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식 문화연구
규i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제 14권제 1 호, (2006. 1), pp.40 〜47

40

남성복 재킷의 Mass Customization을 위한 패턴 제작 방법 연구

서동애* • 오설영* • 천종숙* 

명지대학교 - 연세대학교*

A Study of the Patternmaking Methods for Mass Customization 
of the Men's Jacket

Dong-Ae Suhf, Seol-Young Oh* and Jong-Suk Chun*

Myungji University, Younsei University* 
(2005. 9. 22. 접수:2006. 1. 13. 채택)

Abstract

Three-dimensional body scanners were used for years in the clothing manufacturing fields. The 3D body surface 
provide essential data to draft p전tems for mass customization, virtual fit model, and computerized pattemmaking 
systems. This research proposed the methods of drafting patterns for men's jacket by using three dimension이 body 
scan data. Eight male subjects were scanned, the surface data was flattened. The differe기ials of the flattened body 
surface and the jacket draft were measured, and analyzed the regressions. To verify the fit of the patterns, the jacket 
was constructed by the regression formulae and tested by experts. The fit of the jacket were significantly improved 
rather than a ready-made suit especially the shoulder areas. This means that the methods that we proposed were 
good to improve the fit of the garments and could be used effectively to impleme기 mass customization strategies 

in the apparel retail industry.

Key words : body scam由咯(바디 스캐닝), mass cust이血ation(매스커스터마이제이션), pattemmaking(패턴제 

작), men's jacket pattern(남성 재킷 패턴).

인체 스캔 데이터는 개인 맞춤 의복, 원형 제작 및 가 

[ 서 로 상 현실에서의 맞음새 확인 등에이용되고 있으며

■ J 삼차원 스캐너를 통한 정확한 인체 치수의 계측과 인

인체 계측을 위한 스캐너의 발달과 함께 의류 산업 체 형태 데이터가 의복 제작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에서 스캔 데이터의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되고 있다*”•

+ 교신저자 E-mail: danaesuh@mju.ac.kr
1) Seo Cordier and Nadia, "Made-to-measure technologies for an online clothing store," IEEE Computer Graphics 

and Applications, Jan/Feb (2003).
2) S. Ashdown and S. Loker, "Use of body scan data to design sizing systems based on target markets," National 

Textile Center Annual Report, November (2001).
3) C. Simmons, C. L. Istook and P. Devarajan, "Fem지e figure identification techniques for apparel, Part I : 

Describing female shapes," Journal of Textile and Apparel Technology and Management VoL 4, No. 1 (2004).
4) c. H. M. Hardaker and G. J. W. Fozzard, "Towards the virtu지 garment: Three-dimensional computer environ

ments for garment design," International Journal of Clothing Science and Tec屈이。gy VoL 10, No. 2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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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 인체 계측에서 얻은 데이터를 부분적으로 

원형 제작에 적용하는 시스템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 

며기, 전통적인 기성복 제조업체인 Brooks Brothers, 

Levi's 등에서는 인체 스캐너에서 얻은 개인 체형 정 

보를 반영한 의복 제작을 시도하고 있다切. 이렇게 

삼차원 인체 스캐너를 활용한 의류 제작은 의류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의류 산업에서 직접 적 

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체 스캔 데이터를 활용한 의류 제작은 초 

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Mass Customization은 고객의 취향을 반영한 주문 

생산과 대량 생산을 융합시킨 개념으로° 소비자의 욕 

구가 다양해지면서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 대두되고 

있다. 의류 분야에서는 개인의 취향에 따른 디자인의 

차이뿐 아니라, 체형에 따른 차이를 반영한 제품을 의 

미한다". 개인의 체형이 반영된 의복의 제작은 삼차 

원 인체 스캐너의 발달과 함께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 

으며, 인터넷 공간에서의 의류 제품의 생산에 많은 영 

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삼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를 활용하여 남 

성 재킷 패턴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로 인체 

스캔 데이터의 삼차원적 인체 형상 정보를 평면화하 

여 패턴 제작에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인체 표면 전 

개도와 재킷 패턴간의 변화량을 이용하여 패턴 제작 

방법에 적용하고, 이를 신사복으로 제작하여 그 맞음 

새를 검증함으로써, 인체 표면 정보를 이용한 패턴 제 

작 방법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n.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소비자 체형 특성에 맞는 맞춤 남성복 

재킷 패턴 개발을 위해, 성인 남성의 3차원 인체 형상 

데이터로 Mass Customization 남성복 재킷 패턴을 설 

계하는 방법을 실험하였다.

이를 위해서 20대 남성 8명을 대상으로 삼차원 레 

이저 스캐너를 이용하여 삼차원 인체 데이터를 수집 

하였으며, 수집된 삼차원 인체 데이터는 이차원 상태 

로 변환하여 재킷 패턴 설계를 위한 1, 2차 단계의 체 

표면 전개도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Mass Customiza- 

tion을 실행하고 있는 국내 기성복 제작 방식에 따라 

피험자 8명에 대한 개별 맞춤 패턴을 제작하고 이를 

체표면 전개도와 비교하여, 패턴간의 관계식을 도출 

하였다. 관계식은 그레이딩 포인트에서의 변화 값을 

계측하여 도출하였으며 그레이딩 포인트에서의 변화 

값을 계측하였으며 각 포인트의 변화량을 분석하여 

패턴 제작을 위한 회귀식을 작성하였다.

새로운 20대 남성 피험자 2명을 대상으로 인체 스 

캔을 실시하여 체표면 전개도를 작성한 후, 도출된 

회귀식을 대입하여 실험 패턴을 제작하였다. 실험 패 

턴으로 제작된 재킷과 피험자의 체형에 가장 적합한 

기성복을 착용하여 사진 촬영한 후,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비교 관능 평가를 실시하여 실험 패턴의 맞 

음새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 구성은〈그림 1〉과 같다.

1. 실험 패턴 제작 준비 및 맞춤 패턴 제작

본 연구에서는 Cyberware® WB4 바디 스캐너를 이 

용하여 20대 남성 8명의 인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들의 삼차원 스캔 데이터는 선행 연구'''）에서 제안 

된 방법에 따라 1차 단계의 체표면 전개도로 제작한 

후 이를 다시 사이드 패널이 있는 2차 단계의 체표면 

전개도로 완성하였다（그림 2）.

3차원 인체 레이저 스캐너에 의해 수집된 체표면 

전개도를 이용하여 체형에 맞는 맞춤 신사복 패턴 제 

작을 위한 회귀식을 구하기 위해, 맞춤 재킷을 제작하

5) B. Xu, Y. Huang, Y. Chen and T. Chen, "Body scanning and modeling for custom fit garments," Journal oj 
Textile and Apparel Technology and Management Vol. 2, No. 1 (2002).

6) DesMarteau and Kathleen, "[TC]2 leading the way in changing times," Bobbin 4 (1999).
7) S. Loker, S. P. Ashdown, L. Cowie and K. Schoenfelder, "Consumer intere아 in commerci이 applications of 

body scan data," JTATM, Journal of Textile and Apparel Technology and Management Vol. 4, No. 1 (2004).
8) B. J. Pine and S. Davis, “Mass customization: The new frontier in business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9).
9) S. Loker, S. P. Ashdown, L. Cowie and K. Schoenfelder, "Consumer interest in commerce applications of 

body scan data," JTATM, Journal of Textile and Apparel Technology and Management Vol. 가, No. 1 (2004).
10) 서동애, 천종숙,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를 활용한 남성용 바디스 원형 설계 방법 연구,” 복식문화연구 

12권 1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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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진행도.

였다. 맞춤 재킷은 신사복 업체의 패턴 전문가（경력 

34년）에게 의뢰하여 피험자의 체형에 맞는 싱글 브레 

스트에 쓰리버튼의 기본 스타일로 맞춤 패턴을 설계 

하였다（그림 3）.

2. 실험 패턴 설계

2차단계 체표면 전개도를 실험 패턴으로 변환하 

기 위해 원형 제작을 위한 기본 포인트는〈표 1〉과 〈그림 3> 피험자의 맞춤 패턴.

〈그림 2〉인체 스캔 데이터 및 체표면 전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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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설정하였다. 앞면 10개, 뒷면 12개, 옆면 11개로 

설정된 포인트는 남성 재킷 그레이딩 포인트를 참 

고하여 설정하였다.

피험자 8명의 2차단계 체표면 전개도와 맞춤 패턴 

은 각각 기초선을 맞추어 겹치게 배치하였다（그림 4）. 
기초선은 허리 둘레선과 앞중심선, 뒤중심선이었으 

며, 겨드랑점을 맞추어 설정된 포인트에 대해 기본 

원형과 맞춤복 패턴 사이의 변화량을 계측하였다（그 

림 5）. 계측된 각 포인트에서의 변화값은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인체 기본 항목에 대한 회귀 

식으로 산출하여, 체표면 전개도를 이용한 패턴을 설계 

할 수 있는 정장 그레이딩 포인트 변화값을 산출하였다.

3. 실험 패턴 제작 및 관능 평가

도출된 회귀식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 

패턴은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20대 남성 2명을 대상 

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재킷 패턴 설계 방법에 따 

라 패턴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패턴 및 재킷의 맞음 

새는 비교 관능 평가로 실행하였다.

실험 패턴으로 제작된 재킷과 기성복 재킷을 착용 

한 정면, 측면, 후면 사진을 자극물로 이용하였다. 의 

류학 전공 대학원생 25명에게 각각의 사진을 무작위 

순서로 제시하여 평가하였다. 맞음새의 정도를 묻는 

25개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좋다-5점, 나쁘다-1점） 

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 결과는 SPSS 통계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m. 결과 및 논의

1. 실험 패턴을 위한 회귀분석

피험자 8명의 2차단계 체표면 전개도와 맞춤 패턴 

의 그레이딩 포인트에서 변화량을 계측하여 회귀분

〈그림 4> 2차 체표면 〈그림 5> 포인트 변화 

전개도와 맞 량 측정.

춤패턴 비교、

〈표 1> 실험패턴 설계를 위한 기본 포인트

/ *> 「 
/ 『 ！

/ 1 .* 夔； 1
r K'l \ i
：! ； 1 1

」奪 賢 * sW 췔赋

번호 부위 번호 부위

i 앞옆목점 14(14') 뒤진동끝점

2 앞어 깨끝점 15(15') 뒤허리선

3 앞품점 16(16') 뒤엉덩이선

4(4') 앞진동끝점 17(17) 뒤재킷선

5(5') 앞허리선 18 뒤중심재킷선

") 앞엉덩이선 19 뒤중심허리선

7（7，） 앞재 킷선 20 뒤중심가슴선

1 , j 1.... * ! ; {
1 — w
! Uli
\ 1 Lj j

ii
j

8 앞중심재킷선 21 뒷목점

9 앞허리선 22 옆진동선

10 앞가슴선 23 옆허리선

11 뒤 옆목점 24 옆엉덩이선

12 뒤어 깨끝점 25 옆재킷선

------ *
13 뒤품점

11） 조영아, 패턴 그레이딩, （서울: 교학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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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하였다（표 2）. 회귀분석 결과 대부분의 포인트 

에서 0.50 이상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치수 변 

화와 연관성이 높은 각 부분의 치수를 회귀식의 기본 

치수로 이용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둘레치수 

의 경우 각 부분에 해당하는 가슴둘레, 앞품, 뒤품, 가 

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등의 치수를 각각 이용 

하였으며, 길이 치수의 경우 등길이, 총장을 기준치 

수로 이용하였다. 0.80 이상의 설명력을 나타난 항목 

도 전체 54개 항목 중 19개 항목으로 나타나 패턴 제 

도에 이용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험자 2명의 체표면 전개도에 회귀식에 따라 산 

출된 변화량을 반영하여 제작한 실험 패턴은〈그림 

6〉과 같다. 위 결과를 체표면 전개도와 비교한 결과, 

앞길의 앞목점과 어깨선 일치도는 피험자 A가 피험자 

B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 뒤 어깨너비를 비 

롯한 가슴둘레선, 허리둘레선, 엉덩이둘레선에 여유 

분이 포함되어 실험 패턴이 제작되었다.

앞어깨 부위는 체표면 전개도가 반영된 형태로 패

〈표 2〉실험 패턴 제작을 위한 그레이딩 포인트별 회귀식

위치 회귀식
설명력 

促）
위치 회귀식

설명력

（居）

1. 앞옆목점
x=0.089 X 앞품/2 + 17.623 .689 16. 엉덩이선 2.262 X 엉덩이/2 — 13.450 .441

y=0.064 X 둥길이 + 41.668 .917
17. 재킷선

x-1.407 X 엉덩이/2 + 48.743 .667

2. 어깨끝점
x=0.215 X 앞품/2 + 16.076 .572 y=—0.332 X 총장 + 146.033 .825

y=-0.727 X 둥길이 + 40.617 .571 18. 재킷 x=—0.991 X 엉덩이/2 + 47.320 .707

3. 앞품점
x=-0.039 X 앞품/2 + 3.500 .913 중심 선 y=-0.252 X 총장 + 146.297 .855

y느一0.025 X 둥길이 — 0.706 .888 19. 허리선 x=0.013 X 허리/2 — .0374 .772

4. 진동끝점
x=-0.320 X 앞품/2 + 18.599 .563

20. 가슴선
x=0.099 X 가슴/2 - 3.234 .635

y= —0.140 X 둥길이 + 41.266 .696 y—0.124 X 둥길 이 + 3.775 .733

5. 허리선 x=-0.623 X 허리/2 4- 46.543 .635
21. 뒤목점

x=0,119 X 뒤품/2 + 18.849 .822

6. 엉덩이선 2.033 X 엉덩이/2 + 1.454 .840 y=-1.405 X 둥길이 + 43.339 .403

7. 재킷선
x=0.291 X 엉덩이/2 + 46.553 .703 22. 진동선 y=~ 0.206 X 둥길이 + 6320 .493

y=0.722 X 총장 + 149.492 .648 23. 허리선 x=O317 X 허리/2 + 42.973 .861

& 재킷들레선
x=0.2이 X 엉덩이/2 + 0.075 .428 24. 엉덩이선 x=0.017 X 엉덩이/2 + 1.852 .880

y=0.028 X 총장 一 8.470 .757
25. 재킷선

x=0.339 X 엉덩이/2 + 46.534 .788

9.허리선 2.001 X 허리 /2 ~ 1.571 .982 y=0.003 X 총장 — 3.620 .977

10. 가슴선
x=-0.338 X 앞품/2 + 4.731 .541

4'. 옆선진동
x=-0.065 X 앞품/2 十 17.674 .819

y긔）.324 X 등길이 一 17.596 .417 y그—0.196 X 둥길이 + 40.987 .537

11. 옆목점
x=0.187 X 뒤품/2 + 18.846 .645 5'. 허리선 x=-1.189 X 허리/2 + 44.200 .557

y=T.235 X 둥길이 + 41.327 .422 6'. 엉덩이선 x=-0.004 X 엉덩이/2 + 2.119 .980

12 어깨 끝점
户—0204 X 뒤품/2 + 18.568 .668

7. 재킷선
x=—1.914 X엉덩이/2 + 44.029 .524

y=-0.471 X 둥길이 + 15.893 .625 y=O.O35 X 총장 + 147.111 .979

13. 뒤품점
x=0.541 X 뒤품/2 - 12.821 .376

14*. 진동
x=0.036 X 뒤품/2 + 18.847 .933

疔0,219 X 둥길이 一11.368 .387 y=O.O46 X 둥길이 + 41.498 .906

14. 진동 끝점
X려）.710 X 뒤품/2 + 21.940 .512 15'. 허리선 x=T）.638 X 허리/2 + 45.001 .582

y=0.525 X 둥길이 —24.071 .555 16'. 엉덩이선 x=-0.004 X 엉덩이/2 + 2.119 .980

15. 허리선
x=1.775 X 허리/2 + 46.154 .519

17. 재킷선
x=-0.001 X 엉덩이/2 + 47.482 .999

y=0.041 X 등길이 — 1.640 .520 y=0.125 X 총장 + 147.391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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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 A 피험자 B
〈그림 6> 연구 원형 제작

턴이 이루어졌으나, 뒤어깨 부위는 어깨끝점의 차이 

가 많은 것으로 제도되었다. 이는 체표면 전개도의 

전개과정에서 뒤 견갑골의 돌출로 인한 다트 분량이 뒤 

진동 부분에 포함되어 전개됨으로 인해 뒤어깨끝점의 

위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실질적으로 다트 분량을 

제외하면 실험 패턴의 뒤어깨높이와 유사하게 전개 

된다. 이는 체표면 전개도의 전개과정에서 프로그램 

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전개함으로써 발생되는 현상 

으로, 뒤 어깨다트 분량은 재킷 봉제과정에서 이즈 

분량으로 처리되면서 견갑골의 굴곡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2. 재킷 착의 평가

실험 패턴으로 제작한 재킷과 기성복 재킷을 착 

용한 후 사진촬영을 통해 관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재킷과 기성복 재킷을 착용한 사진 자료는〈그 

림 7〉과 같다.

Paired f-test를 실시한 결과 총 25개의 평가 항목 

중, 18개의 항목에서 두 패턴 간에 평가 차이가 있었 

으며 6개의 항목에서는 패턴 간의 평가에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차이가 나타난 모든 항목 

에서 실험 패턴이 기성복보다 우수한 맞음새를 제공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앞면의 앞어깨와 쇄골 부분, 옆어깨 부분, 뒤어깨와 

견갑골 부위 항목과 같이 전체적 외관을 좌우하며 체

KJ； I
피험자 A - 연구 재킷 착용 피험자 A - 기성복 착용

피험자 B - 연구 재킷 착용 피험자 B - 기성복 착용

〈그림 7> 연구 재킷과 기성복 착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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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 재킷과 기성복 재킷의 관능 평가 결과

부위 문 항 연구 재킷 기성복 재킷 /-value

전체

앞면의 전체적인 외관은 좋은가 3.78 3.18 4.2（广*

옆면의 전체적인 외관은 좋은가 3.38 2.88 3.13**

뒷면의 전체적인 외관은 좋은가 3.12 2.00 7.33***

밑단이 들뜸없이 제대로 놓여 있는가 3.22 2.92 204*

어깨

앞어깨와 쇄골 부분에 주름없이 잘 맞는가 3.79 3.42 2.53"

어깨경사각이 적당한가 3.64 3.20 3.07**

옆어깨 부분이 자연스럽게 잘 맞는가 3.60 3.02 3.58*"

뒤어깨와 견갑골 부위가 잘 맞는가 3.16 2.40 4.89*"

뒷목부위에 군주름이 없이 잘 맞는가 3.18 3.12 0.07

진동

진동둘레선의 위치가 적절한가 3.38 3.10 2.62*

앞진동 부위가 군주름없이 잘 맞는가 3.76 3.04 6.11***

뒤진동 부위가 군주름없이 잘 맞는가 2.71 2.18 44广*

품
앞품의 여유는 적당한가 3.72 3.34 2.84**

뒤품의 여유는 적당한가 3.02 2.38 3.86***

허리

앞허리의 여유는 적당한가 3.64 3.34 3.13"

옆허리의 여유는 적당한가 3.38 3.22 1.24

뒤허리선의 여유는 적당한가 336 2.80 3.91*"

엉덩이

앞엉덩이선의 여유는 적당한가 3.65 3.35 2.89**

옆엉덩이선의 여유는 적당한가 3.38 3.18 1.65

뒤엉덩이선의 여유는 적당한가 3.52 3.00 3.43***

중심

앞중심선이 바로 놓여있는가 3.79 3.57 1.59

사이드패널의 위치는 적절한가 3.46 3.30 1.11

뒤중심선이 바로 놓여 있는가 3.32 3.00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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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에 따라 보정이 많이 필요한 항목에서 연구 패턴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인체의 체표면 정보를 

직접 전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패턴을 제도하는 방 

식이 다양한 체형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 소비자를 대 

상으로 하는 맞춤 신사복 설계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패턴 간 평가에 있어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6개의 항목 중, 뒷목 부위의 군주름, 옆 허리 및 

옆 엉덩이의 여유, 앞 중심선 및 사이드 패널의 위치에 

대한 문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으나 연구패턴에 대한 외관 평가 점수가 더 높 

게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의류 산업에서 Mass Customization이 확대되어가 

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패턴 설계의 과학화를 위해 

인체 체형 정보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패턴을 제작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패턴은 디자인 요소에 따른 

변화가 많으므로, 체형에 따른 패턴의 변화를 중점적 

으로 살펴보기 위해 디자인이 제한적인 남성 정장 재 

킷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개인의 체형을 반영한 맞춤 

을 위한 재킷 패턴 설계 방법은 선행 연구에서 제안 

된 삼차원 인체 스캔 형상 데이터의 체표면 전개 방 

법과 그레이딩 포인트의 회귀식 산출 방법을 접목한 

방식이다.

인체의 형상 정보와 기존 패턴 제작 방법에서 얻 

은 패턴을 비교함으로써, 인체와 패턴간의 관계를 파 

악하여 패턴 제작 방법으로, 연구 결과로 제작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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킷의 맞음새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삼차 

원 스캔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의 체형에 맞는 맞춤 

재킷 제작의 가능성을 보여준 결과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삼차원 스캔 데이터를 활 

용한 Mass Customization의 활성화가 가능하며, 또한 

기성복 제조업체에서 중요시 여기는 자사만의 패턴 

제작 방법을 적용한 회귀식이 가능한 것임을 시사한 

다. 또한, 각 업체가 자사의 패턴 설계 방식을 유지하 

면서 첨단의 기술을 활용하는 Mass Customization 의 

복을 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20대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실 

험한 것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 연령층의 다양한 

체형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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