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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패턴 디자인 시스템에 의한 노년 여성의 재킷바디스패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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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ggest an appropriate jacket bodice pattern for elderly women by comparing
the developed pattern with existing ready-made jacket pattern. The developed jacket bodice pattern was produced from
the basic sloper in which elderly women’s somatotype was fully reflected, by using the newly developed 3D pattern
design system. Subjects were 6 elderly women aged from 60 to 69 who have average somatotype in their age group. This
study carried out pattern analysis and self-sensory test with three ready-made jackets(national brands) and suggested a
developed jacket pattern based on the results. According to the self sensory test results of ready-made jacket, wearing
fitness among brand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even though those brands were same B91 size. The results of ready-made
jackets’ pattern analysis, size differences among patterns have influenced wearing fitness. The basic numerical formula
for the jacket pattern considered elderly women’s somatotype were as follows; B/4+2±0.2~0.5(difference of front and
back), W/4+2±0.2~0.5(difference of front and back), H/4+2~7(ease amount), armhole depth B/4, chest width B/6+1,
back width B/6+3 and back neck width B/12+0.5.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developed jacket’s appearance eval-
uation, it earned higher scores in silhouette and ease amount, confirming that the developed jacket is appropriate for the
elderly women. Also, in the evaluation on space length, the developed jacket pattern was evaluated to allow proper space
length in all around of measurement parts. 

Key words : 3D pattern design system, wearing fitness, evaluation of space length, jacket pattern, elderly women’s
somato type 

1. 서 론

현대사회는 고도로 발달된 의학기술과 과학문명의 발달, 그

리고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생활수준의 향

상으로 전체 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

세이므로 이들 고령화 사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최

근에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산업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년층을 대상으

로 한 여러 분야의 실버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노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노년기

에도 건강을 유지하며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을 하는 노년층들

이 증가하고 있어 외모에 대한 관심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본인이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의류상품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함께 의류산업에서도 노년층을 하나의 소비대상으

로 한 상품기획 및 마케팅전략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회갑을 기준으로 한 60세 이상

을 노년기로 정하고 있으며, 60~69세까지를 노년전기, 70세 이

상을 노년후기로 나누고 있다. 노년기의 체형특성을 살펴보면,

허리가 굽어짐에 따라 키가 줄어들고, 허리가 굵어지며, 엉덩이

둘레가 증가하고 어깨가 둥글어지며 유방이 늘어지는 등의 체

형변화를 겪게 된다. 또한 상반신에 비하여 하지부가 가늘어지

며, 노년 여성의 경우는 노년 남성에 비하여 체형의 변화가 더

욱 다양해지고 있다(김혜경 외, 2001). 이러한 노화현상에 의하

여 나타나는 여러가지 생리적 기능저하와 신체외관상의 변화는

의복구성 또는 디자인상의 문제로 노인의복이 젊은이들의 의복

과 다른, 그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함을 시

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노년 여성

을 대상으로 한 체형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김경화, 1994;

노희숙, 1998; 우미화, 1991; 김영숙, 1993; 남윤자·김인숙,

1998; 이정임 외, 2003). 노년 체형은 전기에는 일반적으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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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체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후기로 갈수록 바른 체형은 현저히

감소하고 숙인 체형으로 변화되어가며, 연령대별로 체형변화가

커져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젖꼭지점 높이가 낮아지고, 배높이는

높아지며 앞길이가 짧아지고, 등길이는 길어지며, 가슴부위의 너

비와 진동두께가 작아지고, 측면의 실루엣은 굴곡이 있는 실루엣

에서 밋밋한 실루엣으로 변화하고, 체축이 뒤로 이동하는 등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하였다(김인순, 2000; 김혜경, 2001; 김경화·

최혜선, 1996). 이러한 노년의 체형은 의복 착의시 외관이나 기

능적인 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의복 착의시의 문

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들 체형에 적합한 의복 원형이 요

구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방법은 1차원적인 직

접계측이나 간접계측에 의존하고 있으며, 체형변화가 심한 노년

에 적합한 의복을 설계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서는 다차원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이 요구되어진다. 

최근 피복인간공학분야에서의 인체계측방법은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복곡면 다면체인 인체의 특성에 맞게 다

차원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그방법 또한 다양하다. 그리고 오

늘날에는 컴퓨터의 발달로 빠르면서도 정확한 3차원 비접촉 인

체계측방법도 개발되어 실용화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Size

Korea 2004에서는 국내 최초로 3D scanner를 이용한 대규모의

3차원 인체측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의복구성분야에서는 사이

즈측정에서부터 의복의 피팅 과정까지를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연구, 개발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3D 인체

데이터의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3D 인체 데이터의 활용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3D 패턴 디자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노년 체형을 반영한

상반신 원형을 설계하고 이를 활용한 노년 재킷 원형을 개발하

여 노년 의복의 자동패턴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판되고 있는 기성복 재

킷을 선정하여 기존의 재킷패턴과 비교분석하며, 착의평가를 통

하여 재킷의 외관 및 기능성을 평가하고, 이를 검증함으로써 노

년 여성의 평균체형에 적합한 재킷 패턴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기성복의 재킷 분석 및 착의평가

피험자 선정 : 피험자는 거동이 자유로운 만60~69세 사이의

노년 여성으로 로러지수 및 Size Korea 2004를 기준으로 ±1σ

범위 내의 평균체형에 속하는 6명으로 선정하였다. 피험자의

기본 치수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기성복 재킷의 착의평가 및 패턴분석 : 디자인 및 선정 - 기

성복 재킷은 2005년 S/S 시즌에 출시된 제품들 중, 노년층을

타깃으로 하는 3개 브랜드(기성복 및 디자이너 브랜드)의 제품

으로 선정하였으며 세부적인 디자인(포켓 등)은 다소 차이가 있

으나, 기본디자인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프린세스라인의 테

일러드 재킷으로 하였다(Fig. 1). 또한 안감의 유무에 따라 착

용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사료되어 안감이 없는 하복

재킷으로 하였으며, 소재는 100% 면의 플리세(plisse) 직물로

Table 1. 피험자의 기본신체치수

측정항목
a

본 연구(n=6) Size Korea 2004
R.D.

M S.D. M S.D.

키

목뒤점높이

목앞점높이

B.P.높이

허리높이

배높이

엉덩이높이

샅높이

151.97

130.28

125.22

105.98

95.73

89.58

75.75

67.23

4.71

4.67

4.86

3.61

3.40

3.02

2.63

3.00

149.1

129.2

-

-

92.8

-

73.1

66.8

5.8

4.6

-

-

4.0

-

3.4

3.2

0.49

0.23

-

-

0.73

-

0.78

0.13

목밑둘레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36.07

93.22

80.45

92.50

89.38

2.16

6.56

5.15

4.67

2.18

38.2

93.8

85.3

-

92.3

2.4

7.0

8.0

-

5.0

-0.88

-0.08

-0.61

-

-0.58

앞중심길이

젖꼭지점길이

앞길이

등길이

어깨사이길이

겨드랑뒤벽사이길이

겨드랑앞벽사이길이

어깨길이

32.07

29.21

41.95

38.48

39.45

35.58

33.75

12.58

1.53

1.75

1.63

1.65

1.83

3.22

2.58

0.64

33.3

29.0

41.3

38.7

38.6

36.4

32.8

12.3

2.7

2.3

2.8

2.7

2.4

2.5

2.0

1.0

-0.46

0.09

0.23

-0.08

0.35

-0.33

0.48

0.28

젖가슴너비

허리너비

배너비

엉덩이너비

29.51

27.95

33.11

33.29

1.96

2.21

1.95

1.28

29.6

28.3

-

32.6

2.1

2.5

-

1.4

-0.04

-0.14

-

0.49

젖가슴두께

허리두께

배두께

엉덩이두께

24.81

22.05

23.93

22.83

1.80

1.52

1.40

0.95

25.1

24.0

-

22.9

2.4

2.8

-

2.5

-0.12

-0.7

-

-0.03

몸무게(kg)

Rohrer Index

드롭치(엉덩이둘레-젖가슴둘레)

54.17

1.55

-3.84

4.25

0.16

5.32

58.5

-

-

7.7

-

-

-0.56

a.단위:cm

b.R.D.(Mollison's Relative Deviation)= 비교집단의 평균(본 연구)

-기준집단의 평균(Size Korea 2004)/기준집단의 표준편차

Fig. 1. 기성복 재킷의 기본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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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였다. 

또한 재킷의 사이즈는 피험자들이 기성복 구입 시 선호하는

사이즈에 준하여 B91(구 호칭 77 사이즈)을 기준으로 각 브랜

드별 동일한 사이즈를 선택하였다. 

Self-sensory test 방법 - 기성복 재킷의 착의평가 시, 상의의

기본형은 민소매 형태의 티셔츠를 입고 그 위에 기성복 재킷을

착의하도록 하였으며, 옷을 사 입을 때와 마찬가지로 피험자가

직접 재킷을 착용하고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

을 스스로 평가하는 self-sensory test를 실시하였다. 평가는 각

항목에 대하여 5점 척도로 하였으며, ‘매우 그렇다’(5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1점)로 평가하였다. 평가항목은 선행연구

(서추연, 2002)를 기준으로 수정, 보완하였으며 평가문항은

Table 2와 같다.

기성복의 재킷분석 : 재킷의 패턴분석은 재킷의 봉제완성선

을 따라 평면전개 한 후, 각 부위의 패턴치수를 실측하였다. 패

턴의 평면전개 방법은 젖가슴둘레선, 허리둘레선, 엉덩이둘레선

을 기준으로 수평기준선을 설정하고, 앞 중심선을 기준으로 수

직기준선을 설정하였으며 모눈종이 위에 전사하여 평면패턴으

로 전환시켰다. 평면패턴의 각 부위 치수는 줄자 및 방안자를

이용하여 실측하였으며, 실물재킷과의 치수 확인 작업을 통하

여 오차를 최소화하였다. 기본적인 측정부위는 Table 3과 같다.

2.2. 재킷패턴 개발

1차 재킷 패턴 개발 : 노년의 체형특성을 고려한 재킷원형을

Table 2. 재킷의 self-sensory test 

문 항

 1. 재킷의 길이는 적당한가.

 2. 재킷의 소매길이는 적당한가.

 3. 가슴부분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4. 허리부분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5. 엉덩이부분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6. 전체 품은 적당한가.

 7. 어깨선의 위치는 적당한가.

 8. 소매통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9. 손목둘레는 적당한가.

 10. 진동둘레는 편안한가.

 11. 진동둘레선이 자연스러운가. 

 12. 옷의 사이즈가 몸에 맞는다고 생각하는가.

 13. 동작하기 편한가.

 14. 허리의 위치는 맞는가.

 15. 전체의 외관은 좋은가.

 16. 소매의 외관은 좋은가.

Table 3. 재킷패턴의 계측항목 및 계측방법

항목 패턴계측방법

1. 등길이 목뒤점에서 뒤허리 중심까지의 수직거리

2. 재킷길이 목뒤점에서 재킷단까지의 수직거리

3. 뒤목너비 목옆점에서 목뒤점까지의 수평거리

4. 뒤목깊이 목뒤점에서 목옆점높이까지의 수직거리

5. 뒤어깨경사 목옆점 수평선을 기준으로 어깨점까지의 

수직거리

6. 뒤어깨길이 목옆점에서 어깨점까지의 실제 길이

7. 뒤어깨사이길이 목뒤점에서 어깨점까지의 사선 길이

8. 뒤품 진동깊이 이등분점을 지나는 수평거리

9. 진동깊이 목뒤점에서 겨드랑점까지의 수직 거리

10. 뒤진동둘레 어깨점에서 겨드랑점까지의 곡선둘레

11. 앞목너비 목옆점에서 목앞점까지의 수평거리

12. 앞목깊이 목옆점에서 목앞점까지의 수직거리

13. 앞어깨경사 목옆점 수평선을 기준으로 어깨점까지의

수직거리

14. 앞어깨길이 목옆점에서 어깨점까지의 실제 길이

14. 어깨다트량(이즈량) 앞뒤어깨길이 차이 또는 실제 다트분량

15. 앞품 뒤품과 동일한 위치에서의 수평거리

16. 앞진동둘레 어깨점에서 겨드랑점까지의 곡선둘레

17. 가슴둘레 B 뒤중심선에서 옆선까지의 수평거리

F 앞중심선에서 옆선까지의 수평거리

18. 허리둘레 B 뒤중심선에서 옆선까지의 수평거리

F 앞중심선에서 옆선까지의 수평거리

19. 허리다트량 a 목뒤점을 기준으로 한 수직선에서 안쪽으

로 들어간 분량

b 뒤프린세스 라인선에서의 다트분량

c 뒤옆선에서 들어간 다트분량

d 앞옆선에서 들어간 다트분량

e 앞프린세스 라인선에서의 다트분량

20. 엉덩이둘레 B 뒤중심선에서 옆선까지의 수평거리

F 앞중심선에서 옆선까지의 수평거리

21. 엉덩이다트량 a 목뒤점을 기준으로 한 수직선에서 안쪽으

로 들어간 분량

b 뒤프린세스 라인선에서의 다트분량

22. 앞처짐분량 뒤중심의 끝단을 기준으로 수평으로 하였

을 때 앞중심에서 처진 분량

23. 유두길이 목옆점에서 B.P까지의 길이

Fig. 2. silver 9-東京都立機器製作所:TTR.

Fig. 3. Narcis-DS를 이용한 기본 상반신 원형의 설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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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기 위하여 Size Korea 2004, 노년 여성 인체측정보고서

(기술표준원, 2002)에서 제시한 노년 여성의 평균치수 및 기존

의 노년 여성용 드레스폼 silver 9(東京都立機器製作所:TTR

<Fig. 2>참조)를 기준으로 하였다. 기본 상반신 원형은 Narcis-

PB(Parametric Body Model System)와 3차원 입체패턴 디자인

시스템(Narcis-DS)를 이용하여 설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

성복 패턴 분석 및 착의평가 결과를 반영한 1차 재킷패턴을 개

발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노년 여성의 평균 드레스 폼과 기

본 상반신 원형의 설계 방법은 Fig. 3에 제시하였다. 시뮬레이

션으로 구한 상반신 원형은 *.dxf 파일로 저장한 다음 PAD

system에서 수정·보완하여 사용가능한 패턴으로 변환시켰으

며, 이를 바탕으로 1차 재킷패턴 설계를 위한 여유량 및 다트

량을 설정하였다. 1차 재킷 패턴은 시착, 보정을 거쳐 수정하

였으며, 착의평가와 공극량 분석을 통하여 주관적인 동시에 객

관적인 검증을 실시하였다.

외관평가 : 실험의는 개발된 재킷바디스 패턴을 기준으로 머

슬린(면 100%)으로 제작하였으며, 피험자는 기성복 재킷의 착

의평가에서와 동일한 피험자로 하였다. 외관평가의 패널은 의

복구성학 전공의 대학원생을 포함한 전문인 10명으로 구성하

였다. 평가점수는 self-sensory test와 동일한 5점 척도로 하였으

며, 평가항목은 Table 4와 같다.

공극량 분석 : 객관적이며 정량적인 여유량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재킷원형에 대하여 3D scanner로 스캔

한 착의단면중합도를 Auto CAD 2002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

극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피험자는 착의평가와 동일한 피험

자로 하였다. 공극량 분석 부위는 젖가슴, 허리, 배, 엉덩이 등

총 4개 부위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공극량 분석 방법은 김혜

경 외(2001), 서추연(2002) 등의 방법에 준하여 행하였다. 공극

량은 인체에서 의복까지의 공극길이로 측정하였다(Fig. 4). 

연구재킷패턴 개발 :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재킷 패턴

을 제시하였다.

2.3. 자료의 분석

계측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 패키지 spss/win(ver.12.0)

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량 및 일원변량분산분석, 차이검증 등을

실시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3.1. 기성복 self sensory test 

6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self sensory test 결과는 Table

Table 4. 재킷의 외관평가항목

부위 항 목

앞 Q1 목둘레선이 적당하다

Q2 목너비가 적당하다

Q3 목깊이가 적당하다

Q4 어깨 경사가 적당하다

Q5 어깨 너비가 적당하다

Q6 앞품의 여유량이 적당하다

Q7 진동둘레 위치가 적당하다

Q8 가슴부위의 여유량이 적당하다

Q9 젖꼭지점의 위치가 적당하다

Q10 허리부위의 여유량이 적당하다

Q11 허리둘레의 위치가 적당하다

Q12 허리둘레선이 수평이다

Q13 배부위의 여유량이 적당하다

Q14 엉덩이(단)부위의 여유량이 적당하다

Q15 엉덩이(단)둘레가 수평이다

옆 Q16 어깨점의 위치가 적당하다

Q17 진동깊이의 위치가 적당하다

Q18 앞 진동둘레의 여유량이 적당하다

Q19 뒤 진동둘레의 여유량이 적당하다

Q20 가슴부위의 여유량이 적당하다

Q21 허리부위의 여유량이 적당하다

Q22 허리둘레선이 수평이다

Q23 옆선이 수직이다

Q24 옆선의 위치가 적당하다

Q25 배부위의 여유량이 적당하다

Q26 엉덩이(단)부위의 여유량이 적당하다

Q27 앞처짐분량이 적당하다

뒤 Q28 목둘레선이 적당하다

Q29 목너비가 적당하다

Q30 목깊이가 적당하다

Q31 어깨 경사가 적당하다

Q32 어깨 너비가 적당하다

Q33 뒤품의 여유량이 적당하다

Q34 진동둘레 위치가 적당하다

Q35 가슴(등)부위의 여유량이 적당하다

Q36 허리부위의 여유량이 적당하다

Q37 허리둘레의 위치가 적당하다

Q38 허리둘레선이 수평이다

Q39 배부위의 여유량이 적당하다

Q40 엉덩이(단)부위의 여유량이 적당하다

Q41 엉덩이(단)둘레가 수평이다

전체
Q42 전체적인 여유량이 적당하다

Q43 전체적인 실루엣이 적당하다

Fig. 4. 공극량 측정 방법(예;젖가슴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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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와 같다. 3개의 브랜드는 B91을 기준으로 한 동일한 사이즈

이나 각 브랜드 별 착의평가는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F사의 재킷은 3개 브랜드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으

며 그 이유는 전반적으로 실제 치수보다 다소 작은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A사의 재킷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

를 얻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K사의 경우

는 F사와 비슷한 정도의 만족도를 나타내었으며 가슴둘레의 여

유량이나 진동둘레 등의 항목에서는 A사와 같이 편안한 것으

로 평가되었다. 특히 노년 여성들은 실제자신의 체형을 감출 수

있는 디자인을 요구하였으며 재킷의 길이나 소매의 길이가 자

신의 치수와 맞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슴부분의 여유분에 비해 배둘레 부위의 여

유분량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동일한 사이

즈라 하더라도 브랜드 별 착용자가 느끼는 착용감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 노년 체형을 반영한 패턴설계가 요구됨을 시사

하였다. 

3.2. 기성복 재킷의 패턴분석

Table 5. 기성복 재킷의 self sensory test 결과

문항
F A K

F-value
M S.D. M S.D. M S.D.

Q1 2.3 a 0.52 3.7 b 0.52 3.2 b 0.41 11.67**

Q2 2.5 a 0.55 3.5 b 0.55 3.0 ab 0.00 7.50**

Q3 2.5 a 0.55 3.8 b 0.41 3.0 b 0.00 17.50***

Q4 2.5 a 0.55 3.8 b 0.41 3.0 a 0.89 6.45*

Q5 2.8 a 0.41 4.2 b 0.41 3.0 a 0.00 28.50***

Q6 2.7 a 0.82 3.8 b 0.75 3.0 a 0.00 5.27*

Q7 2.7 a 0.52 4.0 b 0.63 3.2 a 0.41 9.80**

Q8 2.8 a 0.41 3.8 b 0.75 3.3 ab 0.52 4.50*

Q9 3.2 a 0.41 3.7 b 0.52 3.0 a 0.00 5.00*

Q10 2.8 a 0.41 3.7 b 0.52 3.7 b 0.52 5.95*

Q11 3.5 a 0.55 4.2 b 0.41 3.3 a 0.52 4.77*

Q12 2.8 a 0.41 4.2 b 0.41 3.0 a 0.63 12.96**

Q13 3.0 a 0.63 4.0 b 0.63 3.2 a 0.41 5.35*

Q14 2.7 a 0.52 3.8 b 0.75 3.2 ab 0.41 6.17*

Q15 3.0 a 0.00 4.2 b 0.41 2.8 a 0.41 28.5***

Q16 2.7 a 0.52 4.0 b 0.63 2.8 a 0.79 11.40**

mean 2.8 a 0.24 3.9 b 0.38 3.1 a 0.20 25.20***

*p<0.05, **p<0.01, ***<0.001

SNK test 결과, p<0.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난 항목

은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 으며, 점수는 a<b<c의 순이다.

Fig. 5. 브랜드 별 재킷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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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브랜드의 재킷을 평면 전개한 결과는 Fig. 5에 제시하였

다. 평면전개는 허리선을 기준으로 수평으로 전개하였으며 각

부위의 측정결과는 Table 6과 같다. 패턴을 비교분석해 보면, F

사는 어깨다트와 가슴다트를 그대로 두고 프린세스 라인을 설

계하여 젊은 층의 디자인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나 어깨길이가

짧아 노인체형에는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품을 크게

하고, 가슴과 허리의 차이를 많이 두어 잘룩한 허리를 나타낼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그 결과로 가슴부위는 크고, 허리 및

배둘레 부위는 오히려 여유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able 6. 기성복 재킷의 실측치수                   (unit : cm)

항목 F A K

1. 등길이 38.0 39.0 38.0

2. 재킷길이 64.0 58.0 61.5

3. 목뒤너비 8.5 8.2 8.0

4. 목뒤깊이 2.3 2.0 2.3

5. 뒤어깨경사 3.2 3.2 3.2

6. 어깨길이 11.7 12.2 12.

7. 어깨사이길이 20.0 20.0 20.0

8. 뒤품 19.4 19.5 19.8

9. 진동깊이 23.7 23.7 23.0

10. 뒤진동둘레 26.4 25.7 25.2

11. 목앞너비 8.8 7.0 7.0

12. 목앞깊이 - - -

13. 앞어깨경사 4.0 3.0 3.8

14. 어깨길이 11.7 11.6 12

14. 어깨다트량(이즈량) 0 0.6 2

15. 앞품 18.2 17.2 17

16. 앞진동둘레 25.0 23.5 25.8

17. 가슴둘레 B 25.5 25.2 24.5

F 26.3 27.0 26.7

18. 허리둘레 B 21.3 21.5 21.6

F 23.3 23.5 23.8

19. 허리다트량 a 0.6 0.5 1.2

b 3.5 3.0 3.4

c 1.3 1.6 0.7

d 1.8 2.0 0.3

e 1.0 1.2 3.0

20. 엉덩이둘레 B 25.8 25.0 26.6

F 28.0 29.3 28.7

21. 엉덩이다트량 a 0.0 0.5 1.0

b 1.0 2.2 0.0

22. 앞처짐분량 1.3 1.0 3.6

23. 유두길이 27.0 26.5 26.0

Fig. 6. 연구 재킷의 기본 패턴.
Table 7. 재킷치수 및 산출식

항목 연구재킷
a

산출식

1. 등길이 38.0

2. 재킷길이 58.0

3. 뒤목너비 8.3 B/12+0.5

4. 뒤목깊이 2.5

5. 어깨경사 3.8

6. 어깨길이 12.3

7. 어깨사이길이 19.8

8. 뒤품 18.5 B/6+3

9. 암홀깊이 23.3 B/4

10. 뒤진동둘레 26.2

11. 앞목너비 7.3 뒤목너비-1

12. 앞목깊이 8.0

13. 어깨경사 3.2

14. 어깨길이 11.5

14. 어깨다트량(이즈량) 0.8

15. 앞품 16.5 B/6+1

16. 앞진동둘레 23.0

17. 가슴둘레 B 25.0 B/4+2-0.2~0.5(앞뒤차)

F 25.5 B/4+2+0.2~0.5(앞뒤차)

18. 허리둘레 B 21.5 W/4+2-0.2~0.5(앞뒤차)

F 22.5 W/4+2+0.2~0.5(앞뒤차)

19. 허리다트량 a 1.0

b 2.3

c 1.2

d 1.5

e 2.0

20. 엉덩이둘레 B 25.5 H/4+2~3(여유량)

F 29.5 H/4+5~7(여유량)

21. 엉덩이다트량 a 1.0

b 1.5

22. 앞처짐분량 1.0

23. 유두길이 26.0 실제길이-1~2 cm

a: 단위:cm, B 93 cm, W 80 cm, H 90 cm를 기준으로 산출식 및

기준치에 의해 제시된 치수임

Fig. 7. 연구 재킷 패턴 착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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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킷길이도 다른 브랜드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나 전체 키에

대한 재킷길이의 비율이 커서 키가 더 작아보이는 효과를 보였

으며, 전반적으로 노인체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

사는 self sensory test 결과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패턴에서

노년 여성의 체형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면

에서는 어깨 다트 대신 오그림 분량을 주어 어깨를 편안하게

설계하였으며 목뒤점 부분에서도 다트를 넣어주어 등뒤의 들뜸

현상을 없애주었다. 또한 일반적인 노년 체형에서 볼 수 있듯

이 굽은 등면 때문에 엉덩이부위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므로 엉

덩이둘레부위의 뒤중심선과 프린세스라인 선상에 다트를 넣어

줌으로써 재킷의 뒤가 들리지 않고 몸의 곡면과 잘 맞을 수

있도록 패턴이 설계되었다. 앞면에서는 가슴과 허리부위의 차

이를 줄이고 특히 배둘레 부위에서 프린세스라인을 교차시킴으

로써 이 부위에 여유분을 더해주는 효과를 주어, 허리는 잘룩

하게 하면서 배둘레 여유는 충분히 줄 수 있도록 패턴을 설계

하여 노년 여성의 체형을 잘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패턴치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등길이와 진동둘레, 진동깊

이 등이 다소 길게 설정되어 이 부위에서의 수정이 요구되며,

앞면에서의 암홀부분 다트량이 많아 가슴의 볼륨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K사는 뒤면은 F사와 비슷하고,

앞면은 A사와 비슷한 패턴형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뒤어깨

부분에서 다트나 오그림 분량이 전혀 없어 어깨부분에서의 맞

음새가 다소 낮았으며, 전체적으로 뒤면의 여유량이 많은 것을

나타났다. 또한 앞처짐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 옷이 앞으로 기

울어져 등이 더 많이 굽은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나타내어 노

년 체형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노년

여성의 체형을 고려한 재킷패턴 설계시에는 뒤목부분의 들뜸현

상을 잡아 줄 수 있도록 목뒤점에서 다트를 잡아 주고, 등면돌

출에 의한 재킷 뒤면의 들뜸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엉덩이둘

레선 부위에서 뒤중심선과 프린세스라인 선상에 다트를 잡아주

어야 하며, 또한 가슴둘레보다는 배둘레 부위에 더 많은 여유

량을 설정하여야 함을 시사하였다.

3.3. 재킷패턴 설계

기본 상반신 원형은 Narcis-PB(Parametric Body Model System)

와 3차원 입체패턴 디자인 시스템(Narcis-DS)을 이용하여 설계

Table 8. 연구 재킷 패턴의 외관평가 결과

부위 항 목 평균 표준편차

앞 Q1 3.81 0.57

Q2 3.56 0.77

Q3 3.87 0.70

Q4 4.02 0.66

Q5 3.74 0.99

Q6 4.15 0.66

Q7 3.37 1.01

Q8 4.07 0.58

Q9 3.80 0.81

Q10 3.81 0.75

Q11 3.96 0.67

Q12 3.87 0.70

Q13 3.61 0.92

Q14 3.43 1.02

Q15 3.35 0.83

옆 Q16 3.54 0.97

Q17 3.85 0.71

Q18 3.50 0.91

Q19 3.52 0.92

Q20 4.00 0.48

Q21 3.65 0.87

Q22 3.43 0.90

Q23 3.54 0.86

Q24 3.76 0.82

Q25 3.52 1.02

Q26 3.81 0.90

Q27 3.38 0.90

뒤 Q28 3.31 0.75

Q29 3.53 0.84

Q30 3.52 0.88

Q31 3.56 0.69

Q32 3.48 0.89

Q33 3.72 0.90

Q34 3.15 0.83

Q35 3.78 0.86

Q36 3.70 1.01

Q37 4.02 0.71

Q38 3.85 0.71

Q39 3.57 0.84

Q40 3.76 0.64

Q41 3.70 0.79

전체
Q42 3.74 0.76

Q43 3.87 0.73 Fig. 8. 연구 재킷 패턴의 각 부위별 평균 착의 단면 중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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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self-sensory test 결과 및 기성복 재킷의 패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 원형을 활용한 재킷패턴을 설계하였다.

그 결과는 Fig. 6, 7에 제시하였으며, 재킷 패턴은 1차 패턴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패턴을 설계하였다.

3차원 입체패턴 디자인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그 기능이 미흡

하여, 단일 프로그램 만으로는 실제적인 패턴설계에 무리가 있

으며 시뮬레이션 상에서의 치수를 참조하여 실제 바디와의 치

수차이를 고려하여 다시 패턴을 설계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

생하였다. 그러나 노년체형을 반영한 바디를 시뮬레이션을 통

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보다 많은 발전 가능성을 제시

 
Table 9. 연구재킷과 기성복 재킷의 self-sensory test 결과

문항
F A K 연구재킷

F-value
M S.D. M S.D. M S.D. M S.D.

Q1 2.3 a 0.52 3.7 b 0.52 3.2 b 0.41 4.2 c 0.75 11.58***

Q2 2.5 a 0.55 3.5 b 0.55 3.0 ab 0.00 - - -

Q3 2.5 a 0.55 3.8 b 0.41 3.0 a 0.00 4.2 b 0.75 13.50***

Q4 2.5 a 0.55 3.8 b 0.41 3.0 ab 0.89 3.8 b 0.75 5.67**

Q5 2.8 a 0.41 4.2 c 0.41 3.0 a 0.00 4.2 c 0.52 14.01***

Q6 2.7 a 0.82 3.8 b 0.75 3.0 a 0.00 4.2 b 0.41 8.41**

Q7 2.7 a 0.52 4.0 b 0.63 3.2 a 0.41 3.2 a 0.41 7.63**

Q8 2.8 a 0.41 3.8 b 0.75 3.3 ab 0.52 - - -

Q9 3.2 a 0.41 3.7 b 0.52 3.0 a 0.00 - - -

Q10 2.8 a 0.41 3.7 b 0.52 3.7 b 0.52 3.7 b 0.52 4.31*

Q11 3.5 ab 0.55 4.2 b 0.41 3.3 a 0.52 3.5 ab 0.55 3.17*

Q12 2.8 a 0.41 4.2 b 0.41 3.0 a 0.63 4.0 b 0.63 9.80***

Q13 3.0 a 0.63 4.0 b 0.63 3.2 a 0.41 - - -

Q14 2.7 a 0.52 3.8 b 0.75 3.2 a 0.41 4.2 b 0.41 9.29***

Q15 3.0 a 0.00 4.2 b 0.41 2.8 a 0.41 4.2 b 0.75 14.01***

Q16 2.7 a 0.52 4.0 b 0.63 2.8 a 0.79 - - -

mean 2.8 a 0.24 3.9 b 0.38 3.1 a 0.20

*p<0.05, **p<0.01, ***<0.001

SNK test 결과, p<0.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으며, 점수는 a<b<c의 순이다.

Table 10. 연구 재킷 패턴의 공극길이 측정결과

측정부위
a

cf fr0 fr15 fr30 fr45 fr60 fr75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젖가슴 8.1 3.0 5.7 2.9 2.5 1.6 3.5 2.2 3.7 2.1 3.1 1.2 4.2 1.8

허리 8.0 5.1 7.4 3.4 5.9 4.2 8.4 5.0 7.8 5.7 7.3 4.1 7.6 0.8

배 6.9 2.9 4.7 2.3 5.7 3.6 8.2 4.9 5.8 1.8 5.2 2.8 4.9 2.8

엉덩이 27.1 6.5 26.7 8.8 19.8 6.7 13.6 5.8 10.4 6.1 5.6 4.4 5.5 3.0

측정부위
sr br75 br60 br45 br30 br15 br0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젖가슴 5.7 3.1 6.3 5.3 4.1 3.0 3.4 2.0 2.4 1.1 2.6 1.4 3.4 1.7

허리 8.1 2.6 9.0 2.8 9.0 3.3 9.5 4.5 9.4 5.9 11.0 7.7 17.5 9.7

배 4.5 1.7 4.6 3.9 4.1 2.4 2.9 1.9 7.6 3.8 11.2 5.5 9.8 5.5

엉덩이 12.4 6.0 10.1 4.3 11.7 5.6 9.6 3.9 7.2 3.0 5.5 2.2 4.5 2.4

측정부위
cb bl0 bl15 bl30 bl45 bl60 bl75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젖가슴 3.4 1.1 3.5 2.4 2.7 1.6 2.9 1.6 3.8 2.5 4.6 2.6 6.6 2.4

허리 23.9 10.6 19.2 9.3 13.6 6.0 11.6 6.1 12.6 5.5 11.2 3.7 9.7 4.2

배 11.6 7.5 12.8 7.3 12.0 8.9 8.2 2.1 3.2 1.5 2.0 0.8 3.1 1.7

엉덩이 9.9 5.3 9.2 5.2 8.8 7.1 12.7 7.4 13.4 6.9 15.6 5.1 16.7 7.6

측정부위
sl fl75 fl60 fl45 fl30 fl15 fl0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젖가슴 8.0 4.1 4.9 2.9 2.5 1.2 2.8 1.1 2.2 1.1 2.5 0.7 6.9 2.8

허리 8.4 3.6 6.1 3.0 7.1 4.1 7.6 4.0 7.9 3.9 5.7 4.5 8.5 5.6

배 2.0 0.9 2.9 1.9 3.3 1.6 3.8 2.4 4.8 3.7 4.1 2.7 5.1 2.8

엉덩이 12.2 4.2 6.7 2.8 5.9 2.4 6.5 2.9 10.4 3.8 16.9 6.4 24.0 8.8

a;단위:mm, n=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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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완성된 패턴을 살펴보면, 뒤면에서는 목뒤점에서 0.7 cm의 다

트를 주어 목뒤의 들뜸현상을 최소화하였고 뒤중심선과 프린세

스라인 상에서 허리, 엉덩이 부위에 다트량을 넣어 주어 뒤면

의 들림현상을 없애주도록 설계하였다. 허리선상의 다트분량은

프린세스라인 상에서와 옆선상에서 골고루 넣어 주어 전체적인

비례를 맞추었으며, 암홀의 다트분량은 체표전개상의 치수를 그

대로 반영하였다. 또한 배부위의 여유량을 더해 줌으로써 착의

시 맞음새를 높였으며 재킷길이는 엉덩이 길이정도로 짧게 설

정하여 키를 조금 더 크게 보이는 효과를 주었다. 또한, 앞면

에서는 배부위에 여유량을 더해 주기 위하여 프린세스라인을

교차시켜 주었다. 유두길이는 실제길이 보다 조금 짧게 하여 처

진 가슴을 올려 주고자 하였다. 단, 소매부분은 어깨 및 진동

둘레의 맞음새를 고려하고 동작적응성을 반영한 소매패턴을 새

롭게 설계하여야 하므로 이는 후속연구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연구재킷 패턴의 치수 및 산출식은 Table 7에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패턴 치수는 본 연구의 피험자 평균치수인 젖가슴둘레

93 cm, 허리둘레 80 cm, 엉덩이둘레 90 cm를 기준으로 설계한

것이다. 

3.4. 연구 재킷 패턴의 착의평가

외관평가 : 연구 재킷의 외관평가 결과는 Table 8에 제시하

였다. 앞, 옆, 뒤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

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앞면의 어깨경사, 앞품의 여유량, 가슴

부위의 여유량, 허리부위의 여유량, 허리둘레선의 위치 등에서

4.0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옆면에서는 진동둘레, 옆

선의 위치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뒤면에서도 앞면에서와

같이 허리둘레선의 위치가 매우 적당한 것으로 평가되어 등길

이의 설정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체적으로 여유량과

실루엣에 있어서도 비교적 높은 점수를 얻어 재킷원형으로 적

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피험자들에게 연구재킷에 대한 self-sensory test를 실시

하고 이를 기존 재킷의 결과와 비교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일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본 연구

에서 개발한 재킷원형에서는 소매원형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소매관련 항목은 제외시켰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연구재킷은 가

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거나 A사의 재킷과 같은 점수를 나타내

었으며 어깨선의 위치(Q7)나 진동둘레선의 적절함(Q11)을 묻

는 문항에서는 A사의 재킷이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연

구재킷에 소매가 없었기 때문에 피험자들이 정확한 판정을 내

리기 힘들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옷이 몸에 맞는다고 생

각하는가(Q12)라는 문항은 A사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연구재킷도 4.0의 점수를 얻어 SNK test에서 동일한 그룹으로

인정되었으므로 A사와 마찬가지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연구재킷은 노년 체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공극량분석 : 공극량분석은 인체에서 의복까지의 거리를 기

준선 상에서 측정하였다. 피험자들의 평균 착의단면중합도는

Fig. 8과 같으며, 평균 공극량 측정결과는 Table 9와 같다. 

이상의 결과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공극량은 고르게 분포

되어 있으며 좌우의 분포도 비교적 대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극량의 측정결과에서도 각 계측 각도별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노년의 체형에 잘 맞는 재킷 패턴

임을 시사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3D 패턴 디자인 시스

템을 이용하여, 노년 체형을 반영한 상반신 원형을 설계하고 이

를 활용한 노년 재킷 패턴을 개발하여 기성복 재킷과 비교분석

하였다.

1. 기성복 재킷의 self sensory test 결과, A사의 재킷이 가

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동일한 B91 사이즈라 하더라도 브

랜드별 착용감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2. 기성복 재킷의 패턴분석 결과, 노년 여성의 체형을 고려

한 재킷패턴 설계시에는 뒤목부분의 들뜸현상을 잡아 줄 수 있

도록 목뒤점에서 다트를 잡아 주고, 등면돌출에 의한 재킷 뒤면

의 들뜸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엉덩이둘레선 부위에서 뒤중

심선과 프린세스라인 선상에 다트를 잡아주어야 하며, 또한 가

슴둘레보다는 배둘레 부위에 더 많은 여유량을 설정하여야 한다.

3. 3차원 입체패턴 디자인 시스템을 이용한 기본원형설계는

보다 세밀한 작업이 요구되었으며,노년 체형을 고려한 재킷패

턴의 기준 치수는 B/4+2±0.2~0.5(앞뒤차), W/4+2±0.2~0.5(앞

뒤차), H/4+2~7(여유량) 으로 하였으며 그 외 진동깊이 B/4,

앞품 B/6+1, 뒤품 B/6+3, 뒤목너비 B/12+0.5 등으로 설정하였

다.

4. 연구재킷의 외관평가 결과, 앞면, 옆면, 뒤면 모두에서 비

교적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전체적은 실루엣과 여유량에서도

높은 점수을 얻어 노년 체형을 반영한 재킷패턴으로 적합한 것

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공극량 평가에서 앞뒤, 좌우 고른 분포

를 나타내어 외관평가에서의 결과를 뒷받침해 주었다.

그러나 이상의 결과는 평균체형에 한정된 것으로 이 패턴을

기준으로 사이즈 그레이딩 및 특이체형에 대한 패턴설계는 보

다 세밀한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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