우 여유량이 증가할수록 변형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맞음새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슴둘레 여유량 

4.0cm에서는 우측면에서 관찰한 라펠부위와 밑단부위에서 ‘2/3 변형’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여유량 8.0cm와 10.0cm에서는 유의차

가 발생한 모든 항목에서 ‘변형 안 함’ 단계의 맞음새가 가장 우수하였

다.

체표면전개도 유형 5의 경우 여유량에 상관없이 유의차가 발생한 모든 

평가 부위에서 ‘2/3 변형’ 또는 ‘최대 변형’단계에서 가상 우수한 평가 

결과가 나타나 모든 유형 중에 가장 많은 변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변형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항목은 가슴둘레 여유량 6.0cm에

서의 후면 가슴둘레선 아래쪽과 가슴둘레 여유량 8.0cm에서의 우측면에

서 관찰한 라펠부위였다. 변형효과가 미미한 부위는 정면에서의 가슴둘

레선 위쪽으로, 가슴둘레 여유량 4.0~6.0cm 범위에서는 유의차가 발생하

지 않았으며 가슴둘레 여유량 10.0cm에서만 유의차가 발생하였는데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단계 안에서는 변형효과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변형은 필요하지 않았다.

[표 76]에는 체표면전개도 유형 소속 확률 0.75 이상인 대표 피험자의 

가상착의 상태에서의 군주름/당김 발생 정도에 대한 의류학 전공자 관

능평가 응답의 분산분석 및 던컨테스트 결과 중 유의차 발생 항목의 내

용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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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표
면전
개도 
유형

가슴둘
레

여유량
(cm)

평가부위

변형단계별  평균점수 및 던컨테스트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F값

유형
1:

소속
확률 
0.75
이상

4 우측면: 라펠부위 2.07 B 2.29 B 3.21 A 2.71 AB 5.019**

6 정면: 가슴둘레선 위쪽 3.14 AB 3.43 A 3.57 A 2.79 B 2.832*

8 우측면: 라펠부위 2.29 B 3.21 A 3.43 A 3.00 A 6.257***

10

정면: 가슴둘레선 위쪽 2.07 B 3.79 A 3.43 A 2.43 B 18.281***

정면: 가슴둘레선 아래쪽 2.14 B 2.86 A 2.79 A 3.07 A 3.353*

후면: 가슴둘레선 위쪽 3.36 A 3.14 A 2.21 B 2.14 B 9.819***

후면: 가슴둘레선 아래쪽 3.14 AB 3.14 AB 3.43 A 2.64 B 3.52*

우측면: 라펠부위 1.86 C 2.93 B 3.57 A 3.07 AB 13.064***

우측면: 밑단부위 2.50 B 3.07 A 3.29 A 2.86 AB 3.891*

유형
2:

소속
확률 
0.75
이상

4

정면: 가슴둘레선 위쪽 1.43 C 1.71 C 2.29 B 3.29 A 22.229***

정면: 가슴둘레선 아래쪽 1.86 B 1.93 B 2.43 B 3.07 A 7.898***

우측면: 라펠부위 1.43 C 1.50 C 2.29 B 3.43 A 36.591***

우측면: 밑단부위 3.00 A 2.50 B 2.50 B 2.93 AB 2.952*

6

정면: 가슴둘레선 위쪽 1.71 B 2.36 A 2.93 A 2.86 A 7.977***

후면: 가슴둘레선 위쪽 3.14 A 2.57 B 2.36 BC 2.00 C 6.849***

우측면: 라펠부위 2.36 B 2.93 A 3.07 A 3.07 A 4.210**

8
정면: 가슴둘레선 위쪽 2.21 B 2.43 B 3.14 A 2.50 B 4.655**

후면: 가슴둘레선 위쪽 3.00 A 2.57 B 2.36 B 1.86 C 11.448***

10

정면: 가슴둘레선 위쪽 2.93 C 3.29 AB 3.71 A 2.93 C 3.433*

정면: 가슴둘레선 아래쪽 2.57 B 3.07 B 3.79 A 2.71 B 7.769***

후면: 가슴둘레선 위쪽 2.93 A 2.71 A 2.43 AB 1.93 B 4.839**

후면: 가슴둘레선 아래쪽 2.64 B 3.14 A 3.64 A 3.29 A 5.955***

우측면: 라펠부위 2.00 B 2.43 B 3.36 A 3.21 A 17.843***

유형
3:

소속
확률 
0.75
이상

4
정면: 가슴둘레선 아래쪽 2.36 B 3.43 A 3.00 A 3.29 A 5.977***

우측면: 라펠부위 3.71 A 3.93 A 3.86 A 3.00 B 8.527***

6 정면: 가슴둘레선 아래쪽 3.21 B 3.50 AB 3.93 A 4.00 A 4.810**

8
정면: 가슴둘레선 위쪽 3.07 B 2.86 B 3.64 A 4.00 A 11.163***

후면: 가슴둘레선 아래쪽 2.64 B 2.71 B 3.43 A 3.43 A 5.98***

10
우측면: 라펠부위 3.43 AB 3.71 A 3.14 B 3.00 B 3.044*

우측면: 밑단부위 3.57 A 3.71 A 3.21 AB 2.79 B 5.955***

유형
4:

소속
확률 
0.75
이상

4

후면: 가슴둘레선 아래쪽 1.71 B 2.43 A 2.00 AB 1.86 B 2.889*

우측면: 라펠부위 2.86 A 3.29 AB 3.50 A 2.86 A 3.162*

우측면: 밑단부위 2.43 B 2.93 AB 3.21 A 3.00 A 3.256*

6
후면: 가슴둘레선 위쪽 3.43 AB 3.57 A 3.00 B 2.50 C 6.424***

우측면: 라펠부위 4.00 A 3.50 B 2.86 C 3.79 AB 9.173***

8
후면: 가슴둘레선 위쪽 3.43 A 2.79 B 2.71 B 2.57 B 4.025*

우측면: 라펠부위 3.86 A 3.71 A 3.00 B 2.64 B 12.312***

10 후면: 가슴둘레선 위쪽 3.21 A 2.79 AB 2.36 B 2.50 B 3.534*

[표 76] 체표면전개도 유형 소속 확률 0.75 이상인 대표 피험자의 가상착의 

상태에서의 전문가 관능평가 응답의 분산분석 및 던컨테스트 결과

: 유의차 발생 항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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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표
면전
개도 
유형

가슴둘
레

여유량
(cm)

평가부위

변형단계별  평균점수 및 던컨테스트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F값

유형
5:

소속
확률 
0.75
이상

4
정면: 가슴둘레선 아래쪽 2.36 B 3.29 A 3.64 A 3.43 A 8.759***

후면: 가슴둘레선 아래쪽 2.07 B 2.36 B 2.93 A 2.93 A 8.357***

6

정면: 가슴둘레선 아래쪽 2.21 B 3.36 A 3.43 A 3.36 A 10.265***

후면: 가슴둘레선 위쪽 3.07 B 3.43 B 4.00 A 3.93 A 6.573***

후면: 가슴둘레선 아래쪽 2.43 D 3.00 C 3.57 B 4.07 A 23.275***

우측면: 라펠부위 2.64 B 3.00 B 3.43 A 3.50 A 8.229***

우측면: 밑단부위 2.43 B 2.50 B 2.93 B 3.50 A 8.275***

8

정면: 가슴둘레선 아래쪽 2.43 C 3.79 AB 3.50 B 4.00 A 18.360***

후면: 가슴둘레선 위쪽 2.86 B 3.29 B 3.57 A 3.79 A 4.816**

후면: 가슴둘레선 아래쪽 2.86 C 3.29 BC 3.86 A 3.64 AB 5.940***

우측면: 라펠부위 2.00 C 3.21 B 3.36 B 3.86 A 40.042***

우측면: 밑단부위 2.36 C 2.64 BC 3.00 B 3.86 A 11.792***

10

정면: 가슴둘레선 위쪽 2.14 B 2.93 A 3.21 A 3.07 A 7.608***

정면: 가슴둘레선 아래쪽 1.86 B 2.00 B 3.43 A 3.64 A 26.064***

후면: 가슴둘레선 위쪽 2.64 B 3.14 AB 3.29 AB 3.64 A 3.573*

우측면: 라펠부위 2.29 B 3.14 A 3.50 A 3.64 A 12.680***

우측면: 밑단부위 2.64 B 2.43 B 3.71 A 3.69 A 11.472***

[표 76]에서 이어짐

*p≤.05 **p≤.01 ***p≤.001

② 체표면전개도 유형 소속 확률 0.75 미만 대표 피험자의 관능평가 결과

체표면전개도 유형 소속 확률이 0.75 미만인 집단에서는 전반적으로 

표면전개도 유형 소속 확률이 0.75 이상인 집단보다 변형에 의한 맞음새 

개선 효과가 적었는데 이는 체표면전개도 유형 소속 확률이 0.75 미만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극단적인 형태의 체표면전개도 형태가 나타나기 어

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체표면전개도 유형 1의 경우 유의차가 발생한 항목의 대다수에서 ‘변

형 안 함’ 단계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보여 변형을 실시하지 않는 것

이 우수한 맞음새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표면전개도 유형 2의 경우 전반적으로 여유량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변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유량 4.0cm에서는 유의차가 발생한 

5개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1/3 변형’ 단계가 가장 우수한 맞음새를 보

인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여유량 8.0cm 이상에서는 ‘2/3 변형’ 단계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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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우수한 맞음새를 보이는 것으로 분류되는 는 경우가 많았다. 여유량 

10.0cm의 우측면에서 관찰한 밑단부위에서는 ‘최대 변형’ 상태가 가장 

우수한 평가를 얻었다.

체표면전개도 유형 3의 가슴둘레 여유량 4.0cm 피험자에게서는 맞음

새 평가의 유의차가 발생한 항목이 없었으며 여유량 6.0cm 이상에서는 

‘변형 안 함’이나 ‘1/3 변형’ 단계에서 가장 좋은 맞음새가 관찰되었다.

체표면전개도 유형 4에서는 가슴둘레 여유량 4.0cm와 6.0cm 피험자에

게서는 맞음새 평가 결과의 유의차 발생 항목이 없었으며, 여유량 8.0cm

피험자의 정면 가슴둘레선 위쪽에서는 ‘변형 안 함’이 가장 우수한 결과

를, 여유량 10.0cm 피험자의 후면 가슴둘레선 위쪽에서의 ‘1/3’ 변형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가져와 전반적으로 여유량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변

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표면전개도 유형 5에서는 여유량 4.0cm 피험자의 정면 가슴둘레선 

아래쪽, 동일 피험자의 우측면에서 관찰한 라펠 부위에서만 평가 결과의 

유의차가 발생하였고 가슴둘레 여유량 6.0, 8.0, 10.0cm에서는 유의차 발

생 항목이 없어 변형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7]에는 체표면전개도 유형 소속 확률 0.75 미만인 대표 피험자의 

가상착의 상태에서의 군주름/당김 발생 정도에 대한 의류학 전공자의 

관능평가 응답의 분산분석 및 던컨테스트 결과 중 유의차 발생 항목의 

내용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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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표
면전
개도 
유형

가슴
둘레
여유량
(cm)

평가부위

변형단계별  평균점수 및 던컨테스트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F값

유형
1:

소속
확률 
0.75
미만

4

정면: 가슴둘레선 위쪽 3.07 A 3.00 AB 2.64 B 2.21 C 8.989***

정면: 가슴둘레선 아래쪽 3.29 A 2.79 B 2.07 C 1.64 D 29.175***

후면: 가슴둘레선 위쪽 2.86 A 2.57 A 2.50 A 1.86 B 7.929***

후면: 가슴둘레선 아래쪽 2.43 B 3.21 A 2.71 B 2.50 B 5.050**

6

정면: 가슴둘레선 위쪽 3.21 A 2.86 AB 2.43 B 2.36 B 4.357**

정면: 가슴둘레선 아래쪽 3.00 A 2.14 B 1.86 B 2.07 B 8.237***

후면: 가슴둘레선 위쪽 3.07 A 2.71 AB 2.14 B 2.21 B 5.022**

후면: 가슴둘레선 아래쪽 2.93 A 3.07 A 2.07 B 2.07 B 15.437***

우측면: 라펠부위 2.93 A 3.14 A 2.00 B 1.79 B 13.124***

우측면: 밑단부위 3.36 A 2.43 B 1.86 BC 1.71 C 12.960***

8

정면: 가슴둘레선 위쪽 2.64 A 2.93 A 2.43 AB 1.93 B 3.990*

정면: 가슴둘레선 아래쪽 2.36 AB 2.71 A 2.36 AB 1.93 B 3.106*

후면: 가슴둘레선 아래쪽 2.93 A 2.50 AB 2.21 B 2.07 B 5.871**

우측면: 밑단부위 2.79 A 1.71 B 1.50 B 1.36 B 12.767***

10
정면: 가슴둘레선 아래쪽 2.14 B 2.36 B 3.00 A 2.36 B 3.836*

후면: 가슴둘레선 아래쪽 2.79 A 2.64 A 2.29 AB 2.00 B 3.750*

우측면: 밑단부위 2.36 A 1.71 B 1.64 B 1.57 B 3.104*

유형
2:

소속
확률 
0.75
미만

4

정면: 가슴둘레선 아래쪽 2.43 B 2.86 B 3.79 A 3.71 A 15.737***

후면: 가슴둘레선 위쪽 3.57 A 3.79 A 3.00 B 2.43 C 9.952***

후면: 가슴둘레선 아래쪽 3.57 A 3.57 A 2.86 B 2.29 C 13.173***

우측면: 라펠부위 3.50 A 3.64 A 2.43 B 2.14 B 26.078***

우측면: 밑단부위 2.00 B 2.79 A 2.86 A 2.57 A 3.725*

유형
2:

소속
확률 
0.75
미만

6

정면: 가슴둘레선 아래쪽 3.29 B 3.79 A 3.21 B 2.86 B 6.966***

후면: 가슴둘레선 위쪽 3.71 A 2.93 B 2.57 BC 2.36 C 15.751***

후면: 가슴둘레선 아래쪽 3.14 B 3.57 A 3.79 A 2.00 C 29.774***

우측면: 라펠부위 3.86 A 3.21 B 2.57 C 2.14 C 21.312***

우측면: 밑단부위 2.43 B 3.07 A 3.29 A 3.43 A 7.621***

8

정면: 가슴둘레선 아래쪽 2.86 B 3.86 A 4.07 A 3.21 B 11.117***

후면: 가슴둘레선 위쪽 3.29 A 3.00 A 2.50 B 2.14 B 15.667***

후면: 가슴둘레선 아래쪽 2.86 B 3.21 B 3.79 A 2.07 C 28.062***

우측면: 라펠부위 3.21 B 3.79 A 3.86 A 2.64 C 11.897***

우측면: 밑단부위 2.07 C 2.64 B 3.79 A 3.50 A 17.333***

10

정면: 가슴둘레선 위쪽 3.21 B 3.79 A 3.07 B 2.93 B 4.182**

정면: 가슴둘레선 아래쪽 2.79 B 3.21 B 3.79 A 2.79 B 7.627***

후면: 가슴둘레선 위쪽 2.93 A 2.64 AB 2.43 BC 2.14 C 5.265**

후면: 가슴둘레선 아래쪽 2.29 BC 2.64 B 3.43 A 2.07 C 15.751***

우측면: 라펠부위 3.57 A 3.57 A 3.79 A 2.93 B 4.154**

우측면: 밑단부위 1.93 B 2.14 B 3.43 A 3.64 A 19.024***

유형
3:

소속
확률 
0.75
미만

4 유의차  발생 항목 없음

6 정면: 가슴둘레선 아래쪽 3.93 A 3.50 AB 2.86 C 3.00 BC 7.231***

8 후면: 가슴둘레선 위쪽 3.64 A 3.93 A 3.21 B 2.86 B 9.984***

10
정면: 가슴둘레선 아래쪽 3.36 B 4.36 A 3.64 B 3.50 B 9.484***

후면: 가슴둘레선 위쪽 3.71 A 3.43 AB 3.00 BC 2.86 C 4.694**

[표 77] 체표면전개도 유형 소속 확률 0.75 미만인 대표 피험자의 가상착의 

상태에서의 의류학 전공자 관능평가 응답의 분산분석 및 던컨테스트 결과

: 유의차 발생 항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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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표
면전
개도 
유형

가슴
둘레
여유량
(cm)

평가부위

변형단계별  평균점수 및 던컨테스트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F값

유형
4:

소속
확률 
0.75
미만

4 유의차  발생 항목 없음

6 유의차  발생 항목 없음

8 정면: 가슴둘레선 위쪽 3.43 A 3.00 A 2.79 AB 2.50 B 3.684*

10 후면: 가슴둘레선 위쪽 2.36 B 3.00 A 2.93 A 2.71 AB 3.569*

유형
5:

소속
확률 
0.75
미만

4
정면: 가슴둘레선 아래쪽 2.71 B 3.00 B 3.71 A 3.71 A 10.133***

우측면: 라펠부위 3.93 A 3.79 A 3.79 A 3.00 B 6.602***

6 유의차  발생 항목 없음

8 유의차  발생 항목 없음

10 유의차  발생 항목 없음

[표 77]에서 이어짐

*p≤.05 **p≤.01 ***p≤.001

(2) 관능평가의 평균 점수에 의한 최적변형단계 설정

체표면전개도 유형으로의 소속 확률 0.75 이상에 속해 극단적인 체표

면전개도 유형 특성이 나타나는 집단에서 전반적으로 더 많은 변형량을 

필요로 하였으며 여유량 차이보다는 체표면전개도 유형 차이에 영향을 

받아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변형단계가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가장 

많은 변형을 필요로 하는 유형은 유형 5로의 소속확률이 0.75 이상인 경

우와 유형 2로의 소속확률이 0.75 이상인 경우였으며 가장 적은 변형을 

필요로 하는 유형은 유형 1로의 소속확률이 0.75 미만인 경우와 유형 4

로의 소속확률이 0.75 이상인 경우였다. 이외의 다른 유형과 소속확률에

서는 ‘1/3 변형’과 ‘2/3 변형’ 단계에서 가장 우수한 맞음새를 보이는 경

우가 많았다. [표 78]에는 관능평가 항목의 평균 점수에 대한 분산분석 

및 던컨테스트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가장 우수

한 평가를 받은 변형 단계이다. 이 음영으로 표시된 변형 단계는 해당 

체표면전개도 유형과 각 유형에 대한 소속 확률, 가슴둘레 여유량의 조

합에서의 최적변형단계로 사용되었다. 변형단계의 두 개 이상의 구간에

서 동일한 평가 점수를 보일 경우 더 낮은 변형 단계를 최적변형단계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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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소속
확률

체표면
전개도
유형

가슴둘레
여유량
(cm)

항목 평균 점수 및 던컨테스트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F값

0.75
이상

유형1
(바른)

4 2.73 2.70 3.27 2.96 1.383

6 2.95 3.25 3.07 2.93 0.650

8 2.48 3.01 2.98 2.82 2.134

10 2.51 B 3.15 A 3.12 A 2.70 B 6.343***

유형2
(휜)

4 2.10 B 2.13 B 2.44 B 2.79 A 7.331***

6 2.31 2.56 2.71 2.54 2.674

8 2.79 2.80 2.86 2.57 1.535

10 2.61 C 2.96 B 3.35 A 2.89 BC 6.524***

유형3
(숙인)

4 2.89 3.29 3.08 3.07 2.152

6 3.12 3.29 3.31 3.20 0.778

8 3.08 B 3.11 B 3.45 A 3.30 AB 3.707*

10 3.26 AB 3.57 A 3.19 B 3.08 B 3.468*

유형4
(젖힌b)

4 2.65 3.06 3.00 2.76 2.136

6 3.39 3.36 3.14 3.08 2.166

8 3.48 A 3.39 A 3.24 AB 3.05 B 3.026*

10 3.37 3.33 3.26 3.29 0.160

유형5
(젖힌I)

4 2.63 B 3.05 A 3.19 A 3.19 A 6.659***

6 2.60 B 3.11 A 3.42 A 3.56 A 21.372***

8 2.58 C 3.24 B 3.44 B 3.76 A 27.088***

10 2.44 C 2.82 B 3.38 A 3.46 A 14.695***

0.75미만

유형1
(바른)

4 2.73 A 2.73 A 2.38 B 2.12 C 10.877***

6 3.08 A 2.73 B 2.06 C 2.04 C 18.707***

8 2.60 A 2.42 AB 2.18 BC 1.93 C 5.146**

10 2.48 2.42 2.37 2.20 0.656

유형2
(휜)

4 3.13 A 3.38 A 3.11 A 2.76 B 5.621**

6 3.36 A 3.38 A 3.19 A 2.74 B 10.898***

8 3.01 B 3.39 A 3.64 A 2.86 B 13.557***

10 2.79 B 3.00 B 3.32 A 2.75 B 7.790***

유형3
(숙인)

4 3.43 3.61 3.57 3.57 0.436

6 3.83 3.87 3.64 3.73 0.568

8 3.70 3.76 3.74 3.51 1.012

10 3.33 3.55 3.45 3.43 0.508

유형4
(젖힌b)

4 2.65 2.83 2.81 2.79 0.525

6 3.01 3.05 3.04 3.02 0.019

8 2.98 2.86 2.90 2.76 0.686

10 2.92 3.10 3.01 2.96 0.396

유형5
(젖힌I)

4 3.13 3.15 3.35 3.14 0.724

6 3.36 3.45 3.43 3.37 0.192

8 3.69 3.70 3.61 3.51 0.736

10 3.83 3.85 3.81 3.83 0.010

[표 78] 관능평가 항목의 평균 점수에 대한 분산분석 및 던컨테스트 결과

*p≤.05 **p≤.01 ***p≤.001

·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얻은 단계를 회색 음영으로 표시→최적 패턴변형단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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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연구 패턴 제도법 및 변형법을 사용한 맞춤 재킷 패턴 생성 절차

제 4 절 연구 패턴 제도법 및 패턴 변형법의 적합성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된 연구 패턴 제도법 및 변형법을 사용하여 개별 피

험자에게 맞는 맞춤 재킷 패턴을 생성하는 절차는 [그림 84]와 같다.

① 피험자 인체 스캔

3차원 스캐너를 사용하여 피험자의 인체 형상을 얻은 후 인체 자동측

정프로그램-AutoBM(한현숙, 2007)을 사용하여 키,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등길이, 어깨가쪽사이길이, 목밑너비, 엉덩이옆길이를 측정한

다. 이렇게 측정된 인체 치수는 재킷 패턴의 여유량 설정시 사용된다.

② 체표면전개도 작성

체표면전개 프로그램-SNU_Upper Body analyzer를 사용하여 재킷 패

턴과 같이 앞판, 옆판, 뒤판의 3판으로 구성된 체표면전개도를 작성한다.

작성된 체표면전개도상에서 17개 각도 항목과 2개 치수차 항목을 측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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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체표면전개도 유형분류

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 도출된 회귀식 모형을 이용하여 피험자의 체표

면전개도 유형을 ‘유형1: 바른’, ‘유형2: 휜’, ‘유형3: 숙인’, ‘유형4: 젖힌b’,

‘유형5: 젖힌I’ 중 하나로 분류한다.

④ 가슴둘레 여유량 선택

소비자 선호 여유량 조사 결과에 따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재킷의 가

슴둘레 여유량을 선택한다.

Ÿ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12.6cm 미만 

→ 6.0cm(tight), 8.0cm(slim), 10.0cm(normal)

Ÿ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12.6cm 이상

→ 4.0cm(tight), 6.0cm(slim), 8.0cm(normal)

⑤ 연구제도법을 사용한 피험자 재킷 패턴 제도

체표면전개도상에서 측정한 측정치를 사용하여 피험자의 재킷 패턴을 

제도한다. 이 패턴은 바른 측면체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피험자 체형

에 대한 특성은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⑥ 체표면전개도에 재킷 여유량 부여

체표면전개도에 재킷패턴과 동일한 여유량을 부여하여 체표면전개도를 

기준으로 재킷 패턴을 변형시킬 때 여유량 차이로 인한 영향력을 통제한

다.

⑦ 체표면전개도 유형 및 가슴둘레 여유량별 최적 패턴변형단계 판별

가상착의를 활용한 재킷 패턴의 최적변형단계 검증 결과를 활용하여 피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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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체표면전개도 유형 종류, 유형으로의 소속 확률, 선택한 재킷 가슴

둘레 여유량의 조합에 따라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의 4개 변형 단계 중 각 피험자에게 최적화된 패턴 변형 단계를 제

시한다.

⑧ 재킷 패턴 변형

재킷 패턴 위에 여유량이 부여된 체표면전개도를 중첩시킨 후 ⑦에서 

선택된 패턴 변형단계 따라 피험자의 재킷 패턴을 변형시켜 체표면전개

도의 형태 특성이 패턴에 최적화되어 반영되도록 한다.

⑨ 맞춤 재킷 패턴 생성

변형된 재킷 패턴의 몸판에 맞춰 소매 패턴과 칼라 패턴을 생성하여 

맞춤 재킷 패턴을 완성한다.

1. 피험자 선정

체표면전개도 유형 예측 모형을 사용하여 5개 체표면전개도 유형별로 

각 1명씩 소속확률이 0.75 이상인 피험자를 선정하였다.

[표 79]에는 연구 패턴 제도법 및 변형법의 적합성 검증을 위한 관능

평가 피험자의 주요 인체치수 및 체표면전개도 측정치를 제시하였으며 

[표 80]에는 피험자들의 체표면전개도 유형별 소속 확률을 제시하였다.

[그림 85]는 피험자들의 체표면전개도와 인체 측면 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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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
유형

인체측정치

가슴
둘레
(cm)

허리
둘레
(cm)

엉덩이
둘레
(cm)

키
(cm)

어깨
기울기

(°)

가슴둘
레-허리
둘레  
드롭
(cm)

가슴둘
레-엉덩
이둘레  
드롭
(cm)

BMI

유형1 94.8 71.1 91.5 179.0 23.5 23.7 3.3 19.7

유형2 98.4 86.6 94.4 163.5 28.5 11.8 4.0 24.7

유형3 92.0 72.5 93.5 175.7 23.6 19.5 -1.5 21.1

유형4 112.3 102.0 100.0 164.3 23.1 10.3 12.3 29.6

유형5 90.0 73.5 93.0 169.7 27.5 16.5 -3.0 21.5

피험자
유형

체표면전개도  측정치

엉덩이
상부각

(°)

옆판앞
솔기상
부각
(°)

뒤판뒤
솔기하
부각
(°)

뒤판뒤
솔기상
부각
(°)

옆판앞
솔기하
부각
(°)

앞품
-뒤품
(cm)

앞
어깨각

(°)

뒤
어깨각

(°)

유형1 2.5 5.0 6.5 12.2 2.2 -3.7 28.8 6.8

유형2 1.0 3.3 2.1 12.6 5.5 -1.6 39.4 23.3

유형3 3.8 3.5 10.9 10.6 3.5 -2.5 25.9 18.6

유형4 0.9 -1.0 2.3 9.5 1.2 1.4 36.6 14.1

유형5 2.0 -0.8 7.2 12.0 12.6 1.9 28.8 20.5

[표 79] 연구 패턴 제도법 및 변형법의 적합성 검증을 위한 관능평가 피험자의 

주요 인체치수 및 체표면전개도 측정치

피험자

유형

체표면전개도 유형 예측 모형에 의한 유형별 소속 확률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1 0.95 0.00 0.05 0.00 0.00

유형2 0.14 0.78 0.02 0.06 0.00

유형3 0.20 0.00 0.80 0.00 0.00

유형4 0.00 0.00 0.00 1.00 0.00

유형5 0.00 0.00 0.00 0.00 1.00

[표 80] 연구 패턴 제도법 및 변형법의 적합성 검증을 위한 관능평가 피험자의 

체표면전개도 유형별 소속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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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

유형
체표면전개도

측면

형상

피험자

유형
체표면전개도

측면

형상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그림 85] 연구 패턴 제도법 및 변형법의 적합성 검증을 위한 관능평가 

피험자의 체표면전개도와 인체 측면 형상

2. 관능평가

관능평가는 연구재킷 제도법에 최적 변형단계를 적용한 상태를 비교 

선행연구 재킷 패턴 제도법 E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제도법 E는 군주름/당김 발생 정도와 여유량 만족도 관능평가에서 선행

연구 제도법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제도법이다. 연구 재킷의 가슴

둘레 여유량은 6.0cm를 사용하였다. [그림 86]~[그림 90]에는 선행 연구 

재킷 E와 연구 재킷의 착장 상태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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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바른)

제도법

E

연구

[그림 86] 선행 연구 재킷 E와 연구 재킷의 착장 상태 비교: 유형 1

유형 2 (휜)

제도법

E

연구

[그림 87] 선행 연구 재킷 E와 연구 재킷의 착장 상태 비교: 유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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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 (숙인)

제도법

E

연구

[그림 88] 선행 연구 재킷 E와 연구 재킷의 착장 상태 비교: 유형 3

유형 4 (젖힌b)

제도법

E

연구

[그림 89] 선행 연구 재킷 E와 연구 재킷의 착장 상태 비교: 유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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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5 (젖힌I)

제도법

E

연구

[그림 90] 선행 연구 재킷 E와 연구 재킷의 착장 상태 비교: 유형 5

1) 형태적합성 평가

(1) 군주름/당김 발생 정도 평가

군주름/당김 발생 정도 평가 결과 모든 체표면전개도 유형에서 평가 

결과의 유의차가 발생하였는데 유의차가 발생한 모든 항목에서 연구 재

킷의 점수가 더 높아 군주름과 당김의 발생 정도가 적은 것을 알 수 있

었다. 부위별로 유의차 발생 정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부위는 허리로 모든 허리 전면과 후면 모두에서 피험자의 유형

에 상관없이 모두 유의차가 발생하였다. 유의차가 가장 적은 부위는 소

매로 유형2, 3, 5에서 유의차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연구 변형법에서 

소매에 대한 변형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81]에는 선행 

연구 재킷 E와 연구 재킷의 군주름/당김 발생 정도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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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름/당김 

평가부위

유형1(바른) 유형2(휜)

제도법E 연구 t 제도법E 연구 t

정
면

어깨선 3.67 3.73 -0.435 2.87 3.67 -3.292**

가슴, 진동둘레 2.60 3.53 -4.525*** 1.87 3.33 -6.813***

허리 2.53 3.73 -4.583*** 2.67 3.73 -5.172***

배, 밑단 3.33 3.93 -3.154** 2.93 3.93 -5.916***

후
면

어깨선 3.33 3.53 -0.823 2.53 3.93 -7.359***

등, 진동둘레 2.73 3.20 -1.974 1.87 3.33 -6.813***

허리 2.67 3.87 -4.294*** 2.80 3.33 -2.256*

엉덩이, 밑단 3.07 4.13 -5.172*** 3.40 3.53 -.695

우
측
면

어깨선 2.93 3.60 -3.568** 2.93 3.27 -1.435

소매 1.67 2.87 -6.874*** 2.87 3.13 -1.000

평균 2.85 3.61 -7.365*** 2.67 3.52 -5.932***

군주름/당김 

평가부위

유형3(숙인) 유형4(젖힌b)

제도법E 연구 t 제도법E 연구 t

정
면

어깨선 3.67 4.00 -2.646* 3.13 4.00 -4.026***

가슴, 진동둘레 3.20 3.80 -3.674** 2.53 4.07 -7.990***

허리 2.67 4.20 -5.996*** 3.20 3.93 -3.556**

배, 밑단 3.00 4.13 -5.264*** 3.47 3.87 -2.449*

후
면

어깨선 3.53 3.80 -1.740 2.33 4.00 -7.906***

등, 진동둘레 3.07 3.40 -1.784 1.67 3.60 -8.473***

허리 2.00 3.67 -8.919*** 2.00 3.93 -12.614**
*

엉덩이, 밑단 2.93 3.80 -6.500*** 2.73 3.93 -8.290***

우
측
면

어깨선 3.33 3.60 -1.740 2.80 3.80 -5.123***

소매 2.93 3.07 -0.564 2.73 3.47 -4.785***

평균 3.03 3.75 -6.052*** 2.66 3.86 -10.177**
*

군주름/당김 

평가부위

유형5(젖힌I)

제도법E 연구 t

정
면

어깨선 3.60 4.00 -2.103

가슴, 진동둘레 3.20 4.40 -4.294***

허리 3.67 4.40 -4.036***

배, 밑단 3.73 4.20 -1.705

후
면

어깨선 3.67 3.80 -0.435

등, 진동둘레 2.47 3.40 -4.090***

허리 2.67 3.33 -3.162**

엉덩이, 밑단 3.33 3.73 -2.449*

우
측
면

어깨선 3.67 3.73 -0.435

소매 3.47 3.87 -1.702

평균 3.35 3.89 -4.027***

[표 81] 군주름/당김 발생 정도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결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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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유량 적합성 평가

연구 재킷의 착장 상태와 선행 연구 재킷 E의 착장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한 뒤 의류학 전공자 15인에게 여유량 적합성을 평가하게 하였다.

평가 결과 군주름/당김 발생 정도에 대한 평가에서보다 유의차가 발생

하는 항목이 확연히 적었으며 특히 정면에서 진행한 평가에서는 유형 1

의 엉덩이둘레 항목을 제외하고는 유의차가 발생하지 않았다.

여유량 적합성의 차이는 주로 후면에서의 평가에서 나타났는데 허리둘

레와 엉덩이둘레의 후면 부위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 체표면전개도 

유형 중 여유량 적합성에서 가장 큰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은 유형 1로 

엉덩이둘레 전면, 엉덩이둘레 후면, 위팔둘레, 소매길이 항목에서 연구 

재킷의 평가 결과가 선행연구 재킷의 평가 결과보다 유의하게 ‘3_적당하

다’에 더 가까웠다. 유형 4에서는 어깨너비, 뒤품, 가슴둘레 후면, 엉덩이

둘레 후면, 위팔둘레 후면에서 유의차가 발생하였는데 엉덩이둘레 후면

에서는 재킷 E의 평가 점수가 ‘3_적당하다’에 더 가까웠으며 나머지 유

의차 발생 항목에서는 연구 재킷의 점수가 ‘3_적당하다’에 더 가까웠다.

유형 3에서는 허리둘레 후면에서만 유의차가 발생하였는데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연구 재킷의 평가가 근소하게 ‘3_적당하다’에 더 가까웠다.

[표 82]에는 선행 연구 재킷 E와 연구 재킷의 여유량 적합성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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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름/당김 

평가부위

유형1(바른) 유형2(휜)

제도법

E
연구 t

제도법

E
연구 t

정
면

앞품 2.87 2.93 -0.435 2.93 3.27 -1.160

가슴둘레 3.13 3.00 0.619 3.13 3.07 0.202

허리둘레 2.73 3.13 -2.103 2.93 3.07 -0.619

엉덩이둘레 2.47 2.93 -3.500** 3.47 3.07 1.871

후
면

어깨너비 3.47 3.20 1.468 3.40 2.93 1.825

뒤품 3.33 3.13 1.000 3.13 2.80 1.046

가슴둘레 3.33 3.20 1.000 2.80 2.87 -0.202

허리둘레 2.73 3.27 -3.228** 2.80 2.93 -0.564

엉덩이둘레 2.40 2.93 -4.000*** 3.27 2.80 2.824*

우
측
면

위팔둘레 3.93 3.20 4.785*** 2.93 2.60 1.581

소매단둘레 3.07 3.20 -1.468 3.07 3.20 -1.000

전
체

소매길이 2.33 3.20 -5.245*** 3.60 3.87 -2.256*

재킷길이 3.40 3.13 1.075 3.13 2.93 1.000

평균 3.02 3.11 -1.538 3.12 3.03 0.572

군주름/당김 

평가부위

유형3(숙인) 유형4(젖힌b)

제도법

E
연구 t

제도법

E
연구 t

정
면

앞품 3.20 3.00 1.146 2.53 2.93 -1.702

가슴둘레 3.20 3.07 0.807 2.60 2.80 -0.899

허리둘레 2.93 3.33 -1.702 3.20 2.80 1.702

엉덩이둘레 2.80 3.07 -1.740 3.13 2.87 1.740

후
면

어깨너비 3.07 3.00 0.564 3.80 3.00 2.567*

뒤품 3.33 3.13 1.000 3.87 2.87 3.240**

가슴둘레 3.20 3.07 0.695 3.73 2.93 2.863*

허리둘레 2.67 3.13 -2.432* 3.40 2.87 1.586

엉덩이둘레 2.73 3.07 -2.092 3.00 2.53 2.168*

우
측
면

위팔둘레 3.67 3.60 0.323 3.40 3.00 2.449*

소매단둘레 3.07 3.13 -0.435 3.13 3.33 -1.146

전
체

소매길이 3.00 2.93 1.000 4.13 3.33 5.527*

재킷길이 3.13 2.87 0.807 3.33 2.93 1.871

평균 3.08 3.11 -0.340 3.33 2.94 2.260*

[표 82] 여유량 적합성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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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름/당김 

평가부위

유형5(젖힌I)

제도법

E
연구 t

정
면

앞품 3.27 3.07 0.899

가슴둘레 3.13 3.07 0.367

허리둘레 3.20 3.20 0.000

엉덩이둘레 2.93 3.07 -1.000

후
면

어깨너비 3.40 2.73 3.568**

뒤품 3.73 2.67 5.172***

가슴둘레 3.67 2.80 6.500***

허리둘레 3.07 3.20 -0.564

엉덩이둘레 3.00 2.80 1.000

우
측
면

위팔둘레 3.40 3.00 2.449*

소매단둘레 2.93 3.07 -1.468

전
체

소매길이 3.33 3.07 1.740

재킷길이 3.40 2.93 1.825

평균 3.27 2.97 2.305*

[표 82]에서 이어짐

*p≤.05 **p≤.01 ***p≤.001

2) 동작적합성 평가

피험자가 재킷을 착용한 상태에서 동작을 실시하며 각 동작에서의 부

위별 착용감을 평가하게 하였다. 피험자 5명에게서만 평가를 실시하였으

므로 통계분석은 실시하지 않고 평균으로만 결과를 비교하였다.

연구 재킷 점수의 평균에서 재킷 E 점수의 평균을 뺀 ‘평균차’를 살펴

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연구 재킷의 동작적합성 평가 점수가 제도법 E

재킷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연구 재킷의 가슴둘레 여유량

이 선행 연구 재킷 E보다 5cm가량 적은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평균차가 발생하는 부위는 재킷 후면보다 전면에서 더 많았으

며 위팔둘레에서도 연구재킷의 동작적합성이 더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

다. 엉덩이둘레 전면과 후면에서는 비교적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2버튼 재킷으로 재킷의 엉덩이둘레 부위가 완전히 여며져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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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동작1: 인체측정학적 선 자세 / 동작 2: 양 팔을 앞으로 90° 들어올리기 /
동작3: 양 팔을 앞으로 90° 들어 올린 뒤 팔꿈치를 완전히 굽히기 /
동작4: 양 팔을 위로 180° 들어올리기 동작5: 양 팔을 옆으로 90° 들어올리기 /
동작6: 양 팔을 뒤로 최대한 들어올리기 / 동작7: 허리를 90° 굽히기

동작

제도법 E: 피험자 응답 평균
가슴
둘레 
전면

가슴
둘레  
후면

허리
둘레
전면

허리
둘레  
후면

엉덩이
둘레
전면

엉덩이
둘레
후면

진동
둘레

위팔
둘레

팔꿈치
둘레

동작1 4.4 4.0 4.4 4.0 4.4 4.2 3.0 3.8 4.4

동작2 4.4 2.2 4.6 3.6 4.4 4.2 2.0 2.6 3.2

동작3 4.4 2.8 4.4 4.2 4.4 4.4 2.0 2.8 2.0

동작4 3.8 2.4 4.0 3.6 4.2 4.2 2.0 3.0 3.2

동작5 3.6 4.0 4.2 4.2 4.4 4.4 3.6 4.2 4.4

동작6 2.8 3.6 3.4 4.0 4.2 4.4 2.8 3.2 3.8

동작7 4.2 2.6 4.0 2.8 4.0 4.0 1.8 2.6 3.4

동작

연구: 피험자 응답 평균
가슴
둘레 
전면

가슴
둘레  
후면

허리
둘레
전면

허리
둘레  
후면

엉덩이
둘레
전면

엉덩이
둘레
후면

진동
둘레

위팔
둘레

팔꿈치
둘레

동작1 3.6 3.8 4.0 4.2 4.4 4.4 2.8 4.2 4.2

동작2 4.0 2.2 3.8 3.4 4.4 4.4 1.6 2.0 3.4

동작3 3.8 2.6 3.8 3.4 4.4 4.2 2.2 2.4 2.6

동작4 3.2 3.0 3.6 3.4 3.8 4.0 1.6 2.2 2.8

동작5 3.6 4.0 4.0 3.8 4.2 4.2 2.8 3.2 3.8

동작6 3.0 3.4 3.6 4.0 3.8 4.2 3.0 3.2 4.0

동작7 3.8 2.2 3.2 3.0 3.6 3.6 1.6 2.4 3.4

동작

피험자 응답의 평균차 (연구제도법 평균 - 제도법 E 평균)

가슴
둘레 
전면

가슴
둘레  
후면

허리
둘레
전면

허리
둘레  
후면

엉덩이
둘레
전면

엉덩이
둘레
후면

진동
둘레

위팔
둘레

팔꿈치
둘레

동작1 -0.8 -0.2 -0.4 0.2 0.0 0.2 -0.2 0.4 -0.2

동작2 -0.4 0.0 -0.8 -0.2 0.0 0.2 -0.4 -0.6 0.2

동작3 -0.6 -0.2 -0.6 -0.8 0.0 -0.2 0.2 -0.4 0.6

동작4 -0.6 0.6 -0.4 -0.2 -0.4 -0.2 -0.4 -0.8 -0.4

동작5 0.0 0.0 -0.2 -0.4 -0.2 -0.2 -0.8 -1.0 -0.6

동작6 0.2 -0.2 0.2 0.0 -0.4 -0.2 0.2 0.0 0.2

동작7 -0.4 -0.4 -0.8 0.2 -0.4 -0.4 -0.2 -0.2 0.0

[표 83] 선행 연구 재킷 E와 연구 재킷의 동작적합성 평가에 대한

피험자 응답 평균 및 평균차

고 벌어지는 구조로 인한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83]에는 선행 연

구 재킷 E와 연구 재킷의 동작적합성 평가에 대한 피험자 응답 평균 과 

평균차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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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바른 측면 체형을 기준으로 소비자 여유량 선호 경향이 

반영된 패턴 제도법을 개발한 뒤 제도된 패턴을 개별 착용자의 체표면전

개도 형태에 맞게 변형하여 맞춤 재킷 패턴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제시

하였다. 체표면전개도의 형태는 5개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로지스틱회

귀분석을 통해 피험자의 체표면전개도 유형을 판별할 수 있는 회귀식 모

형을 개발하였다. 각 체표면전개도 유형의 대표 피험자를 추출한 뒤 재

킷 패턴 변형 단계 및 가슴둘레 여유량별로 맞음새 적합성을 검증하여 

각 체표면전개도 유형과 가슴둘레 여유량의 조합에서의 최적의 패턴 변

형 정도를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재킷과 연구 제도법 및 패

턴 변형법으로 제작된 재킷의 착장 상태를 비교 평가한 결과 군주름/당

김 발생정도 및 여유량 적합성에서는 본 연구의 재킷이, 동작적합성에서

는 선행연구의 재킷이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1. 연구 패턴 제도법 개발

연구패턴 제도법의 부위별 여유량을 결정하기 위해 맞춤 남성복 소비

자 130인으로부터 부위별 선호 여유량을 조사하였다. 가슴둘레 선호 여

유량의 경우 인체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12.6cm 미만에서 6.0~10.0cm

의 여유량을, 인체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12.6cm 미만 구간에서 

4.0~8.0cm의 여유량을 각각 선호 여유량으로 제시하였으며 소매길이에는 

BMI에 따라 2.3~3.7cm의 선호여유량을 제시하였다. 어깨너비에는 인체

치수 전 구간에서 0.6cm의 고정 여유량을 적용하였다. 허리둘레와 엉덩

이둘레에서는 여유량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패턴 완성치수에서의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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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롭을 제시하여 재킷 몸판의 전체적인 실루엣이 이상적인 범위에서 유

지되도록 하였다. 재킷길이는 선호되는 ’재킷길이/키‘ 치수를 제시하여 

키를 통해 재킷길이를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연구 패턴 제도법의 진동깊이, 등길이, 앞품/2, 뒤품/2 항목에서는 사

이즈코리아 3차원 측정 자료를 사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제도식을 설정하

였으며 선행연구 재킷 제도법 6종의 분석 결과와 패턴 실무 전문가 5인

의 심층면접결과를 종합하여 제도 순서 및 제도방법의 세부 사항을 조정

하였다.

연구 패턴 제도법의 맞음새는 바른 체형 대표 피험자의 스티로폼 바디 

위에서 검증하였으며 연구 패턴 제도법이 선행연구에서의 패턴 제도법 3

종보다 우수한 맞음새를 보였다. 이 맞음새 검증 과정에서 머슬린 재킷

의 실물 착의상태와 가상 착의상태에서의 평가 결과를 비교하였는데 세

부 사항에서는 실물착의와 가상착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제도법

의 전반적인 우수성의 순위는 두 착의상태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2. 체표면전개도 유형 분류법 개발

측면체형에 대한 시각적평가를 통해 바른, 숙인, 젖힌, 휜의 네 개 체

형이 동일한 비율로 포함된 152명의 피험자집단을 추출한 후 체표면전개

도를 작성하였다. 체표면전개도상에서 측정한 각도 및 치수차를 독립변

수로 하여 인자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자 1: 골반의 크기 및 엉덩이의 

뒤돌출 정도', '인자 2: 골반의 전후방향 위치‘, ’인자 3: 어깨부위의 굽은 

정도‘, ’인자 4: 가슴부위의 돌출된 정도‘, ’인자 5: 등 부위의 젖혀진 정

도‘의 5개 인자가 추출되었다.

군집분석에서는 5개 체표면전개도 유형이 분류되었는데 유형 1에서는 

바른 측면체형이 가장 많아 이를 ‘바른 유형’으로 명명하였으며 가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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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평평하고 등 부위가 뒤로 젖혀진 특성이 나타났다. 유형 2에서는 

휜 측면체형이 가장 많아 이를 ‘휜 유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엉덩이가 평

평하고 등 부위가 앞으로 심하게 굽어있으며 배가 돌출된 특성이 나타났

다. 유형 3에서는 숙인 측면체형이 가장 많아 이를 ‘숙인 유형’으로 명명

하였으며 엉덩이가 뒤로 돌출되어 있고 어깨부위가 앞으로 굽은 특성이 

나타났다. 유형 4에서는 젖힌 측면체형이 가장 많으면서 배가 돌출된 특

성이 나타나 이를 ‘젖힌b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5에서는 유형 4와 

마찬가지로 젖힌 측면체형이 가장 많았으나 배 부위가 평평한 피험자가 

많아 이를 ‘젖힌I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체표면전개도 유형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기 위해 로지스틱회

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도출된 회귀식을 적용한 결과 평균 90.8%의 유

형 판별 정확도를 보였다.

3. 체표면전개도를 활용한 재킷 패턴 변형법 개발

재킷 패턴 위에 체표면전개도를 중첩시켜 패턴을 체형에 맞게 변형시

켰으며 이 때 체표면전개도에 재킷 패턴의 여유량을 부여하여 패턴과 체

표면전개도 사이의 여유량 차이로 인한 영향력을 통제하였다. 체표면전

개도에 여유량을 직접 부여하는 부위는 가슴둘레선 위쪽이며 가슴둘레선 

아래에서는 가슴둘레 여유량 변화에 따라 옆솔기들을 수평으로 이동시켜 

체표면전개도의 가슴~허리~엉덩이 드롭을 유지하였다.

여유량이 부여된 체표면전개도를 재킷 패턴 위에 중첩시켜 놓고 패턴

의 각 부위에서 체표면전개도의 형태에 따라 최대한 패턴을 변형시켜 

‘최대 변형’ 패턴이라 명명하였으며 ‘최대 변형' 패턴과 전혀 변형을 하

지 않은 패턴 사이에 ‘1/3 변형’, ‘2/3 변형’의 두 단계를 추가하여 총 

‘변형 안 함’ - ‘1/3변형’ - ‘2/3 변형’ - ‘최대 변형’ 4단계의 변형 재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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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체표면전개도 5개 유형별로 유형 소속확률에 따라 2명씩, 총 10명의 

피험자를 추출하여 4개 가슴둘레 여유량에서 패턴 변형단계별 맞음새를 

평가한 결과 유형에 대한 소속확률이 높아 극단적인 형태를 보일수록 더 

많은 패턴 변형이 필요하였으며 여유량의 많고 적음과 패턴 변형 필요 

정도 사이에는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체표면전개도 유형별로

는 유형 2에서 가장 많은 변형을 필요로 하였으며 유형 4에서는 큰 변형

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 체표면전개도 유형 종

류와 유형별 소속확률, 가슴둘레 여유량의 조합 40가지에 따른 최적의 

패턴 변형 단계를 제시하였다.

4. 연구 패턴 제도법 및 패턴 변형법의 적합성 검증

각 체표면전개도 유형별로 1명, 총 5명의 대표 피험자를 선정하여 선

행연구에서 제시된 제도법으로 제작한 재킷과 연구 제도법 및 패턴 변형

법으로 제작된 재킷을 착장 시켜 비교평가를 진행하였다.

군주름/당김 발생정도에서는 유의차가 발생한 모든 평가항목에서 연

구 재킷이 더 우수한 평가 결과를 보였으며 유형 4에서 유의차가 가장 

뚜렷하였다. 여유량 적합성에서는 군주름/당김 발생정도에서보다 유의차

가 발생한 항목이 적었으며 정면보다는 후면에서의 차이가 더 컸다. 여

유량적합성에서 가장 큰 개선 효과가 나타난 체표면전개도 유형은 유형 

1이다. 동작적합성 평가에서는 선행연구의 재킷이 연구 재킷보다 우수한 

평가결과를 얻었는데 이는 연구 재킷의 가슴둘레 여유량이 선행연구 재

킷보다 5cm가량 더 적은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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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 패턴 제도법에는 실제 남성복 재킷 소비자들에게서 조사된 선호 

여유량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현재 유행하는 실루엣의 패

턴을 제작할 수 있다. 또한 나이와 인체치수 구간별로 선호되는 여유량 

수치를 달리 제시하여 보다 세분화된 여유량 설정이 가능해져 피팅 과정

을 통해 여유량을 조정해 주지는 과정을 생략하고 재킷을 제작하여도 여

유량에 의한 맞음새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적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체표면전개도 유형 분류법은 기존의 체형 분류법

들이 인체를 수작업으로 측정한 계측치나 인체를 3차원 스캔한 후 형상

의 변형 없이 체표면에서 바로 측정한 계측치를 변수로 사용한 것과 달

리 체표면을 전개한 전개도에서 측정한 치수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체표

면전개도는 3차원인 인체 형태를 2차원의 평면으로 변형시킨 것으로 그 

자체에 평면 패턴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체형 유형을 분

류한 본 연구의 접근법이 기존의 체형 분류법보다 의복 패턴의 특성을 

더 직접적으로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별 맞춤 패턴을 생성할 때 단순히 체형 유형의 종

류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각 유형의 극단적인 정도, 여유량의 많고 적음

까지 고려하여 다양한 경우에서 최적화된 맞춤 패턴을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맞춤 패턴 생성 알고리즘을 통해 좋은 맞음새의 패턴을 

얻기 위해 이전까지 사람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했던 부분들을 객관적

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므로 이를 컴퓨터 프로그램화 하

면 대량맞춤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맞춤 패턴 생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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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패턴 제도법의 경우 현재 유행하는 여유량 범위만 고려하여 제도

법을 설정하였으므로 유행이 바뀌어 더 크거나 적은 여유량을 적용해야 

할 경우 추가적인 실험과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이 제도법에서는 

라펠의 크기나 버튼의 수, 여밈 방식을 하나로 고정해 놓았으므로 다양

한 재킷 디자인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체표면전개도 유형 분류 방법은 남성복 재킷 패턴

의 형태를 고려한 체표면전개도의 측정치를 변수로 사용하였으므로 다른 

복종의 패턴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분류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체표면전개도를 완전히 자동으로 얻어내는 프로그램은 개발

하였으나 체표면전개도의 부위별 치수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아 이를 측정하는 데 긴 시간이 소요된다.

본 연구에서 최적의 패턴 변형 단계를 결정하기 위한 관능평가의 자극

물은 3차원 가상착의를 통해 제작되었다. 이러한 가상착의 의복은 아직

까지 실제착의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실제 착의에서는 연구 결과

와는 다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연구의 최종 검증 단계에서 머

슬린 실험복을 실제 착용자에게 착용시킨 결과를 평가하기는 하였으나 

가슴둘레 여유량 6.0cm에서만 실험을 진행하였고 체표면전개도 유형별

로 극단적인 형태를 보이는 1명의 피험자만 사용하였으므로 보다 다양한 

여유량과 피험자에게서 연구 결과를 실물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남아있

다. 실험복의 소재를 머슬린으로 통일하고 안감을 넣지 않았으므로 재킷 

소재로 가장 많이 쓰이는 모를 사용하고 안감을 넣었을 경우에서도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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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재킷 패턴의 최적 변형단계 검증을 위한 가상착의 상태

유형 1 소속 확률 0.75 이상 피험자 (가슴둘레 여유량 4.0cm)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유형 1 소속 확률 0.75 이상 피험자 (가슴둘레 여유량 6.0cm)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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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소속 확률 0.75 이상 피험자 (가슴둘레 여유량 8.0cm)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유형 1 소속 확률 0.75 이상 피험자(가슴둘레 여유량 10.0cm)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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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2 소속 확률 0.75 이상 피험자(가슴둘레 여유량 4.0cm)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유형 2 소속 확률 0.75 이상 피험자(가슴둘레 여유량 6.0cm)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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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2 소속 확률 0.75 이상 피험자(가슴둘레 여유량 8.0cm)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유형 2 소속 확률 0.75 이상 피험자(가슴둘레 여유량 10.0cm)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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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 소속 확률 0.75 이상 피험자(가슴둘레 여유량 4.0cm)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유형 3 소속 확률 0.75 이상 피험자(가슴둘레 여유량 6.0cm)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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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 소속 확률 0.75 이상 피험자(가슴둘레 여유량 8.0cm)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유형 3 소속 확률 0.75 이상 피험자(가슴둘레 여유량 10.0cm)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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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4 소속 확률 0.75 이상 피험자(가슴둘레 여유량 4.0cm)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유형 4 소속 확률 0.75 이상 피험자(가슴둘레 여유량 6.0cm)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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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4 소속 확률 0.75 이상 피험자(가슴둘레 여유량 8.0cm)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유형 4 소속 확률 0.75 이상 피험자(가슴둘레 여유량 10.0cm)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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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5 소속 확률 0.75 이상 피험자(가슴둘레 여유량 4.0cm)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유형 5 소속 확률 0.75 이상 피험자(가슴둘레 여유량 6.0cm)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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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5 소속 확률 0.75 이상 피험자(가슴둘레 여유량 8.0cm)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유형 5 소속 확률 0.75 이상 피험자(가슴둘레 여유량 10.0cm)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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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소속 확률 0.75 미만 피험자 (가슴둘레 여유량 4.0cm)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유형 1 소속 확률 0.75 미만 피험자 (가슴둘레 여유량 6.0cm)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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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소속 확률 0.75 미만 피험자 (가슴둘레 여유량 8.0cm)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유형 1 소속 확률 0.75 미만 피험자(가슴둘레 여유량 10.0cm)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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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2 소속 확률 0.75 미만 피험자(가슴둘레 여유량 4.0cm)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유형 2 소속 확률 0.75 미만 피험자(가슴둘레 여유량 6.0cm)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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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2 소속 확률 0.75 미만 피험자(가슴둘레 여유량 8.0cm)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유형 2 소속 확률 0.75 미만 피험자(가슴둘레 여유량 10.0cm)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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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 소속 확률 0.75 미만 피험자(가슴둘레 여유량 4.0cm)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유형 3 소속 확률 0.75 미만 피험자(가슴둘레 여유량 6.0cm)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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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 소속 확률 0.75 미만 피험자(가슴둘레 여유량 8.0cm)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유형 3 소속 확률 0.75 미만 피험자(가슴둘레 여유량 10.0cm)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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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4 소속 확률 0.75 미만 피험자(가슴둘레 여유량 4.0cm)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유형 4 소속 확률 0.75 미만 피험자(가슴둘레 여유량 6.0cm)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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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4 소속 확률 0.75 미만 피험자(가슴둘레 여유량 8.0cm)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유형 4 소속 확률 0.75 미만 피험자(가슴둘레 여유량 10.0cm)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 234 -

유형 5 소속 확률 0.75 미만 피험자(가슴둘레 여유량 4.0cm)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유형 5 소속 확률 0.75 미만 피험자(가슴둘레 여유량 6.0cm)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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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5 소속 확률 0.75 미만 피험자(가슴둘레 여유량 8.0cm)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유형 5 소속 확률 0.75 미만 피험자(가슴둘레 여유량 10.0cm)

변형 안 함 1/3 변형 2/3 변형 최대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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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a Pattern Generation Algorithm 
for Men's Jacket according to the Types of 

Body Surface Development Figure
In Hwa Kim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enerate men's jacket pattern

customized to a wide diversity of body shapes. To achieve this

purpose, a pattern generation algorithm which can modify standard

jacket pattern to a customized jacket pattern is developed by applying

body surface development figure to the patter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as follows:

First, research pattern drafting method is developed by analysing

men's jacket customer's garment ease preference, conventional men's

jacket drafting methods and in-depths interviews on menswear

modelists in active service. Garment ease amount is settled according

to the men's jacket customer's garment ease preference. The research

pattern has 6.0~10.0cm of ease amount on chest circumference,

2.3~3.7cm on sleeve length and 0.6cm on shoulder width. On waist

circumference and hip circumference, 'Chest-Waist drop'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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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t-Hip drop' amount on finished pattern are presented to

maintain ideal jacket silhouette. Armhole depth, back length, front

interscye and back interscye sizes of the pattern are calculated by

pattern drafting formulas which are proportional to major body sizes

such as stature or chest circumference. These drafting formulas are

developed by linear regression analysis to the 'The 5th Size Korea'

data. The shoulder slope and armhole depth of the pattern are

controlled according to the shoulder slope angle of the body.

Second, Classification method for the body surface development

figures is developed. The seam positions of the men's jacket patterns

are reflected to development process of the body surface and the

partial sizes of the development figure are measured. The sizes

measured on the body surface development figures are entered into a

factor analysis and 5 factors are deduced. The factor scores are

entered into a k-means cluster analysis and 5 types of body surface

development figure are classified. Type 1 has flat chest and rear-tilted

back. It is named as 'straight type'. Type 2 has flat hip, front-tilted

back and prominent abdomen. It is named as 'swayback type'. Type

3 has prominent hip and bended shoulder. It is named as

'bend-forward type'. Type 4 has rear-tilted chest and prominent

abdomen. It is named as 'lean-back b type'. Type 5 had rear-tilted

shoulder and flat abdomen. It is named as 'lean-back I type'. A

regression equations to estimate belonging probability to each

development figure type is developed using logistic regression. The

classification accuracy of the regression model is 90.8% on average.

Third, a pattern generation algorithm is developed which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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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y standard jacket pattern to a customized jacket pattern by

applying body surface development figure. A standard jacket pattern

is overlapped on the body surface development figure and modifi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figure shape. A garment ease amount

equal to the jacket pattern is assigned to body surface development

figure to control the effects caused by the ease amount difference

between the pattern and the development figure. A 'maximally

modified pattern' is generated by applying body surface development

figure shape maximally to the pattern. A '1/3 modified pattern' and a

'2/3 modified pattern' is generated between the 'maximally modified

pattern' and 'non-modified pattern' and totally 4 levels of pattern

modification is suggested. Optimized pattern modification levels are

verified by the sensory evaluations to the virtual fitting images of the

research jacket. When the belonging probability to each development

figure type is high, jacket patterns need higher levels of modification.

An ease amount of the pattern doesn't have a decisive effect to the

optimized pattern modification levels. Body surface development

figure type 2 needs the highest level of modification and body

surface development figure type 4 needs the lowest level of

modification.

The jacket patterns modified by the optimized pattern modification

levels show superior result to the conventional jacket patterns on

'wrinkle occurrence level evaluation' and 'ease amount suitability

evaluation'. But on the 'motion suitability evaluation', conventional

jacket patterns show superior result to the research jacket patterns

The ease amount of research jacket pattern is adjusted accord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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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n's jacket customer's garment ease preference so that it could

show good jacket fit without actual fitting process. And the research

pattern modification process is designed through the sensory

evaluation results of the optimized pattern modification level, so it

can generate optimized jacket pattern without subjective judgments of

men. If the research pattern drafting and modifying process is

converted into the computerized pattern generation program, an

automated customized jacket pattern generation system could be

developed.

keywords : Men's Jacket, Customized Garment Pattern,

Body Surface Development Figure, Virtual Ga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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