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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복 원형 개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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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velopment on the Basic Pattern for Pet Dog’s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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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ith the growing interest in pet dogs and pet dog’s wear I used this study to compare and analyze the pattern
used by each supplier and developed a new pattern for pet dogs' wear which is appropriate for pet dogs’ body lines and
movement. Test subjects were 91 pet dogs in Busan and after comparing 3 patterns from different suppliers, I developed
the pattern reflecting pet dogs’ body shapes and movement. Results are as follows; 1) As a result of analyzing mea-
surements, it was found that pet dogs motion in walking on four feet, is different from that of people on two feet. For cen-
ter measurements, their waist to bust length is longer than their waist to back length.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that
bust circumference impacts most other measurement results and it seems that better results are achieved if the bust line
is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measuring bust back length, bust front length, neck base circumference, front leg arc,
the length between lateral shoulder etc. 2) As a result of comparing suppliers’ patterns, it was discovered that each sup-
plier has different sizes for the same patterns and those sizes are not standardized across the board. Even if the same
size of pattern was actually used in the production of pet dogs’ wear by the individual companies, there were many vari-
ations in size for each item. 3) To develop a more standard pattern of pet dogs’ wear, I collected and analyzed 3 patterns
from each supplier and designed a new pattern, revising it three times. After test-wearing of the experimental pattern
and the studied patterns, and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sults, the studied pattern had similarly better estimation than
the experimental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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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 사회는 의학 및 산업·문화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2000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인구수는 전체의 7%

를 넘어섰고 오는 2019년에는 14%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으

며(http://www.puppylook.com), 동시에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주 5일제 근무 실시 등으로 여가활동 시간이 늘어나는 것과 함

께 결혼 연령 상승, 출산율 저하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

한 사회현상은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애견수는 500만 마리, 기르는 사람은 1000

만 명으로 4명중 1명이 애견을 키우고 있다(http://www.

trackback.egloos.com). 그 동안 20~30%씩 급성장해 온 애견

시장이 최근 동물 관련 TV 프로그램의 인기에 힘입어 빅뱅을

일으키고 있으며 올해 시장 규모만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

산되고 있다. 한국애견협회가 집계한 국내 애견 숫자는 300만

마리 규모에 달하며 2005년에는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애견 관련 업종도 갈수록 세분화되어

약 2000여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http://kin.naver.

com/browse). 애견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애견 산업의 발전으

로 인간은 의복으로 자신을 장식하듯이 애견에게도 옷을 입혀

장식하게 되었고 애견복은 소재와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이전

의 애견복 개념인 애견의 털 손질 후 방한용이나 털 날림 방

지 차원에서 벗어나 하나의 패션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애견복은 대부분 사람 옷과 같은 패턴을 모방하여 만

들어져 애견에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영세한 애견복 업체의 여건상 현재 사용되고 있는 디

자인 패턴은 검증되거나 체계화되지 않은 채 몇몇 디자이너의

감각에만 의존하여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본, 유럽

등의 패턴 및 디자인을 모방하고 창조적이고 독자적인 연구에

따른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견의 신체측정치를 분석하고 애견

복 업체의 패턴을 비교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애견의 체형 및

동작에 적합한 애견복 원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Corresponding author; Hwa-Sook Jung

Tel. +82-51-818-6141, Fax. +82-51-808-4882

E-mail: fashionsook@hanmail.net



100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8권 제1호, 2006년

2. 연구방법

2.1. 애견 신체측정 

측정대상 및 기간 : 예비측정은 성견 7마리를 대상으로

2003년 3월 27일부터 4월 19일까지 4회에 걸쳐 부산 노라노

디자인 아카데미에서 실시하였다. 본 측정은 성견인 연령 2년

~5년사이의 부산에 거주하는 성견 100마리를 대상으로 하였으

며, 측정 자료가 미비한 9마리를 제외한 91마리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한 애견들은 현재 국내에서 애견인들이 뽑은

인기 견종으로 푸들, 시추, 몰티즈, 요크셔 테리어, 코커 스패

니얼, 미니어처 슈나우저 등 이다(애견신문, 2003). 측정기간은

2003년 5월 6일부터 7월 3일까지였고 애견미용학원, 애견샵을

직접 방문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방법 : 측정자는 본 연구자와 의류학 전공자 3명으로 총

4명이 예비실험을 통하여 충분한 측정 훈련을 실시하였다. 측

정 오차는 측정자의 숙련도에 따라 좌우되므로 정확성을 기하

기 위해 본 연구자가 직접 기준점과 기준선을 설정하고 모든

항목을 측정하였다. 측정용구는 신장계, 줄자, 체중계를 사용하

였으며 보조용구로 기준점 표시용 테이프와 기준선 표시를 위

한 고무줄, 목걸이, 기록지 등을 사용하였다(라사라 패션월드,

2002; 박선영, 2003; 박혜숙 외, 1998; 심부자, 2001; http://

www. puppylook.com). 측정시 애견은 네발을 땅에 딛고 머리

를 앞으로 향한 해부학적 자세로 등을 바로 펴서 세운 자세를

취하도록 하였다(http://www.puppylook.com).

측정항목 : 애견복의 원형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점 및

기준 선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할 뿐 아니라 불명확하여 Fig.

1과 같이 애견복 원형설계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기준선을 쇠

줄로 부착하여 X-ray로 촬영하였다. 측정항목은 X-ray 필름과

애견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애견복 원형설계에 필요한 둘

레 9항목, 길이 17항목, 기타 2항목으로 총 28측정항목을 설정

하였다. 이에 따른 계산 2항목을 구하였다. 측정방법은 Fig. 2,

Table 1과 같다(심부자·서추연, 2003; 웅진, 2002; 산업자원부,

2003; Bruce, 200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은 SAS를 이용하여

전체 30항목에 대하여 각 측정항목별로 평균, 표준편차, 최대

값, 최소값의 기초 통계량을 구하고 측정치간의 상관관계를 구

하여 애견의 신체 형태 특징을 분석하였다. 실험원형설계시 필

요한 패턴 부위별 치수를 설정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2.2. 애견복 업체 패턴분석

시판중인 애견복의 패턴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판매율이

높고 소비자들로부터 비교적 적합성이 좋다고 평가되는 애견복

업체 중 3개 업체의 패턴과 사이즈스팩을 수집 조사하였다. 

이들 3업체의 패턴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XS~XXL까지의

6개로 사용되는 사이즈체계 중 중간에 해당하는 L사이즈 기준

으로 가슴둘레, 목밑둘레, 등중심길이 부위를 기준으로 비교 분

석하였다. 

2.3. 애견복 원형설계

실험원형설계 및 제작 : 애견의 신체측정치에 대한 분석과

기존 애견복 업체의 패턴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애견

치수 측정시의 기준점 및 기준선을 애견 모형에 설정하여 광목

으로 기본 원형을 입체재단하고 이를 평면 전개하여 실험원형

으로 설계하였다. 실험원형제작은 몸판을 겹으로 소매는 홑겹

Fig. 1. 기준점 및 기준선 설정을 위한 X-ray 촬영 필름.

Fig. 2. 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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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만들었으며 소재는 애견복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위편성물를 사용하였다. 

실험원형 착의평가 : 피험애견은 예비측정 대상이었던 성견

(시추, 요크셔 테리어, 미니어처 슈나우저, 말티즈, 푸들1, 푸들

2, 코커 스패니얼) 7마리로 하였다. 착의 평가는 2003년 10월

에서 12월 사이에 애견복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 3명

이 평가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이때 피험애견은 해부학적 자세

와 앉은 자세,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세를 취하였다.

연구원형설계 : 실험원형의 착의평가를 통해 수정 보완하여

연구원형을 설계하였다.

2.4. 착의평가

피험애견은 실험원형 착의평가시의 피험애견 7마리와 동일

하며 1차 실험원형과 완성된 연구원형의 착의상태를 검토하였

다. 평가자는 애견복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

10명으로 평가자 집단을 구성하였다. 평가방법은 각 피험애견

의 실험원형과 연구원형을 착용한 모습의 해부학적 자세와 앉

은 자세,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세를 직접 관찰과 사진으로 평

가하게 하였다. 착의평가의 각 항목에 대한 평가는 외관과 기

능에 대한 시각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평점방법은 5점 평

점 척도법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애견 신체측정치 분석

애견 91마리를 대상으로 측정한 직접측정 28항목과 계산항

목 2항목의 총 30항목들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

치를 구하였다. 

둘레항목에 있어서 전체목밑둘레에 대하여 목밑뒤둘레의 비

가 59%, 목밑앞둘레의 비가 41%의 비율로 직립보행하는 사람

과는 달리 애견은 목밑뒤둘레부위가 목밑앞둘레부위보다 넓은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가슴둘레에 있어서 애견은 등쪽이 차지

하는 비율이 가슴쪽 보다 훨씬 넓은 신체적 특성을 갖고 있다.

길이에 있어서 등허리중심길이에 비해 가슴배중심길이가 길게

Table 1. 측정항목 및 측정방법

측정항목 측정방법

둘레 1. 목밑둘레 목앞점, 목옆점, 목뒤점, 옆목점, 목앞점을 지나는 둘레

2. 목밑뒤둘레 오른쪽 목옆점에서 왼쪽 옆목점을 지나는 둘레

3. 목밑앞둘레 목밑둘레－목밑뒤둘레

4. 가슴둘레 좌우앞다리겨드랑뒤접힘점을 지나는 가슴의 수직둘레

5. 허리둘레 좌우뒷다리앞접힘점을 지나는 수직둘레

6. 앞다리최대둘레 앞다리겨드랑밑점을 지나는 최대둘레

7. 뒷다리최대둘레 뒷다리대퇴부위의 최대 수평둘레

8. 앞다리발목둘레 앞다리발목점을 지나는 수평둘레

9. 뒷다리발목둘레 뒷다리발목점을 지나는 수평둘레

길이 10. 목뒤점~좌우어깨끝점사이를 잇는선과 등중심선과의 교점(등쪽)목뒤점에서 좌우어깨끝점을 잇는 선과 등중심선과의 교점까지 길이

11. 등가슴중심길이 목뒤점에서 좌우앞다리겨드랑뒤접힘점을 잇는 선과 등중심선과의 교점까지 

길이

12. 등허리중심길이 목뒤점에서 허리둘레선과 등중심선과의 교점까지 길이

13. 등중심길이 목뒤점에서 등의 체표면을 따라 꼬리시작점까지의 길이

14. 어깨길이 목옆점에서 어깨끝점까지의 길이

15. 좌우어깨끝점사이길이(등쪽) 등쪽에서 체표면을 따라 좌우어깨끝점 사이 길이

16. 좌우앞다리겨드랑뒤접힘점 사이길이(등쪽) 등쪽에서 가슴둘레선상의 좌우앞다리겨드랑뒤접힘점 사이길이

17. 좌우뒷다리앞접힘점 사이길이(등쪽) 등쪽에서 허리둘레선상의 좌우뒷다리앞접힘점 사이길이

18. 목앞점~좌우어깨끝점을 잇는 선과 가슴배중심선과의 교점

(가슴쪽)

목앞점에서 좌우어깨끝점을 잇는 선과 가슴배중심선과의 교점까지 길이

19. 목앞점~좌우앞다리겨드랑이 밑점을 잇는 선과 가슴배 중심선

과의 교점(가슴쪽)

목앞점으로 좌우앞다리겨드랑밑점을 잇는 선과 가슴배중심선과의 교점까지 

길이 

20. 가슴중심길이 목앞점에서 가슴둘레선과 가슴배중심선과의 교점까지 길이

21. 가슴배중심길이 목앞점에서 가슴, 배의 곡선을 따라 허리둘레선과의 교점까지 길이

22. 좌우어깨끝점사이길이(가슴쪽) 가슴쪽에서 체표면을 따라 좌우어깨끝점 사이길이

23. 앞다리사이길이 좌우앞다리겨드랑밑점 사이를 잇는 길이

24. 앞다리사이길이(벌려서) 좌우앞다리를 최대한 벌린 상태에서 앞다리겨드랑밑점 사이를 잇는 길이

25. 앞다리길이 앞다리겨드랑뒷접힘점에서 앞다리발목점까지 길이

26. 뒷다리길이 뒷다리앞접힘점에서 뒷다리발목점까지 길이

기타 27. 키 바닥에서부터 머리의 두정점까지 수직길이

28. 몸무게 몸의 무게

계산

항목

29. 4-16 가슴둘레-등쪽에서 좌우앞다리겨드랑뒤접힘점 사이길이

30. 5-17 허리둘레-등쪽에서 좌우뒷다리앞접힘점 사이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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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는데 이는 애견의 해부학적 자세에서 목을 정면으로 향

할 경우 가슴부위가 등부위 보다 길기 때문이다. 이상의 평균

값들을 비교해 본 결과로 애견은 네발을 딛고 걸어 다니는 특

성이 있어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과는 달리 체표면의 둘레항목

에서는 등쪽 부분이 가슴쪽 보다 넓고, 길이항목에서는 등허리

중심길이에 비해 가슴배중심길이가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체측정 항목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애견의 측정항목들

상호간에는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가슴둘레는

전체 측정항목 중 2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28항목과 높은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원형설계시 등가슴중

심길이, 가슴중심길이, 목밑둘레, 앞다리사이길이, 어깨끝점사이

길이에 가슴둘레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2. 애견복 업체 패턴분석

애견복 업체의 사이즈스팩은 대부분 XS, S, M, L, XL

XXL 체계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기본 치수로는 가슴둘레, 목밑

둘레, 등중심길이 항목이었다. 사이즈스팩을 비교한 결과, 같은

사이즈라도 업체마다 차이가 있으며 사이즈스팩 간의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업체에 따라 사이즈체계 및 치수의

차이는 소비자들의 애견복 구입 시 큰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시판중인 애견복의 패턴은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L사이즈를

기준으로 패턴의 부위별 치수를 측정하고 패턴들을 겹쳐 그려

서 부위별로 분석하였다. Table 2는 패턴의 부위별 치수를 나

타낸 것이다. 업체별 패턴의 크기를 측정항목별 비교한 결과,

‘다’의 경우 ‘가’와 ‘나’에 비해 가슴둘레, 진동둘레, 어깨길이,

등중심길이, 가슴배중심길이, 소매넓이 모두 컸으며 목밑둘레의

경우는 ‘나’가 가장 컸다. 

Fig. 3은 등중심길이와 가슴배중심길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가

슴둘레선을 기준으로 3가지 패턴을 겹쳐 본 것이다. 등쪽의 등

중심길이에서 가슴둘레선을 기준으로 목뒤점~가슴둘레선까지

의 길이와 가슴둘레선~밑단까지의 길이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

등쪽과 가슴쪽 모두 ‘가’와 ‘나’경우 목뒤점~가슴둘레선까지의

길이와 가슴둘레선~밑단까지의 길이의 비율의 차이가 크나 ‘다

'의 경우 비슷하였다. 등쪽과 가슴쪽의 가슴둘레 비율을 비교한

결과 ‘가’, ‘나’에 비해 ‘다’의 경우 등쪽과 가슴쪽의 가슴둘레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 등쪽의 경

우 가슴쪽에 비해 업체별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3개사

패턴의 목밑둘레깊이와 목밑너비를 비교한 결과, 목밑뒤둘레깊

이는 ‘가’와 ‘다’는 유사하나 ‘나’가 깊고, 목밑뒤너비는 유사

하게 나타났다. 목앞점을 기준으로 3개 패턴을 겹쳐본 결과, 목

앞점은 ‘가’, ‘다’는 유사하나 ‘나’가 깊었고 목밑앞너비는 ‘나’,

‘다’, ‘가’순으로 넓었다. 목밑둘레는 ‘나’가 ‘가’, ‘다’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Fig. 4). 착용시 ‘가’는 옆목점의 위치가 뒤로 넘

어가 보였고 ‘나’와 ‘다’는 옆목점이 제 위치에 놓여져 있었다.

Fig. 5는 겨드랑 밑점과 가슴둘레선을 기준으로 진동부분을 겹

친 것이다. 진동둘레는 ‘다’가 ‘가’ 나 ‘나’에 비해 컸으며, 진

동깊이와 진동너비를 비교해 보면, ‘다’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 ‘나’사, ‘가’순이었으며, 진동너비는 ‘다’가 가장 크고 ‘가’,

‘나’ 순이었다. 등쪽 진동둘레선의 형태가 ‘가’와 ‘나’에 비해

‘다’는 완만하였다. Fig 6은 등중심선과 가슴배중심선을 수직선

을 유지하고 등쪽과 가슴쪽의 옆목점을 기준으로 겹친 것이다.

Table 2. 애견복 업체 패턴의 부위별 비교                                                                               (unit : cm)

업체
1/2가슴둘레선 1/2목밑둘레선 진동둘레선 어깨 

길이

등중심

길이

가슴배

중심길이

소매

길이

소매

넓이

소매

부리가슴쪽 등쪽 합계 가슴쪽 등쪽 합계 가슴쪽 등쪽 합계

가 7.8 14.8 22.6 6.0 8.2 14.2 13.5 8.5 22.0 3.4 27.2 19.5 8.0 19.3 18.0

나 7.5 15.5 23.0 6.5 9.0 15.5 14.4 11 25.4 6.5 30.5 20.0 7.5 22.2 20.0

다 8.5 21.2 29.7 5.5 8.5 14.0 17.0 16.7 33.7 9.5 32.0 30.8 7.5 28.0 26.5

Fig. 3. 등중심길이와 가슴배중심길이 분석. Fig. 4. 목밑둘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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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길이, 등쪽과 가슴쪽의 어깨경사각도 모두 ‘다’가 가장 컸

고 ‘나’, ‘가’ 순이었다. 가슴쪽은 착의시 ‘가’의 어깨길이는 매

우 짧아 어깨끝점이 제위치에 있지 않고 어깨가 매우 좁아 보

였다. 

Fig. 7은 소매중심선과 소매넓이선을 기준으로 패턴들을 겹

쳐 본 결과, 소매길이는 거의 비슷하였으나 소매산의 높이는 차

이가 있었으며 소매넓이선 아래쪽의 길이는 소매산 높이가 높

을수록 짧게 나타났다. 소매넓이는 ‘다’가 가장 크고 ‘나’, ‘가’

순이었으며, 특히 등쪽의 소매넓이에서 3개 패턴간의 차이가

큰데 이는 몸판의 등쪽 진동둘레선의 차이 때문이다.

애견복 업체의 패턴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같은 사이즈라도

업체별 패턴의 부위별 치수의 차이가 많아 실제 업체에서는 사

이즈 표준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며, 여유분이나 패턴의 부

위별 비율에 있어서도 차이가 컸고 실물을 제작, 착의하여 외

관을 살펴본 결과도 차이가 있었다. 

3.3. 애견복 원형설계

실험원형 설계 및 수정 : 애견복 실험원형은 3차에 걸쳐 수

정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수정과정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연구원형설계 : (1) 몸판 - ① 기본선 긋기

·등중심길이( ):등중심길이-3~4cm로 정한다.

·등가슴중심길이( ):등중심길이의 목뒤점에서 가슴둘레/6

+1 cm 내려온 점(C)을 정한다. 

·등중심허리길이( ):등허리중심길이를 적용한다.

·가슴둘레선( ):등가슴중심길이(C)에서 수평으로 가슴둘

레선을 그려준다. 여유량(1~2 cm)은 털 길이에 따라 조절하여

가슴둘레/2+1~2cm로 정한다.

·옆선( ): 가슴둘레선( )를 5등분하여 C에서 5분의

3지점으로부터 E쪽으로 2 cm 이동한점 F를 직각으로 수직선을

그어 옆선( )를 정한다. 

·등품( ):등품은 가슴둘레/4로 정하고, G를 위로 올려 직

각으로 수직선을 긋는다.

·목밑뒤너비( ):목밑뒤너비를 가슴둘레/6로 정한다.

AB

AC

AD

CE

FF1F2 CE

FF1F2

CG

AH

Fig. 5. 진동둘레 분석.

Table 3. 애견복 실험원형 수정과정                                                                                    (unit : cm)

항목 실험원형 1차 수정 2차 수정 연구원형

등중심길이 등중심길이 등중심길이－1 등중심길이－2 등중심길이－3~4

등허리중심길이 등허리중심길이 변동없음 변동없음 변동없음

등가슴중심길이 가슴둘레/6+3 가슴둘레/6+2.5 가슴둘레/6+2 가슴둘레/6+1

가슴중심길이 가슴둘레/4+5 가슴둘레/4+4 가슴둘레/4+3 가슴둘레/4 + 2.5~3

가슴둘레 가슴둘레/2+4 가슴둘레/2+3.5 가슴둘레/2+2.5 가슴둘레/2 + 1~2 (털길이 따라조절)

등품 가슴둘레/4+2.5 가슴둘레/4+1.5 가슴둘레/4+1 가슴둘레/4 

목밑뒤너비 가슴둘레/6+1.5 가슴둘레/6+1 가슴둘레/6+0.5 가슴둘레/6 

목밑앞너비 목밑뒤너비－1.8 목밑뒤너비－2 목밑뒤너비－2 목밑뒤너비－2

목밑뒤둘레깊이 목밑뒤너비/4 목밑뒤너비/4 목밑뒤너비/3+0.8 목밑뒤너비/2

좌우어깨끝점사이(등쪽) 등품 등품+0.5 등품+0.8 등품+1.5

좌우어깨끝점사이(가슴쪽) 가슴둘레/6+2.5 가슴둘레/6+2 가슴둘레/6+1.8 가슴둘레/6+1.5

앞다리사이 가슴둘레/12+2.2 가슴둘레/12 + 1.1 가슴둘레/12 + 0.5 가슴둘레/12

소매산 전체진동둘레/6 전체진동둘레/6 +1 전체진동둘레/6 +1.5 전체진동둘레/6 +1.5

Fig. 6. 어깨길이와 어깨경사각도 분석.

Fig. 7. 소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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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배중심선( ):E에서 수직으로 을 긋는다. 가슴중

심길이를 가슴둘레/4+2.5~3 cm로 정한다.

·목밑앞너비( ):목밑앞너비는 목밑뒤너비-2 cm로 정한다.

·EI를 3등분하여 3분의 2지점에서 1 cm 올린점(I1)과 3분의

1지점(I2)을 찾아 수평으로 긋는다. 

·가슴쪽 어깨끝점사이길이( ): 가슴둘레/6+1.5 cm로 정한

다. 

·앞다리사이길이( ): 가슴둘레/12로 정한다. 

② 목밑둘레선과 어깨선 긋기

·목밑뒤둘레선: 목밑뒤둘레깊이는 목밑뒤너비의 2등분하여

2분의 1지점을 올린점(H1)과 A에서 1 cm 내린점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준다.

·등쪽 어깨선: G1에서 1.5 cm 나간점(M)을 찾아 H1과 연결

해 준다.

·목밑앞둘레선: J에서 위로 수직선을 긋는다. J의 연장선상

에 등쪽 어깨길이(∆)의 동치수를 K에서 (J1)점을 찾아 목밑앞

둘레선(J1I)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준다.

·가슴쪽 어깨선: J1과 K를 연결해 준다.

③ 진동둘레선

·등쪽 진동둘레선: G에서 G1까지를 이등분한점(G2), M에

서 G2의 이등분선과 0.3 cm 들어간점(G3), G2와 F의 이등분

선에서 안으로 1.2~1.4cm 들어간 점(G4)을 M, G3, G2, G4,

F를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가슴쪽 진동둘레선: K, L, F를 지나 K에서 L까지를 이등

분하여 안으로 0.8 cm 들어간점(K1)과 L에서 F까지를 이등분

하여 안으로 1~1.2 cm 들어간 점(L1)을 K, K1, L, L1, F를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④ 밑단선: F1에서 D1으로 0.5cm 이동한점(N)과 F1에서 D

로 1.5 cm 이동한점(O)을 F와 연결하여 5 cm 올린점(P, Q)을

정한다. 

E에서 D1을 이등분한점에서 0.5 cm 올린점(R)과 P까지의 이

등분점에서 안으로 0.8 cm 들어간점(R1)을 찾아 P까지 자연스

럽게 연결한다.

B에서 0.5 cm 들어간점(S)과 를 이등분한 점(T)에서 B

쪽으로 0.5 cm 내려간점을 연결한다. Q에서 S까지 3등분하여

3분의 1지점에서 밖으로 1.5 cm 나간점(Q1)과 3분의 2점에서

밖으로 2.5 cm 나간점(Q2)을 찾아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2) 소매 - ① 기본선 긋기

·소매중심선: 소매길이( )를 수직선으로 그어 소매중심점

(A)에서 소매산 높이를 전체진동둘레/6+1.5 cm 만큼 내려 C을

정하고 C와 B을 수평으로 긋는다. 

·몸판에서 측정한 등쪽 진동둘레 치수를 AC1, 몸판에서 측

정한 가슴쪽 진동둘레 치수로 AC2를 긋는다. 

·C1과 C2에서 수직선을 소매부리선까지 내려 긋는다(B1,

B2).

② 진동둘레선: 등쪽 진동둘레선은 A에서 C1까지를 3등분하

여 3분의 1지점에서 밖으로 1 cm 나간점(D), 3분의 2지점(D1)

과 C1의 이등분점(D2)을 찾아 A, D, D1, D2, C1선을 자연

스럽게 그린다. 가슴쪽 진동둘레선은 A에서 C2까지를 3등분하

여 3분의 1지점에서 밖으로 0.8 cm 나간점(E)을 찾아 A, E,

E1, C2선을 자연스럽게 그린다.

③ 소매부리: B1과 B2에서 안으로 1.5 cm씩 들어간점(F,

F1)을 긋는다. B에서 1.5 cm 올린점(G)과 를 2등분하여 0.3

cm 올린점(G1)을 자연스럽게 그린다. G에서 가슴쪽으로 4 cm

이동한점(G2)과 를 2등분하여 0.3 cm 올린점(G3)을 자

연스럽게 그린다.

3.4. 착의평가

실험원형의 착의평가에 의해 제기된 문제점을 1, 2차에 걸쳐

수정 보완하여 완성한 연구원형의 착의평가를 실시하였다. 연

구원형의 비교원형으로는 1차 실험원형을 이용하였으며 실험원

형과 연구원형의 착의평가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t-test를 실

시하였다. 문항들의 신뢰도 점수는 0.89이상으로 높게 나타났

다. 연구원형은 실험원형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평균점수가 연구원형이 4.79이며 실험원형이 2.24로 연구원형

이 실험원형에 비해 우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원형이 전체적으로 옷 모양이 좋으며 몸판 뿐

EI EI

IJ

I1K

I2K

DB

AB

FG

G2F1

Fig. 8. 애견복원형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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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소매의 평가항목에서 연구원형의 적합성이 더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Fig. 9는 연구원형의 착의 모습이다.

4. 결론 및 제언

애견과 애견복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발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현재 애견복 업체의 패턴을 비교 분석

하고 이를 통하여 애견의 체형 및 동작에 적합한 애견복 패턴

을 개발하고자 한다. 측정대상은 부산에 거주하는 성견 91마리

로 하였으며,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애견복 업체의 패턴 3가

지를 비교 분석한 후 애견의 체형 및 동작을 반영한 애견복

원형을 개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4. 착의평가 결과

평가항목
실험원형 연구원형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 전체적인 옷 모양 2.24 0.84 4.79 0.45 22.33***

몸판 2. 목밑둘레의 위치 2.51 0.85 4.70 0.55 18.13***

3. 목밑둘레선의 여유분 2.11 0.93 4.69 0.63 19.25***

4. 목앞점의 위치 2.39 0.92 4.74 0.61 17.88***

5. 어깨선 위치 2.53 1.90 4.80 0.50 18.52***

6. 좌우어깨끝점사이길이 2.34 0.85 4.74 0.53 20.06***

7. 앞품 2.01 0.99 4.79 0.45 21.43***

8. 등품 2.09 0.94 4.79 0.45 21.63***

9. 앞다리사이길이 2.36 0.90 4.73 0.48 19.43***

10. 가슴둘레 여유 1.99 1.03 4.86 0.35 22.10***

11. 허리(배)의 여유 1.79 0.98 4.76 0.43 23.28***

12. 목앞점에서 배부분까지 곡선 2.30 0.87 4.76 0.43 21.09***

13. 배부분의 옷길이 2.24 0.89 4.80 0.44 21.54***

14. 옷 밑단의 선 2.31 0.84 4.77 0.54 20.49***

15. 등중심길이 1.81 0.89 4.60 0.52 22.60***

16. 옆선의 위치 2.40 0.89 4.80 0.40 20.53***

소매 17. 소매 달린선의 위치 2.46 0.86 4.77 0.52 19.26***

18. 소매진동둘레의 여유분 2.43 0.94 4.73 0.54 17.76***

19. 소매부리의 여유분 2.57 0.91 4.81 0.43 18.67***

20. 소매길이 2.63 0.94 4.86 0.35 18.66***

Cronbach's Alpha 0.96 0.89

***p < .001

Fig. 9. 연구원형 착의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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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측정치의 분석 결과, 애견은 네발을 딛고 걸어 다니는

특성이 있어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과는 달리 둘레부위에서는

등쪽이 가슴쪽보다 넓고, 길이부위에 있어서는 등허리중심길이

에 비해 가슴배중심길이가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관관

계 분석 결과, 가슴둘레는 대부분의 측정항목과 상관관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나 원형설계시 등가슴중심길이, 가슴중심길이,

목밑둘레, 앞다리사이길이, 어깨끝점사이길이에 가슴둘레를 적

용하였다. 

둘째, 애견복 업체의 사이즈스팩은 서로 많은 차이가 있어

사이즈의 표준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애견복의 패턴 역시

애견들의 신체 치수를 토대로 하여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았다. 

셋째, 애견 91마리의 치수를 측정한 자료와 애견복 업체의

패턴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실험원형을 설계하였으며

1, 2, 3차의 착의보정을 걸쳐 연구원형을 개발하였다. 제도시

필요치수는 가슴둘레, 등중심길이, 등허리중심길이 3가지 항목

이며 설계방법은 Fig. 8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애견복의 원형을 개발하였으므로 앞으로의 연

구에서는 애견복 원형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템을 연구해야 할

것이며, 대량생산을 위하여 기준치수를 이용한 치수체계에 관

한 연구가 필요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애견

복이 다양한 아이템별로 쉽게 제도되어 기성복화 및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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