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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the swimwear pattern focused on a typical middle-aged women's body was developed and dis-
cussed.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a typical middle-aged women's body, their actual bust were cast. According
to a generated flattened body surface shell, the right side of pattern was designed considering stretching ratio of swim-
wear materials as shown in the figure 3. Special features of the developed swimwear pattern are a bust dart, a particularly
designed lining, a power-net, and a brassiere-cup. Against a commercial swimwear pattern, the darts were applied to bust
area considering its volume. The lining was attached on the entire right side except brassiere part, and power-net was
added twice on belly and hip part. As a result, silhouette and body shape were improved. The new brassiere-cup was
designed and made to satisfy the middle-aged women’s demand about their bust volume. Swimwear fitting test was per-
formed, and it was evaluated. The developed swimwear rated activity, body support, entire silhouette, pressure, com-
fortable fitting, suitability with body figure, nudity higher by comparison with a commercial swimwear, as shown in the
Table 6. Specially the developed swimwear satisfied future customers about a bust, a hip, a waist, a belly area, which the
middle-aged women are not confident. Reducing exposure of an armhole and upper leg area, it also satisfied them. New
developed swimwear pattern will provide useful reference to swimwear businesses targeting middle-age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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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영복은 전신의 실루엣 노출과 신체 표현의 매력을 위한 수

단이 되기도 하며 수영복의 디자인에도 개인적인 기호와 미적

감각이 반영되어 매우 다양하나, 크게는 실내용과 비치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실내 수영복은 기본 실루엣이 제한적이

며, 시판용 실내 수영복은 체형 변화가 적고 신체 조건이 절정

에 있는 20대 여성 체형을 기준으로 표준화된 체형의 신체 비

례에 의해 제작 생산되며 제품 사이즈도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20대 체형의 범주를 벗어난 체형을 지닌 사람이나 중년기 여성

의 경우는 치수 및 형태 부적합으로 인해 수영복 착용시 매우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방의 커버력, 진동과

다리둘레의 파임 정도에 있어서 체형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제품생산의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시판용 실내 수영복 착용시

실루엣은 더더욱 보기에 좋지가 않다. 수영복은 체형의 변화가

가장 큰 체간부를 피복하는 의복류이므로 중년기 여성을 타겟

으로 할 경우 그 체형적 특성이 고려된 새로운 패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중년기 여성의 생리 ·심리적인 측면이

반영된 수영복 제품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중년기 여성용 수

영복의 고급화와 함께 기능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

하기 위해서는 중년기 여성 체형의 적합성과 신체적 결함이 보

완될 수 있는 수영복의 패턴 개발과 같은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에 의하여 개체간의 체형차이 및 변화에 대한 문제점을 해

결할 수 있으리라 보아진다.

지금까지의 수영복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수영복의 변천과

정과 신체노출이 수영복에 미친 영향(안영주, 1983), 우리나라

여성 수영복 디자인에 관한 이론과 체형에 따른 수영복의 디자인

연구(김유식, 1985), 수영복디자인과 패션(유영선, 1984; 장진희,

1985; 진선희, 1989; 심강희, 1992), 수영복 구매행동(임병리,

2000; 박근화, 1997; 이영아, 1998), 수영복지 취화와 관련된

신소재에 대한 연구(김혜정, 2001) 등이 있으나, 신체적 특성

이 고려된 패턴에 관하여는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영복 착용시 중년기 여성의 체형적 결

함이 두드러지는 부위를 보완할 수 있는 심미적인 감성 수영복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수영복에 파워넷 안감과 브라컵을 설계

Corresponding author; Mi-Hyang Na

Tel. +82-43-229-8686, Fax. +82-43-229-8643

E-mail: mhna@cju.ac.kr



중년기 여성용 수영복 패턴설계 197

하여 체형보정의 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중년기

여성을 위한 기능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수영복 패턴을 제시함

과 더불어 수영복 생산업체로 하여금 중년기 여성용 수영복 제

품화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및 절차

2.1. 피험자

피험자는 중년기의 평균체형에 해당하는 건강한 여성 3명이

며, 같은 사이즈(기성복 66사이즈, 시판수영복 L 사이즈)의 의

복을 착용하는 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인체계측은

2002년 3월 8일, 9일에 실시되었으며 피험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2. 석고체 및 체표셀 제작

석고체 제작을 위한 자세는 신체 계측시와 동일한 상태를 유

지하도록 하였다. 피험자는 브라와 팬티를 착용하였으며 브라

는 피험자의 가슴형을 가장 잘 정용시켜 줄 수 있는 풀컵형으

로 착용하였다.

체표셀은 내면체의 오른쪽을 채취하였다. 연구용 수영복 디

자인라인 작업을 위한 기준선은 앞중심선, 뒤중심선, 목둘레선,

어깨선, 가슴둘레선, 허리둘레선, 엉덩이둘레선, 옆선(진동너비/

2에서 수직선), 다리둘레선이다.

2.3. 패턴 설계

Fig. 1은 석고체 내면에서의 수영복 디자인선과 기준선이다.

Fig. 2는 안감디자인선을 시각적인 확인을 위하여 외면체에서

나타낸 것이다.

겉감패턴 :체표셀 전개도의 각 부위별 계측 평균치를 기본으

로 1차 패턴 설계를 한 다음, 디자인선·축률 적용 등 3차에

걸친 착의 실험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마스터패턴을 완성하였

다.

안감패턴 및 디자인라인 :안감 디자인선 설계시 앞판은 유

방부위를 제외한 전판 안감을 적용하였고, 복부는 돌출 부위를

눌러 주기 위해 파워넷을 겹쳐 사용하되, 다리 임파선 부위는

한 겹만 사용하여 활동에 무리가 없도록 하였다. 뒤판은 앞판

안감을 한 겹 대고 처진 엉덩이를 받쳐주고 잘 감싸주기 위해

엉덩이 아래 부위에 파워넷을 겹치도록 하였다.

브라 패턴 :브라 패턴을 설계하고자 석고체에서 디자인라인

을 설정하고 유방부위의 체표셀을 전개하여 체표셀에서 계측된

부위별 치수의 평균치로 패턴을 설계한 후 착의 검토에 의하여

수정 보완된 마스터패턴을 설계한다. 

2.4. 소재 물성

실험복 소재는 시판용 수영복 소재와 동일하며 소재의 물성

은 Table 2와 같다.

2.5. 착의 실험

연구용 수영복에 대한 비교대상 수영복으로 시판 수영복을

선정하여 착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수영복: 비교대상 수영복은 국내 소비자 선호도와 매출순위

1위 A업체에서 제조된 U자형 원피스 수영복을 선정하였다. 연

구용 수영복의 소재와 색상은 시판수영복과 동일하며 디자인은

같은 유형으로 하였다. 

관능평가: 연구용 수영복에 대한 착용감, 압박감, 동작 기능

성 그리고 외관 검토를 위하여 관능평가를 실시하였다. 

① 착용 대상자 및 파넬단 - 착용 대상자는 중년기의 평균

체형을 지닌 여성으로 같은 사이즈의 시판 수영복을 착용하는

Table 1. 피험자의 신체적 특성

   항  목
피험자

S1 S2 S3

연령(세) 49 41 42

신장(cm) 163.0 159.2 164.0

가슴둘레(cm) 92.5 95.4 92.2

허리둘레(cm) 75.5 79.8 76.0

엉덩이둘레(cm) 92.5 93.2 95.2

체중(kg) 57 62 62

롤러지수(R.I) 131.62 153.66 138.02

RÖhrer Index=(W(kg)÷H3(cm))×107

Fig. 1. 수영복 디자인선과 기준선.

Fig. 2. 안감 디자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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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파넬단은 수영복을 착용한 경험이 있

는 중년의 체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중년 여성 12명으로 구

성하였다.

② 평가방법 및 항목 - 평가방법은 시판용과 연구용 수영복

을 착용한 4명의 피험자 각각의 전 ·측 ·후 3면의 사진을 파넬

단에게 제시하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평가항목은 전면에서 4문

항, 측면에서 5문항, 후면에서 4문항, 기타 1문항으로 총 14문

항에 대하여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다. 

③ 평가척도 - 척도는 5점 평정 척도법에 의하여 5점은 ‘좋

다’, 4점은 ‘조금 좋다’, 3점은 ‘보통이다’, 2점은 ‘조금 나쁘다’,

1점은 ‘나쁘다’로 하였다.

④ 평가 결과 및 자료 분석 - 각각의 관능평가 항목에 대한

평균, 표준 편차, t-test를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수영복 기초패턴

연구용 수영복의 원형패턴으로 제작된 체표셀 전개도의 각

부위별 계측 평균치에 의하여 1차 수영복패턴을 설계하였다.

1차 수영복 패턴설계시 앞판은 가슴다트를, 뒤판은 허리다트를

넣어서 신체의 곡을 형성하였으며 Fig. 3은 전개된 체표셀과

1차 수영복 원형패턴을 중첩시킨 것이다.

1차 패턴에 의하여 중년여성의 체형에 적합하고 기능성이 고

려된 2차 연구용 기본수영복의 겉감, 안감, 브라 패턴을 각각

설계하였다.

Fig. 4에 나타낸 것은 연구용 수영복 완성패턴(겉감)의 부위

별 설계 치수이다. 

3.2. 2차 축률 적용 패턴

수영복 패턴을 기본으로 스트레치성 소재에 대한 축률을 적

용하여 수영복의 디자인 라인을 완성시켰으며 축률은 수직·수

평 전체로 원단의 축률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나 연구용 패턴에

서는 각 부위별 신체의 볼륨의 정도를 가장 잘 표현해 주도록

하기 위하여 Fig.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다르게 적용하였다. 부

위별 축률 적용량은 수평으로 앞가슴둘레 4 cm, 뒤가슴둘레 3 cm,

앞허리둘레 6 cm, 뒤허리둘레 4 cm, 엉덩이둘레는 앞뒤 각각

3 cm씩 적용하였다. 수직으로는 어깨끈 1 cm, 허리위쪽 2.5 cm,

허리아래쪽 2.5 cm, 샅길이 2 cm 적용하였다. 

부위별 적용된 축률은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에 있어서는 앞

Table 2. 수영복 소재 물성

구분 소재 조성
신장율(%)

중량(g/m
2
)

조직사진

입체형상현미경(NEC MT-1050)경사 위사

겉감 나일론 스판
   폴리에스테르 80%

   나일론 20%
295.4 367.5 0.59

안감 면새틴  폴리에스테르 100% 315.4 558.3 0.52

Fig. 3. 체표셀과 1차 수영복 패턴의 중첩도.

Fig. 4. 연구용 수영복 패턴(겉감) 제도법(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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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을 뒤쪽보다 더 크게 주었다. 이는 앞뒤판의 폭에 대한 비율

을 적용한 결과이다.

Fig. 5는 부위별 축률값과 완성패턴을 설계하는 방법을 제시

한 것이며 Fig. 6은 겉감의 마스터패턴이다. 

3.3. 안감 패턴

안감 패턴은 겉감패턴을 기준으로 제도하였으며 이는 Fig. 7

에 제시하였다. 

뒤판은 겉감 패턴에서 어깨끈을 P'O'까지 줄여서 전면 안감

을 댄다.

ㆍE"에서 8.5 cm 올라온 점 Q에서 5 cm 들어간 점과 I"에서

6 cm 올라간 점 R을 곡선으로 연결하여 E"-J"-I"-Q-R을 한 겹

덧댄다.

<앞판>

ㆍ가슴다트를 M·P시키고 가슴다트분량을 목선으로 옮긴다.

ㆍj'에서 3.5 cm 들어간 점 j"와 c'를 연결하여 옆선을 그리되

Fig. 5. 부위별 축률값(1:0.125) ( )의 숫자는 축률값임.

Fig. 6. 연구용 수영복 마스터패턴(1:0.125).

Fig. 7. 안감 패턴 설계법(1:0.125).

Fig. 8. 안감 마스터패턴(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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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감과 길이가 동일하도록 한다.

ㆍa"에서 1 cm 올라가서 1.5 cm 들어온 점과 b'에서 2.5 cm

들어간 점 b"를 곡선 연결한다.

ㆍm : b"에서 5.5 cm 들어간 B·P에서 4.5 cm 내려간 점. 

ㆍi : B·P에서 5 cm 들어간 점.

ㆍi에서 7.5 cm 올라간 점과 m-b"를 곡선 연결한다.

ㆍ덧대는 안감은 앞 중심선을 펼친 상태에서 전판으로 대고

c'에서 6 cm 올라간 점과 d"에서 9 cm 올라간 점을 좌우연결하

고 d"에서 6 cm 올라간 점과 e와도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크러치 안감은 e에서 위로 10 cm 올라간 부분까지 댄다.

3.4. 브래지어컵 패턴

연구용 수영복 브라컵을 제작하기 위하여 유방부 체표셀의

전개도의 계측치를 토대로 브래지어 자체적으로 유방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치수를 수정 보완하여 브래지어컵 패턴을 완

성하였으며 이는 Fig. 9, 10과 같다. 

3.5. 착의 실험

제작된 연구용 수영복에 대한 객관적 착의 평가를 얻기 위

하여 기존 시판 수영복을 선정하여 외관검사, 동작 기능성 검 사를 비교 실시하였다. 

착의평가 결과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용 수영복이

시판용 수영복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전면, 측면, 후면으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측면에 대한 만족

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관찰자가 보는 시각에서는 전면에

서 더 높게 나타났다. 

각 항목별로 보면 전면의 앞다리둘레선의 파임에 있어서 연

구용 수영복은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난 것에

비하여 시판용 수영복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항목 중 가장 낮

았다. 앞목파임의 노출은 연구용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아 앞목

파임이 깊은 것, 다리파임이 적은 것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진동파임과 앞다리둘레선의 파임 또한 연구용이 더

높게 나타나 진동과 대퇴부는 노출이 적은 것을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측면에서 관찰한 가슴과 복부의 실루엣 만족도 또한 시판 수

영복 착용시 만족도가 가장 낮은 반면, 연구용 수영복에서는 매

우 높게 나타났다. 등-허리-엉덩이의 실루엣은 비슷하게 나타났

으며, 진동파임에 의한 상완 굵기는 진동파임이 적은 연구용이

Table 3. 유방부 계측치와 패턴치수                 (unit : cm)

   항  목
체표 계측치 브라컵 

패턴치수Mean S·D

앞중심-유방내측길이 1.50 0 1.0

유방내측길이 7.80 0.92 7.8

유방외측길이 9.17 1.08 10.2

유방하부길이 8.07 0.12 8.1

유방하부직경 6.70 0.53 6.7

유방 너비 12.67 0.58 12.6

유두 간격/2 8.00 0.16 7.5

Fig. 9. 브래지어컵 패턴설계(1:0.33).

Fig. 10. 브래지어컵 마스터 패턴(1:0.33).

Fig. 11. 브래지어 컵받침 패턴설계(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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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늘어 보였으며 다리파임 역시 적은 것을 선호하였다.

후면에 있어서 뒤 등파임은 적당히 깊게 파인 것을, 뒤진동

과 엉덩이밑선은 노출이 적은 것을 선호하였다.

이상과 같이 중년 여성은 앞목과 뒤등파임을 제외한 진동과

다리둘레 등 모든 부위에서 노출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구용 수영복은 앞뒤 목둘레와 진동둘레, 다리둘레의 파임이 적

당하여 시판용 수영복보다 중년기의 여성에게 잘 맞으며 가슴

을 올려주고 모아주며 허리와 배를 넣어 주는 기능을 적용함으

로써 전체적인 외관이 슬림하며 힙을 충분히 감싸주고 올려 줌

으로써 중년기 여성들이 기존의 시판용 수영복 착용시 노출로

인해 신체적 결함이 두드러지는 부분이 보완되어 외관이 우수

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중년기 여성들에게 있어서 수영복은 신

체의 결함 부위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편안하여 인체의 실루

엣이 아름답게 표현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나 수영복은 물속

에서 착용하는 운동복이라는 원래의 기능성을 고려할 때 소재

나 색상에 많은 제한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패턴에 따른 효

과를 연구하고자 시판용 수영복과 같은 소재와 디자인으로 제

작하였으나 시판 수영복이 다리둘레의 파임 정도가 많아서 더

날씬해 보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중년기 수영복 제

작시는 다리파임의 노출을 꺼려하는 것을 고려하여 다리둘레

부위의 배색을 이용한 디자인으로 접근하면 다리가 날씬하고

길어 보이면서 노출은 피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여성의 체형에 적합한 원피스형 수영

복 패턴을 개발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연구된 중년기 여성용 수영복 겉감패턴은 가슴의 볼륨을 감

싸도록 가슴다트 처리와 수영복 착용시 외적인 실루엣 보완 및

체형보정효과를 위하여 안감을 부착하였으며, 복부와 엉덩이 부

위에는 파워넷을 중첩시켰다. 또한 가슴볼륨의 만족도를 높이

기 위하여 중년기의 가슴사이즈에 적합한 브라컵을 설계 제작

하였다.

제작된 연구용 수영복과 시판용 수영복에 대한 착의실험 결

과, 동작기능성, 체형보정성, 전체실루엣, 압박감, 착용감, 신체

적합성, 노출성의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구용 수영복 패턴으로 제작된 수영복의 착의실험 결과 중

년기의 체형적 결함부위 특히, 가슴, 엉덩이, 허리, 복부 부위

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영복의 기본라인에서

신체를 감쌀 수 있도록 설계하여 노출을 꺼리는 부위 특히, 진

동과 다리파임을 완화시킴으로써 노출에 대한 심리적인 면도

만족시켰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중년기 여성용 수영복패턴은 기능성과

심미성에 있어서 중년기의 감성을 최대한 반영시킨 패턴으로

중년기를 타겟으로 하고자 하는 수영복업체의 기초자료로 유용

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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