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의류학석사 학위논문 

 

원단 두께가 실제 및 가상의복의 

맞음새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 

 

 

 

 

 

 

2020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이 나 래 

 



 

  

원단 두께가 실제 및 가상의복의 

맞음새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 

 

 

 

지도교수  남 윤 자 

 

이 논문을 의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 년  5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이 나 래 

 

이나래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 년  7 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i 

초록 

 

원단 두께가 실제 및 가상의복의 

맞음새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이나래 
 

 

본 연구는 원단 두께에 따른 여성 테일러드 재킷을 실제와 

가상으로 착의하여 원단 두께별 패턴 보정법을 설계하고 

실제착의와 가상착의 간의 비교를 통해 두께 물성에 대한 기초적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두께 외 다른 

원단 물성을 최대한 통제한 세 가지 두께의 울(wool) 원단과 기본 

테일러드 재킷 패턴을 선택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무 패턴 

전문가와 심층면담을 통해 원단 두께별 패턴 보정법을 획득한 후 

두께에 따른 맞음새 차이로 인해 도출된 차이를 통합하여 원단 

두께별 재킷 패턴 보정법을 설계하였고, 이에 대한 맞음새 개선도를 

확인하였다. 그 다음, 동일한 원단과 재킷을 가상착의 프로그램에서 

구현하여 원단 두께에 따른 겹 표현의 차이와 실제착의와 가상착의 

유사도를 비교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실무 패턴 전문가 심층 면담을 통해 원단 두께에 따른 패턴 

보정에 대해 고찰한 결과, 재킷의 경우 원단 두께가 증가하면 전체 

패턴의 둘레와 길이의 여유량과 부위별 여유량이 각각 다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께에 따라 의복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패턴 자체가 작거나 시접이 뭉치는 부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원단 두께에 따른 맞음새를 확인한 결과 원단 두께의 

증가에 따라 부분별 맞음새가 나빠지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 

차이가 가장 유의한 항목은 정면 목너비와 후면 젖가슴둘레, 

진동깊이, 칼라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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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재킷 부위별 맞음새 평가 결과와 두께에 따른 재킷 여유량, 

제도법의 관계를 고려하여 테일러드 재킷의 두께별 패턴 보정 

포인트와 보정양을 설계하였다. 그 결과, 몸판의 둘레와 길이가 

증가하였고, 암홀과 목너비는 파주었고, 소매산과 소매 아웃심이 

증가하였으며, 라펠, 겉칼라, 포켓 플랩의 외곽선과 겉칼라의 

뒷중심을 늘려주었다.  

넷째, 설계된 재킷 보정법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수정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2차 맞음새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보정 전은 

대부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와 두께에 따른 평가 차이가 

있었지만 보정 후는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오며 원단 두께에 따른 

평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다섯째, 가상착의 시스템에 대해 고찰한 결과, 현재 원거리 

작업에 있어서 빠른 시뮬레이션으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지만 

기능적 향상을 위해서는 원단 물성의 향상이 필요하며 물성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파악되었다.  

여섯째, 가상착의 상 두께에 따라 겹의 차이가 있는지 본 결과 

원단 두께가 상승할수록 한 겹과 두 겹의 평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가상착의 실물 구현도에 두께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본 

결과 당기는 주름을 제외하고는 원단이 두꺼워 질수록 실루엣, 

두께감, 군주름, 부위별 형태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유분의 경우 허리둘레는 유사도가 제일 낮은 편인 반면 엉덩이 

둘레는 제일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원단 두께별 테일러드 재킷을 실제와 가상으로 

제작하여 원단 두께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원단 

두께의 영향을 실제와 가상으로 비교하고, 두께에 따른 패턴 

보정법을 설계하여 가상착의 시스템 개선과 의복 개발의 기초적 

데이터를 정량화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가상착의, 가상의복, 원단 물성, 원단 두께, 패턴 보정, 

테일러드 재킷 

학   번 : 2018-2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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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개별적으로 발달한 결과물들을 유기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으로 

그 본질에는 제조업의 혁신과 디지털 제조가 있다(김나래, 2018). 산업 혁명 이전의 의

복은 모두 수작업으로 제작된 맞춤복의 형태를 가졌지만 18세기 중반 시작된 기술 혁신

은 섬유 산업과 봉제 산업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이는 의복의 형태를 완전히 바꿔 놓는 

계기로 표준화된 체형과 함께 기성복이 등장했다. 이러한 기술의 진화 속에서 의류산업

은 대량생산 공정의 기초를 탄탄히 다진 후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타고 실제와 가상을 

통합시키는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화 되어가고 있다(Schwab, 2016).  

의류산업은 전반에 걸쳐 디지털화 되며 기획과 생산 단계에서 CAD(computer-aided 

design)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현재 패턴 제작과 그레이딩, 마킹을 넘어 3D 시뮬레이

션 또는 가상착의 기술에 확대되며 디자인 개발과 생산, 유통 과정에서 시간과 자원의 

절약을 가능하게 하고있다(곽연신, 2018). 가상착의 기술은 완전한 디지털 클로딩

(digital clothing)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컴퓨터상에서 디자인 된 의복 패턴을 제도하고

(pattern making), 텍스타일을 지정한 후(mapping), 봉제(garment construction)를 거

쳐, 아바타(avatar)에 착의(simulation)시키는 과정의 마지막에 있다(김안나, 2009; 류

한나, 2014). 

3D 가상착의는 최근 의복 설계 과정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차지하는 프로토 샘플을 

대체하여 제품 기획 단계를 축소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실제 

의복의 형태와 가상 의복의 형태의 간극에 의해 현재 실제 샘플이 아닌 예비 샘플로 제

한되거나 맞음새가 요구되지 않는 옷 위주로 가상착의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주경식, 

정연희, 2016; 곽연신, 2016). 그리하여 의복 설계 과정에서 3D 가상착의 활용도를 높

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적 향상을 통해 실제착의에 대한 가상착의 실물 재현이 개선

되어야 한다.  

하지만 가상착의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많은 기술 개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제와 

가상의복의 차이, 가상의복의 부자연스러움, 사용 불편성 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

기되고 있다. 가상착의가 실물을 재현하는 것에는 패턴, 봉제, 원단 물성 등 다양한 요소

가 작용하지만 실제와 가상 의복의 유사함에 대한 연구에 비해 소재의 물성 변화를 주도

적으로 반영한 연구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이희란, & 홍경희, 2017). 그 중에서도 

원단의 두께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생활 수준이 나아짐에 따라 의복을 통한 자아실현 욕구가 

커지며 점점 개인의 요구와 기대가 다양해지게 되었다. 이에 과거 가격경쟁에서 

품질경쟁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며 생산자 중심의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 3차원 기술에 

기반을 둔 소비자 중심의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Mass customization) 방식으로 

넘어가고있다(김경선, 2018). 집단의 고객이 아닌 소비자 개개인의 요구에 따라 신체 

적합성이 높으며, 기능적이며, 미적인 의복(김민경, 2012)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3D 

가상착의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가상착의의 문제점들에 의해 특정 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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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특정 회사들에서만 한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상착의 시스템의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는 원단의 물성 표현을 향상시키는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단 두께별 테일러드 재킷을 실제와 가상으로 제작하여 두께에 

따른 재킷 패턴 맞음새를 비교 분석한 후 전문가 심층면담으로 도출된 패턴 보정법과 

통합하여 원단 두께에 따른 패턴 보정법을 설계하고 실제착의와 가상착의 두 시스템 

간의 유사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상착의 시스템을 기능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기초자료인 원단 두께별 패턴 보정법을 정량화하고 현재 가상착의 시스템에서 

두께 표현에 대한 기능적 검증을 통해 가상착의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여 기술 상용화를 

이루고 나아가 의류산업의 디지털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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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원단 두께에 따른 여성 테일러드 재킷을 실제와 가상으로 착의하여 원단 

두께별 패턴 보정법을 설계하고 실제착의와 가상착의 간의 비교를 통해 의류산업의 

디지털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무 패턴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해 테일러드 재킷 패턴의 원단 두께별 보정 

포인트와 보정양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원단 두께별 제작된 재킷의 실제착의에 대해 전문가 시각적 평가를 실시하고 

두께별 맞음새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원단 두께별 보정법을 설계하고 그에 따른 전문가 시각적 평가를 시행하여 패턴 

보정 후 맞음새 개선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실무 패턴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해 패턴사의 관점에서 가상착의 시스템의 

기능적 현황 및 개선방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섯째, 원단 두께별 제작된 재킷의 가상착의에서 한 겹과 두 겹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여섯째, 원단 두께별 제작된 재킷의 가상착의와 실제착의 유사도 평가를 시행하여 

실물 구현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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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패턴 보정 
 

산업혁명 이전 인간이 착용하는 의복은 원단의 종류와 구성의 정교함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 맞춤복의 형태를 가졌었다. 하지만 18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기술 

혁신으로 섬유 산업과 봉제 산업은 의복의 형태를 크게 바꿔 놓게 되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시작된 기성복은 세계 전쟁을 거치며 군복을 통해 개발되고 발전해 나아갔다. 이를 

통해 의복 제작의 측면에서는 사이즈 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였고 대량생산 방식으로 인해 

효율성이 올라가며 표준화된 상품을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의류산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고객 개인의 요구와 기대가 다양해지며 점점 소비자 

주도적 형태로 바뀌고 있다. 그리하여 단순하게 표준화 된 기성복에서 신체적합성이 

높으며, 기능적이며, 미적인 의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김민경, 2012). 이런 과정에서 

의복의 기본 설계도와 같은 패턴이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되어왔다. 그리하여 기본 

원형에 대한 패턴 연구에서 나아가 세분화 된 패턴의 기초 연구들이 이루어지며 패턴을 

여러 요인들에 의해 보정을 하는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패턴의 보정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고 패턴 보정 방법에 대한 관련 연구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1.1 패턴 보정 요인 

 

의류 제품은 개인의 정체성의 외적 표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매우 

고객지향적이며 개인화된 제품이다. 이에 체형에 더 잘 맞고, 의복의 기능을 충족시키며, 

또한 미적으로 훌륭하도록 기본 패턴 원형의 보정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왔다. 

선행연구에 나타난 패턴 보정법은 크게 두 가지의 요인으로 나눠 볼 수 있다 <표1>. 

첫째, 체형에 따른 보정과 둘째, 소재에 따른 보정이다.  

 

 

1.1.1 체형에 따른 보정에 관한 연구 

 

윤을요(2011)는 하나의 상의 원형 패턴으로 인해 발생하는 체형별 오차를 최소화하여 

대량생산의 효율성은 유지하며 개인적 특성은 충족시키기 위해 패턴을 체형별로 

세분화하였다. 국내 20대 여성의 체형을 크게 작은역삼각형체형, 큰삼각체형, 

역삼각체형, 사각체형으로 구분하여 각 체형별 원형 패턴에 대한 패턴 계산식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각 연구 원형을 실제 제작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김효숙(2017)은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변화에 따른 팬츠의 맞음새와 착용감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시니어 여성 팬츠 패턴을 설계하였다. 패션업체에서 사용하는 팬츠 

패턴과 교육용 패턴을 비교 분석하여 복부비만, 엉덩이 꺼짐, 다리가 얇아지는 형상 

등의 신체적 변화를 반영한 팬츠 패턴을 개발하였다. 피험자 연령 평균 범위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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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시니어에 대해 착의평가를 실시하여 맞음새와 동작기능성의 향상 정도를 

확인하였다.  

이선경(2012)은 특이 체형 중 가슴이 큰 여성들이 기성복 재킷을 구입시 겪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체형적 특성을 고려한 패턴을 연구하였다. 기성복 재킷의 경우 

젖가슴둘레의 치수가 맞지 않아 단정해 보이지 않는 등의 불편함을 야기한다. 그리하여 

연구자는 가슴이 큰 여성 2명을 피험자로 선정하여 다트량, 가슴둘레, BP 점의 수정을 

통해 패턴 보정을 실시하여 최종 재킷 패턴을 개발하였다.  

조선아(2017)는 처진 어깨로 인해 발생하는 맞음새를 개선하기 위해 20대 여성의 

타이트 블라우스 패턴 보정 연구를 실시하였다. 어깨가 처진 20대 여성이 블라우스를 

입었을 때 발생하는 어깨의 군주름 문제를 보완하고자 연구자는 업체들의 블라우스 

패턴과 어깨 각도 별 20대 성인 여성의 체형을 연구했다. 20대 피험자 3인의 어깨점과 

겨드랑이끝점을 이동하여 체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한 블라우스 보정 패턴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이 체형에 따른 보정은 신체 특성에 대한 연구와 복종별 특징에 대한 연구들이 

모두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요소에 의한 패턴 보정은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1.1.2 소재에 따른 보정에 관한 연구 

 

박상근(2016)은 다운(down)의 중량감에 따른 다운점퍼의 패턴 설계를 위해 

다운양에 따른 패턴 여유분을 연구하였다. 여성복 브랜드 4곳의 다운 제품 치수와 패턴 

치수를 비교하여 그 중 하나를 실험용 연구패턴으로 설정하여 착의평가를 실시하였다. 

210g의 다운 중량감을 기본으로 원형 패턴을 제시한 후, 140g과 280g의 다운양에 

적용한 패턴 여유분을 제시하였다.  

신현숙(2011)은 중년여성의 체형 변화를 효과적으로 보완해주는 피혁 재킷을 

개발하기 위해 양피, 우피, 돈피의 패턴 제작 방법과 봉제 방법에 대해 연구했다. 

브랜드들의 피혁 재킷 생산 현황을 조사한 후 주로 사용되는 소재와 치수를 이용하여 

각각 실험복을 제작한 후 각 피혁 종류에 합당한 패턴 제작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피혁 제품에 특수한 봉제방법을 연구하여 제작방법을 제시하였다.  

최창숙(2008)은 소재의 신축성으로 인해 변화하는 의복의 형태 안정성 및 외관 

심미성을 향상하기 위해 신축 정도에 따른 패턴 보정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주요 

소비층이며 신체적 변화가 큰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재킷의 스트레치성에 따른 적절한 

여유량을 연구하였다. 그러기 위해 스트레치성이 많은 소재와 거의 없는 소재로 각각 

실험복을 제작하여 2회의 착의실험을 실시하였고 개발 패턴을 제시하였다.  

장세은(2006)은 재킷 소재의 특성에 따라 테일러드 재킷의 맞음새를 향상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의류 업체에서 사용하는 패턴을 활용하여 3가지 소재로 테일러드 

재킷을 제작하고 착의실험을 실시하였다. 총 3회의 착의실험을 통해 소재 특성을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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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을 개발하였고 각 소재에 따른 연구용 재킷 패턴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이 한 소재의 전체적인 물성에 따른 연구가 진행되고 소재의 신축성과 같은 

물성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 되었지만 두께 물성을 대상으로 주도한 연구는 미비하며, 

특히 원단 두께가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1.2 패턴 보정 방법 

 

의복 패턴은 기본 원형의 설계 이후에도 체형, 원단 물성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보정이 된다. 선행연구를 보면 패턴 보정 방법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눠 볼 수 있다 

<표1>. 첫째, 전체적인 패턴의 보정과 둘째, 부분적인 패턴의 보정이다. 여러 요인에 

의해 전체적인 패턴을 수정하는 경우 대부분 생산 사이즈 패턴을 추가하는 그레이딩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였으며 부분적으로 패턴을 보정하는 경우 의복의 부위별 디자인 

요소에 따라 연구되었다.  

 

1.2.1 패턴의 전체 보정에 관한 연구 

 

정명숙(2019)은 인체의 기본치수로 제도한 원형의 신체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부위별 

치수 변화를 반영한 그레이딩 보정값을 연구하고 패턴을 제공하였다. 어패럴 CAD를 

이용하여 20대 후반 여성을 대상으로 상의 원형을 제도한 후 부위별 치수 증감을 

적용하여 패턴을 제작 후 착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에 신체적합성이 높으며 향상된 

의복 맞음새를 가진 그레이딩 패턴을 획득하였다.  

이희란(2016)은 표준 사이즈에서 벗어난 다양한 사이즈의 소비자들을 위한 바지 패턴 

사이즈 변형에 대해 연구하였다. 패턴의 사이즈를 변형 시키는 오프셋 방법과 절개형 

그레이딩 방법을 통해 패턴을 설계 후 3차원 가상으로 착의평가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패턴을 변형시킬 때 패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고 표준 

사이즈가 아닌 소비자를 위한 패턴 제안을 위해 3차원 데이터를 2차원 패턴으로 

전개하였다.  

임지영(2009)은 중년 여성의 복부비만에 의한 체형 특성을 반영한 패턴 보정 및 

그레이딩에 대해 연구하였다. 복부비만으로 인한 체형적 특성을 고찰하고 하반신 치수 

증감량을 조사하여 그레이딩 포인트를 설정한 후 룰을 개발함으로써 신체적합성이 

향상된 슬랙스 패턴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패턴의 전체 보정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들이 

복종에 따른 또는 연구대상의 체형적 특성에 따른 전체 사이즈 그레이딩에 대한 연구를 

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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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패턴의 부위별 보정에 관한 연구 

 

안화노(2008)는 테일러드 재킷의 칼라 패턴을 개선하고자 기성복 업체에서 사용되는 

3개의 기본 재킷을 활용하여 18-20세의 여성 피험자 3명에게 착의 시켰다. 그 중 착의 

외관 평가가 좋은 재킷 원형을 활용하여 테일러드 칼라의 눕힘분, 고지라인 위치, 각도, 

외곽선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보정하여 실험복을 제작하였다. 그렇게 제작된 실험복을 

통해 개선된 테일러드 재킷 칼라의 패턴을 제공하였다.   

이소영(2011)은 테일러드 재킷의 칼라 눕힘분에 따른 칼라와 라펠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총 6개의 실험복 재킷을 대상으로 칼라 눕힘분에 변화를 주며 그 외 

칼라너비, 스탠드분, 라펠 꺾임점, 원단 등을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그리하여 재킷의 

칼라 및 관련 구성 요소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심미적으로 향상된 칼라 눕힘분을 

제시하였다.  

이은혜(2011)는 여성의 권력을 표현하는 의상 트렌드인 파워숄더의 패턴을 연구하여 

디자인 형태와 어깨 각도에 따라 변형되는 패턴을 제시하였다. 어깨 변형에 따라 어깨와 

소매산 높이를 변형한 소매패턴과 소매 변형에 따라 소매산의 둘레를 변형한 

소매패턴으로 나눠 패턴을 제작하였다.  이에 외관평가를 실시하여 형태와 각도에 따른 

파워숄더 패턴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복종별, 디자인별 요소에 대한 패턴 보정법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있으나, 

전체적인 패턴 보정과 부분별 보정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제 2 절 가상착의 
 

산업혁명을 통해 의복 생산은 자동화를 거치며 이전에는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이전과 달리 기계를 활용하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의복 생산 과정은 많은 부분 컴퓨터로 대체되며 디지털 의류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의복 디자인, 패턴 제도, 그레이딩, 마킹, 등 여러 핵심 과정들이 컴퓨터를 통해 

작업되며 디지털 기술이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넘어 완전한 디지털 클로딩(digital 

clothinig)의 구현이 가능해졌다(김안나, 2009). 3차원 가상의 공간에서 완성된 옷을 

착의한다는 의미로 ‘가상착의’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다소 최근 개발된 시스템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학계에서도 가상착의 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의류학 

분야에서 3D 가상착의 시스템의 역량과 한계점에 대한 관련 연구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오송윤(2015)은 3D 시스템으로 실현한 가상 샘플이 실제를 대체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기초자료로서 소재물성별 실물 재현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실제와 

가상착의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마네킹을 이용하고 소재에 따라 실루엣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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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큰 플레어 스커트를 활용하여 총 12개의 실제 스커트와 36개의 가상 스커트를 

제작하여 비교하였다. 그리하여 원단별 물성의 차이에 따라 실제와 가상 스커트의 

외관에 차이를 확인했다.  

이희란(2017)은 실제착의와 가상착의를 할 때 실제 소재의 특성이 가상에서 유사하게 

표현되기에 충분한지 알아보기 위해 원단 종류별 비교 연구를 진행했다. 앞판과 뒤판의 

실루엣이 다른 스커트를 실제 소재 5종류와 그와 유사한 가상 소재 9종류로 제작하여 

외관을 평가하였다. 이에 면과 양모는 유사한 외관을 가진 반면 실크, 레이온, 폴리와 

같은 소재들은 실제와 가상의 간극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곽연신(2016)은 의류 제품을 기획할 때 가상착의를 통해 외관 평가가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20대 여성 테일러드 재킷에 대해 외관 평가를 진행하였다. 실제 의류 

제품 기획의 주체가 되는 디자이너 집단과 패턴사 집단을 나누어 집단별 외관 평가의 

차이를 분석하고 실제착의와 가상착의 외관 유사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가상착의에 대한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두께 물성에 

집중하여 가상착의 시스템을 검증하고 가상착의 기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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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정량화 되어있지 않은 원단의 두께 별 패턴 보정법에 대해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방법과 착의 실험을 통한 양적 방법으로 두 종류의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이것을 

합치는(merge) 방식으로 두께별 패턴 보정법을 설계하였으며 각 단계별 연구 내용 및 

방법은 <표3-1>과 같다. 

 

 

<표3-1> 연구 방법 및 내용 

1. 원단 두께 별 실제 착의 

① 심층면담을 통한 원단 두께 별 실무 패턴 보정법 

 두께별 원단 선택 

 실험복 디자인 설계 및 패턴 제도 

 연구 참여자 선정 

 반구조화된 심층면담 및 패턴 보정 시연 실시 

② 원단 두께 별 테일러드 재킷 맞음새 평가 

 테일러드 재킷 샘플 제작 

 연구 참여자 선정 

 재킷 두께별 맞음새 평가 

③ 원단 두께별 테일러드 재킷 패턴 보정법 설계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 통합 

 원단 두께 별 패턴 설계 

④ 원단 두께별 테일러드 재킷 맞음새 개선도 평가 

 원단 두께별 재킷 제작 

 보정 후 재킷 맞음새 평가 

 

2. 원단 두께 별 가상 착의 

① 심층면담을 통한 가상착의 프로그램의 고찰 

 반구조화된 심층면담 

 가상착의 프로그램 장단점 및 기능적 현황 

② 가상착의 원단 겹 별 표현도 

 가상 실험복, 바디, 원단 제작 

 한 겹과 두 겹 시뮬레이션 

 겹의 표현 유사도 평가 

③ 가상착의 원단 두께별 실물 구현도 

 실제착의와 가상착의 유사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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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실험복 설계 
 

1.1 두께 별 원단 선정 

 

원단의 두께에 따른 차이 감별을 위해 자극물은 다른 물성을 최대한 통제한 울(wool) 

원단을 기준으로 두께 측정기(Mitutoyo, Japan)을 이용하여 두께를 측정하였다. 

예비실험에서 원단 두께를 다양하게 제시할 경우 두께 감각을 정략적으로 측정하기 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단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테일러드 재킷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최소 두께와 최대 두께를 선정하고 그 중간의 두께에 따른 원단을 추가적으로 

선택하였다. 각 원단의 두께는 <표3-2>와 같다.  

 

<표3-2> 실험용 원단 물성 

구분 두께(mm) 중량(g/m2) 혼용율 직조방법 

A 0.317 1.15 w97, l3 플라넬 

B 0.629 1.60 w100 플라넬 

C 1.015 2.43 w90, p10 플라넬 

Note: w: wool, l: lycra, p: polyester 

  

1.2 실험복 설계 

 

원단 두께 별 실험복의 디자인은 <그림3-1>과 같이 테일러드 재킷 중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을 선택했으며, 프린세스 라인을 갖춘 투 버튼 재킷이다. 원단 두께의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 테일러드 재킷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의 아이템 안에 칼라, 라펠, 

프린세스라인, 암홀, 소매산 등 다양한 구성 요인을 포함하며 구조적으로 무조건 두 

겹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림3-1> 실험복 디자인 도식화 

 

교육용 여성복 원형에 대한 연구에 따라 이형숙, 남윤자(2007)의 원형이 교육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고 하여 이형숙, 남윤자의 테일러드 재킷 패턴 제도법을 이용하여 

제도하였으며, 사용된 치수는 <표3-3>과 같다(오송윤 2012). 제도 된 기본 패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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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선택된 실험 소재 중 가장 기본 원단인 A의 두께를 기준으로 제도 되었다.  

 

<표3-3> 실험복 제도에 사용된 인체 치수 

항목 치수 항목 치수 

가슴둘레 84 엉덩이둘레 92 

허리둘레 66 등길이 39 

(단위 : cm) 

 

1.3 실험복 실제착의 

 

실제 착의 실험을 위한 테일러드 재킷의 제작 방법은 장세은(2006)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두께 별 겉감의 차이 외 다른 요소들을 통제하기 위해 심지는 얇은 접착 

심지를 동일하게 접착하였다. 전체적으로 심지가 접착된 부위는 앞판, 안단, 겉 칼라, 겉 

포켓 플랩이며 부분적으로 심지가 접착된 부분은 앞 옆판, 뒤판, 옆 뒤판, 그리고 몸판과 

소매의 밑단 부분이다. 라펠과 겉칼라 꺾임선에는 테이프를 부착하여 라펠과 칼라가 잘 

넘어가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단 두께의 미세한 차이의 영향을 보기 위해 사진촬영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이후 가상착의에서 동일한 착의 환경을 유지하고자(오송윤, 

유은주 2015) 재킷 착의 모델은 인체가 아닌 더미를 선택하였다. 앞서 실험복 패턴 

제도에 사용된 치수에 부합하는 H업체의 20대 여자 중심 사이즈 더미 바디를 

사용하였다. 더미의 사진은 <그림3-2>와 같으며 바디의 측정 치수와 재킷 제도에 

활용된 치수의 비교는 <표3-4>에 제시하였다. 바디에 실험복을 착용시킨 후, 1.5m의 

거리를 동일하게 유지하며 정·측·후면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림3-2> 재킷 착의에 사용된 더미 바디 

 

<표3-4> 더미 바디의 측정 치수 

항목 치수 항목 치수 

가슴둘레 85 엉덩이둘레 91.5 

허리둘레 66.5 등길이 38 

(단위 :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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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상착의 설계 

 

본 연구에서는 가상착의를 위해 한국 CLO Virtual Fashion Inc.의 “CLO” 프로그램을 

선정하였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CLO는 현재 해외 각국 100개 이상의 패션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대학에서도 의류학 관련 연구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윤사아 

2015). 또한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전단, 굽힘 강도, 밀도 등 물성값 조절도 가능하지만 

시중에 제공되는 가상착의 프로그램들 중 유일하게 두 겹 표현이 가능하다(이희란, 

홍경희 2017). 테일러드 재킷의 경우 라펠과 칼라의 구조상 두 겹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정확한 표현이 불가하다. 

재킷 패턴의 디지털화를 위해 Calcomp사의 디지타이저를 사용해 Yuka CAD 

System(Youth Hitech co., Ltd)에서 종이 패턴을 DXF 형식으로 변환한 후 

CLO프로그램에서 불러왔다. 원단의 물성을 실제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그림3-

3>에 나와있는 CLO Virtual Fashion사에서 개발한 물성 장비를 이용하여 원단들의 

정확한 물성을 추출하였다. 물성 장비로 원단의 두께, 무게, 강도, 신축성 및 굽힘강도를 

측정하여 정리된 측정값을 CLO 프로그램의 에뮬레이터(emulator) 기능으로 실제와 

동일한 가상 원단을 제작하였다. 또한 원단의 색상을 실제와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실제 

원단을 HP Laserjet Pro MFP를 이용하여 스캔하여 물성 정보에 추가하였다.  
 

 
<그림3-3> CLO사의 물성 장비 

 

1.5 실험복 가상착의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바디의 3D 스캔 형상을 가상착의에서 활용하기 위해 3D 핸디 

스캐너(Artec Eva Hand-held 3D Scanner)를 이용하여 3D 형상 데이터 추출하였고 

그것을 처리하고 표현하는 프로그램(Artec Studio 11 Professional)을 사용하여 3D 

바디를 획득하였다 <그림3-4>. 이렇게 획득한 바디를 가상착의 프로그램으로 

import하여 가상으로 재킷을 착의하는데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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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 Artec Eva 3차원 핸디 스캐너 (www.exactmetrology.com) 

 

 

디지털화 된 테일러드 재킷 패턴과 3D 바디를 CLO에서 불러와 시뮬레이션

(simulation)을 실행하였다 <그림3-5>. 실제 실험복과 동일한 제작 방법을 위해 접착 

심지와 테이프는 동일한 위치에 부착되었다. 착의 명확도를 높이기 위해 입자 간격은 

5mm로 낮추고 에뮬레이터로 생성된 각 원단을 적용하였다. 렌더링(rendering)을 통해 

사실감을 높이고 각 원단 두께 별 A, B, C 재킷의 시뮬레이션을 정·측·후면 상태로 스

크린 캡처(screen capture) 하였다. 

 

 

 

 
<그림3-5> CLO 가상착의 재킷 시뮬레이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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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원단 두께 별 실제착의 
 

2.1 심층면담을 통한 원단 두께 별 실무 패턴 보정법 

 

본 연구에서 원단 두께 별 보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 실무 패턴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은 반구조화된 면담과 패턴 보정 시연이 

혼용되어 실시되었다. 심층 면담의 반구조화된 질문들은 패턴 제도법과 현업 패턴 

전문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질문지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또한 실무 패턴 보정법이 전문가들의 고유 노하우(know-how)인 만큼 원단 두께 별 

패턴 보정 시연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도출하고자 하였다.  

  

2.1.1 심층면담 참여자 선정 방법 

 

‘실무 재킷 패턴의 특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충분한 지식과 경험으로 두께에 대한 

감각이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목적에 따라 눈덩이 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으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유기웅 외, 2018).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여성복 분야에서 경력 20년 이상 또는 패턴 실장 급’이며  ‘주당 재킷 제도 횟수’가 

5회 이상인 패턴 전문가였다. 눈덩이 표집방법론에 따라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패턴 

전문가들을 연구자의 개인적 연락(personal contact)을 활용하여 접촉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은 <표3-5>과 같다.  

 

<표3-5>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참여자 경력(년) 재킷 제도(개/주) 업체 형태 

1 20 17 캐릭터, 캐주얼 

2 23 5 캐주얼, 아웃도어 

3 25 10-15 캐릭터, 영캐주얼, 부인복 

4 30 5 디자이너 브랜드 

5 25 5 커리어 정장 

 

 

2.1.2 자료수집 

 

각각의 연구 참여자들은 반구조화 된 면담과 패턴 보정 시연을 혼용하여 실시하였으며, 

기본적인 면담 범위와 내용은 <표3-6>과 같다. 개괄적인 패턴 보정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재킷 제도 시 원단 두께 별 주요 보정 부위 및 분량에 대해 조사하였다. 

면담 형태는 개인 대 개인 형태로 약 30~40분 가량 진행되었고 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실시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동의 하에 휴대폰을 사용하여 녹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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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6> 기본적인 면담범위 및 내용 

면담 범위 면담 내용 

개인적 특성 경력, 패턴 종류, 재킷 제도 횟수 등 

패턴 제도에 대한 

기본 문항 

패턴 제도 방식,  

패턴 의뢰 방식 등 

패턴 제도시 

여유량과 맞음새 

패턴 제도 기준,  

여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테일러드 재킷 

패턴에 관한 문항 

여유량 결정 요인,  

보정 요인 등 

 

두께 차이에 따른 패턴 보정 시연에서는 앞서 <그림1>에서 제시한 여성복 테일러드 

재킷 패턴과 <표1>의 실험용 원단 3개의 스와치(swatch)가 제공되었다. 패턴은 실제 

사이즈로 준비되었고, 원단 스와치의 사이즈는 모두 가로 90mm, 세로 130mm이었다. 

패턴 전문가들은 제공된 자극물의 두께를 촉감을 이용해 평가하여 패턴에 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위에 필요한 분량을 표시하였다. 5명의 패턴 전문가 중 3명 이상 

같은 부분에 대해 보정이 필요하다고 언급 또는 표기할 경우 보정 포인트로 잡았으며 그 

값의 평균값을 해당 보정값으로 정하였다. 

 

2.2 원단 두께별 재킷 맞음새 평가 

 

원단 두께에 따라 테일러드 재킷에서 보정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자 맞음새 평가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1 전문가 평가단 

 

재킷 맞음새 평가를 위한 전문가 집단은 의복구성분야에 전반적인 이해가 깊어 시각적 

판단경험이 풍부하고 부분별 맞음새의 미세한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의류학 전공 

박사생 이상 10명으로 구성하였다. 이들은 앞서 촬영한 재킷의 정·측·후면 이미지를 

관찰 후 A재킷을 기준으로 B와 C의 맞음새를 평가하게 하였다. 

 

2.2.2 평가방법 및 항목 

 

맞음새 착의 평가항목은 오송윤(2010)의 연구를 참조하였고, 정·측·후면으로 

분류된 재킷을 정면 목너비,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재킷길이, 칼라, 라펠, 주머니플랩, 

측면 소매산 이즈, 후면 어깨너비,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진동깊이, 칼라로 

총 16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평가 척도는 둘레항목 [1점(작다) ~ 3점(적당) ~ 

5점(크다)], 너비항목 [1점(좁다) ~ 3점(적당) ~ 5점(넓다)], 길이항목 [1점(짧다) ~ 

3점(적당) ~ 5점(길다)], 부위별 항목 [1점(작다) ~ 3점(적당) ~ 5점(크다)]로 

구성하였다. 평가지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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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원단 두께별 재킷 패턴 보정법 설계 

 

본 연구에서는 질적 방법으로 획득한 실무 패턴자들의 관점을 통해 양적 방법으로 

획득한 결과를 이해하여 두 종류의 데이터를 합치는(merge) 방식으로 원단 두께 별 

패턴 보정법을 설계하였다. 그러기 위해 실무 패턴 보정법과 맞음새 평가에 더불어 

이론적 고찰을 통해 교육용 교재의 패턴 보정법을 함께 고려하였다. 실무 패턴 

전문가들의 보정 포인트 중 세 명 이상 언급한 포인트에 대해 맞음새 평가의 결과로 

대조 검토하였고 정확한 보정량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패턴사들의 주관적 데이터와 

교육용 교재의 보정법의 데이터를 함께 나란히 비교(side by side comparison)하여 

통합하였다. 테일러드 재킷의 두께 별 패턴 보정법을 개발하는데 참고하는데 선정된 

교재는 김경선(2018)의 연구를 참고했으며  <표3-7>과 같다.   

 

<표3-7> 교육용 재킷 제도법 

번

호 
저자 서명 

출판 

년도 
출판사 

01 
최경미, 이준옥,  

이형숙, 남윤자 
어패럴 메이킹 여성복 재킷 2009 교학연구사 

02 어미경 기성복 산업패턴 2005 교학연구사 

03 
나미향, 허동진,  

정복희, 이정숙, 김정숙 
산업패턴설계 2000 교학연구사 

04 오선희 서양의복구성 2002 예학사 

05 강숙녀, 김지민 어패럴테크닉 2012 경춘사 

06 김경순 패턴메이킹 1998 교학연구사 

07 천종숙, 오설영 패턴 활용을 중심으로 한 의복구성 2018 ㈜교문사 

08 이승렬 이승렬의 패턴이야기 1 2009 기술과감성 

09 이희춘 패턴의 정석 2012 ㈜교문사 

10 조극영 여성복 패턴 2016 책과나무 

 

2.4 원단 두께 별 테일러드 재킷 맞음새 개선도 평가 

 

원단 두께 별 설계된 패턴 보정법에 따라 재킷 B와 C의 패턴을 보정한 후 각각 

샘플을 새로 제작하였으며 1차 샘플과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테일러드 재킷의 

두께 별 보정 맞음새 개선도는 1차 관능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동일 전문가 집단 10인에게 B와 C 재킷의 보정 전과 보정 후 사진을 제시한 

후 보정 후 재킷의 맞음새를 평가하게 하였다.  

맞음새 착의 평가항목은 1차 맞음새 평과와 동일하게 정·측·후면으로 분류된 

재킷을 정면 목너비,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재킷길이, 칼라, 라펠, 주머니플랩, 측면 

소매산 이즈, 후면 어깨너비,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진동깊이, 칼라로 총 

16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평가 척도 또한 둘레항목 [1점(작다) ~ 3점(적당) ~ 

5점(크다)], 너비항목 [1점(좁다) ~ 3점(적당) ~ 5점(넓다)], 길이항목 [1점(짧다) ~ 

3점(적당) ~ 5점(길다)], 부위별 항목 [1점(작다) ~ 3점(적당) ~ 5점(크다)]로 

구성하였다. 평가지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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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원단 두께 별 가상착의 
 

3.1 심층면담을 통한 가상착의 프로그램의 고찰 

 

가상착의 시스템에 대해 고찰하고 원단 물성 중 특히 두께의 측면에서 가상착의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가상착의를 업무적으로 또는 연구에서 활용한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은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실시되었으며 

질문지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반 구조화된 면담으로 가상착의 기술의 장점과 단점, 

활용도, 물성표현 및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틀을 정하고 면담 시 각 연구 참여자들의 

반응에 따라 추가적 질문(probing question)을 하여 결과 기술에 이용하였다.  

 

 

3.1.1 심층면담 참여자 선정 방법 

 

‘가상착의 시스템에 대해 잘 파악하고 충분한 지식과 경험으로 가상 물성 표현도에 

대한 감각이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목적에 따라 눈덩이 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으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유기웅 외, 2018).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가상착의 기술이 비교적 최신 기술인 것을 감안하여 ‘가상착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전문가로 정하였다. 눈덩이 표집방법론에 따라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패턴 전문가들을 연구자의 개인적 연락(personal contact)을 활용하여 접촉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은 <표3-8>과 같다.  

 

<표3-8>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참여자 총 사용 기간(년) 사용빈도 프로그램 종류 

1 5 한달에 한번 CLO 

2 5 한달에 한번 CLO 

3 6 
2014년과 2018년에 

집중적으로 
CLO 

4 10 일주일에 2-3회 
CLO, Optitex,  

V-Stitcher 

5 14 하루 4시간 CLO 

 

 
3.2 가상착의 원단 겹 표현도 평가 

 

한 겹과 두 겹으로 가상착의 된 재킷의 원단 두께별 외관 유사도에 대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원단 겹의 표현은 현재 개발된 가상착의 프로그램 

중 두 겹 표현이 유일하게 가능한 CLO 3D를 활용하였다. 유사도 평가항목은 

이주현(2007)의 연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테일러드 재킷의 가상착의 별 맞음새 

유사도는 설문조사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착의 평가에 참여했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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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집단 10인에게 재킷 A,B,C의 한 겹 가상 착의와 두 겹 가상착의 스크린 캡처를 

정·측·후면으로 분류하여 제시한 후 유사도를 평가하게 하였다<그림3-6>. 유사도 

평가항목은 여유분, 형태, 두께감, 전체적인 외관 관련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평가척도는 5점 리커트(Likert) 척도 [1점(매우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를 

적용하였다. 평가문항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그림3-6> 가상착의 겹수에 따른 유사도 평가를 위한 시각적 자극물 예시 

 

3.3 가상착의 원단 두께별 실물 구현도 평가 

 

실제착의와 가상착의의 외관 유사도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원단 두께 별 

물리적 형태 특성 평가가 가상착의에서도 유사한지 파악하여 가상착의 프로그램이 원단 

두께에 따른 의복 맞음새를 판단하는데 적합한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사도 평가항목은 

앞서 참조한 이주현(2007)의 연구를 확장시켜 작성하였다. 테일러드 재킷의 가상착의 

별 맞음새 유사도는 설문조사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착의 평가에 

참여했던 동일 전문가 집단 10인에게 재킷 A,B,C의 한 겹 가상 착의와 두 겹 가상착의 

스크린 캡처를 정·측·후면으로 분류하여 제시한 후 유사도를 평가하게 

하였다<그림3-7>. 유사도 평가항목은 실루엣, 여유분, 형태, 주름, 두께감, 전체적인 

외관 관련 총 33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평가척도는 5점 리커트(Likert) 척도 [1점(매우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를 적용하였다. 평가문항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그림3-7> 실제착의와 가상착의 유사도 평가를 위한 시각적 자극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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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데이터 분석 
 

획득한 양적 데이터의 분석은 SPSS 25.0의 통계 프로그램(IBM SPSS Statistics 

25)과 Excel 2016 프로그램(Microsoft Excel)을 사용하였다. 데이터의 분석에 앞서 

정규성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의 표본수가 30 이하 일 때 검정 통계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Shapiro-Wilk test를 실시하여 정규 분포 유무를 확인하였다. 검정 결과 p-

value가 .05보다 작아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이룬다’의 귀무가설이 기각되며 정규 

분포를 이루지 않을 때 사용하는 비모수 통계 방법을 실시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추출한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원단 두께별 맞음새 평가에 대하여 각각 Shapiro-Wilk 

test를 실시하여 정규성 분포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4.1 심층 면담을 통한 원단 두께 별 실무 패턴 보정법 

 

원단 두께 별 패턴 보정법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패턴 시연을 통해 얻은 양적 자료와 

면담을 통해 획득한 보정법을 각 패턴사 별로 통합하였다. 이것으로 각 실무 전문가의 

원단 두께 별 테일러드 재킷 패턴의 보정 포인트와 보정량을 도출했다.  

 

4.2 원단 두께 별 테일러드 재킷 맞음새 평가 

 

Shapiro-Wilk test 결과, p-value가 .05보다 작으므로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데이터는 정규 분포를 이루지 않았다. 따라서 3개 재킷 착장은 비모수 통계 방법 중 

동일 집단과 대응표본이 3개일 때 사용 가능한 Friedman test를 실시하였다. Friedman 

test는 3개의 재킷들 간의 평균수위에 차이에 있는 알아보는 것으로 2-way ANOVA의 

비모수적 검정법이다. 이것을 통해 재킷 A, B, C 간의 맞음새를 평가한 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4.3 원단 두께 별 테일러드 재킷 맞음새 개선도 평가 

 

본 연구에서 보정 후 패턴과 보정 전 재킷의 맞음새를 비교한 데이터에 대한 

Shapiro-Wilk test 결과, p-value가 .05보다 작으므로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데이터는 

정규 분포를 이루지 않았다. 따라서 재킷 B와 C의 패턴 보정 전·후 맞음새 비교는 

대응비교검정의 비모수 통계 방법인 Wilcoxon Signed-Rank 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짝을 이룬 보정 전 관찰치 BC와 보정 후 관찰치 Ba Ca 들이 서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20 

4.4 가상착의 유사도 평가 

 

두 종류의 가상착의 간 유사도를 평가한 데이터와 실제착의와 가상착의 간 유사도를 

평가한 데이터 모두 검사 문항별로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가상재킷 간 

유사도 분석은 A, B, C 재킷의 항목별 평균을 비교분석 하였고, 실제착의와 가상착의 간 

비교는 각 항목 별 카테고리인 실루엣, 여유분, 부위별 형태, 주름양, 두께감, 전체적인 

외관에 따라 평균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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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원단 두께별 실제착의 
 

본 절에서는 원단 두께 별 실제 착의에 대한 심층면담 결과와 맞음새 평가결과의 

내용을 살펴보고 패턴 보정법을 설계하여 원단 두께에 따른 테일러드 재킷 패턴의 

보정량을 제시한다. 먼저 심층면담을 통하여 원단 두께 관련 패턴 보정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 후 맞음새 평가를 통해 도출된 두께 별 맞음새 정보를 함께 통합하여 테일러드 

재킷 패턴의 원단 두께 별 보정량을 도출하고 그것에 따른 맞음새 개선도를 통해 

보정법의 정확성을 검토하였다.  

 

1.1 심층면담을 통한 원단 두께별 실무 패턴 보정 

 

본 연구에서는 원단 두께 별 보정이 실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 

패턴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 하에 

녹음한 내용과 패턴 보정 시연에서 기록된 내용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패턴 제도 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원단의 두께가 패턴에 미치는 영향, 두께 별 패턴 

보정 포인트 및 보정량을 중심으로 질문하여 패턴 보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원단 두께 별 보정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였다.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과 더불어 

원단 두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보조 자료로서 패턴 시연을 진행했으며 이때 

제공된 테일러드 재킷의 패턴은 <그림4-1>과 같다. 

 

 
<그림4-1> 실험복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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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패턴 제도 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의 모든 참여자들은 패턴 제도 시 주어진 의복의 디자인과 치수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을 공통적으로 원단의 물성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들은 원단의 여러 물성 중 

의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두께, 스트레치(stretch), 드레이프(drape), 느낌, 등이 

있다고 하였다. 그 외에는 현재 유행하는 트렌드와 디자이너의 생각 또한 패턴 제도에 

고려되야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원단이 되게 중요하죠, 원단에 따라 패턴이 틀려지니까. 두께분량도 그렇고, 늘어
나는 분량, 그리고 쳐지는 분량, 그리고 원단의 특성같은거 뻣뻣함 이라던가 뭐 
흐른다던가, 그런 느낌을 잘 봐야죠. 그래서 원단이 디자이너가 원하는 거랑 잘 
맞는지 그리고 내가 패턴 뜨는 의도랑 원단이랑 디자인이랑 잘 맞는지 그거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거죠. (참여자 1) 
 
고무줄을 단다거나, 원단이 두껍다거나 아니면 셔링이나 이즈, 개더가 잡히는 거
라던지 그런거죠. (참여자 2) 

 

본 연구 참여자 중 네 명은 원단의 두께가 패턴과 의복의 맞음새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의복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원단 두께에 의해 이즈(ease)량의 

변화가 생긴다고 하였고, 두께의 변화에 의한 내외경차의 차이로 의복의 여유량에 

변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원단의 두께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은 패턴 자체가 작은 

부분과 시접이 뭉쳐지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원단의 두께가 제일 크죠. 원단의 두께가 크면 여유량이 아무래도 내외경차가 있
으니까 두꺼운 원단은 여유량을 좀 더 줘야 되는거고 얇은 원단은 좀 적게 줘서.. 
(참여자 4) 
 
결국에는 패턴 자체가 작은 부분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여기 
작은 면적에서의 두께들은 이게 두꺼운 것이 큰 면적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도드
라져요. (참여자 3) 
 
네, 이새량. 그거는 원단 두께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새 처리가 할 수가 있
고 아니면 지글지글 되는데 지글지글되면 보기 싫으니까 이새 처리로다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중요하고 팔 소매를 떨굴건지 들을건지.. 원단 소재에 따
라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1) 

 

1.1.2 테일러드 재킷 패턴 제도 시 원단 두께의 영향 

 

본 연구 참여자들은 원단 두께가 전반적인 의복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테일러드 

재킷의 패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을 통해 

원단의 두께가 테일러드 재킷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포인트에 대해 물어본 결과 첫 

번째 참여자는 소매산의 이즈량과 어깨 넘김 분량을 언급했다. 두 번째 패턴 전문가는 

재킷의 칼라와 라펠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하였고 세 번째 참여자는 주머니 입술, 

포켓 플랩, 칼라와 같이 패턴 자체가 작은 부분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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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전문가의 경우 목너비가 원단 두께에 의해 먼저 보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한 

후 칼라의 겹과 라펠의 겉과 안 밸런스(balance)를 지목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실무 패턴사는 원단 두께에 따라 테일러드 재킷의 가슴둘레와 진동깊이가 우선적으로 

보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그 두꺼운 거로 이 입술을 짠다고 생각 해보세요. 여기 작은 부분들을. 
그러면 여기 시접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이게 두꺼워 지죠. 결국에는 패
턴이 작은 부분, 입술, 하꼬, 후다, 이런 카라들이 제일 영향을 많이 받죠 실질적
으로는. (참여자 3) 
 
테일러드 재킷에서는 아무래도 목 너비. 그 다음에 칼라의 겹, 칼라가 우아 시다
가 달라 지잖아요. 그 다음에 라펠의 우아 시다가 달라지는 것. 그러니까 라펠의 
겉면하고 안면하고 달라지는 거죠. 그런 정도가 제일 많이 달라지겠죠 디테일한 
부분은. (참여자 4) 
 
..가슴둘레, 진동깊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어깨나 소매길이, 아니면은 기장 같은 
부수적인 것을 보정해야 해요. (참여자 5)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 이후에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원단 두께에 따른 패턴 보정 

포인트와 보정양을 파악하기 위해 패턴 시연을 실시했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두께가 

다른 세 개의 원단 스와치와 <그림4-1>에 제시된 실험복 패턴을 제공받은 후 직접 

보정양을 표시했다. 면담 질문과 패턴 시연을 통해 각 연구 참여자가 언급한 테일러드 

재킷의 두께별 보정 포인트는 <표4-1>과 같으며 면담에서 참여자가 사용한 어휘 

그대로를 정리한 것이다. 각 참여자의 패턴 보정 포인트를 더 보기 쉽게 <표4-2>의 각 

재킷 패턴에 표기하였다. 

 

 

<표4-1> 테일러드 재킷의 원단 두께별 패턴 보정 포인트  

연구 참여자 보정 포인트 

1 소매산, 어깨 넘김, 목 파임, 전체 둘레 

2 칼라, 라펠, 포켓, 전체 여유량 

3 칼라, 라펠, 입술, 웰트, 주머니 플랩, 전체 둘레 

4 목너비, 칼라, 라펠, 전체 여유량 

5 
뒷 목 파임, 암홀 파임, 소매 옆선, 겉칼라, 포켓 플랩, 

라펠, 전체적인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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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 원단 두께 증가에 따른 연구 참여자 별 재킷 패턴 보정 포인트 

연구 참여자 패턴 보정 포인트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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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단 두께별 재킷 맞음새 평가 

 

본 연구에서는 원단 두께별 재킷의 맞음새 평가를 위하여 동일한 테일러드 재킷 

패턴을 세 가지 두께의 원단으로 제작했다. 제작된 재킷 A, B, C의 정측후면 사진은 

<표4-3>과 같다. 의복 구성 분야의 박사생 이상으로 구성된 10명의 전문 평가단이 A 

기본 패턴으로 제작된 B와 C의 항목별 형태적합성을 평가하여 외관평가에 의한 

맞음새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표4-3> 세 가지 원단의 재킷 실제착의 사진 

 A B C 

정면 

 

 

 

측면 

(우) 

   

후면 

   

Note: A 두께가 가장 얇고 C가 가장 두꺼움 

 

분석에 사용된 항목들의 기술 통계량을 통해 획득한 자료의 형태와 특성을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면 9개, 측면 1개, 후면 6개, 총 16개의 항목이 사용 되었으며, 

재킷 B와 C의 평가에 사용된 16개 항목의 기술 통계량은 <표4-4>,<표4-5>와 같다. 

모든 항목은 3점(“적당하다.”)를 기준으로 항목별 특성에 따라 1점(“매우 좁다.”)부터 

5점(“매우 넓다.”), 1점(“매우 작다.), 5점(“매우 크다.”), 1점(“매우 짧다.), 5점(“매우 

길다.”) 등의 리커트(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SPSS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술 통계량으로는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오차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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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4> 재킷 B 항목별 맞음새 기술 통계량 

항목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오차 

정면 

목너비 2 4 2.6 .22 

젖가슴둘레 2 5 3.5 .31 

허리둘레 2 4 3.4 .27 

재킷길이 2 3 2.6 .16 

엉덩이둘레 2 4 2.8 .20 

진동깊이 2 4 2.9 .28 

칼라 3 4 3.1 .10 

라펠 2 4 2.8 .20 

주머니플랩 2 4 2.8 .20 

측면 소매산이즈 2 4 2.7 .30 

후면 

어깨너비 2 5 3.3 .30 

젖가슴둘레 2 5 3.5 .31 

허리둘레 2 4 3.3 .26 

엉덩이둘레 2 5 3.3 .30 

진동깊이 2 5 3.4 .31 

칼라 2 4 3.0 .21 

Note: 모든 변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3점 = "적당하다"), N=10 

 

 

<표4-5> 재킷 C 항목별 맞음새 기술 통계량 

항목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오차 

정면 

목너비 1 3 1.8 .20 

젖가슴둘레 1 3 2.4 .22 

허리둘레 1 3 2.2 .25 

재킷길이 1 3 2.1 .28 

엉덩이둘레 1 3 2.2 .25 

진동깊이 1 3 2.1 .23 

칼라 1 3 2.4 .22 

라펠 1 3 2.0 .21 

주머니플랩 1 4 2.7 .26 

측면 소매산이즈 1 4 2.6 .31 

후면 

어깨너비 1 3 2.1 .18 

젖가슴둘레 1 3 1.8 .20 

허리둘레 1 3 1.9 .28 

엉덩이둘레 1 4 2.1 .31 

진동깊이 1 3 1.7 .21 

칼라 1 3 1.8 .20 

Note: 모든 변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3점 = "적당하다"), 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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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킷 A를 기준으로 B와 C의 정측후면 항목별 맞음새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4-6>. 재킷 B의 경우 평균 맞음새 결과가 2.6에서 3.5사이로 나왔으며, 

2.6~2.8 구간이 6항목, 2.9~3.2가 3 항목, 3.3~3.5가 7 항목으로 나왔다. B 재킷에서 

2.6~2.8 사이의 맞음새를 가진 항목들은 정면 목너비(2.6), 재킷길이(2.6), 

엉덩이둘레(2.8), 라펠(2.8), 주머니플랩(2.8), 측면 소매산 이즈(2.7)이며 2.9~3.2 

사이의 항목들은 정면 진동 깊이(2.9), 칼라(3.1), 그리고 후면에서의 칼라(3.0)이다. 

재킷 B의 항목들 중 맞음새가 3.3~3.5 사이로 나온 것은 정면 젖가슴둘레(3.5), 

허리둘레(3.4), 후면 어깨너비(3.3), 젖가슴둘레(3.5), 허리둘레(3.3), 엉덩이둘레(3.3), 

그리고 진동깊이(3.4)였다. 재킷 B의 경우 정면과 후면 칼라와 정면 진동깊이가 가장 

적당한 맞음새를 가졌고 정면과 후면 젖가슴둘레가 비교적 적당하지 않은 맞음새 

평균값을 가졌다. 
 

<표4-6> 재킷 A를 기준으로 평가한 B의 맞음새 평균 결과 

맞음새 평균 항목 

2.6~2.8 
정면 목너비, 재킷길이, 엉덩이둘레, 라펠, 주머니플랩 

측면 소매산이즈 

2.9~3.2 
정면 진동깊이, 칼라 

후면 칼라 

3.3~3.5 

정면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후면 
어깨너비,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진동

깊이 

 

재킷 C의 경우 항목별 평균 맞음새는 1.7에서 2.7로 나왔으며 1.7~1.9 구간에 5항목, 

2.0~2.3 사이가 7항목, 그리고 2.4~2.7 사이가 4항목으로 나왔다<표4-7>. C 재킷에서 

1.7~1.9 사이의 맞음새를 가진 항목들은 정면 목너비(1.8)와 후면 젖가슴둘레(1.8), 

허리둘레(1.9), 진동깊이(1.7), 그리고 칼라(1.8)였다. 맞음새 평균 2.0~2.3 사이의 

항목들은 정면 허리둘레(2.2), 재킷길이(2.1), 엉덩이둘레(2.2), 진동깊이(2.1), 

라펠(2.0)과 후면 어깨너비(2.1), 허리둘레(1.9), 그리고 엉덩이둘레(2.1)였다. 재킷 

C에서 적당한 맞음새에 가장 가까운 항목들은 2.4~2.7의 평균을 가진 정면 

젖가슴둘레(2.4), 칼라(2.4), 주머니플랩(2.7)과 측면 소매산이즈(2.6)였다. 재킷 C의 

경우 정면과 주머니 플랩과 측면 소매산 이즈가 가장 적당한 맞음새를 가졌고 후면 

진동깊이가 가장 적당하지 않은 맞음새 평균값을 가졌다.  
 

<표4-7> 재킷 A를 기준으로 평가한 C의 맞음새 평균 결과 

맞음새 평균 항목 

1.7~1.9 
정면 목너비, 젖가슴둘레  

후면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진동깊이, 칼라 

2.0~2.3 
정면 허리둘레, 재킷길이, 엉덩이둘레, 진동깊이, 라펠 

후면 어깨너비,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2.4~2.7 
정면 칼라, 주머니 플랩,  

측면 소매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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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킷 A를 기준으로 B와 C의 항목별 맞음새 평균은 <그림 4-2>에서 보면 전반적인 

항목들에서 주황색 선으로 표시된 재킷 B가 하늘색으로 표시된 재킷 C에 비해 연두색의 

재킷 A의 맞음새에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도 보이듯이 재킷 B와 C의 

맞음새가 가장 유사한 부분은 주머니 플랩과 소매산 이즈로 보여진다.  

 

<그림4-2> 원단 두께별 맞음새 평가의 평균과 표준오차 

 

재킷 A, B, C의 두께별 맞음새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고자 먼저 재킷 B와 C의 항목별 맞음새 평가에 대해 정규성 분포 통계 분석 

Shapiro-Wilk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p-value가 .05보다 작으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데이터는 정규 분포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재킷 별 평균의 차이는 비모수 

통계법인 Friedman test를 이용하였다. <표4-8>을 보면 정면의 주머니 플랩과 측면의 

소매산 이즈에서는 재킷 원단 두께 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그 외의 항목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x2=p<.05). 항목별 검정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정면에서는 목너비(x2=13.27***)와 후면에서는 젖가슴둘레(x2=14.39***), 

진동깊이(x2=14.40***),칼라(x2=14.47***)에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의수준 1%에서는 정면 젖가슴둘레(x2=11.44**), 허리둘레 

(x2=11.10**), 재킷길이(x2=10.57**), 칼라(x2=9.50**), 라펠(x2=12.00**)과 후면 

어깨너비(x2=12.65**), 허리둘레(x2=10.7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정면 엉덩이둘레(x2=7.30*), 진동깊이(x2=7.47*)와 후면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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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x2=6.41*)에서 5%의 유의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있다. 두께별 차이의 

결과가 유의하지 않은 주머니 플랩과 소매산 이즈의 경우 앞의 <그림4-2>에서 또한 

거의 유사한 맞음새를 보였고 이에 따라 Friedman test 결과 재킷 B와 C의 순위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8> 원단 두께별 맞음새 평가  

항목 
B C 

χ²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정면 

목너비 2.6 .22 1.8 .20 13.27*** 

젖가슴둘레 3.5 .31 2.4 .22 11.44** 

허리둘레 3.4 .27 2.2 .25 11.10** 

재킷길이 2.6 .16 2.1 .28 10.57** 

엉덩이둘레 2.8 .20 2.2 .25 7.30* 

진동깊이 2.9 .28 2.1 .23 7.47* 

칼라 3.1 .10 2.4 .22 9.50** 

라펠 2.8 .20 2.0 .21 12.00** 

주머니플랩 2.8 .20 2.7 .26 1.14 

측면 소매산이즈 2.7 .30 2.6 .31 1.86 

후면 

어깨너비 3.3 .30 2.1 .18 12.65** 

젖가슴둘레 3.5 .31 1.8 .20 14.39*** 

허리둘레 3.3 .26 1.9 .28 10.76** 

엉덩이둘레 3.3 .30 2.1 .31 6.41* 

진동깊이 3.4 .31 1.7 .21 14.40*** 

칼라 3.0 .21 1.8 .20 14.47*** 

*p<.05, **p<.01, ***p<.001 

 

1.3 원단 두께별 재킷 패턴 보정법 설계 

 

1.3.1 교육용 교재의 테일러드 재킷 패턴 보정법 

 

테일러드 재킷의 두께 별 패턴 보정법을 개발하기 위해 심층면담과 맞음새 평가에 

더불어 시판 교재를 선정하여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0권의 교육용 교재 

중 6권에 기본 테일러드 재킷 제도와 함께 패턴 보정법이 소개되었다. 이 6권의 

교재에는 모두 공통적으로 칼라 보정이 언급되었고, 그 중 4권에 라펠 보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표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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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9> 교육용 재킷 패턴 보정법 

번

호 
서명 칼라 보정 라펠 보정 

1 
어패럴 메이킹  

여성복 재킷 

겉 칼라 가로로 0.3 벌리기 라펠 접힘선 위 0.3 벌리기  

겉 둘레 0.15씩 두번 벌리기 라펠 접힘선 아래 0.15 벌리기 

칼라 끝 0.1씩 나가기 라펠 끝 0.15 나가기 

2 기성복 산업패턴 
겉칼라 0.2-0.3cm 벌려주기 

라펠 가장자리 0.3cm 나가기 
바깥선 0.3cm 추가 

3 산업패턴설계 겉칼라 0.3 전체적으로 나가기 라펠 가장자리 0.3cm 나가기 

4 

패턴 활용을 중

심으로 한 의복

구성 

겉칼라 0.3cm 전체적으로 나가기 - 

5 
이승렬의  

패턴이야기 1 
겉칼라 뒷중심에서 분량 늘리기 - 

6 패턴의 정석 

겉칼라 바깥둘레 0.3cm 분량 주기 
라펠 가장자리 0.2-0.5cm 확

장하여 그리기 

소재의 두께에 따라 분향 조절 어깨선 0.2-0.3 내리기 

 

 

1.3.2 원단 두께별 패턴 보정법 설계 

 

심층면담을 통해 획득한 두께별 패턴 보정 포인트 및 보정양에 대한 데이터를 두께별 

제작된 재킷의 맞음새 평가와 패턴 교재의 이론적 고찰에서 도출한 결과와 함께 

통합시켜 설계한 두께별 재킷 패턴 보정법은 다음과 같다.  

 

테일러드 재킷 앞판의 두께별 패턴 보정은 <그림4-3>과 같다. 

① 앞 목너비는 0.2cm와 0.4cm를 파주었다. 

② 암홀은 0.2cm와 0.4cm를 내려주었다. 

③ 몸판 옆선은 0.15cm와 0.2cm를 더해주었다. 

④ 밑단은 모두 0.1cm와 0.2cm를 내려주었다. 

⑤ 라펠은 0.1cm와 0.3cm을 더해주었다. 



 

 31 

 

<그림4-3> 원단 두께별 재킷 패턴 앞판 보정법 

 

테일러드 재킷 뒤판의 두께별 패턴 보정은 <그림4-4>과 같다. 

① 뒤 목너비는 0.2cm 0.4cm를 파주었다. 

② 암홀은 0.2cm와 0.4cm를 내려주었다. 

③ 몸판 옆선은 암홀 쪽에서는 0.15cm와 0.2cm를 밑단 쪽에서는 0.1cm와 0.2cm 

더해주었다. 

④ 밑단은 모두 0.1cm와 0.2cm를 내려주었다. 

 

<그림4-4> 원단 두께별 재킷 패턴 뒤판 보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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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드 재킷 소매의 두께별 패턴 보정은 <그림4-5>과 같다. 

① 소매산은 바깥 소매에서 0.2cm와 0.4cm를 올려주었다. 

② 바깥소매와 안소매의 아웃심을 소매산쪽에서 각 0.15cm와 0.2cm를 더해주었다. 

③ 바깥소매와 안소매의 아웃심을 소매단쪽에서 각 0.1cm와 0.15cm를 더해주었다. 

 

 

<그림4-5> 원단 두께별 재킷 패턴 소매 보정법 

 

 

테일러드 재킷 칼라와 포켓 플랩의 두께별 패턴 보정은 <그림4-6>과 같다. 

① 겉 칼라의 중심에서 0.2cm와 0.4를 더해주었다.  

② 겉 칼라의 외곽선을 0.2cm와 0.4를 더해주었다.  

③ 포켓 플랩의 양 옆으로 0.1cm와 0.2를 더해주었다.  

 

 

<그림4-6> 원단 두께별 재킷 패턴 칼라와 포켓 플랩 보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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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원단 두께별 재킷 맞음새 개선도 평가 

 

앞서 설계한 원단 두께별 패턴 보정법을 활용하여 재킷 B, C의 2차 샘플을 제작하였고 

보정 후 재킷의 맞음새 개선도 확인을 통해 보정 패턴을 검증하였다. 2차 맞음새 평가에 

활용된 재킷은 <표4-10>과 <표4-11>와 같다.  

 

<표4-10> 재킷 B 패턴 맞음새 개선도 평가   <표4-11> 재킷 C 패턴 맞음새 개선도 평가  

 B Ba   C Ca 

정면 

   

정면 

  

측면 

(우) 

   

측면 

(우) 

  

후면 

   

후면 

  

Note: B: 보정 전, Ba: 보정 후  Note: C: 보정 전, Ca: 보정 후 

 

2차 맞음새 평가에서 또한 정면 9개, 측면 1개, 후면 6개, 총 16개의 항목이 사용 

되었으며, 보정된 재킷 Ba와 Ca의 평가에 사용된 16개 항목의 기술 통계량은 <표4-

12>, <표4-13>와 같다. 모든 항목은 3점(“적당하다.”)를 기준으로 항목별 특성에 따라 

1점(“매우 좁다.”)부터 5점(“매우 넓다.”), 1점(“매우 작다.), 5점(“매우 크다.”), 

1점(“매우 짧다.), 5점(“매우 길다.”) 등의 리커트(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SPSS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술 통계량으로는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오차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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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2> 재킷 Ba 항목별 기술 통계량 

항목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오차 

정면 

목너비 2 3 2.3 .15 

젖가슴둘레 2 4 3.0 .15 

허리둘레 3 4 3.2 .13 

재킷길이 2 3 2.9 .10 

엉덩이둘레 2 4 3.0 .15 

진동깊이 2 4 2.9 .18 

칼라 3 4 3.1 .10 

라펠 2 4 3.0 .21 

주머니플랩 3 4 3.1 .10 

측면 소매산이즈 2 5 3.1 .28 

후면 

어깨너비 2 4 3.0 .21 

젖가슴둘레 2 4 3.0 .21 

허리둘레 2 4 2.9 .18 

엉덩이둘레 2 4 3.0 .15 

진동깊이 2 3 2.8 .13 

칼라 2 4 2.8 .25 

Note: 모든 변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3점 = "적당하다"), N=10 
 

<표4-13> 재킷 Ca 항목별 기술 통계량 

항목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오차 

정면 

목너비 2 3 2.5 .17 

젖가슴둘레 3 4 3.3 .15 

허리둘레 2 4 3.0 .15 

재킷길이 2 4 3.0 .15 

엉덩이둘레 2 4 3.0 .15 

진동깊이 3 4 3.1 .10 

칼라 2 4 3.3 .21 

라펠 2 4 3.3 .21 

주머니플랩 3 4 3.4 .16 

측면 소매산이즈 3 4 3.6 .16 

후면 

어깨너비 2 4 3.1 .18 

젖가슴둘레 2 4 3.3 .21 

허리둘레 2 4 3.0 .15 

엉덩이둘레 3 4 3.1 .10 

진동깊이 2 4 3.1 .23 

칼라 2 4 3.0 .21 

Note: 모든 변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3점 = "적당하다"), 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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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킷 B의 보정 전후 패턴의 맞음새 평균을 <그림4-7>에서 보면 갈색으로 표현된 보정 

후 맞음새가 주황색으로 표현된 보정 전 맞음새에 비해 대부분 더 적당한 맞음새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유일하게 정면 목너비의 경우 보정 후 맞음새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4-7> 재킷 B 보정 전후 맞음새 평가의 평균과 표준오차 

 

재킷 C의 보정 전과 후의 맞음새 평균을 비교한 결과 파랑색으로 표현된 보정 후 

재킷의 맞음새가 하늘색으로 표현된 보정 전 맞음새에 비해 월등히 나아진 것을 볼 수 

있다<그림 4-8>. 재킷 B에서 맞음새가 악화된 목너비의 맞음새 또한 재킷 C에서는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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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8> 재킷 C 보정 전후 맞음새 평가의 평균과 표준오차 

 

원단 두께 별 패턴 보정 전 테일러드 재킷 B와 C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보고자 먼저 데이터에 대한 정규성 분포를 확인하였다. Shapiro-Wilk test를 이용하여 

재킷 B와 C의 평균차이를 검정한 결과, p-value가 .05보다 작아 귀무가설을 기각하며 

데이터는 정규 분포를 이루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정 전 재킷 B와 C는 대응비교검정의 

비모수 통계법인 Wilcoxon signed-rank test를 통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4-

14>과 같다. 짝을 이룬 관찰치 B와 C를 비교한 결과 정면에서는 젖가슴둘레에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Z=-2.81**, p<.01). 정면의 

목너비(Z=-2.27**, p<.05), 허리둘레(Z=-2.59*, p<.05), 재킷길이(Z=-2.24*, 

p<.05), 진동깊이(Z=-1.99*, p<.05)는 모두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재킷 B와 C의 평균에 대한 차이로 후면 젖가슴둘레(Z=-2.70**,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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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깊이(Z=-2.70**, p<.01)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후면의 어깨너비(Z=-2.59*, p<.05), 허리둘레(Z=-2.39*, p<.05), 엉덩이둘레(Z=-

2.14*, p<.05), 칼라 (Z=-2.59*, p<.05)의 경우 유의수준 5%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보정 전 재킷 B와 C의 평균에서는 정면의 엉덩이둘레와 주머니 

플랩 그리고 측면의 소매산 이즈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대응표본 Z값의 p-

value가 .05보다 대부분 작으며 보정 전 재킷 B와 C의 맞음새 평가에 대한 평균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상당 부분 기각하여, 두 집단 간의 평균에 대한 차이가 

전반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났다. 

 

<표4-14> 보정 전 원단 두께 별 재킷 간 차이 분석 

항목 
B C B C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Z p 

정

면 

목너비 2.6 .22 1.8 .20 -2.27* .023 

젖가슴둘레 3.5 .31 2.4 .22 -2.81** .005 

허리둘레 3.4 .27 2.2 .25 -2.59* .01 

재킷길이 2.6 .16 2.1 .28 -2.24* .025 

엉덩이둘레 2.8 .20 2.2 .25 -1.73 .084 

진동깊이 2.9 .28 2.1 .23 -1.99* .046 

칼라 3.1 .10 2.4 .22 -2.07* .038 

라펠 2.8 .20 2 .21 -2.27* .023 

주머니플랩 2.8 .20 2.7 .26 -0.33 .739 

측

면 
소매산이즈 2.7 .30 2.6 .31 -0.38 .705 

후

면 

어깨너비 3.3 .30 2.1 .18 -2.59* .01 

젖가슴둘레 3.5 .31 1.8 .20 -2.70** .007 

허리둘레 3.3 .26 1.9 .28 -2.39* .017 

엉덩이둘레 3.3 .30 2.1 .31 -2.14* .033 

진동깊이 3.4 .31 1.7 .21 -2.70** .007 

칼라 3 .21 1.8 .20 -2.5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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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 두께에 따른 패턴 보정을 실시한 테일러드 재킷 Ba와 Ca에 대한 정규 분포 검정을 

위해 Shapiro-Wilk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p-value가 .05보다 작아 귀무가설을 

기각하며 비모수 통계 분석 방법 Wilcoxon signed-rank test를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패턴 보정 후 재킷 Ba와 Ca를 분석한 결과 16개 모든 항목의 평균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표4-15>. 즉, 대응표본 Z값의 p-value가 .05보다 커 

보정 후 재킷 Ba와 Ca의 맞음새 평가에 대한 평균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고, 두 집단 간의 평균에 대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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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5> 보정 후 원단 두께 별 재킷 간 차이 분석 

항목 
Ba Ca Ba Ca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Z p 

정면 

목너비 2.3 .15 2.5 .17 -1 .317 

젖가슴둘레 3 .15 3.3 .15 -1.73 .083 

허리둘레 3.2 .13 3 .15 -0.82 .414 

재킷길이 2.9 .10 3 .15 -1 .317 

엉덩이둘레 3 .15 3 .15 0 1 

진동깊이 2.9 .18 3.1 .10 -1.41 .157 

칼라 3.1 .10 3.3 .21 -1 .317 

라펠 3 .21 3.3 .21 -1.13 .257 

주머니플랩 3.1 .10 3.4 .16 -1.73 .083 

측면 소매산이즈 3.1 .28 3.6 .16 -1.52 .129 

후면 

어깨너비 3 .21 3.1 .18 -0.45 .655 

젖가슴둘레 3 .21 3.3 .21 -0.97 .334 

허리둘레 2.9 .18 3 .15 -0.45 .655 

엉덩이둘레 3 .15 3.1 .10 -0.58 .564 

진동깊이 2.8 .13 3.1 .23 -1.13 .257 

칼라 2.8 .25 3 .21 -0.71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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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원단 두께별 가상착의 
 

본 절에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가상착의 시스템에 대해 고찰하고 원단 두께 별 가상착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먼저 심층면담을 통하여 실무 패턴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가상착의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원단 두께별 겹의 표현과 실물 구현도를 통해 시스템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검토하였다.  

 

2.1 심층면담을 통한 가상착의 프로그램의 고찰 

 

본 연구에서는 가상착의 프로그램을 실제로 사용하는 전문가들이 가상착의 시스템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용도로 활용하며 원단 물성의 관점에서 기능적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상착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총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2.1.1 가상착의 프로그램의 장단점 및 기능적 현황 

 

본 연구의 심층면담 참여자들은 가상착의 프로그램의 장점에 대해 공통적으로 거리에 

관계 없이 전세계 여러 작업자들을 연결하고 빠른 시뮬레이션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하였다. 최근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IT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한 연구 참여자의 경우 가상착의를 통한 연구를 하는 경우 대량 

착의 평가의 용이함과 가상 아바타의 정적 자세로 인해 옷의 여유량을 더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실물이 왔다 갔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글로벌 생산 기업에 
좋을 것 같고 그곳들은 이미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여자 3) 
 
원거리에 있는 바이어 혹은 패턴사, 디자이너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
해요. (참여자 4) 

 

다른 한편으로는 가상착의 프로그램의 단점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프로그램의 

기능적 한계와 시각적 표현에 대해 언급하였다. 먼저 참여자 중 두 명은 프로그램의 

가장 큰 단점이 현재 3D로 구현된 의복을 바로 수정할 수 없고 2D에서 패턴을 

수정해서 다시 3D로 입혀봐야 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시각적으로는 5명 중 세 명은 

실제의복과 여전히 이질감 또는 거리감이 있다고 하였고, 나머지 두 명은 시각적 표현은 

실제와 거의 근접한 것 같지만 평가의 정확도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말하였다.  

 

패턴의 단점이 구조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잘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구조를 잘 
볼 수 있게, 예쁘게 메이크업 되지 않고, 실제에 가깝게 피팅을 볼 수 있는 정도
로, 리얼한 피팅이 될 수 있도록. (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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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유용하게 써먹으려면 그게 패턴을 뜨는 기능은 설령 없더라도 수정 정도
는 되야 하는데 그런 기능 자체가 없는 거죠. 패턴을 보정하거나 뜨는 기능 자체
가 없잖아요. (참여자 2) 
 
지금 표현 자체는 충분한데 KS 규정 단위와는 다르니까 (물성을) 넣을 수가 없
고 넣는다고 해도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여자 3) 

 

2.1.2 가상착의 프로그램의 활용 현황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가상착의 프로그램의 활용 현황에 대해 실제 1차 샘플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기능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상착의 

프로그램의 수준이 가봉을 보는 정도인데 그것 또한 디자인 위주로 볼 수 있게끔 개발이 

되어 있으며 디테일이 많지 않은 심플한 옷에서만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실제 

실무에서 가상착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는 원거리에서 의사소통이 필요한 글로벌 

생산 기업들이며 아직까지 중소업체 등에서는 프로그램 등의 기자재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널리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2.1.3 가상착의 프로그램의 물성 표현 

  

연구 참여자들 중 세 명은 표현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였고 두 명은 실제와 근접하게 

표현되는 것 같지만 실제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하였습니다. 표현이 미흡하다고 언급한 참여자들의 경우 물성 표현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실제와 가상의복의 시각적 거리감이 있다고 말하며 특히 두께 설정은 기능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상 물성의 신뢰도에 대해 한계를 느끼는 연구자들의 

경우 KS 규정과 같은 공인된 방법으로 가상 물성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소재 물성의 표현에서 정확도를 높여가고 있으나, 너무나도 많은 의상 소재에 대
한 모든 정확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착의 맞음새 평가의 정
확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참여자 5) 
 
면의 물성을 넣어도 그게 제대로 표현되었는지 증명될 방법이 없어요. (참여자 
3) 
 
표현 가능한 물성이 금속, 글리터, 퍼, 레더 등 많아졌지만 사실적인 표현이 미흡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가상착의 프로그램들이 직면한 가장 시급
한 해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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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상착의 원단 두께별 겹 표현도 평가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상착의 시스템 중 유일하게 두 겹 착의가 가능한 프로그램 

CLO에서 원단 두께에 따라 겹수의 차이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기 위해 외관 유사도 

평가를 실시했다. 재킷 A, B, C를 각각 한 겹과 두 겹으로 시뮬레이션(simulation) 한 

후 정측후면으로 스크린 캡처했다 <표4-16>. 비교 분석에는 여유분 5개, 형태 3개, 

두께감 1개, 전체적인 외관 1개, 총 10개 항목이 사용 되었으며, 실제착의 맞음새 

평가의 전문 평가단 10명이 설문을 수행했다. 모든 항목은 1점(“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의 리커트(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Excel 2016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도출하였다.  

 

한 겹과 두 겹으로 가상 착장한 테일러드 재킷의 두께별 유사도 평가 결과, 재킷 A는 

10개 중 8개의 항목(목너비,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밑단둘레, 라펠, 포켓, 

전체외관)에서 가장 높은 유사도를 보였으며 재킷 C는 7개의 항목(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밑단둘레, 라펠, 포켓, 전체외관)에서 가장 낮은 유사도를 보였다. 

예외적으로 칼라 항목은 재킷 B가 가장 높은 유사도를 보였고 두께감은 재킷 C가 가장 

높은 유사도를 보였다. 그러므로 두께가 얇을수록 한 겹과 두 겹 가상착의의 유사도가 

높았고, 두께가 두꺼울수록 겹에 따른 가상착의 유사도가 낮았다 <표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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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6> 가상 재킷 A, B, C의 겹수 별 시뮬레이션  

 A1 A2 B1 B2 C1 C2 

정면  

  

 

 

 

측면 

(우) 

 

 

    

후면 

 

 

    

Note: A1: 한 겹 가상착의, A2: 두 겹 가상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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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7> 가상 재킷 A, B, C의 겹 수별 외관 유사도 평균 비교 

항목 

A1과 A2 비교 B1과 B2 비교 C1과 C2 비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

차 

여유분 

목너비 3.6 .84 3.4 1.17 3.50 1.08 

젖가슴둘레 2.7 .95 2.5 .85 2.30 1.25 

허리둘레 3 .67 2.9 .99 2.50 .97 

엉덩이둘레 3.5 .85 3.3 .67 2.70 1.06 

밑단둘레 3.5 .85 3.1 .88 2.70 .82 

형태 

칼라 3.0 .94 3.1 .99 2.90 1.10 

라펠 2.6 .97 2.3 .82 2.30 1.06 

포켓플랩 2.9 .99 2.7 .67 2.60 1.17 

두께감 정면 2.4 .70 2.3 .67 2.50 1.08 

전체 외관 2.9 .74 2.8 1.14 2.70 1.16 

Note: 모든 변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1점 = "매우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 N=10 

 

 

 

2.3 가상착의 원단 두께별 실물 구현도 평가 

 

본 연구에서는 실제착의와 가상착의의 외관 유사도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원단 두께 별 물리적 형태 특성 평가가 가상착의에서도 유사한지 파악하여 가상착의 

프로그램이 원단 두께에 따른 의복 맞음새를 판단하는데 적합한지 파악하고자 

하였다<표4-18>. 비교 분석의 평가항목은 실루엣 3개, 여유분 5개, 형태 4개, 주름 

6개, 두께감 3개, 전체적인 외관 1개, 총 33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항목은 

1점(“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의 리커트(Likert) 척도를 

적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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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8> 재킷 A, B, C의 실제착의와 가상착의  

 A A2 B B2 C C2 

정면 

      

측면 

(우) 

 

 

    

후면 

 

 

    

Note: A: 실제착의, A2: 가상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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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9> 재킷 A, B, C의 실제착의와 가상착의 외관 유사도 평균 비교 

항목 

A와 A2 비교 B와 B2 비교 C와 C2 비교 

항목별  

평균 

표준 

편차 

그룹별  

평균 

항목별  

평균 

표준 

편차 

그룹별  

평균 

항목별  

평균 

표준 

편차 

그룹별  

평균 

실루엣 

정면 3.1 1.37 

3.4 

3.5 .85 

3.47 

3.6 1.08 

3.7 측면 3.9 .99 3.5 .85 3.7 .82 

후면 3.1 .99 3.4 .97 3.7 .95 

여유분 

목너비 4.4 .7 

3.5 

3.6 1.08 

3.48 

4.4 .7 

3.7 

젖가슴둘레 3.5 1.08 3.6 .84 3.9 .88 

허리둘레 2.1 .99 2.9 .57 2.6 .7 

엉덩이둘레 3.8 .63 3.8 .79 3.9 .88 

밑단둘레 3.7 .67 3.5 .85 3.6 1.17 

형태 

소매산 2.8 1.03 

3.1 

2.8 .79 

3.2 

3.1 .88 

3.3 
칼라 2.7 1.06 2.8 1.14 2.8 .79 

라펠 2.7 1.06 3.1 .74 3.2 1.23 

포켓 4.3 .67 4.1 .99 4.2 .63 

군주름 

정면 2.2 .79 

2.8 

3 .82 

2.93 

3.5 .97 

3.1 측면 2.9 .88 2.9 1.1 2.7 .95 

후면 3.2 .79 2.9 .74 3.2 1.03 

당기는  

주름 

정면 2.8 .92 

3.1 

2.6 .7 

2.8 

2.7 .67 

3 측면 3 .94 2.7 .67 2.7 .67 

후면 3.5 .97 3.1 .99 3.5 .53 

두께감 

정면 3.3 1.06 

3.3 

3.6 .84 

3.7 

3.8 .92 

3.7 측면 3.5 1.18 3.6 .97 3.7 .95 

후면 3.2 .92 3.9 .74 3.7 .95 

전체외관 3.3 1.16 3.3 3.6 .52 3.6 3.8 .42 3.8 

Note: 모든 변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1점 = "매우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 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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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착의와 가상착의 유사도가 2.8이하인 항목은 총 15개로 재킷 A에서는 

허리둘레, 소매산, 칼라, 라펠, 군주름(정면), 당기는 주름(정면)이었다. 재킷 B의 

경우 소매산, 칼라, 당기는 주름(정면/측면)이 2.8 이하의 외관 유사도를 보였고, 

재킷 C에서의 항목들은 허리둘레, 칼라, 군주름(측면), 당기는 

주름(정면/측면)이었다.  

실제착의와 가상착의 유사도가 2.9에서 3.7 사이인 항목은 38개로 재킷 A에서는 

실루엣(정/후면), 젖가슴둘레, 밑단둘레, 군주름(측/후면), 당기는주름(측/후면), 

두께감(정/측/후면), 전체외관이었다. 재킷 B에서는 실루엣(정/측/후면), 목너비,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밑단둘레, 라펠, 군주름(정/측/후면), 당기는주름(후면), 

두께감(정/측면), 전체외관이었으며 재킷 C의 경우 실루엣(정/측/후면), 밑단둘레, 

소매산, 라펠, 군주름(정/후면), 당기는주름(후면), 두께감(측/후면)이었다.  

실제착의와 가상착의 유사도가 3.8이하인 항목은 총 13개로 재킷 A의 경우 

실루엣(측면), 목너비, 엉덩이둘레, 포켓이었으며, 재킷 B에서는 엉덩이둘레, 

포켓과 두께감(후면)이었다. 재킷 C에서는 목너비, 젖가슴둘레, 엉덩이둘레, 포켓, 

두께감(정면), 전체적인 외관이 3.8 이상의 외관 유사도를 보였다.  

 

<표4-20> 실제착의와 가상착의 간 항목별 평균 유사도 

 2.8 이하 2.9~3.7 3.8 이상 

A 

허리둘레, 소매산, 칼라, 

라펠, 군주름(정면), 당기

는 주름(정면) 

실루엣(정/후면), 젖가슴둘

레, 밑단둘레, 군주름(측/후

면), 당기는주름(측/후면), 

두께감(정/측/후면), 전체외

관 

실루엣(측면), 목너비, 엉덩

이둘레, 포켓 

B 
소매산, 칼라, 당기는 주

름(정/측면) 

실루엣(정/측/후면), 목너비,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밑단

둘레, 라펠, 군주름(정/측/후

면), 당기는주름(후면), 두

께감(정/측면), 전체외관 

엉덩이둘레, 포켓, 두께감(후

면) 

C 

허리둘레, 칼라, 군주름

(측면), 당기는 주름(정/

측면) 

실루엣(정/측/후면), 밑단둘

레, 소매산, 라펠, 군주름(정

/후면), 당기는주름(후면), 

두께감(측/후면) 

목너비, 젖가슴둘레, 엉덩이

둘레, 포켓, 두께감(정면), 

전체적인 외관 

 

실제착의와 가상착의의 여유분 유사도 평균을 비교하면 재킷 A, B, C의 

허리둘레는 2.1~2.6으로 유사도가 낮은 편이다. 목너비의 경우 재킷 A와 C가 

4.4로 높은 유사도를 보이는 반면 재킷 B의 목너비는 3.6으로 보통이다. 

엉덩이둘레는 세 재킷 모두 3.8~3.9의 평균 유사도로 원단 두께별 차이가 없었고, 

젖가슴둘레와 밑단둘레 또한 A, B, C 간의 차이가 미미했다.  

부위별 형태의 경우, 포켓 플랩은 4.1~4.3으로 모두 높은 평균 유사도를 보였다. 

그에 반면, 소매산, 칼라와 라펠은 2.7~3.2 사이로 원단 두께와 상관없이 세 재킷 

모두 보통의 유사도를 보였다. 전체적인 외관의 경우 제일 두께가 얇은 재킷 

A(3.3)에서 그 다음 두께인 B(3.6)에서 재킷 C(3.8)로 유사도가 상승했다.  

실제착의와 가상착의 유사도 평가 항목 중 정측후면으로 나눠진 실루엣, 군주름, 

당기는 주름, 두께감을 각각 하나의 그룹으로 합쳐 평균을 비교했다<표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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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루엣의 경우 가장 얇은 두께의 A재킷에서 C로 갈수록 유사도가 조금씩 상승했다. 

군주름은 원단 두께의 증가에 따라 유사도 또한 점차적으로 올라간 반면 당기는 

주름은 A 재킷에서 유사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 C, B 순서였다. 두께감의 경우 

재킷 B와 C의 외관 유사도는 거의 동일하고 A의 유사도가 그에 비해 조금 

떨어졌다. 실제와 가상으로 착의된 재킷들의 전체적인 외관의 경우 실루엣 그룹 

항목의 평균과 유사하게 원단 두께가 두꺼워 질수록 외관 유사도도 함께 상승했다.  

 

<표4-21> 실제착의와 가상착의 외관 유사도 항목 그룹별 평균 

 실루엣 군주름 당기는 주름 두께감 

A 3.37 2.77 3.10 3.33 

B 3.47 2.93 2.80 3.70 

C 3.67 3.13 2.97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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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원단 두께별 테일러드 재킷을 실제와 가상으로 제작하여 두께에 따른 

재킷 패턴 맞음새를 비교 분석한 후 전문가 심층면담으로 도출된 패턴 보정법과 

통합하여 원단 두께에 따른 패턴 보정법을 설계하고 실제착의와 가상착의 두 

시스템 간의 유사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가상착의 시스템을 기능적으로 

향상하는데 필요한 원단 물성의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무 패턴 전문가 심층 면담을 통해 원단 두께에 따른 패턴 보정에 대해 

고찰한 결과, 재킷의 경우 원단 두께가 증가하면 동일한 맞음새를 유지하기 위해 

전체 패턴의 둘레와 길이의 여유량이 증가하며 부위별 여유량 또한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적인 패턴 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원단의 물성이며 이것은 두께, 스트레치, 드레이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두께가 의복에 미치는 영향은, 이즈량의 변화, 내외경차의 차이로 인한 

여유량의 감소 등이 있으며 부위별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패턴 자체가 

작거나 시접이 뭉치는 부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원단 두께에 따른 맞음새를 확인하기 위해 3개의 다른 원단 두께를 가진 

테일러드 재킷을 제작하여 총 16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맞음새 평가를 

10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간 두께를 가진 재킷 B의 

맞음새가 가장 두꺼운 두께의 재킷 C보다 적당한 맞음새를 보였고 원단 두께의 

증가에 따라 부분별 맞음새가 나빠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킷 B와 C의 맞음새 

평가에서 가장 유의했던 부위는 정면 목너비와 후면 젖가슴둘레, 진동깊이, 칼라 

였으며 주머니 플랩과 소매산 이즈는 두께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소매산과 주머니 플랩은 각각 시접이 뭉치며 패턴 부위가 작은 

부분으로 이는 앞서 진행한 심층면담의 내용과 상이한 결과였다.  

셋째, 재킷 부위별 맞음새 평가 결과와 두께에 따른 재킷 여유량, 제도법의 

관계를 고려하여 테일러드 재킷의 두께별 패턴 보정 포인트와 보정양을 설계하였다. 

그 결과, 전체 몸판 패턴의 둘레는 원단 두께별 각각 0.6cm와 0.8cm를 

증가하였고, 몸판의 길이는 0.1cm와 0.2cm를 증가하였다. 암홀과 목너비는 두께의 

증가에 따라 함께 파주고, 소매의 경우 바깥소매의 소매산과 소매 패턴의 아웃심을 

증가하였다. 부위별로는 라펠, 겉칼라, 포켓 플랩의 외곽선 늘려주고 겉칼라의 

뒷중심 증가하였다.  

넷째, 설계된 재킷 보정법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수정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2차 

맞음새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킷 B의 경우 전반적인 맞음새는 향상 

되었지만 목너비와 칼라의 맞음새는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고 재킷 C의 경우 모든 

항목의 맞음새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정 전과 후의 관찰치 재킷 B와 C에 

대한 검정 결과 보정 전은 대부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와 두께에 따른 평가 

차이가 있었지만 보정 후는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오며 원단 두께에 따른 평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러므로 두께별 맞음새의 평가는 개선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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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너비와 칼라의 패턴 보정에는 수정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심층 면담을 통해 가상착의 프로그램에 대해 고찰한 결과, 가상착의의 

장점으로 원거리 작업 중 빠른 의사소통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였고, 단점으로는 시뮬레이션한 의복을 바로 가상에서 수정할 수 없는 것과 

실제의복과 여전히 존재하는 이질감에 대해 말하였다. 물성 표현에 있어서 연구 

참여자 중 세 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답하였고 나머지 두 명은 물성 표현은 

근접하다고 느껴지나 실제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  

여섯째, 가상착의 시스템 상 재킷의 두께에 따라 겹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원단 두께가 상승할수록 한 겹과 두 겹의 평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얇은 두께의 재킷 A는 10개의 항목 중 8개에서 가장 높은 유사도를 

보이므로 겹에 따른 평가 차이가 낮은 반면, 가장 두꺼운 두께의 재킷 C는 7개의 

항목에서 가장 낮은 유사도를 보이며 겹에 따른 평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두께감의 유사도를 비교하는 항목에서는 C가 가장 높은 

유사도를 보이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일곱째, 가상착의 실물 구현도에 두께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본 결과 당기는 

주름을 제외하고는 원단이 두꺼워 질수록 실루엣, 두께감, 군주름, 부위별 형태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유분의 경우 허리둘레는 유사도가 제일 낮은 

편인 반면 엉덩이 둘레는 제일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들 중 가장 높은 

유사도를 보인 것은 목너비 여유분과 포켓 플랩의 형태인데 이 결과가 실제 높은 

유사도의 영향인지 또는 가시성의 영향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유사도가 공통적으로 낮은 칼라 또는 소매산의 경우 실제 재킷을 

제작할 때 봉제 테크닉에 대한 의존도가 큰 만큼 가상착의에서도 봉제 테크닉 

표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가상착의 시스템 개선과 의복 개발의 기초적 데이터 정량화를 위해 

원단 두께의 영향을 실제와 가상으로 비교하고, 원단 두께에 따른 패턴 보정법을 

제안하여, 이를 검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결과를 토대로 원단 두께에 따른 

패턴 보정은 단순히 원단의 두께를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부위별 또는 

패턴의 특성에 따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원단 두께별 패턴 보정법이 다양한 원단과 복종에 적용되어 개발된다면, 

궁극적으로 가상착의 시스템의 물성 표현력을 향상시키고 실제 샘플을 대체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원단의 두께 외의 다른 물성들이 완전히 

통제되지 않았고 실험이 한 종류의 원단(wool)에만 제한되었던 점, 둘째, 테일러드 

재킷의 패턴에 한해서 패턴 보정법이 설계된 점, 셋째, 두 겹 표현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제한하다 보니 CLO 3D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만이 이루어진 점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후속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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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심층면담 반구조화 질문지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1. 귀하의 경력은 몇 년이십니까? 

① 5~10년   ② 10~15년   ③ 15~20년   ④ 20년이상 

 

2. 귀하의 패턴은 어느 형태의 브랜드에 주로 해당됩니까? 

① 캐릭터캐주얼 ② 커리어/정장 ③ 디자이너부티크 ④ 기타 

 

3. 귀하께서는 주당 몇 개 정도의 재킷 관련 패턴을 제도 하십니까?  

 

4. 재킷 외 제도하시는 패턴에는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5. 패턴을 처음 배우게 된 경로가 어떻게 되십니까? 

 도제식/패턴사     ② 기술학원/학교     ③ 회사     ④ 기타 

 

 

* 패턴 제도에 관한 기본 문항입니다. 

 

1. 패턴 의뢰를 보통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받으시나요? 

① 디자이너브랜드 ② 프로모션 ③ 벤더회사 ④ 중소기업 ⑤기타 

① 도식화 ② 참고사진 ③ 사이즈스펙 ④ 스와치 ⑤텍팩 ⑥기타 

 

2. 패턴 제도를 위한 기본형 패턴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or 아니오 

 

3. 2번 문항에 ‘예’라고 답한 경우 어떤 기본형 패턴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① 상의/하의원형   ② 여유량별 원형   ③ 디자인별 원형   ④ 기타 

 

4. 2번 문항에 ‘예’라고 답한 경우 어떠한 형식으로 보유하고 있습니까? 

  ① 종이 패턴  ② 캐드 패턴  ③ 기타:_____________ 

 

5. 패턴 제도를 위해 캐드를 활용하십니까? 예  or  아니오 

 

6. 5번에서 ‘예’라고 답한 경우 어느 정도 활용하시나요?  

 

7. 손패턴과 캐드 패턴 중 어느 것을 선호 하십니까?  

 

8. 패턴 제도 후 가상착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나요?  예  or  아니오 

 

9. 8번 문항에 ‘예’로 답한 경우 어느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고 무슨 목적으로 활용하시나

요? 

  프로그램:______________________ 

① 제도된 패턴의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② 1차 피팅을 대신해서 핏을 보기 위해 

③ 변화하는 기술에 적응하기 위해 

④ 기타:__________________ 

 

10. 8번 문항에 ‘아니오’로 답한 경우 가상착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

니까?  

① 광목으로 가봉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이다. 

② 가상착의 프로그램에서 패턴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③ 가상착의 프로그램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④ 기타: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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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현재 가상착의 프로그램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① 정확성  ② 호환성  ③ 편리성  ④ 필요를 못 느낀다  ⑤기타 

 

12. 현재 스마트화 되면서 (가상착의 등의 사용증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빠른 변화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패턴 제도시의 여유량과 맞음새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1. 인체 치수를 기준으로 여유량을 부가하십니까?  예  or  아니오 

 

2. 1번 문항에 ‘아니오’로 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트렌드 변화 따라 기존패턴을 수정해서 여유량을 수정하기 때문 

② 스타일별로 고정된 사이즈 스펙에 따라 패턴을 제도하기 때문이다. 

③ 기타:____________ 

 

3. 패턴 제도 시 인체치수와 디자인 외에 여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예) 

원단종류, 원단두께, 스트레치, 드레이프 등 

 

4. 기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5. 원단 두께는 패턴의 여유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6. 원단 두께는 옷의 맞음새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기본형 테일러드 재킷 패턴의 원단에 따른 보정에 관한 문항입니다. 

 

1. 테일러드 재킷 패턴 제도 시 원단 두께에 따라 여유량을 보정 하나요?  

예) 앞품, 뒤품, 소매진동 등에 여유량을 다르게 준다. 

 

2. 1번 문항에 ‘예’라고 답한 경우 원단 두께에 따른 보정은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 디자인 □ 원단 겹 □ 원단 결 □ 봉제방법 □ 부자재 사용 □ 기타 

 

 

3. 1번 문항에 ‘예’라고 답한 경우 어떤 부분들을 보정하나요? 

□ 칼라  □ 라펠  □ 소매산  □ 프린세스라인/옆선  □ 포켓 □ 기타 

 

4. 1번 문항에 ‘예’라고 답한 경우 아래 항목에 따른 보정의 중요도는 어떻게 되나요? 

□ 칼라   □ 라펠   □ 소매산   □ 프린세스라인/옆선   □ 포켓  □ 기

타:_______________________ 

 

5. 도식화 또는 스타일화를 보고 원단 두께에 따른 여유량을 어떻게 결정 하십니까? 

① 직관에 따라  ② 스와치 촉감에 따라  ③ 과거 유사한 디자인에 따라  ④ 두께를 고려

하지 않는다 

 

6. 테일러드 재킷 패턴 제도 시 원단이 한 겹인 곳과 두 겹인 곳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7. 기본형 테일러드 재킷 여유량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제시된 스와치를 참고하여 

원형 패턴에서 보정이 일어나는 원단 두께를 작성한 후 보정 방법을 제시된 패턴에 그려 주

십시오. (위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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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 심층면담 반구조화 질문지 – 가상착의 
 

 

1. 가상착의 프로그램의 사용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총 기간:______________________ 

빈도:_________________________ 

프로그램 종류:________________ 

 

 

2. 사용했던 가상착의 프로그램 또는 가상착의 시스템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3. 가상착의 프로그램의 단점 및 기술적 한계는 무엇인가요? 

 

 

4. 가상착의 프로그램은 어떤 용도로 또는 어느 단계에서 주로 사용하시나요? 

 

 

5. 가상으로 물성 표현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6. 가상 물성 중 원단 두께의 경우 어느 정도 표현된다고 생각하시나요? 

 

 

7. 향후 가상착의 시스템은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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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I] 실제착의 맞음새 평가지 

 

 

         

부위별 맞음새 
매우 

약간 

← 
적당 

약간 

→ 
매우 

  1 2 3 4 5   

정면 

목너비 좁다           넓다 

젖가슴둘레 작다           크다 

허리둘레 작다           크다 

재킷길이 짧다           길다 

엉덩이둘레 작다           크다 

진동깊이 작다           크다 

칼라 작다           크다 

라펠 작다           크다 

주머니플랩 작다           크다 

라펠 작다           크다 

측면 소매산 이즈 작다           크다 

후면 

어깨너비 좁다           넓다 

젖가슴둘레 작다           크다 

허리둘레 작다           크다 

엉덩이둘레 작다           크다 

진동깊이 작다           크다 

칼라 작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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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V] 가상착의 외관 유사도 평가지 – 겹 수별 비교 

 

항목 

매우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여유분           

1 가상의복들의 목 너비 여유분이 유사하다. 
 

  
 

    

2 
가상의복들의 젖가슴둘레 여유분이 

유사하다.  
  

 
    

3 
가상의복들의 허리둘레 여유분이 

유사하다.  
  

 
    

4 
가상의복들의 엉덩이둘레 여유분이 

유사하다.  
  

 
    

5 
가상의복들의 밑단둘레 여유분이 

유사하다.  
  

 
    

형태           

6 가상의복들의 칼라 형태가 유사하다. 
 

  
 

    

7 가상의복들의 라펠 형태가 유사하다 
 

  
 

    

8 가상의복들의 포켓 형태가 유사하다.           

두께감           

9 가상의복들의 정면 두께감이 유사하다. 
 

  
 

    

전체적인 외관           

10 가상의복들의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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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V] 가상착의 외관 유사도 평가지 – 실제착의와 비교 

 

항목 

매우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실루엣           

1 가상의복들의 정면 실루엣이 유사하다. 
 

  
 

    

2 가상의복들의 측면 실루엣이 유사하다. 
 

  
 

    

3 가상의복들의 후면 실루엣이 유사하다.           

여유분           

4 가상의복들의 목 너비 여유분이 유사하다. 
 

  
 

    

5 
가상의복들의 젖가슴둘레 여유분이 

유사하다.  
  

 
    

6 
가상의복들의 허리둘레 여유분이 

유사하다.  
  

 
    

7 
가상의복들의 엉덩이둘레 여유분이 

유사하다.  
  

 
    

8 
가상의복들의 밑단둘레 여유분이 

유사하다.  
  

 
    

형태           

9 가상의복들의 소매산 형태가 유사하다. 
 

  
 

    

10 가상의복들의 칼라 형태가 유사하다. 
 

  
 

    

11 가상의복들의 라펠 형태가 유사하다 
 

  
 

    

12 가상의복들의 포켓 형태가 유사하다.           

주름           

13 가상의복들의 정면 군주름이 유사하다. 
 

  
 

    

14 가상의복들의 측면 군주름이 유사하다. 
 

  
 

    

15 가상의복들의 후면 군주름이 유사하다. 
 

  
 

    

16 
가상의복들의 정면 당기는 주름이 

유사하다.  
  

 
    

17 
가상의복들의 측면 당기는 주름이 

유사하다.  
  

 
    

18 
가상의복들의 후면 당기는 주름이 

유사하다. 
          

두께감           

19 가상의복들의 정면 두께감이 유사하다. 
 

  
 

    

20 가상의복들의 측면 두께감이 유사하다. 
 

  
 

    

21 가상의복들의 후면 두께감이 유사하다.           

전체적인 외관           

22 가상의복들의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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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VI] 실험용 테일러드 재킷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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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ric thickness on the fit of  

real and virtual cl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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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data on fabric thickness properties 

by designing a pattern revision method according to fabric thickness by fitting 

a tailored jacket virtually and in reality. Accordingly, this study selected wool 

fabrics of three varying thicknesses and a basic tailored jacket pattern while 

controlling other fabric properties as much as possible. The pattern revision 

method for each fabric thickness was acquir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 patternmakers and the fit data of jackets based on fabric thickness 

was gathered through a fit test. Upon combining these results, a jacket pattern 

revision method was designed, and a second fit test was conducted to verify 

the improvement of fit. Next, the same fabric and jacket were materialized 

virtually in a drape simulator to evaluate the expression of single and double 

layers and the similarity between the actual and virtual wear according to 

fabric thick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in-depth interviews on revising patterns according to 

fabric thickness, as fabric thickness increases, the ease amount in girth and 

length of the bodice and each pattern part adjusted differently. Fabric 

thickness was found to affect smaller pattern pieces or accumulated seam 

allowances the most.  

Second, as a result of the fit test according to fabric, it was found that the fit 

deteriorated as the thickness of the fabric increased, and the difference in 

front neck width, back bust circumference, armhole depth, and collar were 

most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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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pattern revision points and amounts were determined by integrating 

the results from the fit test and in-depth interviews. As a result, the 

circumference and length of the bodice increased, the armhole and neck width 

widened, the sleeve cap and the sleeve out seams increased. The outline of 

the lapel, the outer collar, and the pocket flap and the center of the outer 

collar increased. 

Fourth, a second fit evaluation was conducted to verify the suitability of the 

designed jacket pattern revision method and to confirm the modification. As a 

result, most differences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before the 

revisions while results were found to be not significant after the revisions, 

meaning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in evaluation according to fabric 

thickness.   

Fifth, as a result of in-depth interviews on the drape simulator, the fast 

simulation process reduces time and cost in long distance work. However, in 

order to improve its technical properties, fabric properties also need to be 

improved and a regulation needs to take place in order to place credibility on 

the fabric results of drape simulators.  

Sixth, as a result of considering the impact of virtual layer expression, 

differences in evaluation of single and double layer was found among varying 

fabric thickness.  

Seventh, as a result of testing the actualization of virtual wear, it was found 

that except for pulling wrinkles, silhouette, thickness feel, excess wrinkle and 

partial shape all increased similarly between actual and virtual as fabric 

thickness also increased. Waist circumference had the lowest similarity while 

hip circumference showed the highes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fabric thickness by constructing a 

tailored jacket for each fabric thickness in real and virtual settings. Through 

this, the impact of fabric thickness is compared and a pattern revision method 

according to fabric thickness is designed to quantify the basic data in order to 

improve the virtual wear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clothing. 

 

Keywords : drape simulation, virtual wear, fabric properties, fabric thickness, 

pattern revision, tailored jacket 

Student Number : 2018-2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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