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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adding shoulder pads to clothing, the shoulder pads brings down the quality of armpit 
area and the width of shoulder area, 1.5 cm thick non-woven shoulder pads are good for sensory 
evaluation but do not function as well.

Therefore this study has done to come up with a solution to satisfy both sensory evalu죠tion 
and functionality. The study did was by using laboratory blouses with three different types of 
아loulder pads, which were two different armpit depths (LOcm, 2.0cm), 3 types of armpit widths 
(0.5cm, 1.0cm, 1.5cm), and 3 types of shoulder widths (0.5cm, 1.0cm, 1.5cm).

The Result are as followed:
1. The sensory evaluation was affected the most by the armpit depths and shoulder lengths.
2. There were two results for the best sensory evaluation, they were the one with a pad of 

armpit depth of 1.0cm, armpit width of 1.5cm, and shoulder width of 0.5cm, and the one 
w辻h armpit depth of 1.0cm, armpit width of 1.0cm, and shoulder width of 1.5cm.

3. The functionality was affected in an order of movement, armpit width, and shoulder width,
4. The two results for the best functionaHty were the one with shoulder pads of armpit depth 

of 1.0cm, armpit width of 1.5cm, and shoulder width of 0.5cm, and the one with armpit 
depth of 1.0cm, armpit width 1.5cm, and shoulder width of 1.5cm.

5. In conclusion, 1.2cm nonwoven shoulder pads on a blouse with a pattern of armpit depth of 
1.0cm, armpit width of 1.5cm, and shoulder width of 0.5cm will satisfy both sensory evalu
ation and functionality at the same time.

I.서 론

인간의 몸은 약 230개 정도의 대소장단의 뼈와 

그들을 연결하는 관절, 그리고 인체의 전 중량의 

36~40%를 차지하는 근육으로 그 형태가 이루어 

겨 있다D.
그 중에서도 어깨관절온 몸통과 팔의 접속부이 

며 동작범위가 가장 넓은 부위로 팔 동작 시 윗팔 

의 체표뿐 아니라 몸통 전체의 체표 및 천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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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淺層）의 근육이 크게 변화하므로 의복의 적합 〈표 ］〉97 국민 표준체위 조사보고서 및 피

성, 기능성 및 심미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위이 

다.

험자의 신체치수

97' 국미
그러므로 팔 동작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신체

상의 변화 및 의복으로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국 항 목
표순체위 

조사서

심미성 평가 피험자

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선 

행연구2~5）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팔과 어깨 부위의 X S.D A B C

동작이 의복의 착용감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L 키 160.0 5.0 161.0 163.0 158.4
하겠다. 2. 어깨높이 130.1 4.6 132.3 129.5 129.8
의복 조형 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어깨패 3.목뒤높이 135.7 4.5 136.1 137.7 133.1

드는 의복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며, 착용자의 4. 허리높이 97.7 3.8 98.2 96.7 97.9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주므로 체형 보정 5. 진동둘레 35.8 2.7 35.9 35.8 36.9
의 차원에서는 물론 인체보호를 위한 특수복에 6. 윗팔둘레 26.3 2.3 26.7 25.7 26.3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7. 가슴둘레 81.7 5.1 82.5 81.9 84.6
특히 어깨패드는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 8. 허리둘레 65.6 4.9 63.2 64.8 66.9

이, 가장 활동 범위가 큰 어깨관절 부위에 부착되 9.엉덩이둘레 89.2 4.4 92.7 92.0 88.0
어져 의복의 심미성은 물론 동적 기능성에도 영 10. 어깨너비 35.1 1.8 36.2 36.7 35.5
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 11. 어깨길이 13.0 1.3 13.7 14.1 13.8
정이다. 12. 앞 품 30.9 1.8 31.2 32.6 31.1
따라서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6）로 팔 동작에 미 13. 뒷 품 35.3 2.2 34.7 34.9 37.5

치는 어깨패드의 영 향에 관한 연구를 실시 하고, 14. 앞중심길이 32.3 2.4 32.4 34.0 31.2
그 후속으로 어깨패드 부착 시, 가장 기능성을 저 15. 뒷중심길이 37.7 2.5 37.8 38.4 38.8
하시키는 부위인 겨드랑이 부위와 어깨너비 부위 16. 소매길이 51.1 2.3 50.1 49.3 49.2
에 대하여 이를 기능적으로는 물론 미적으로도 17. 右견경사각도 21.4 3.6 21.5 23.5 22.0
아름답게 개선시키기 위 하여, 어깨패드가 부착된 18. 체 중 52.2 6,0 51.5 52.7 51.5
블라우스를 제작하고 착의실험을 실시하여 어깨

패드 부착에 따른 의복의 구성상 설계 방안을 제 팔 동작은〈그림 1〉에서와 같이 전방수직동작,
시하고자 한다. 측방수직동작, 수평동작으로 설정 하였다. 동작은

H. 연구 방법
하나의 연속 동작이 되도록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3회 반복하도록 하였다.

1. 실험 조건 3） 어깨패드

실험복에 부착된 어깨패드는 앞길이 8.0cm, 뒷
1） 피험자 선정 길이 9.0cm, 너비 10.0cm 크기의 것으로, 선행연
피험자는 정상체형의 소유자이며, 신체 치수가 구9）결과 기능성 평 가에서 가장 나쁘게 나타났던

"97'气車 표준 체위 조사 보고서”分의 18〜24세 두께 1.2cm의 부직포 소재 어깨패드를 실험복에
여자 文±1°이내에 포함되고, 어깨경사각도가 선 

행연구8）에 근거하여 정상어깨에 해당되는 3명을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어깨패드의 부착방법은〈그림 2〉와 같다.
본 실험의 대상자로 하였다. 피험자의 신체치수

는〈표 1〉과 같다. 2. 착의 실험

실험에 사용된 원형은 임원자 원형을 활용한

2） 팔 동작 설정 기본 블라우스 패턴1。）에 어깨패드 부착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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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팔동작종류

〈그림2> 숄더패드의부착방법

성을 가장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겨드랑이 

부위와 어깨너비 부위의 여유량을 변화시킨 수정

1. 어께 너비

0.5cm

1.0cm

15cm

2. 겨드랑이 푹

0.5cm

LOcm

1.5cm

3. 겨드랑이 깊이

1.0cm

2.0cm

4. 1.0cm

5. 1.0cm

〈그림 3> 수정 패턴의 실험복

패턴으로 실험복을 제작하였다.(그림 3)
수정 패턴 블라우스의 여유량 변화는 겨드랑이 

깊이 2종류(1.0cm, 2.0cm), 겨드랑이 폭 3종류 

(0.5cm, 1.0cm, 1,5cm), 그리고 어깨 너비 3종류 

(0.5cm, 1.0cm, 1.5cm)로 변화를 준 1인당 18벌 

의 실험복을 착용시켜 실시되었다.(표 2)
실험복 블라우스 제작에 사용된 소재의 물성은 

〈표 3〉과 같다.

1) 심미성 펑가

겨드랑이 부위와 어깨너비 부위가 수정된 실험 

복을 피험자에게 착용시키고 외형상의 심미성 정 

도를 알아보기 위해 10인의 전문 패널단으로 하 

여금 평가하게 하였다. 실험복의 착용 순서는 무 

작위로 선택하였으며, 측정 문항은 심미성의 정 

도를 가슴너비, 둥너비, 어깨너비, 목둘레, 가슴 

둘레의 5개 부위의 항목에 대해 5점 평점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2) 기능성 평가

겨드랑이 부위와 어깨너비 부위가 수정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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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수정 패턴에 의한 실험복 종류

언깬브
'、겨드랑이 깊이

겨드랑이 폭

0.5cm 1.0cm 1.5cm

1.0cm 2.0cm 1.0cm 2.0cm 1.0cm 2.0cm

0.5cm m n 0 P q r
1.0cm s t u V w X
1.5cm y z a g y d

〈표3> 실험복 소재의물성

섬유 

조성 (%)

직물

구조

번수

(Ne)
(경사 X 위사)

직물밀도

(경사 X 위사 

/inch)

무게 

(g/m2)
두께 

(mm)

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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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에 대하여 착용자가 느끼는 기능성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착용자로 하여금 팔동작에 따른 관능 

량을 앞의 심미성 평가에서 사용된 5개 부위 항 

목과 여기에 겨드랑이,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부 

위가 포함된 8개의 측정 문항으로 구성하여 5점 

평점척도로 판정하게 하였다.

3. 자료분석

실험을 통해 얻어진 자료의 분석은 SAS 통계 

팩키지를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사용된 통계 

방법은 실험복의 심미성과 기능성 평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Scheffe 검중을 

실시하였고, 수정 패턴의 부위 별 상호작용을 알 

아보기 위해 삼원변량분석과 다중분류분석을 실 

시하였다.

m. 결과 및 고찰

어깨패드 부착 시, 의복 구성상 가장 불편을 주 

는 항목인 겨드랑이 부위와 어깨너비 부위에 대 

하여, 여기에 심미성은 좋으나 기능성은 나쁜 두 

께 1.2cm 부직포소재 어깨패드의 기능성 및 심미 

성 향상을 위한 착의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심미성분석

겨드랑이 깊이, 겨드랑이 폭, 어깨 너비 부위에 

대하여 패턴 수정시 가장 심미성이 좋은 패턴을 

구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표 4〉와 

같다. 세 부위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륵히 겨드랑이 폭과 어깨 너비에서 

두드러진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것올 자세히 살펴보면 겨드랑이 깊이 간의 

차이에 있어서는 어깨 너비 0.5cm와 겨드랑이 폭 

1.5cm일 때 겨드랑이 깊이 간에 두드러진 유의적 

인 차이가 나타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겨드랑이 

깊이 1.0cm에서 심미성이 매우 좋게 평가되었다. 

(표 5)
겨드랑이 폭 간의 차이에 있어서는 어깨 너비 

0.5cm와 겨드랑이 깊이 2.0cm를 제외한 모든 실 

험복에서 겨드랑이 폭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깨 너비 1.0cm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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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수정패턴의 겨드랑이 깊이, 겨드랑 

이 폭, 어깨 너비에 따른 분산분석 

(심미성

*P<.05, *P<,01, —PV.001.

계치
변량원^、、 자유도

평균자숭합 

(MS)
F 값

주효과 17 4.41 6.09***

겨드랑이 깊이

(A)
1 4.48 6.18*

겨드랑이 폭 

(B)
2 9.67 13.33***

어깨너비

(C)
2 7.41 10.22***

상호작용 

(AXB)
2 3.03 4.18*

상호작용 

(BXC)
4 4.32 5.96**

상호작용 

(AxBxC)
4 2.56 3.01**

〈표 5> 겨드랑이 깊이에 따른 심미성 평가 

차이

■PV.Ol, —PV.001.

어깨

너비
겨드랑食、 l.Ocm 2.0cm t 값

0.5cm

0.5cm 4.13 4.10 0.15

1.0cm 3.99 3.95 0.25

1.5cm 4.30 3.89 19.42***

1.0cm

0.5cm 4.06 4.11 0.23

l.Ocm 4.01 3.83 3.12

1.5cm 3.77 3.69 0.60

1.5cm

0.5cm 3.89 4.03 2.11

l.Ocm 4.13 3.87 6.81**

1.5cm 3.67 3.77 0.88

L5cm에서는 비교적 겨드랑이 폭이 0.5cm일 때 

심미성이 좋게 평가되었고, 어깨너비 0.5cm에서 

는 겨드랑이 깊이 1.0cm일 때 겨드랑이 폭이

〈표 6> 겨드랑이 폭에 따른 심미성 차이

어깨

너비 X 0.5cm l.Ocm 1.5cm F 값

0.5cm
LOcm

4.13 
(A/B)

3.99 
(B)

4.30
(A)

6.18*

2.0cm 4.10 3.95 3.89 2.62

LOcm
l.Ocm

4.06 
(A)

4.01 
(A/B)

3.77 
(B)

488**

2.0cm
4.11
(A)

3.83 
(B)

3.69 
(B)

8.66*

1.5cm
LOcm

3.89 
(B)

4.13
(A)

3.67 
(B)

11.50**

2.0cm
4.03 
(A)

3.87 
(A/B)

3.77 
(B)

3.0俨

L5cm가 심 미 적으로 매 우 좋게 평 가되 었다. (표 6) 
어깨너비 간의 차이에 있어서는 겨드랑이 깊이

LOcm와 겨드랑이 폭 1.5cm 일 때 어깨너비 간에 

두드러진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그 중에서 

도 특히 어깨 너비 0.5cm일 때 심미성이 매우 좋 

게 평가되 었다.(표 7)

따라서 패턴수정에 의한 심미성 평가에서 가장

〈표 7> 어깨너비에 따른 심미성 평가 차이

겨드

랑이

깊이

\ 어깨 

、너비 

겨 £\\ 

랑이 叭

0.5cm l.Ocm 1.5cm F 값

l.Ocm

0.5cm
4.13 
(A)

4.06 
(A/B)

3.89 
(B)

3.40*

l.Ocm 3.99 4.01 4.13 1.34

1.5cm
4.30 
(A)

3.77 
(B)

3.17 
(B)

23.85*

2.0cm

0.5cm 4.10 4.11 4.03 0.38

LOcm 3.95 3.83 3.87 0.64

1.5cm 3.89 3.69 3.77 1.84、

*P<.05t -PV001.

127 -



128 어깨패드 부착 의복의 심미성과 기눙성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좋게 평가된 각 치수 조합으로는 겨드랑이 깊이

(3) 겨도항이 극1.5cm 일 Q

겨드항이 깉이

〈그림 4> 겨드랑이 깊이를 기준으로 한 상호 

작용 (심미성)

(1) 여-너비 0.5cm 일 4

〈그립 5> 겨드랑이 폭을 기준으로 한 상호 작 

용(심미성

1.0cm, 겨드랑이 폭 1.5cm, 어깨 너비 0.5cm일 

때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어깨너비 

와 겨드랑이 폭 간에, 겨드랑이 깊이와 겨드랑이 

폭 간에 그리고 겨드랑이 깊이와 어깨너비 간에 

상호 유의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그림 4>,〈그림 5>,〈그 

림 6〉과 같다.

그러므로 의복 패턴의 겨드랑이 부위와 어깨너 

비 부위를 수정하여 심미성을 평가한 결과, 심미 

성은 겨드랑이 폭과 어깨 너비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복 패턴의 심 

미성 향상을 위해서는 겨드랑이 폭과 어깨너비에

. (1)겨드랑이 깊이 1cm 일 때

〈그림 6> 어깨너비를 기준으로 한 상호 작용

(심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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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여유량의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기능성 평가

수정패턴의 겨드랑이 깊이, 겨드랑이 폭, 어깨 

너비 그리고 팔 동작에 대한 기능성의 분산분석 

결과는〈표 8〉과 같다. 그에 따르면 겨드랑이 폭, 

어깨 너비, 동작에 있어서는 각기 두드러진 유의 

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겨드랑이 

깊이에 있어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겨드랑이 폭 간의 차 

이에 있어서는 어깨 너비와 겨드랑이 깊이에 관 

계없이 대부분 겨드랑이 폭 1.5cm 일 때가 기능 

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표 9)
어깨너비 간의 차이에 있어서는 겨드랑이 깊이 

1.0cm와 겨드랑이 폭 1.0cm에서 그리고 겨드랑 

이 깊이 2.0cm와 겨드랑이 폭 1.5cm에서 어깨

<표 8> 수정패턴의 겨드랑이 깊이, 겨드랑 

이 폭, 어깨 너비, 상지동작에 따른 

분산분석 (기능성)

•P<.05, -P<.01, *~P<.001.

■계치
변량원、、

자유도 

(DF)
평균자승합 

(MS)
F 값

주효과 11 10.79 12.96***

겨드랑이 깊이

(A)
1 2.78 3.67

겨드랑이 폭 

(B)
2 45.13 59.70***

어깨너비

(C)
2 5.33 7.05***

동작 

(D)
2 45.49 60.3L

상호작용 

(AXB)
2 2.84 3.75*

상호작용 

(BXC)
4 2.34 3.09*

상호작용 

(BXD) 4 3.03 4.02**

〈표 9> 겨드랑이 폭에 따른 기능성 차이

어깨너 

비 X 0.5cm 1.0cm 1.5cm F 값

0.5cm
1.0cm

3.35 
(B)

3.96 
(A)

4.13 
(A)

17.49***

2.0cm
3.46 
(B)

3.71 
(A/B)

4.07 
(A)

7.98**

1.0cm
1.0cm

3.51 
(B)

3.50 
(B)

4,10 
(A)

11.26-

2.0cm
3.46 
(B)

3.60 
(A/B)

3.83 
(A)

3.15*

1.5cm
1.0cm

3.11
(C)

3.63 
(B)

4.14
(A)

23.74*

2.0cm
3.13 
(B)

3.71 
(A)

3.63 
(A)

6.65**

*P<.05, -P<.oi, ***P<.001.

〈표10> 어깨너비에따른기능성차이

겨드랑이 

깊이 X 0.5cm 1.0cm 1.5cm F 값

1.0cm
0.5cm

3.35 
(A/B)

3.51 
(A)

3.11 
(B)

3.21*

1.0cm
3.96 
(A)

3.50 
(B)

3.63 
(A/B)

5.32-

1.5cm 4.13 4.10 4.14 0.06

2.0c

0.5cm 3.46 3.46 3.13 2.59

1.0cm 3.71 3.60 3.71 0.35

1.5cm
4.07 
(A)

3.93 
(A/B)

3.63 
(B)

4.09*

,P<-05, **P<.01.

너비 0.5cm일 때 기능적으로 좋게 평가되었다. 

(표 10) 동작간의 차이에 있어서는 앞의 기능성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수평동작에서 가장 기능 

성 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수정 패턴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로는 겨드랑이 

깊이와 겨드랑이 폭 간에, 겨드랑이 폭과 어깨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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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쳐드항이 푝1.5cm 일 H

(2) 겨드랑이 픅1.0cm 일 Q

1cm 2cm
겨드랑이 깊이

겨드랑이 귚이

<二1림 7> 겨드랑이 깊이를 기준으로 한 상호

작용(기능성)

(3) 어"1.5cm SI 0

〈그립 8> 겨드랑이 폭을 기준으로 한 상호 작 

용(기능성)

비 간에, 겨드랑이 폭과 동작간에 상호작용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깨 너비, 겨드랑이 깊이, 겨드랑이 폭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그림 

7>,〈그림 8>,〈그림 9〉와 같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보면 기능성이 좋게 나 

타난 실험복으로는 겨드랑이 깊이 1.0cm, 겨드랑 

이 폭 1.5cm, 어깨 너비 0.5cm 인 것으로 판단된 

다. 이 결과를 심미성 평가에서와 비교하여 보면 

겨드랑이 깊이와 어깨 너비에 있어서는심미성과 

기능성이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겨드랑 

이 폭에 있어서는 심미성은 겨드랑이 폭이 좁은 

0.5cm일 때 가 우수한 것으로 평 가되는 경 향을 보

(1) 겨드랑이 긴이 1cm 킬 iq

어列너비

(2) 겨드랑이 갚이 2cm 일 페

〈그림 9> 어깨너비를 기준으로 한 상호 작용

(기능성)

-130-



제 8권제 1호 李恩ffi 131

이고 있고, 기능성은 겨드랑이 폭이 넓은 1.5cm 
일 때가 우수하게 평가되어졌다.

따라서 겨드랑이 깊이 1.0cm, 겨드랑이 폭 1. 
5cm, 어깨 너비 0.5cm 로 패턴을 수정한 실험복 

이 심미성, 기능성이 가장 좋게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 론

어깨패드 부착시 의복 구성상 가장 기능성을 

저하시키는 겨드랑이 부위와 어깨 너비 부위에 

대하여, 심미성은 좋으나 기능성은 나쁜 1.5cm 
두께의 부직포 어깨패드를 이용하여 의복의 심미 

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겨드랑이 깊이 2종류(1.0cm, 2. 
0cm), 겨드랑이 폭 3종류(0.5cm, 1.0cm, 1, 
5cm), 그리고 어깨너비 3종류(0.5cm, 1.0cm, 1. 
5cm)로 변화를 준 실험복 블라우스를 착용시켜 

착의실험을 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어깨패드가 들어간 실험복의 심미성은 겨드 

랑이 폭과 어깨 너비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심미성이 가장 좋게 나타난 실험복으로는 

겨드랑이 깊이 1.0cm, 겨드랑이 폭 1.5cm, 
어깨 너비 0.5cm로 수정한 것과, 다음은 겨 

드랑이 깊이 1.0cm, 겨드랑이 폭 1.0cm, 어 

깨 너비 1.5cm 로 수정한 패턴인 것으로 나 

타났다.

3. 어깨패드가 들어간 실험복의 기능성은 동 

작, 겨드랑이 폭, 어깨 너비의 순으로 기능 

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기능성이 가장 좋게 나타난 실험복으로는 

겨드랑이 깊이 1.0cm, 겨드랑이 폭 1.5cm, 
어깨 너비 0.5cm로 수정한 것과, 다음은 겨 

드랑이 깊이 1.0cm, 겨드랑이 폭 1.5cm, 어 

깨 너비 1.5cm 로 수정한 패턴인 것으로 나 

타났다.

5. 1.2cm 두께의 부직포 어깨패드가 블라우스 

에 부착될 때 기본형 블라우스 패턴에 겨드 

랑이 깊이 1.0cm, 겨드랑이 폭 1.5cm, 어깨 

너비 0.5cm로 패턴 수정을 해준다면 심미성 

과 기능성을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 

이다.

이상의 연구는 어깨패드가 부착될 의복의 심미 

성 및 기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었고, 팔 

동작의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본 

연구에서는 겨드랑이 깊이, 겨드랑이 폭, 어깨 너 

비에 한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향 

후로는 소매와의 상호 관계에 관한 연구도 병용 

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어깨패 

드에 대한 연구와 소재 개발에 대한 연구도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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