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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댄스용 연미복의 Prototype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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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research was made to suggest a functional and fitted prototype of swallow-tailed coat for sports dance . We
established the basic posture of standard dance from literature investigations, and grasped the changes of the body side-
surface by motions through the gypsum-experiments with a man in twenty. The unfolded gypsum shells were overlapped
on the basic swallow-tailed coats pattern drafted by their size of experimenter. From our results through analysis, our pat-
tern of the swallow-tailed coats for sports dance was designed considering their functional and structural character. In case
of upper body with the greatly increased shoulder width of garment and with the decreased front. When moving, owing
to the rising of the armpit point, the side-line becomes longer with the shoulder length decreased greatly. In case of
sleeves, the length of sleeves back increased greatly by the arm-bending motions while sleeve height becomes lowered.

Key words : swallow-tailed coat for sports dance, changes of the body side-surface, prototype

1. 서 론

최근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건강과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건강과 함께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자

신만의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독창적인 여가활동인 스포츠댄

스를 즐기는 추세이다. 현재에는 스포츠댄스가 과거의 퇴폐적

이고 음성적이었던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체력 및 건강증진,

스트레스 해소, 원만한 사교활동 및 인간관계 형성 등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현대인들에게 좋은 스포츠

로 점차 대중화되고 있다(조성진, 2000). 최근에는 스포츠댄스

를 단순히 취미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말을 이용해 춤을

통한 각종 사교모임과 파티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이

와 더불어 스포츠댄스웨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스포츠댄스웨어의 판매 전문점이 늘어나고 있으나 판

매품목이 주로 여성복이고 남성복이라 하더라도 라틴댄스복의

종류로 한정되어 있으며 스탠다드 댄스웨어인 연미복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스포츠댄스용 연미복은 일종의 무용의상으로서 무용수

가 착용하여 동작을 표현할 때 신체의 움직임을 저해시키지 않

아야 할뿐만 아니라 신체의 동작을 좀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해야 한다(김영미, 1992; 김경희, 1999; Douglas, 1973). 따라

서 스포츠댄스용 연미복은 최소한의 여분으로 피트성을 높이면

서, 댄스동작 시 편안해야 하고 동작에 의한 주름이나 당김이

적어야 한다. 즉 홀드(hold) 자세에서 양팔과 어깨선이 자연스

럽게 보이도록 해야 하고, 착용자의 움직임과 의상의 움직임이

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연미복과는 착용감이

확연히 다르고 제작에는 다른 기술을 필요로 한다. 특히 옷의

가봉 등 제작과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선행연구로는 이영민(1993), 이주연(1989) 등이 테니스나 스

키, 골프 등의 특정 스포츠웨어에 국한된 디자인에 관한 연구

는 있으나 스포츠댄스웨어에 관한 연구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또 스포츠댄스에 관한 연구도 원성연(2001), 조정화(2002) 등

스포츠댄스의 역사나 신체적·사회적 측면의 효과로 사회체육

학적인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댄스의 기본 동작을 설정, 석고

실험하여 동작에 따른 체표면의 치수변화를 살펴본다. 또 이 석

고쉘을 전개하여 피험자의 치수로 제도된 기존 연미복 패턴에

중첩하여 비교 분석하여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스포츠댄스용 연

미복의 prototype을 제시한다. 개발된 패턴의 적합성을 검증하

기 위해 스포츠댄스 선수에게 착의실험을 실시하고자 한다.Corresponding author; Young-Soon Oh

Tel. +82-55-262-6818, Fax. +82-55-261-4657

E-mail: s1906@hanmail.net



434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8권 제4호, 2006년

2. 연구방법

2.1. 체표변이의 측정을 위한 석고실험

측정대상 및 시기 : 본 연구는 실험의 특성상 장시간 상체를

노출해야 하므로, 실험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의류학 전공

의 20대 남성 1명을 대상으로 2003년 1월 19일에 시행하였다.

피험자의 신체치수는 Table 1과 같다. 

동작 설정 : 스포츠댄스의 동작은 홀드자세로서, 파트너의 신

장에 따라 팔의 위치와 각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동작

시 팔의 위치나 각도를 표준화하기 위해 국립기술품질원(1997)

국민표준체위 조사보고서의 남·녀 표준 신장차 약 13 cm로

동작을 취한 후 사진을 찍어 팔의 각도를 측정하였다. 이는

2003 Size Korea 사업에 앞서 측정되었으며,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사업보고서(2005)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동작에 따른

팔의 각도는 Fig. 1과 같다. 

양팔은 수평으로 같은 각도로 올라가므로 양팔의 상완 외전

각도 A = 70.3
o

이고 견관절의 내전 각도 D = 20.7
o

이다. 오

른팔은 파트너의 견갑골 아래에 놓이는데 이때 전완의 수평 굴

곡 각도 B = 105.9°이고, 왼팔은 파트너의 머리 위치로 들고

손을 잡는데 이때 전완의 수직 굴곡 각도 C = 75.0
o

이다.

계측부위 및 기준선 설정 : 피험자의 신체치수 계측부위는

연미복의 대표적인 필요치수인 신장, 가슴둘레, 등길이, 소매길

이로 하고 석고실험시 채취부위는 체간부와 상지로 한정한다.

계측기준선(1998)의 설정은 Fig. 2와 같다.

·수평방향 기준선

① 목둘레선 NL(제1선) 좌우 목점 및 앞뒤의 목점을 지나

는 목이 연결되는 부분의 둘레

② N1~N4목밑둘레선(NL)에서 1 cm 간격으로 위로 수평

선 4개

③ 어깨선(제2선) - 목옆점에서 어깨끝점에 닿는 선

④ 제3선, 제4선 - 겨드랑 앞·뒤점을 지나는 수평선

⑤ 제5선- 겨드랑점에서 수평으로 앞중심과 뒤중심에 닿는 선

⑥ 진동둘레선(제6선) - 상지를 자연스럽게 수직으로 내린 상

태에서, 어깨점에서 제3, 4선을 지나는 팔이 연결되는 부분의

둘레이다. 상지와 체간부의 경계가 되므로 의복구성상의 기준

선이 된다.

⑦ 가슴둘레선 BL(제7선) - BP를 지나는 수평선

⑧ 제8, 9선 - BL에서 앞 정중선 상으로 4 cm씩 내린 수평선

⑨ 허리둘레선 WL(제10선) - 허리에서 가장 가는 위치

Table 1. 피험자의 신체치수                        (unit : cm)

계측항목 신체치수

신장 184.3

가슴둘레 101.0

허리둘레 86.2

엉덩이둘레 101.2

앞품 35.6

뒤품 36.3

등길이 47.0

앞중심길이 37.0

앞길이 46.0

어깨너비 41.3

경추높이 158.2

어깨끝점높이 151.0

소매길이 64.5

팔꿈치길이 35.0

체중 83(kg)

Fig. 1. 스포츠댄스의 동작시 팔의 각도.

Fig. 2. 체표면상의 계측기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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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제1 ‘선~제4’선 - 어깨점에서 겨드랑점선을 연장한 수평

선을 4등분

⑪ 팔꿈치선(제5‘선) - 팔꿈치점을 지나는 수평선

⑫ 소매부리선(제6‘선) - 손목점을 지나는 수평선

·수직방향 기준선

① F - 목앞점에서 가슴의 골을 지나 샅으로 연결된 선

② B - 경추점에서 척추 중앙을 지나서 둔렬로 이르는 선

③ S - 겨드랑점에서 측면몸체를 자연스레 이등분한 선

④ H - 겨드랑앞점에서 체측선과 나란히 허리둘레에 이른 선

⑤ D - 겨드랑뒤점에서 체측선과 나란히 허리둘레에 이른 선

⑥ G - 목옆점에서 BP를 지나 수직으로 내린 선

⑦ C - 목옆점에서 견갑점을 지나 수직으로 내린 선

⑧ i - BP에서 어깨선(목옆점과 어깨점의 연결)의 이등분점

을 지나 견갑점에 이른 선

⑨ j - BP에서 어깨점과 견갑점을 지나 가슴둘레와 B와 교

차점에 이른 선

⑩ L - 어깨점에서 팔의 중앙을 내린 선

⑪ M, N - C선과 팔의 앞, 뒤를 자연스레 이등분한 선

⑫ O - 겨드랑점에서 안쪽의 팔 중앙을 내린 선

2.2. 스포츠댄스용 연미복의 Prototype 제시

쉘과 패턴과의 비교분석 : 석고실험에 의해 얻어진 쉘을 전

개하여 정지시와 동작시의 차이를 분석하고 피험자의 치수로

제도된 일반적인 연미복의 패턴(이형숙·남윤자, 1996)과의 차

를 비교분석하여 동작에 따라 요구되는 패턴의 변화를 살펴보

았다. 

착의실험의 제작 : 스포츠댄스의 동작시 체표형태 및 체표면

의 변화를 파악하고 채취된 석고 쉘을 일반 연미복의 패턴에

적합하게 전개하여 동작시 패턴상의 변화를 수치화하여 기능성

과 구성적인 측면이 고려된 스포츠댄스용 연미복의 prototype

을 제시하고 실험의를 제작하였다. 착의 실험을 위한 의복 제

작시 사용한 소재는 겉감 모 95%, 폴리에스테르 5%를 사용하

였고 안감은 레이온 100%로 일반 연미복의 소재와 같이하였

으며 견으로 라펠에 포인트를 주었다. 소재의 특성은 Table 2

와 같다. 

2.3. 착의실험

피험자에 의한 평가 : 스포츠댄스 동작시 피험자가 느끼는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스포츠댄스에 전문지식이 있는 스포츠

댄스 선수 3명을 대상으로 2003년 5월 4일 실시하였다. 실험

의를 착용하고 스탠다드 댄스 5종목(왈츠, 탱고, 퀵스텝, 폭스

트롯, 비엔나왈츠)를 차례대로 실시한 후 제시된 설문지에 응

답하게 하였다. 착의평가 항목은 선행연구(허미옥 외, 2000; 김

연행, 2002; 이경화, 2000)를 기초로 하여 착용감에 관한 항목

2가지, 치수적합성에 관한 항목 8가지, 동작적합성에 관한 항목

7가지로 구성하여 평가하였다. 평가방법은 5점 평점법으로 ‘아

주 좋다’를 5점, ‘아주 나쁘다’를 1점으로 평가하였다.

외관평가 : 외관평가는 기존 연미복과 실험의를 착용한 3명

의 피험자에 대하여 의류학 전공자 5명이 각각 정지와 동작시

일반연미복과 실험의의 외관 및 부위별 맞음새를 평가하게 하

였다. 평가부위는 전체적인 정면의 외관, 뒷면의 외관, 앞품의

여유, 뒤품의 여유, 앞길이, 옆길이, 등길이, 소매길이, 소매의

여유 등 총 10 문항에 대하여 ‘아주 좋다’ 5점, ‘아주 나쁘다’

1점으로 하는 5점 평점법으로 정지시와 동작시 각각 평가하였

다. 

3. 결과 및 고찰

3.1. 스포츠댄스 동작시 체표면의 변화

경부 : 스포츠댄스 동작시 경부의 너비, 길이 변화는 Table

3과 Table 4와 같다. 동작시 앞 목에서는 경부의 너비가 대부

분 늘어났다. 뒤 목에서는 목둘레선이 줄어들었으나 목 위로 갈

수록 변화가 적다. 길이는 동작시 양팔을 수평으로 벌림으로써,

옆 목선의 길이가 0.5 cm로 크게 줄어들었다. 

경부의 정지시와 동작시의 석고 쉘을 피험자의 치수로 제도

된 테일러드 칼라 패턴에 잘 부합되도록 중첩하여 보면 Fig. 3

과 같이 목둘레의 너비는 칼라의 스탠드분에 해당하는 NL,

N1, N2에서는 변화가 작고, 목옆선부터 앞목둘레에 이르는 부

분의 높이가 동작시 약간 줄어들었다. 그러나 연미복의 테일러

드 칼라의 경우 칼라의 스탠드분이 목둘레선에서 약 2 cm 정

도 올라간 지점까지 칼라에 영향을 주는데, 동작시 쉘은 칼라

스탠드분에 포함되는 목옆선의 N2까지는 정지시와 높이가 같

Table 2. 착의 실험의의 소재 특성

구분 중량(g/m
2
) 두께(mm) 소재 신도(%)

겉감 209.4 0.43 모 95%

폴리에스테르 5%

35.84

라펠감 86.5 0.21 견 100% 21.52

안감 58.1 0.09 레이온 100% 20.14

  
Table 3. 경부의 너비 변화                         (unit : cm)

부위
앞 뒤

총변화량
정지 동작 변화량 정지 동작 변화량

NL 14.6 15.0 0.4 10.7 10.4 -0.3 0.1

N1 13.9 14.3 0.3 10 9.9 -0.1 0.3

N2 13.2 13.6 0.4 9.4 9.4 0.0 0.4

N3 12.5 12.9 0.4 9.2 9.2 0.0 0.4

N4 11.7 12.3 0.6 8.7 8.7 0.0 0.6

Table 4. 경부의 길이변화

부위 정지 동작 변화량

F 4.1 3.9 -0.2

E 4.0 4.0 0.0

S 4.0 3.5 -0.5

C-1 4.0 4.0 0.0

B 4.0 4.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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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칼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 동작시 줄어든 앞목둘

레의 높이는 앞목둘레가 V존으로 크게 파이므로 칼라에 큰 영

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동작시 테일러드 칼라의 패턴은 변

화를 주지 않아도 된다. 

체간부 : 체간부의 너비와 길이 방향으로의 변화는 Table 5

와 Table 6에 제시하였다. 동작시 체간부는, 목둘레는 전체적으

로 그다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어깨길이는 크게 줄어들었다.

어깨의 높이에서는 뒤는 변함이 없으나 앞 어깨끝의 높이는 정

지시에 비해 높은 위치에 있다. 겨드랑점의 높이는 앞·뒤 모

두 동작시가 정지시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또 정혜락·함상옥

(1981)과 이정란(1996)의 연구에서 상지가 동작할 때 동작의 각

도가 커질수록 인체의 진동둘레가 줄어든다는 결과와 같이, 진

동둘레가 정지시에 비해 약간 줄어들었다. 따라서 동작시 어깨

와 진동둘레 부근의 변화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가슴둘

레는 전체적으로 약간 줄었지만 그 변화가 크지 않고 앞품은

정지시에 비해 동작시 전체적으로 줄었고 뒤품은 팔을 드는 동

작에 의해 크게 늘어났다. 

체간부의 길이는 앞중심과 뒤중심의 변화량은 그다지 크지

않고 김혜경 외(1989)과 구미지(1995)의 연구에서와 같이 중심

쪽보다는 옆선쪽이 크게 늘어났다.

따라서 체간부의 패턴은 앞품의 여유량은 줄이고 뒤품은 늘

여 동작에 필요한 여유량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또 어깨의 길

이는 줄이고 진동의 깊이는 얕게하여 옆선의 길이를 보완하게

하여 동작에 용이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Fig. 4와 같이 정지시와 동작시의 쉘을 일반 연미복 패턴에

중첩하여 보면 뒤의 경우 동작시 길이의 변화와 너비의 변화는

크게 나타난다. 뒤품은 팔을 드는 동작에 의해 크게 늘어났고

겨드랑이점은 올라갔다. 또 겨드랑이점이 올라감으로써 옆선도

함께 늘어났다. 어깨길이는 그와 반대로 동작시 줄었다. 

따라서 패턴에서는 뒤품을 늘이고 가슴 둘레기준선은 올려

주어 동작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어깨길이의 경우 뒤

품을 늘여주면 어깨길이도 함께 늘어나는데 이는 동작시 석고

Fig. 3. 경부 쉘과 테일러드 칼라 패턴의 중첩.

Table 6. 체간부의 길이 변화                       (unit : cm)

부위
앞

부위
뒤

정지 동작 변화량 정지 동작 변화량

F 상 17.5 18.4 0.9 0.5
 B
상 26.2 25.3 -0.9

-1.2
하 26.9 26.5 -0.4 하 23.6 23.3 -0.3

G 상 27.5 27.5 0.0 1.1
 C
상 31.8 31.6 -0.2

-0.1
하 25.4 26.5 1.1 하 22.9 23.0 0.1

H 상 10.4 13.5 2.9 4.1
 D
상 9.3 12.2 2.9

3.7
하 24.9 26.1 1.2 하 23.2 24.0 0.8

S 상 6.9 9.6 3.0 4.4

하 24.2 25.6 1.4

i 25.1 25.8 0.7  i 30.1 29.1 -1.0

j 24.5 26.4 1.9  j 34.6 35.0 0.4

Table 5. 체간부의 너비 변화                                                                                           (unit : cm)

부위
앞 뒤

총변화량
정지 동작 변화량 정지 동작 변화량

NL(제1선) 14.6 15.0 0.4 10.7 10.4 -0.3 0.1

어깨선(제2선) 12.4 10.7 -1.7 12.4 10.7 -1.7 -1.7

 제3, 4선 19.7 18.7 -1.0 22.3 26.2 3.9 2.9

 제5선 24.5 22.9 -1.6 27.3 29.5 2.2 0.6

 BL(제7선) 23.3 22.0 -1.3 26.2 26.6 0.4 -0.9

 제8선 20.5 20.6 0.1 25.3 25.2 -0.1 0.0

 제9선 20.1 20.0 -0.1 24.6 24.6 0.0 -0.1

 WL(제10선) 20.2 20.1 -0.1 24.0 24.0 0.0 -0.1

Fig. 4. 체간부 쉘과 길 패턴의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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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의 줄어든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그러므로 가슴둘레 기준

선은 올리고 어깨길이는 기존의 패턴보다 약간 작게 하여 늘어

난 뒤품을 커버해야 한다. 이때 곡선은 뒤품 선상에 가깝도록

내려와야 뒤품의 늘어난 부분도 보완되고 동작시 줄어든 어깨

길이를 커버할 수 있다. 그리고 가슴둘레 기준선은 정지시 겨

드랑이 이상으로 올려서는 안된다. 구성학적 측면에서 볼 때 패

턴의 가슴둘레 기준선을 정지시의 겨드랑이점보다 위로 올리면

정지시 겨드랑이가 끼게 된다. 

옆선의 길이는 패턴의 가슴둘레 기준선을 올려주면 자연적

으로 옆선이 길어져 늘어난 길이를 보완할 수 있다. 

앞의 경우 동작시 앞중심길이는 약간 늘어나고 앞품은 약간

줄었다. 또 어깨선에서 B.P에 이르는 길이는 늘어났으며, 어깨

끝점의 높이는 정지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패턴에서

앞품은 약간 줄여주어야 하고 동작시 늘어난 앞중심길이는 연

미복의 특성상 앞처짐이 넉넉하므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어

깨끝점의 높이는 정지시에 비해 동작시 올려주어야 한다. 그러

나 구성학적 측면에서 볼 때 팔을 드는 동작에 의해 옷이 전

체적으로 위로 올라가므로 어깨끝점을 올려주면 어깨의 여유분

이 많이 남아 어깨가 치솟게 된다. 따라서 어깨끝점의 높이는

정지시만큼 내려주어 동작시 어깨가 치솟아 남는 분량을 제거

해주어야 한다. 가슴둘레의 경우에는 동작시 뒤는 약간 늘고 앞

은 약간 줄어들었는데 연미복은 옆을 옆선 없이 한장으로 마름

질하므로 보완된다.

상지부 : 상지부의 경우는 오른쪽과 왼쪽의 상지부의 동작이

다르므로 그 각각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오른쪽 상지의 경우 Table 7, Table 8과 같이 전체적으로

너비는 대체로 늘어났다. 팔꿈치 선인 제 5'선의 신장이 최대치

를 보인다. 이는 동작시 팔꿈치를 굽힘으로써 그 둘레선의 신

장이 현저함을 나타낸다. 상지의 길이는 팔꿈치 부위인 상지의

안쪽과 뒤쪽은 크게 늘어났지만 그 반대부위인 상지의 바깥쪽

과 앞쪽은 줄었다. 

왼쪽 상지부는 Table 7과 같이 너비는 제 1'선을 제외하고

대부분 늘어났고, 제4'선에서 그 신장이 4.8 cm로 최고치를 보

였다. 또 Table 9를 살펴보면, 길이는 팔꿈치 부위인 상지의

안쪽과 뒤쪽은 크게 늘어났지만, 그 반대부위인 상지의 바깥쪽

과 앞쪽은 줄었다. 이는 김수옥(1993)에 의하면 팔꿈치를 최대

한으로 구부리면 길이와 둘레가 신장되므로 이에 따른 여유분

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소매의 패턴은 전체적으로 소매산을 낮추어 소매 진

동에 여유를 주어야 하고, 길이는 소매의 뒤쪽은 길게 하여 동

작시 늘어난 길이를 보정해야 한다. 

이는 소매의 패턴에 오른쪽과 왼쪽 상지부를 함께 중첩하여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Fig. 5를 살펴보면, 동작시 소매산

이 낮아지고 소매의 앞 진동이 패턴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는

제 1', 2', 3', 4' 선이 정지시에 비해 너비가 늘어난 결과이다. 

따라서 패턴에서는 소매산을 약간 낮추어 동작시 패턴에서

벗어난 부분을 커버해야 한다. 그러나 소매산의 높이는 정지시

의 소매산 높이보다 내려와서는 안된다. 소매의 길이는 동작시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이와함께 팔꿈치선도 내려왔다. 따라서

소매의 패턴은 팔꿈치 부위를 절개하여 늘어난 길이만큼 벌려

주면 정지시에는 길이가 적합하고 동작시에도 팔꿈치의 늘어난

길이가 보완된다. 

  
Table 8. 오른쪽 상지부의 길이 변화                                                                                   (unit : cm)

부위
소매산의 길이 소매산-팔꿈치선길이 팔꿈치선-소매 부리길이

총변화량
정지 동작 변화량 정지 동작 변화량 정지 동작 변화량

L 12.7 10.6 -2.1 20.5 17.0 -3.5 26.5 24.1 -2.4 -8.0

M 14.1 11.9 -2.2 20.6 13.7 -6.9 25.8 19.2 -6.6 -15.7

N 14.6 11.6 -3.0 22.2 24.6 2.4 26.0 28.2 2.2 1.6

O O1 17.8 17.1 -0.7
21.5 22.8 1.3 26.0 23.8 2.2 3.2

O2 20.0 20.2 0.2

Table 9. 왼쪽 상지부의 길이 변화                                                                                      (unit : cm)

부위
소매산의 길이 소매산-팔꿈치선길이 팔꿈치선-소매 부리길이

총변화량
정지 동작 변화량 정지 동작 변화량 정지 동작 변화량

L 12.0 11.3 -0.7 21.3 18.5 -2.8 25.0 23.8 -1.2 -4.7

M 13.3 11.5 -1.8 20.6 15.8 -4.8 24.4 20.5 -3.9 -10.9

N 13.2 13.3 0.1 22.7 24.8 2.1 25.0 28.0 3.0 5.2

O O1 16.1 19.0 2.9
22.6 22.8 0.2 24.2 25.5 1.3 5.3

O2 16.4 21.0 4.6

Table 7. 상지부의 너비 변화                       (unit : cm)

부위
오른쪽 상지 왼쪽 상지

정지 동작 변화량 정지 동작 변화량

제1'선 5.8 5.7 -0.1 6.3 6.2 -0.1

제2'선 8.4 9.6 1.2 8.2 8.8 0.4

제3'선 9.5 11.7 2.2 10.0 11.7 1.7

제4'선 13.7 16.1 2.4 11.3 16.1 4.8

제5'선 12.2 15.0 2.7 12.8 13.9 1.1

제6'선 8.4 8.4 0.0 8.5 8.5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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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스포츠댄스용 연미복의 Prototype 제시 및 실험의 제작

체표면의 변화량과 정지시 및 동작시의 석고쉘 전개도를 일

반 연미복 패턴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Fig. 6과 같이

스포츠댄스용 연미복의 prototype을 완성하였다.

길 패턴의 경우 가슴둘레는 고정시키고 앞품은 기존의 패턴

에서 1 cm 줄인 (2B/10-2)+3~3.5 cm로 한다. 뒤품의 경우 뒤

겨드랑이점을 지나는 수평선의 위의 변화는 크지 않고 그 아래

의 변화가 크므로 뒤품은 고정시킨다. 가슴둘레 기준선은 (B/

10+9.7)+3~4 cm로 하여 기존의 패턴에서 2.3 cm 올려준다. 이

렇게 함으로써 길어진 옆선을 커버할 수 있고 뒤겨드랑이점을

지나는 수평선 아래의 늘어난 너비를 커버할 수 있다. 

어깨길이를 기본 패턴에서 1.5 cm 줄인다. 뒤 진동둘레 곡선

은 뒤품과 일직선으로 내려오게 하여 어깨길이가 동작시 많이

남지 않도록 하였다. 앞의 어깨끝점의 높이는 기존 패턴의 2.5

cm에서 3.3 cm를 내린다. 이는 동작시 줄어드는 진동둘레를 줄

일 수 있고 또 동작시 옷이 전체적으로 딸려 올라감으로써 어

깨여유가 많이 남아 어깨가 치솟는 분량을 제거할 수 있다. 

소매패턴의 경우에는 소매산높이 (AH/3)-2 cm로 하여 기본

패턴의 소매산높이보다 2 cm 낮추어 활동하기 편리하도록 하

였다. 소매의 길이는 기존의 연미복 패턴과 동일하게 하나 팔

꿈치를 절개하여 3.5 cm 늘여준다. 이는 동작시 팔꿈치 부분의

늘어나는 길이를 커버할 수 있다. 

제안된 prototype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일반 연미복과

같은 방법으로 실험의를 제작하되 진동둘레의 솔기는 가름솔로

처리하고 어깨패드는 0.5 cm의 얇은 것을 사용하였다.

3.3. 착의실험 결과 

제안된 패턴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험자의 착의 후 평

Fig. 5. 상지부 쉘과 소매패턴의 중첩.

Fig. 6. 스포츠댄스용 연미복의 prot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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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피험자가 착용한 모습을 평가하였다. 스포츠댄스 선수 남

자 3명이 실험의를 착용하고 왈츠, 탱고, 퀵스텝, 폭스트롯, 비

엔나왈츠를 실시한 후 입고 활동하기에 편리한지, 착탈이 용이

한가 및 전체 각 부위의 치수가 적합한지에 대해 응답하게 하

였다. 또 팔 동작시 목과 품, 소매 등 상체 각 부위가 당기거

나 끼이는지에 대해서 5점 평점법으로 평가한 결과를 Fig. 7에

제시하였다. 

착용감에 관한 평가에서는 활동성 4.0, 착탈의 용이성 3.7로

대체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험의가 동작시 편안하도

록 제안되었기 때문이다. 치수적합성에 관한 평가는 전체 치수

는 대체로 만족하였고 목둘레, 앞길이, 소매통은 4.7, 가슴둘레

는 4.3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허리둘레와 진동둘레는 3.7

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었고 소매길이는 5.0으로 매우

만족하였다. 소매길이는 정지시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동작시

팔꿈치 부위만 늘어나게 함으로써 정지시, 동작시 모두를 만족

시킨다고 생각되어진다. 실험의의 동작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팔

동작시 앞품과 팔꿈치의 당김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위팔

둘레는 3.7로 보통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앞품은 동작에 의해

남는 부분을 줄여주어 당김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팔 동

작시 팔꿈치부위의 당김이 적은 이유는 패턴의 팔꿈치 부위를

절개하여 기존의 소매길이에 팔꿈치 부위의 길이를 더하여 편

안함을 주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정지시와 동작시 일반 연미복과 실험의에 관한 전체적인 외

관 및 부위별 맞음새를 평가하게 한 관능검사의 결과는 Fig. 8

과 Fig. 9에 제시하였다. 

정지시 일반 연미복의 외관 및 부위별 맞음새는 4점에 근접

하여 좋게 평가 되었어나 동작시에는 전체적인 외관이 2.5 정

도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 되었다. 스포츠댄스용 연미복의

제작 시에는 일반 연미복 원형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실험의의 관능검사 결과는, 정지시 동작시 모두 3.6이상으로

비교적 좋은 평가를 얻었다. 정지시에는 뒷면의 외관, 앞길이,

등길이, 소매통의 여유가 4.3으로 좋게 평가되고 동작시에는 뒷

면의 외관, 옆길이가 4.4, 4.5로 좋게 평가되었다. 전체적인 정

면 외관은 동작시가 4.0으로 정지시 3.7보다 좋게 평가되었으

며 전체적인 후면 외관은 정지시, 동작시 모두 좋게 평가되었

다. 앞품의 여유, 뒤품의 여유, 옆길이, 소매길이는 동작시가 정

지시에 비해 좋게 평가되었고 앞길이와 등길이, 소매통의 여유

는 정지시가 동작시에 비해 좋게 평가 되었다. 앞길이와 등길

이가 정지시 더 좋게 평가된 이유는 팔을 드는 동작에 의해

옷 전체가 위로 약간 딸려 올라감으로써 옷의 앞길이와 등길이

가 길어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생활체육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스포츠댄

스에 대한 관심과 함께 스포츠댄스웨어를 구비하려는 애호가들

이 증가함에 따라 기능적이고 잘 맞아 심미적인 스포츠댄스용

연미복의 Prototype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스포츠댄스의 기본 자세를 동작으로 설정하고

석고실험하여 동작에 따른 체표면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전개

한 석고쉘을 피험자의 치수로 제도된 일반 연미복 패턴에 중첩

하여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능적인 측면과 구성적

인 측면을 고려한 스포츠댄스용 연미복의 패턴을 설계하였다.

또, 제안된 패턴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착의실험 및 관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Fig. 7. 피험자에 의한 착의 평가.

Fig. 8. 정지시 외관 및 부위별 맞음새에 관한 관능평가.

Fig. 9. 동작시 외관 및 부위별 맞음새에 관한 관능평가.



440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8권 제4호, 2006년

먼저 체표면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부의 경우에는 목옆선이

약간 줄었지만 그 변화가 크지 않다. 상체의 경우에는 어깨길

이는 크게 줄었으며 앞어깨끝점의 높이가 정지시에 비해 높은

위치에 있었다. 또 가슴둘레선 윗부분의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뒤품은 정지시에 비해 3.9 cm 크게 늘었고 앞품은 1 cm가 줄

었다. 동작시 겨드랑이점이 올라가서 앞·뒤겨드랑이점을 지나

는 수직선 H선과 D선이 각각 4.1 cm, 3.7 cm, 옆선의 길이가

4.4 cm로 상체의 옆면이 크게 늘어났다. 상지의 경우에는 오른

쪽, 왼쪽 모두 소매산이 약간 낮아지고 팔을 수직으로 또는 수

평으로 굽히는 동작에 의해 상지 뒤쪽의 길이가 크게 늘어났다.

따라서, 스포츠댄스용 연미복의 prototype은 테일러드 칼라

패턴은 변화를 주지 않았고 상체의 경우에는 어깨길이를 기본

패턴에서 1.5 cm 줄이고 가슴둘레 기준선은 2.3 cm 올려 늘어

난 뒤품과 옆선을 커버하였다. 앞품은 1 cm 줄이고 앞어깨끝점

의 높이는 기본패턴 2.5 cm보다 0.8 cm 더 내린 3.3 cm를 내

려 동작시 어깨여유가 남아 어깨가 치솟는 분량을 제거하였다.

소매의 경우에는 소매산높이를 (AH/3)-2 cm로 하여 기존의 소

매산높이보다 2 cm 낮추어 활동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소매의

길이는 기본패턴과 동일하게하나 팔꿈치를 절개하여 팔꿈치 부

위를 3.5 cm 늘여주었다. 

제안된 패턴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피험자의 주관적 평

가는 착용감이나 부위별 맞음새, 동작적합성이 3.7이상으로 비

교적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소매길이의 치수적합성을

묻는 문항에서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관능평가에

서는 정지시, 동작시 모두 전반적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전체적인 정면과 뒷면의 외관이 동작시 더 좋은 것으로 평가되

었다. 

본 연구는 현재 일반 연미복의 패턴으로 여러 번의 가봉을

거쳐 만들어지는 스포츠댄스용 연미복의 패턴을 체계적으로 정

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스포츠댄스는 파

트너의 신장에 따라 동작시 팔의 각도가 달라지므로 스포츠댄

스 선수 3명만을 대상으로 착의실험한 것은 일반화하는데 주

의가 요구된다. 앞으로 연미복 안에 착용하는 셔츠와 조끼에 관

한 패턴의 연구도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며 체형 특성에

따른 패턴의 개발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 이 논문은 2003년도 창원대학교 연구교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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