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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houlder pad affecting the arm movement, eleven women 
volunteers of standard body whose age is from eighteen to twenty-four (x ±1”)were chosen and 
this experiment had done according to front-vertical motion, side-vertical motion and horizontal 
motion of upper limps for two different materials of shoulder pad(sponge, non-woven) and four 
different thickness of shoulder pad(0.6 cm, 0.8 cm, 1.0 cm, 1.2 cm). On the base of this, this 
study, when putting on shoulder pad, try to find the reform method of shoulder part pattern.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When putting on shoulder pad to blouse pattern to rise shoulder pad for rate of two-third 

per thickness is seemingly the best for sensory evaluation. So, when putting on shoulder 
pad, we understand that in order to improve sensory evaluation of clothes, when that, 
rising sh이alder pad for rate of two-third per thickness is the best.

2. From the results of measure of functional volume and physiological volume for functiona
lity evaluation according to thickness and material, motion of shoulder pad, 1.2 cm thick
ness and non-woven material is evaluated the worst for func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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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rom the results of sensory evaluation and functionality evaluation of material of shoulder 
pad, sponge material is superior for functionality but not for sensory evaluation, non-woven 
material is superior for sensory evaluation but not for functionality. So, think that it had 
better use sponge material for functional clothes, non-woven material for aesthetical 
clothes

4. From the results of functionality of clothes, when putting on shoulder pad, the worst dis
comfortable parts are the armpit part and the shawl part, functionality of these part 
shoulder be reformed.

I.서 론

의복은 인체 표면에 가장 근접해 있는 구조물 

이다. 따라서 그 형태는 인체의 구조에 의해 좌우 

되어진다叫 그 중에서도 특히 어깨부위는 의복의 

지지부이며 의복의 전후 균형을 유지할 뿐만 아 

니라, 몸통과 팔의 접속부로서 의복의 적합성, 기 

능성 및 심미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위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연구는 의복 구성의 측면에 

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다수의 연구자들mo 
에 의해 다각적 인 연구가 시도되 어져 왔다.

의복 설계상 체형 표현의 부위이며, 유행감각 

을 나타내 주는 어깨부위에 부착되어 사용되어지 

는 어깨패드(pad)는 의복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 

치며, 착용자의 장점을 더욱 살리고 단점을 보완 

해 주기 때문에 체형보정의 차원에서는 물론 인 

체 보호를 위 한 특수복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활 

용되어 현대 패션의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 그러 

므로 오늘날 유행에 의해 사용의 많고 적음은 있 

으나, 여성복에서 뿐 아니라 남성복에서까지 현 

저히 사용되어지고 있다.

어깨 패드는 개인을 대상으로한 의복일 경우에 

는 그 착용자의 개성에 맞추어 수작업에 의해 제 

작되어지나, 현대와 같이 기성복이 일반화된 요 

즘에는 어깨 패드 또한 대량생산에 의해 제작되 

어지고, 착용자의 체형 특징이나 기능성의 고려 

없이 부착되어져 시판되고 있으므로 그에 관한 

연구가 요망되어진다.

그러나 어깨 패드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 

이고 최근에 와서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조금씩 

시도되어지고 있는데, 田部井章江6＞의 "어깨 패드 

의 형태와 제작 공정에 관한 연구”, 이은정”의 

"肩, 頸部 형태에 따른 어깨 패드의 두께에 관한 

연구”, 그리고 鈴木妃美子"의 “착용 의복에 따른 

어깨 패드의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 둥이 있을 

뿐이고, 어깨 패드의 기능성을 심미성과 함께 다 

룬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 

로 어깨 패드와 그에 따른 팔의 동적 기능성의 검 

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팔 동작에 미치는 어깨 

패드의 영향을 어깨 패드의 두께와 소재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의복의 기능성은 감각에 의한 관능량에만 의존하 

여 해석되어져 왔다. 인간의 감각은 변화의 폭이 

크며 규격화가 어려워, 이것만으로 의복의 기능 

성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감각에 의한 관능량과 근전도 측 

정에 의한 생리량으로 의복의 기능성을 분석하므 

로써 보다 과학적 인 정 량화를 시 도하고자 한다.

U. 이론적 배경

의복의 기능성을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 

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근전도 

측정에 의한 생리량을 분석함으로써 의복의 기능 

성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생물체는 흥분하게 되면 근육은 물론 신경 및 상 

피 조직에서도 이들 내부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를 활동 전류(activity electric current) 라고 

한다. 흥분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 전 

위가 낮기 때문에, 흥분이 일어나지 않은 부분 간 

에 전위차가 발생하여 전류가 흐르게 된다叫

근전도는 이러한 활동 전위(action potential) 
를 유도하여 증폭 기록한 것으로서, 근전도로부 

터 운동 신경계의 활동 상태를 간접적으로 읽을 

수가 있다.

근전도를 유도하는 방법에는 침전극 유도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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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전극 유도법의 두 종류가 있는데m 침전극 

유도법은 직접 침전극을 근육 내부에 삽입하여 

활동 전위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표면전극 유도 

법은 근육을 덮고 있는 피부면에 전극을 부착하 

여 활동 전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유도 

되어진 근육의 활동 전위는 증폭기를 통해 식별 

가능한 시그널로 변화되어 기록지 상에 나타나고 

이것을 파형(wave form)이나 폭의 변화 그리고 

빈도의 변화에 의해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m. 연구방법

1. 실험조건

1) 피험자 선정

부산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에서 24세의 여 

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체형 분류를 위한 간접 계 

측과 표준체형 선정을 위한 직접 계측을 실시하 

여 정상체형의 소유자이면서 92 국민 표준 체위 

조사 보고서기준의 18〜24세 여자 天 ±1。이내 

에 포함되는 11명을 선정하여 본 실험의 대상자 

로 하였다. 피험자의 신체치수는〈표 1〉과 같다.

계측 기간은 1996년 3월 2일에서 4월 15일까지 

실시하였다.

2) 팔 동작 설정

인체의 동작중 가장 많은 활동량과 활동 범위 

를 가지는 팔 동작에 대하여 선행 연구를 바탕으 

로 팔 동작을 전방수직동작, 측방수직동작, 수평 

동작으로 설정하였다(그림 1).
동작은 하나의 연속 동작이 되도록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동작을 실시토록 하고, 3회 반복하도록 

하였다.

3) 어깨 패드 선정

실험복에 부착될 어깨 패드의 선정을 위해, 먼 

저 기성복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장조사, 의 

상잡지(1993년 1월부터 1996년 8월까지 발행된 

영 부띡, 레이디 부띡 둥) 자료 조사, 어깨 패드 

제조회사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 

다.

그 결과 실험용 어깨 패드의 크기는 앞길이 8.0

〈그림1> 팔동작종류

cm, 뒷길이 9.0 cm, 너비 10.0 cm에, 두께는 0.6 
cm에서 1.2 cm, 소재는 스폰지와 부직포, 형태는 

반원형의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본 실험에 사용된 어깨패드는 반원 

형으로 두께 4종류(0.6 cm, 0.8 cm, 1.0 cm, 1.2 
cm), 소재 2종류(부직포, 스폰지)로 변화를 주 

었다. 어깨패드는 시판되고 있는 것을 구입하여 

실험복 소재와 동일한 실험포로 한번 싸서 사용 

하였으며 어깨패드의 부착방법은〈그림 2〉와 같 

다.

2. 착의 실험

실험에 사용될 원형으로는 착의 실험 결과 적 

합성이 가장 좋게 나타난 임원자 원형m으로 선 

정하였으며, 블라우스 제작에 사용된 소재의 물 

성 은〈표 2〉와 같다.

1) 심미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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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92 국민 표준체위 조사보고서 및 피험자의 신체치수

항 목

92 국민 표준체 위 조사서 기능성 평가 피험자 심미성 평가 피험자

X S.D X S.D X S.D

1. 키 159.2 4.9 160.4 2.4 160.9 1.3

2. 어깨높이 128.9 4.3 130.4 1.8 131.0 1.0

3. 목뒤높이 135.4 4.5 135.6 2.6 136.2 1.5

4. 허리높이 97.2 3.8 98.1 1.2 98.6 0.8

5. 진동둘레 35.5 2.3 36.5 0.9 36.9 0.3

6. 윗팔둘레 26.6 2.1 26.0 1.3 26.8 0.4

7. 가슴둘레 82.2 4.8 81.6 2.4 82.5 1.4

8. 허리둘레 65.3 4.6 65.8 1.4 65.2 0.9

9. 엉덩이둘레 89.7 4.3 89.7 2.3 90.4 1.8

10. 어깨너비 35.2 1.6 36.3 1.5 36.1 0.3

11. 어깨길이 14.1 1.3 14.0 0.9 13.9 0.6

12. 앞품 31.5 2.2 31.0 1.7 31.1 0.6

13. 뒷품 37.1 2.8 35.4 1.3 34.4 0.7

14. 앞중심길이 32.0 2.0 32.6 1.2 33.4 0.6

15. 뒷중심길이 39.4 2.2 38.8 1.3 39.2 0.6

16. 소매길이 49.7 2.3 50.7 0.8 50.1 0.5

17. 右견경사각도 23.7 2.1 22.5 1.1

18. 체중 53.0 5.8 51.3 2.3 51.9 1.4

어깨 패드 부착시 외관상 심미성이 좋은 실험 

복 패턴을 선정하기 위해 어깨높이의 올림비율에 

변화를 주어 착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피험자는 직 • 간접 계측에 의해 선정된 11명의 

피험자 중 선행연구侦에 따라 어깨 경사각도가 

x±l<r 이내에 포함되는 정상 어깨를 소유한 피험 

자 3명을 선정하여 실험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 

은 1996년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하였 
다 I

심미성 '평가에 사용된 실험복은 기본형 블라우 

스 패턴m을 사용하였다(그림 3).
각 피험자들의 치수로 제작된 실험복은 어깨패 

드의 두께 4종류(0.6 cm, 0.8 cm, 1.0 cm, 1.2 
cm), 어깨패드 두께에 대한 어깨높이의 올림비 

율 3종류(1/3, 2/3, 3/3), 소재 2종류(스폰지,〈그림 2> 숄더패드의 부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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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실험복 소재의물성

섬유조성

（%）

직물

구조

번수 （Ne） 

（경사X 위사）

직물밀도

（경사 X 위사

/2.54cm）

무게 

(g/m2)

두께 

(mm)

인장

강도 (kg) 신도 （%）

경사 위사 경사 위사

폴리 에스테르 60%
면 40%

평직 46x46.5 75X110 100.64 0.12 23.8 13.7 16 18

1. 18 cm

2. 3 cm

3. 2 cm

4. W/4 + Dart 분량

+ 0.5 cm - 0.5 cm

5. W/4 + Dart 분량

+ 0.5 cm + 0.5 cm

6. H/4 + 0.5 cm - 0.5 cm

7. H/4 + 0.5 cm - 0.5 cm

8. 2 cm

9. 3 cm

10. 6 cm

11. 6 cm

12. 3 cm

13. 7 cm

〈그림 3> 심미성 평가를 위한 실험복

부직포）로서 조합하여 1인당 24벌을 착용시켜 실 평가방법은 3명의 피험자들에게 각각의 실험 

험을 실시하였다（표 3）. 복 24벌을 착용시켜 의류학 전공 대학원생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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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심미성 평가를 위한 실험복 종류

卞顼J＜잰_
、둔께^J 

올림 링스'''

스폰 지 부직포

0.6 cm 0.8 cm 1.0 cm 1.2 cm 0.6 cm 0.8 cm 1.0 cm 1.2 cm

1/3 a b c d az bz c' d，

2/3 e f g h ez f，
， 

g h，

3/3 i j k 1 r j， k， r

A. 어깨패드 두께당 어깨높이 올림비율

으로 구성된 전문 패널단에게 심미성의 정도를 

가슴너비 부위, 둥너비 부위, 어깨너비 부위, 목 

둘레 부위, 가슴둘레 부위의 5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게 하였다. 심미성 평가는 5개의 측정문항 

으로 구성된 5점 평점 척도로 하였다. 실험복 착 

용 순서는 무작위로 선택하여 착용시켰다.

2) 기능성 평가

어깨패드 부착시 팔동작(전방수직동작, 측방 

수직동작, 수평 동작) 에 의 한 기능성 평 가를 관능 

량으로 알아보고 동시 에 기 능성을 저 하시키는 의 

복 구성상 불편 항목을 파악하기 위해 착의 실험 

을 실시하였다.

11명의 피험자로 하여금 관능량을 평가하게 하 

였다.

평가방법은 11명의 피험자로 하여금 어깨 패드 

가 부착된 8벌의 실험복을 착용시켜 팔동작(전방 

수직동작, 측방수직동작, 수평동작)을 실시하게 

하여 각 동작시에 느끼는 관능량의 정도를 판정 

하게 하였다. 실험은 1996년 9월 15일부터 9월 25 
일까지 실시하였다.

실험복 블라우스는 심미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된 어깨패드 두께당 어깨높이 올림비율에 의 

해 어깨패드의 소재 2종류, 두께 4종류로 변화를 

주어 제작하였다. 제작방법은 심미성 평가에서 

사용된 블라우스와 동일하고 피험자 1인당 8벌의 

실험복을 착용시켜 실험을 실시하였다(표 4).
실험복의 착용순서는 무작위로 선택하여 착용 

시켰고, 피험자의 피로로 인한 오판을 줄이기 위 

해 각 동작간 3분의 휴식시간을 두었다. 기능성 

평가는 앞의 심미성 평가에서 사용된 5개 항목 

과, 여기에 겨드랑이 부위, 허리둘레 부위, 엉덩 

이둘레 부위의 3개 항목이 추가된 8개의 측정문 

항으로 구성하여 5점 평점척도로 평가하게 하였 

다.

3) 근전도(EMG) 측정

근전도 측정을 위하여 먼저 팔의 들어올림 및 

회전에 관여하는 주근육인 삼각근(deltoid), 대 

흉근(pectoralis), 대원근(teres major), 광배근 

(latissimusdoris) 에 대하여"＞岡 전극 (elec- 
trode)을 부착하고 근전계 에 연결시 켜 예비 실험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팔의 전방수직동작, 측방 

수직동작, 수평동작시어】, 근육의 활동을 비교적 

시그널(signal)로 쉽게 볼 수 있는 삼각근을 이용 

하여 근육 반응 정 도를 살펴 보았다.

근전도 측정의 피험자는 기능성 평 가에 참여한 

11명이며, 실험은 1996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 

까지 실시하였다.

근전도 측정에 사용된 실험복 블라우스는 기능 

성 평가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하였다.

봄 연구에서는 표면전극 유도법에 의해 sensi-

〈표 4＞ 기능성 평가를 위한 실험복 종류

卞生 스폰지 부직포

올림 량 '、'께 0.6 cm 0.8 cm 1.0 cm 1.2 cm 0.6 cm 0.8 cm 1.0 cm 1.2 cm

2/3 e f g h ez f， g，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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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vity 3 mV /DIV, time constant 0.02 sec, ch
art speed 5 mm/sec로 근전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근육의 피부면에 전극을 부착할 위치를 

설정하고 전극 부착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저항 

을 감소시키기 위해 피부면의 솜털을 제거하고 

의 약용 알콜로 깨끗이 닦아낸 후 직경 19 mm의 

전극(3 M. Red DotTM)을 부착하였다. 그리고 전 

극의 선이 움직임으로 인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지칼 테입 (sergical tape)으로 피부면을 

따라 고정시켰다. 본 연구에 사용된 근전도 기기 

는 Lafayette instrument 이 다.

3. 자료분석

실험을 통해 얻어진 자료의 분석은 SAS 통계 

팩키지를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사용된 통계 

방법은 실험복의 심미성과 기능성 평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고, 어깨패드의 두께, 소재, 동작간의 상 

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삼원변량분석과 다중분 

류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어깨패드 부착시의 심미성 분석

어깨패드 부착시 심미적으로 우수한 의복 패턴 

의 수정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어깨패드 두께 

당 어깨높이의 올림비율을 달리한 실험복을 착용 

시키고 심미성의 정도를 평가하게 하였다. 심미 

성의 정도는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심미적으로 

우수함을 나타낸다.

〈표 5〉는 어깨 패드의 소재 2종류, 두께 4종류 

에 대한 각 실험복 간의 일원 변량 분석과 Sche
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그 결과 스폰지 소 

재 0.8 cm 두께, 1.0 cm 두께, 1.2 cm 두께의 어 

깨패드와 부직포 소재 L2 cm 두께의 어깨패드 

부착 실험복에서 각 패턴간에 두드러진 유의적인

〈표 5> 어깨높이의 올림 비율에 따른 심미성 평가 차이

소 재
비율 

두께
l/3a 2/3 3/3 F 값

스폰지

0.6 cm 3.21 3.43 3.39 2.52

0.8 cm 3.09
(Bb)

，3.55
(A)

3.45 
(A)

11.08***

1.0 cm
3.00 
(B)

3.59 
(A)

3.18 
(B)

14.00***

1.2 cm
2.83 
(B)

3.53 
(A)

3.38 
(A)

23.19***

부직포

0.6 cm
3.32 

(A/B)
3.55 
(A)

3.19 
(B)

6.67**

0.8 cm 3.25 
(B)

3.57 
(A)

3.45 
(A/B)

4.60*

1.0 cm 3.45 3.59 3.36 2.78

1.2 cm
3.26 
(B)

3.93 
(A)

3.28 
(B)

28.08***

• P < .05 **P<,01 *** P < .001
a. 어깨패드 두께당 비율

b. Sche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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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폰지, 부직 

포 모두 1.2 cm 두께의 어깨패드가 패턴간의 차 

이가 뚜렷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깨패 

드 부착시 패턴의 어깨높이 올림량은 어깨패드의 

소재 와 두께 에 관계 없이 모두 2 /3비 율로 어 깨 높 

이를 올려준 것이 심미적으로 가장 우수한 결과 

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업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패턴과 일치하였다.

따라서 어깨높이를 어깨패드 두께의 2/3비율 

로 올려준 패턴을 중심으로 실험복을 제작하고 

착의 실험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찰해 나가기로 

하겠다.

〈표 6〉은 어께 높이 올림 비율을 2/3로 했을 때 

어깨패드의 소재와 두께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다.

어깨패드의 두께 차이에 따른 심미성 평가는 

부직포 소재에서 어깨패드 두께간에 유의적인 차 

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두께 1.2 cm인 것이 심미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스폰지 소재를 사용한 소프 

트(soft)한 선을 살리고자 할 때는 두께간의 차이 

는 별의미가 없으나 부직포 소재를 사용한 하드 

(hard) 한 선을 살리고자 할 때는 두께간의 차이 

를 살려주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어깨패드의 소재에 따른 심미성 평가는〈표 7> 
에 나타내 었다. 그것에 따르면 1.2 cm 두께에서 

소재간에 두드러진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부직포 소재일 때 스폰지 소재에 

비해 심미성이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그러므로 

어깨패드 두께 1.2 cm의 부직포 소재에서 심미성 

이 가장 좋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8〉은 어깨패드 두께, 소재에 따른 심미성 

의 분산분석표이다. 그 결과 어깨패드 두께, 소재

〈표 6> 두께에 따른 심미성 평가 차이

*** P < .001

、扌께 

소재'、 0.6 cm 0.8 cm 1.0 cm 1.2 cm F 값

스폰지 3.43 3.55 3.59 3.53 0.92

부직포
3.55 
(B)

3.57 
(B)

3.59 
(B)

3.93 
(A)

8.23*

〈표 7> 소재에 따른 심미성 평가 차이

소재
두께'、、 스폰지 부직포 t 값

0.6 cm 3.43 3.55 1.55

0.8 cm 3.55 3.57 0.02

1.0 cm 3.59 3.59 0.01

1.2 cm 3.53 3.93 19.58*

*•* P < .001

〈표 8> 어깨패드 두께, 소재에 따른 분산분 

석 (심미성

**P<.01, ***P<.001

계치
변량/\

자유도 

(DF)
평균자승합 

(MS)
知

주효과 7 3.19 4.85***

두께 (A) 3 3.07 4.68***

소재 (B) 1 5.47 8.32**

상호작용 

(AxB)
3 2.54 3.87**

간에는 모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두께와 소재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어깨패드 부착시의 기능성 분석

1) 동작에 따른 관능량 분석

어깨패드의 소재와 두께를 달리하고, 팔 동작 

을 실시하게 하여 피험자로 하여금 기능성의 정 

도를 관능량으로 평가하게 한 것이다. 기능성의 

정도는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기 능적으로 우수함 

을 나타내고 있다.

〈표:9〉는 어깨패드의 소재에 따른 기능성 평가 

결과이다. 그에 따르면 모든 팔동작에서 어깨패 

드 두께 1.2 cm에서 소재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기능성에 대한 

어깨패드 소재간의 차이는 동작에 관계없이 1.2 
cm 두께에서만 나타나며 그 중에서도 특히 부직 

포 소재일 때 스폰지 소재에 비해 기능성이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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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소재에 따른 기능성 평가

동작

、、于재 

두个、 스폰지 부직포 t 값

0.6 cm 2.68 3.02 0.95
전방

0.8 cm 2.99 2.95 0.05
수직

1.0 cm 3.16 3.02 0.67
동작

1.2 cm 3.32 2.97 5.11*

즉방

0.6 cm 3.23 3.17 0.17

0.8 cm 3.19 2.99 2.21
수직

1.0 cm 3.35 3.13 2.57
동작

1.2 cm 3.44 3.11 6.27*

0.6 cm 3.38 3.38 0.00

수평 0.8 cm 3.41 3.20 2.77

동작 1.0 cm 3.47 3.43 0.07

1.2 cm 3.59 3.16 10.89**

* P < .05, " P < .01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부직포 소재는 스폰지 소재 

에 비해 심미성은 좋으나 기능성은 나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10〉은 어깨패드 두께, 소재, 동작간의 분산 

분석표이다. 어깨패드 두께에서는 미약한 유의적 

인 차이가 보여지고 있으나, 어깨패드 소재와 동 

작에서는 매우 두드러진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표 10> 어깨패드 두꺼】, 소재, 동작간에 따 

른 분산분석 (기능성)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깨패드의 소재와 두께 간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팔동작의 기능성은 어깨패드의 소재와 

동작에 의해 크게 영 향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어깨패드의 심미성과 

기능성은 어깨패드 두께 1.2 cm에서 소재간에 유 

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어, 부직포 소재가 심미성 

은 좋으나 기능성은 저하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능성이 저하되는 부직포를 어깨패드로 사용했 

을 때 기능성을 향상시키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리 

라 생각된다.

2) 동작에 따른 생리량 분석

어깨패드 부착시 의복의 기능성을 보다 객관적 

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정량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근전계를 이용하여 피험자 11명의 

삼각근에 전극을 부착하고 여기서 도출된 근전도 

시그널을 측정하여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사용된 근전도의 각 측정값들은 근육의 역할 

에 따른 부하량의 영향을 배제하고 순수한 기능 

성의 차이만을 보기 위하여, 먼저 실험복을 입지 

않고 브레이지어만을 착용한 상태에서 동작을 실 

시하게 하여 측정한 근전도 값에서 실험복을 착 

용하고 측정한 근전도 값을 뺀 차의 값으로 분석 

을 하였다.

그 결과는〈표 11〉과 같다. 그것에 의하면 어깨 

패드 두께, 소재 그리고 팔 동작 모두는 각각 두 

드러진 유의적 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깨패드 두께 간에는 

1.2 cm 두께 가 가장 기 능성 이 나쁘고, 0.6 cm 두

♦ P < .05, — P < .001

■계 치 

변량

자유도 

(DF)
평균자승합 

(MS)
F 값

주효과 9 7.01 8.24***

두께 (A) 3 2.28 2.69*

소재 (B) 1 17.09 20.11***

동작 (C) 2 16.10 18.94***

상호작용 

(AXB)
3 2.30 2.71*

〈표11> 근전도측정값의 분산분석

계치 

변량

자유도 

(DF)
평균자승합 

(MS)
F 값

주효과 6 590.53 20.05***

두께 3 285.48 9.69***

소재 1 2496.47 84.77***

동작 2 95.16 3.23*

* P < .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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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가 가장 기능성 이 좋게 평가되 었다.

다음으로 어깨패드 소재간의 차이는 특히 전방 

수직동작에서 소재간에 더 두드러진 유의적인 차 

이를 나타내고 있고, 스폰지 소재에 비해 부직포 

소재일 때 기능성이 더 나쁘게 평가되었다. 각 동 

작간의 차이는 측방수직 동작일 때 가장 기 능성 이 

좋게 평가되었다. 이것을 앞의 기능성 평가 결과 

와 비교해 보면 두께, 소재간에 있어서는 거의 동 

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동작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능성 평가에서는 전방수 

직동작일 때가 가장 기능성이 나쁘게 나타났고 

근전도 측정에서는 수평동작일 때 기능성이 가장 

나쁘게 나타나 인간의 감각이 느끼는 관능량과 

근육이 느끼는 생리량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호작용 효과는 근전도 측정 결과 없는 것으 

로 나타났으므로 이것에 대한 다중 분류 분석을 

통해 주효과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표 12> 
와 같다.

그 결과 어깨패드 두께에서는 1.2 cm인 것이, 

소재에 있어서는 부직포 소재인 것이, 동작에 있 

어서는 수평동작일 때 더 기능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표 12> 어깨패드 두께, 소재, 동작에 따른 

다중분류분석 （근전도）

통계치 

변량원
편차 eta

두께

0.6 cm -0.90

0.48
0.8 cm -0.14

1.0 cm 0.02

1.2 cm 1.01

소재
스폰지 -1.16

0.82
부직포 1.16

상지

동작

전방수직 -0.03

0.23측방수직 -0.30

수평 0.53

M니tiple R2 0.613

Multiple R 0.783

t正 75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앞의 기능성 평 

가에서와 동일한 1.2 cm 두께의 부직포 소재 어 

깨패드가 가장 불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 

서 근전도 측정에 의한 기능성의 평가는 부분적 

으로 미묘한 차이는 있으나 이제까지 관능량에 

의존하여 왔던 기능성의 측정 방법을 보다 과학 

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정 량화가 가능한 측정 

도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V。결 론

팔 동작에 미치는 어깨패드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18〜24세 여자 국민 표준 체위 조사 보고 

서G의 茂 ±1。이내에 포함되는 표준 체형의 피험 

자 11명을 대상으로 어깨패드의 두께 4종류（0.6 
cm, 0.8 cm, 1.0 cm, 1.2 cm）, 어깨패드 소재 2 
종류（스폰지, 부직포）에 대해, 팔동작 3종류（전 

방수직동작, 측방수직동작, 수평동작）를 실시하 

게 하여 착의 실험을 행하였다. 착의실험은 어깨 

패드의 영향을 심미성과 기능성으로 나누어 관능 

량을 측정함과 동시어）, 근전도에 의한 생리량을 

측정하여 이를 비교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블라우스 패턴에 어깨패드를 부착할 때는 

어깨패드 두께당 2/3 비율로 어깨높이를 

올려주는 것이 외형상 가장 심미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깨패드 부착시 

의복의 심미성 향상을 위해서는 어깨패드 

두께당 어깨올림 비율을 2/3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2. 어깨패드의 두께, 소재 및 동작에 따른 기능 

성 평가에 대한 관능량과 생리 량을 측정해 

본 결과 1.2 cm 두께, 부직포 소재가 가장 

기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두께가 두꺼울수록 소재 가 딱딱할수록 의복 

의 기능성은 저하됨을 알 수 있다.

3. 어깨패드의 소재에 대한 심미성과 기능성 

평가 결과 스폰지 소재는 기능성이 우수하 

나 심미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부직포 소재 

는 심미성은 우수하나 기능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능적인 의복이 

어야 할 경우는 스폰지 소재, 미적인 의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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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경우는 부직포 소재를 사용하는 것 

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어깨패드 부착시 의복의 기능성을 고찰한 

결과 가장 불편한 부위로는 겨드랑이 부위 

와 어깨너비 부위인 것으로 나타나, 이 부위 

치수의 기능성을 개선해 주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는 어깨패드가 부착될 의복의 심미 

성 및 기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연구로 실 

시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본 연구를 기초로 하 

여 의복의 기능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패턴상의 보완 방법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차후 소재쪽의 연구도 계속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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