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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provide dress forms and men's jacket block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ir somatotype. As the result of the previous research,

based on 1290 males of 20 to 54 year-old, the shapes of adult male were 20 and

each body shape was classified by size factor, height and chest girth and master size

was selected considering appearance frequency. Somatotype YS(master size: height

170cm, chest girth 91cm) and HD1(master size: height 170cm, chest girth 94cm) were

selected to develop dress forms and men's jacket block in the study.

The procedure and results were follows;

1. The dress forms of somatotype YS and HD1 were provide base on means of 61

body measurements and cross sections of shoulder, chest, waist, hip of subjects

belong to each somatotype.

2. New men's jacket blocks of somatotype YS and HD1 were developed based on

the body surface extracted by draping and the result of comparative investigation on

the conventional jacket patterns by wearing test. Also the drafting methods of new

men's jacket blocks were provided.

3. Wearing test by the sensory evaluation showed that the developed jacket blocks

were estimated more highly than existing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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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소비자들의 기성복 치수 맞음새에 해 높아진

욕구 수준을 만족시키고 의류 생산업체의 량,

개별화 마케팅 전략 수행(Mass Customization) 1)

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체형의 분류가 선행되

어야 하고 이를 반영한 체형별 기성복 원형의 개

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체형은 크기와 형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

으므로 기성복 치수에 한 소비자의 불만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체의 크기와 함께 체형의 형

태적 요소를 포괄하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체형

유형화를 통한 치수 규격을 만들어야 한다2)3) 특.

히 인체의 형태 및 자세 요인을 고려한 체형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정면의

형태와 측면의 형태를 나누어 고찰4)5)6)7)하여 이

를 조합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 연구로 최유경이순원, (1998)․ 8)은 성

인 여성을 상으로 인체를 정면과 측면으로 나

누어 형태와 크기를 고려하여 체형을 분류하고

있으며 정재은 이순원(2002)․ 9) 정재은 김구자, ․
(2002)10)가 성인 남성을 상으로 인체를 정면과

측면으로 나누어 형태와 크기를 고려하여 체형을

분류하였다 한편 이제까지 이루어진 남성의 체. ,

형분류 연구11)12)13)14)는 단지 체형분류에만 그치

고 이에 적합한 원형 개발 등 실용적인 후속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현재까지 이루.

어진 남성복 패턴에 관한 연구15)16)17)18)19)20) 부

분은 의 평균적인 체형만을 상으로 한 것20

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남성복 패턴 연구가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서 의 성. 20 50

인 남성 체형 분류에 관한 정재은이순원(2002),․
정재은김구자 의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2002)․
성인 남성의 체형별 남성복 재킷 길 원형 개발에

한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정재은이순원. ․
(2002)9)과 정재은김구자(2002)․ 10)의 연구에서는

세에서 세의 성인 남성을 인체의 형태를 기20 54

준으로 정면 개 체형과 측면 개 체형의 총4 5 20

개 체형을 분류하고 각 체형별로 키 에서(155cm

까지 간격 와 가슴둘레 에서185cm 5cm ) (79cm

까지 간격 를 기준으로 분할표 분석을100cm 3cm )

실시하여 각 체형별로 남성복 마스터 패턴 제작

을 위한 체형별 기준 치수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개 체형 중 가장20

많은 출현빈도를 보인 형 기준치수 키YS ( : 170cm,

가슴둘레 과 형 기준치수 키91cm) HD1 ( : 170cm,

가슴둘레 을 상으로 인 를 제작하고 남94cm)

성복 재킷 길 원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II.

형과 형의 재킷 길 원형 개발1. YS HD1

형과 형의 재킷 길 원형의 개발에 한YS HD1

연구내용 및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재은 이순원 정재은 김구자, (2002),․ ․
의 선행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형 기(2002) YS (

준치수 키 가슴둘레 과 형 기: 170cm, 91cm) HD1 (

준치수 키 가슴둘레 에 한 인: 170cm, 94cm)

를 제작하였다 인 제작을 위해서 형과. YS HD1

형의 기준치수 범위에 속하는 피험자의 키와 가

슴둘레 허리둘레 등 총 개 항목의 인체 측정치, 61

평균 및 어깨와 가슴 허리 엉덩이의 단면도를, ,

구하였다 인 는 미즈산업 표 이지련 에 의뢰. ( : )

하여 제작하였다.

둘째 체형별 재킷 길 원형의 개발을 위하여 입,

체재단을 통하여 체형별 인 의 체표면 근사 전

개를 실시한 후 를 이용하여 패턴화 하였다, CAD .

다음 단계로 체표 전개를 착의실험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최소한의 여유분을 포함하는 차 길 원1

형을 개발하였다.

셋째 개발된 차 길 원형을 기초로 재킷에 적, 1

절한 여유분을 고려하여 최종 재킷 길 원형을 개

발하고 재킷 길 원형의 제도법을 제시하였다 여.

유분 결정을 위하여 착의실험에 의한 외관 관능

검사를 통해 기존의 남성 재킷 길 원형들을 비교,

검토하였다.

비교 상이 되는 남성 재킷 길 원형으로는 남

성복 패턴의 제도법이 발달한 영국식(Ald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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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21) 일본식 문화복장학원편, ( , 1997)22)과 남

성복 원형으로 자주 사용되어 왔던 독일의 뮐러

식(Müller, 1989)23)을 한국인의 체형에 맞게 수정

응용시킨 이정임 남윤자식 이하 이 남식(1998. )․ ․
의 종류를 사용하였다3 .

관능검사 평가항목은 총 개 항목이며 검사자22

는 의복 구성학 전공의 학원생 명으로 하였고5

평점방법은 점 평점척도를 사용하였다 착의실5 .

험에 사용된 소재는 광목으로 하였다.

착의평가2.

개발된 재킷 길 원형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

하여 착의실험에 의한 관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재킷 길 원형을 이용하여 재킷을 제작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개발된 재킷 길 원형에.

한 착의평가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된 재킷 길 원형의 각 체형별 적합성,

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체형별 인 로

착의 실험하여 외관에 한 관능검사를 실시하였

다.

비교 상은 가지의 기존 재킷 길 원형 중 가3

장 높은 평가를 받은 재킷 길 원형인 이 남식․
으로 하였다(1998) .

둘째 연구 재킷 길 원형의 재킷으로의 활용가,

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킷을 제작하여 인 를

상으로 차 외관에 한 관능검사를 실시하였1

표 착의평가에 참여한 피험자의 인체치수 및 체형< 1>
단위( : cm)

피험자

항목
A B C D E

인체

치수

키 172.4 176.2 172.5 165.5 169.5

가슴둘레 91.5 93.0 90.5 95.0 96.0

허리둘레* 72.1 72.3 72.4 83.6 82.4

연 령 세20 세21 세23 세59 세40

체 형 YS YS YS HD1 HD1

* 허리둘레선은 정면에서 보아 가장 가는 위치로 설정하였다.

다 비교 상은 이 남식 재킷 패턴으로 하. (1998)․
였으며 연구자가 개발한 재킷 길 원형에 이 남식․

재킷 패턴 제도법을 적용시켜 연구 재킷(1998)

패턴을 제도하였다.

셋째 인 를 상으로 개발한 재킷 길 원형의,

인체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형 명과YS 3 HD1

형 명의 피험자 명을 상으로 차 외관과 기2 5 2

능성에 한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착의평가에.

참여한 피험자의 인체치수 및 체형은 표 과< 1>

같다.

피험자를 상으로 한 재킷 길 원형의 외관에

한 관능검사의 항목은 개 항목으로 외관에34

관한 항목과 기능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26 8

되었다.

연구 재킷과 비교 재킷 길 원형의 외관에 한

관능검사 검사자는 의복 구성학 전공의 학원생

명으로 하였고 연구 재킷 길 원형의 기능성에5

한 관능검사는 피험자 스스로 평가하게 하였다.

평점방법은 점 평점척도를 사용하였다5 .

분석방법3.

관능검사 결과는 를 이용하여 분석SPSS PC+

하였으며 관능평가 항목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연구원형과 비교원형간의 유의차를 분산

분석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종합적 신뢰도 검사방.

법에 의하여 검사자들 상호간의 일치도를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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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III.

형과 형의1. YS HD1

재킷 길 원형 의 개발(Block)

형과 형의 인 를 상으로 체표전개에YS HD1

의한 차 길 원형을 개발하였고 기존 재킷 길 원1

형에 한 검토를 통하여 새로운 재킷 길 원형을

개발하였다.

표 형 키 가슴둘레 과 형 키 가슴둘레 의 인체측정치< 2> YS ( 170cm 91cm) HD1 ( 170cm 94cm)

형 명 형 명 단위YS n=13 / HD1 n=14 ( : cm)

항 목
측정치

항 목
측정치

항 목
측정치

형YS HD1 형YS HD1형YS HD1

직접측정치 진동둘레 40.1 42.4 뒤허리점높이 100.8 100.1

키 169.8 170.0 가슴둘레 87.2 90.8 옆허리점높이 104.5 105.5

진동높이 126.2 126.8 허리둘레 72.8 82.5 배높이 측면( ) 94.7 96.0

뒤허리높이 100.5 101.1 엉덩이둘레 88.3 92.1 배높이 정면( ) 97.1 100.1

가슴너비 31.0 31.8 엉덩이길이 17.3 18.4 엉덩이높이 83.0 82.8

가슴두께 21.2 21.8 앞품 35.5 35.4 목뒤두께 12.8 12.6

진동두께 12.8 13.7 뒤품 37.5 39.0 목너비 11.9 12.1

가슴너비 29.2 31.0 진동깊이 18.9 19.7 어깨점너비 38.3 37.8

가슴두께 20.7 20.0 앞뒤진동길이 28.3 29.7 어깨점두께 15.4 15.4

허리너비 25.7 28.3 등길이 46.6 47.2 등두께 20.9 21.7

허리두께 18.8 21.6 옆목점 유두 허리 앞- - ( ) 46.4 47.0 가슴돌출점너비 29.2 31.0

배두께 20.7 22.5 옆목점 허리 뒤- ( ) 50.1 51.0 가슴돌출점두께 21.2 20.0

엉덩이너비 30.4 31.6 뒤허리점너비 25.6 28.9

엉덩이두께 23.0 24.3 간접측정치 뒤허리점두께 18.6 21.9

목둘레 36.0 37.1 목뒤높이 145.1 145.2 옆허리점너비 25.1 28.0

목밑둘레 40.1 41.3 목앞점높이 140.2 140.8 배너비 측면( ) 28.0 29.4

어깨끝점

사이길이
42.5 41.2 목옆점높이 145.0 145.7 배두께 21.4 22.5

어깨길이 14.0 13.8 어깨점높이 138.0 139.0 배너비 정면( ) 27.0 29.0

어깨각도 23.5 22.0 등돌출점높이 128.2 127.6

가슴둘레 90.8 93.8 가슴돌출점높이 122.7 122.6

형과 형의 인 제작1) YS HD1

인 제작에 이용한 형과 형의 기준 치YS HD1

수에 해당하는 피험자들의 키와 가슴둘레 허리,

둘레 등 총 개 항목의 인체 측정치를 표61 < 2>

에 제시하였으며 어깨와 가슴 허리 엉덩이의 단, ,

면도를 그림 과 그림 에 제시하였다<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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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단면도 윗가슴 단면도

허리 단면도 엉덩이 단면도

단위( : cm)

항 목 측정치 항 목 측정치

어깨너비 38.3 허리너비 25.7

어깨두께 14.0 허리두께 18.8

어깨뒤두께 12.3 허리뒤두께 8.4

어깨앞두께 3.1 허리앞두께 10.4

허리둘레 72.8

가슴너비 31.0 엉덩이너비 30.4

가슴두께 21.2 엉덩이두께 23.0

가슴뒤두께 11.4 엉덩이뒤두께 12.7

가슴앞두께 9.0 엉덩이앞두께 10.3

가슴둘레 90.8 엉덩이둘레 88.3

그림 형의 인체 단면도 및 치수< 1> YS

어깨 단면도 윗가슴 단면도

허리 단면도 엉덩이 단면도

단위( : cm)

항 목 측정치 항 목 측정치

어깨너비 37.8 허리너비 28.3

어깨두께 15.4 허리두께 21.6

어깨뒤두께 12.2 허리뒤두께 9.7

어깨앞두께 3.2 허리앞두께 11.9

허리둘레 82.5

가슴너비 31.8 엉덩이너비 31.6

가슴두께 21.8 엉덩이두께 24.3

가슴뒤두께 14.7 엉덩이뒤두께 13.3

가슴앞두께 7.1 엉덩이앞두께 11.0

가슴둘레 93.8 엉덩이둘레 92.1

그림 형의 인체 단면도 및 치수< 2> HD1

제작된 형과 형의 인 사진 및 주요치수YS HD1

를 표 에 제시하였다 인 에 표시된 수평둘< 3> .

레선 중 가장 위쪽선은 가슴선이고 두 번째 선은

옆허리선 마지막 선은 뒤허리선이다 형과, . YS

형의 체형 특징은 다음과 같다HD1 .

형의 정면 형태는 어깨너비가 넓고 옆허리너YS

비와의 차이가 크며 어깨가 처진 특징을 보인다.

측면 형태는 두께가 다른 유형에 비하여 가장 작

고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 등이 돌출되고 배가 낮

게 돌출된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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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형과 형의 인 사진 및 주요치수< 3> YS HD1

체형 형YS 형HD1

인

사진

정면[ ] 측면[ ] 정면[ ] 측면[ ]

주요

치수

키 169.8cm 윗가슴둘레 90.8cm

어깨끝점너비 38.3cm 윗가슴두께 21.2cm

옆허리너비 25.1cm 허리두께 18.8cm

엉덩이너비 30.4cm 엉덩이두께 23.0cm

키 170.0cm 윗가슴둘레 93.8cm

어깨끝점너비 37.8cm 윗가슴두께 21.8cm

옆허리너비 28.0cm 허리두께 21.6cm

엉덩이너비 31.6cm 엉덩이두께 24.3cm

형의 정면 형태는 어깨너비와 옆허리너비HD1 ,

엉덩이너비와 옆허리너비의 차이가 적은 특징을

보이며 측면 형태는 등면 상부가 굽고 허리와 배

가 앞으로 돌출된 특징을 보인다.

입체재단을 통한 차 길 원형의 개발2) 1

체형별 재킷 길 원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체부

체형분류를 통하여 제작한 인 에 한 입체재단

을 통하여 동체부 체표 전개를 실시하고 를CAD

이용하여 패턴화하였다 체형별 동체부 체표 전개.

를 그림 에 제시하였는데 이는 가슴둘레선을< 3>

수평이 되게 하여 입체재단에서 생긴 앞길과 뒷

길의 각 부분들을 연결한 것이다.

이때 뒷길과 앞길의 각 부분이 서로 겹치지 않

도록 배치하였는데 각 부분을 배치할 때 뒷길은

등부분과 엉덩이둘레선이 서로 맞닿았으며 앞길

은 형과 형 모두 배가 돌출되어 있어서 배YS HD1

둘레선과 엉덩이둘레선이 서로 맞닿았다.

그림 의 체표전개도에 표시되어 있는 개의< 3> 4

수평둘레선 중 가장 위에 위치하는 수평둘레선은

가슴둘레선이고 두 번째 선은 정면에서 보아 가

장 가늘어 보이는 옆허리둘레선이며 세 번째선은

인체측정의 기준선이 되는 뒤허리둘레선이고 마

지막 선은 엉덩이둘레선이다.

다음 단계로 입체재단을 통한 체표 전개에서 생

긴 다트의 양과 위치를 착의평가에 의해 재조정

하여 가슴둘레의 반에 약 의 여유분을 포함5cm

하는 차 길 원형을 개발하였다 가슴둘레 의1 . (1/2)

약 의 여유분은 엉덩이둘레선까지의 길 원형5cm

을 제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여유분이다 개발된. 1

차 길 원형을 그림 에 제시하였다 다트의 위< 4> .

치는 입체재단을 통한 체표 전개 과정에서 다트

가 형성된 위치에서 허리위와 허리아래로 자연스

럽게 형성되도록 재조정하여 앞길에 개의 허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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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트를 설정하고 뒷길에 개 또는 개 허리다트2 3

와 어깨다트를 설정하였다 또한 뒤허리중심선에.

서의 다트도 설정하여 뒤중심선이 인체의 곡선을

따르도록 하였다 허리둘레선과 엉덩이둘레선의.

여유는 자연스러운 외적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윗가슴선

옆허리선

엉덩이선

인체허리선

뒤중심선

앞중심선

형[YS ] 형[HD1 ]
그림 입체재단을 통한 체표전개< 3>

뒤허리다트3

뒤허리다트2앞허리다트1

앞허리다트2
뒤허리다트1 뒤허리다트3

뒤허리다트2앞허리다트1

앞허리다트2 뒤허리다트1

형[YS ] 형[HD1 ]

그림 개발된 차 길 원형< 4> 1

가슴둘레와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의 상 적인 비,

를 고려하여 설정되었다 형과 형의 재킷. YS HD1

길 원형의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여유분과 어

깨다트량은 표 와 같으며 허리다트량은 그< 4> <

림 에 제시하였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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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체형별 여유분과 어깨다트양< 4>
단위( : cm)

체 형

항 목
형YS 형HD1

체 형

항 목
형YS 형HD1

허리둘레 의 여유분(1/2) 5.0 3.8 어깨다트량 1.8 2.0

엉덩이둘레 의 여유분(1/2) 4.6 3.8 - - -

주 제시된 치수는 패턴상의 치수로 실제 치수의 반이며 항목에 로 표시하였다) (1/2) .

형은 마른형으로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YS

이가 크므로 허리둘레의 여유분이 많았으며 HD1

형은 허리와 배가 앞으로 돌출된 형으로 허리둘

레의 여유분이 적었다 이 자료를 기초로 더 피트.

하거나 헐렁한 재킷을 제작하고자 할 경우 다트,

량을 조절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어깨다트량은 굴신의 경향인 형에서HD1 2cm,

상반신이 반신의 경향과 함께 등위부분이 앞으로

약간 굽은 형에서 로 나타났다YS 1.8cm .

그림 의 차 길 원형의 허리부위에 개의< 4> 1 2

기준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중 아래선은 남성의

인체를 측정할 때의 기준선이 되는 허리선이며

윗선은 이보다는 위쪽인 정면에서 보아 가장 가

는 부위의 허리선이다 여성의 경우는 원형을 제.

도할 때와 인체를 측정할 때 모두 정면에서 보아

가장 가는 허리의 위치를 허리선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남성의 경우는 이에 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즉 인체를 측정할 때는 바지허리선을 기준. ,

으로 측정하며 상의 원형을 제도할 경우는 허리

선을 이 선보다 위쪽으로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비교 원형으로 선정된 영국식과 일본

식의 경우 재킷 길 원형 제도시 등길이의 기준이

되는 허리선을 인체 측정 허리선보다 각각 4cm,

높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 남식의 경우는 키3cm ․
를 이용한 환산식으로 계산하여 인체 측정 허리

선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2cm~3cm .

남성복 상의 원형 의복 구성을 위한 인체 측정시

남성의 허리선에 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

요가 있어서 종류의 비교 원형에 한 관능평가3

시 재킷에 적절한 허리선의 위치를 결정할 필요

가 있다.

그림 의 길 원형을 통하여 형과 형< 4> YS HD1

의 인체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은 반신의 경향이 있으므로 앞길 옆목점에YS

서 가슴둘레선까지의 수직길이가 뒷목점에서 가

슴둘레선까지의 수직길이보다 길다.

형은 굴신의 경향이 있으므로 앞길 옆목점HD1

에서 가슴둘레선까지의 수직길이가 뒷목점에서

가슴둘레선까지의 수직길이보다 짧다 또한 앞목.

너비가 좁고 뒤어깨다트량이 많으며 패턴상의 뒷

목점이 뒤중심선상에서 뒤품선쪽에 위치0.4cm

한다.

기존 원형에 한 검토3)

재킷 길 원형에 적합한 여유분을 검토하기 위하

여 이 남식 일본식 영국식의 종류의 기존 재, , 3․
킷 길 원형에 한 착의평가를 실시하였다.

형과 형 인 에 한 종류의 기존 재킷YS HD1 3

길 원형을 제도하여 측정한 총 진동깊이 등길이, ,

등너비 가슴너비 겨드랑너비 등 개 항목의 원, , 16

형상의 치수를 비교한 결과 이 남식 원형은 종3․
류의 원형 중 가슴둘레와 진동깊이의 여유분을

가장 많이 두고 있는 원형이며 영국식 원형은

부분의 항목에서 가장 작게 나타나 다른 원형에

비해 몸에 꼭 맞는 원형이 였다 일본식 원형의.

경우는 진동깊이와 가슴부위에서 중간 정도의 여

유를 가지며 뒤목너비와 앞목너비가 원형 중 가3

장 작은 원형이다.

형과 형 인 에 해 종류의 비교 재킷YS HD1 3

길 원형과 이를 기초로 제도한 재킷 패턴을 착용

시켜 착의실험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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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형의 경우 여유분에 있어서 이 남식 원형이YS , ․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진동둘레의 여, , ,

유가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품과 뒤.

품의 여유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위보다 낮은 점

수를 얻었는데 이는 어깨너비가 넓은 형의 특YS

징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어깨경사의 경우는.

낮은 어깨각도를 가지는 영국식 원형이 가장 높

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어깨길이의 경우 종류3

의 원형 모두 짧게 나타났는데 이는 어깨너비가

넓고 처진 형의 특징 때문으로 생각된다 목둘YS .

레선의 군주름과 자연스러움에 하여는 종류3

원형 모두 나쁜 점수를 얻어 종류의 원형 모두3

목둘레가 자연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도 형의 특징에 의한 것으로 등위부분이YS

앞으로 숙여진 특징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러한 체형 특징과 배가 낮게 돌출된 특징으로 인

하여 종류의 원형 모두에서 옆선이 밑단으로 갈3

수록 앞쪽으로 심하게 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영향은 재킷 패턴에서도 나타나는데 앞중심이 벌

어지고 옆판이 밑쪽으로 갈수록 앞쪽으로 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형의 경우 여유분에 있어서 다른 원형에HD1 ,

비하여 이 남식 원형이 높은 점수를 받아서 가슴․
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진동둘레 앞품 뒤, , , , ,

품의 여유가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깨경사

와 어깨길이의 경우도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목둘레선의 군주름과 자연스러움과 어깨

끝점의 위치에 하여는 종류 원형 모두 나쁜3

점수를 얻어 종류의 원형 모두 목둘레가 자연스3

럽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형의. HD1

등위부분이 앞으로 많이 숙여진 특징에 의한 것

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체형 특징과 배가 돌출된.

특징으로 인하여 종류의 원형 모두에서 옆선이3

밑단으로 갈수록 앞쪽으로 휘는 경향이 나타났다.

목둘레 부분의 많은 여유와 옆선이 앞으로 휜 영

향은 재킷 원형에서도 나타나는데 앞중심이 벌어

지고 옆판이 밑쪽으로 갈수록 앞쪽으로 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재킷 길 원형에서 등길이의 기준이 되는 허리선

의 위치는 영국식에서는 인체 측정시의 허리선보

다 높게 설정하고 있고 일본식에서는 인체4cm

측정시의 허리선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으며3cm

이 남식에서는 키 의 키에 의한 계산식( /4+2cm)․
으로 산출하여 인체 측정시의 허리선보다 2~3cm

높게 설정하고 있다 관능 검사결과 영국식보다.

일본식과 이 남식의 허리선의 위치를 더 적절하․
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일본식과 이 남식의 경우․
는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키가 인 경우 이 남식 원형의 계산식에170cm ․
의해 등길이가 가 되는데 이 치수와 실측44.5cm

한 등길이와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형은. YS

등길이가 이고 굴신의 경향이 있는 형은46.3 HD1

이므로 형은 계산한 등길이가 실측한47.2cm YS

등길이보다 약 정도 짧으며 형은 약2cm HD1

정도 짧다 그런데 형은 등위부분이 굽3cm . HD1

은 형으로 이 부분의 길이가 길어서 등길이가 다

른 체형에 비해 긴 것으로 형과 형 모두YS HD1

재킷 길 원형 제도에서 허리선을 인체 측정 허리

선보다 약 위쪽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2cm

다고 하겠다 따라서 연구 재킷 길 원형의 허리선.

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형은 등길이를 키YS (

와 키 형에서는 등길이를/4+1cm) ( /4+2cm), HD1

키 와 키 로 하여 예비관능평가( /4+2cm) ( /4+3cm)

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형은 등길이를 키. YS (

로 형에서는 등길이를 키/4+2cm) , HD1 ( /4+3cm)

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평가되었다.

이상의 착의실험 결과 가슴둘레와 진동둘레의

여유분에 있어서 이 남식 원형이 비교적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형은 어깨가 넓고 처진 체YS

형의 특징으로 어깨부위가 맞지 않는 현상이 나

타났으며 또한 상반신이 뒤로 젖혀지고 배가 낮

게 돌출된 체형 특징으로 인하여 목둘레선 옆선,

이 맞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형은 등위부. HD1

분이 앞으로 굽고 배가 앞으로 많이 돌출된 체형

특징으로 인하여 어깨끝점의 위치와 목둘레선 옆,

선에서 맞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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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재킷 길 원형의 개발4)

연구 재킷 길 원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종류의3

기존 재킷 길 원형을 비교한 결과를 개발한 차1

길 원형에 적용하여 차례의 착의평가를 실시하2

였다.

형과 형의 특징을 고려한 재킷 길 원형YS HD1

제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도 방법은 가슴둘레와 키를 이용하여 제시하

였으며 차 길 원형의 다트양과 위치를 재킷 길1

원형 제도에 적합하게 조정하였다.

모든 체형에서 앞허리다트 의 중심을 앞길 허1

리선의 이등분 지점에서 앞중심쪽으로 앞허1cm ,

리다트 는 앞길쪽 옆판 솔기선 위치로 이동시켰2

으며 뒤허리다트 은 뒤중심선상으로 뒤허리다트1 2

와 은 뒤길쪽 옆판 솔기선 위치로 이동시켰다3 .

앞허리다트 은 맞음새보다는 미적인 이유에서 들1

어가는 다트이므로 체형별 다트양에 관계없이

가 되게 하였으며 앞길의 맞음새는 앞허리1.2cm

다트 로 조정하여 주었다 뒤허리다트 는 뒷길쪽2 . 2

옆판 솔기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게 하기 위하

여 좌우에서 씩 줄여주었다0.5cm .

어깨길이는 모든 체형에서 인체 어깨길이「

로 하였고 뒤어깨다트의 일부는 진동여+1.5cm」

유로 처리하고 일부는 어깨에서 오그림분으로 처

리하였다.

형은 어깨너비가 넓고 옆허리너비가 상 적YS

으로 작으며 어깨가 처진 특징을 보인다 두께가.

다른 유형에 비하여 가장 작고 시각적으로 보았

을 때 등이 돌출되고 배가 낮게 돌출된 특징을 보

인다 이 체형에 적합한 재킷 길 원형의 제도방법.

은 다음과 같다.

진동깊이는 로 하였다(B/10+12) + 3 cm .①

등길이는 키 로 하였다( /4+2) cm .②

어깨너비가 넓어서 앞품과 뒤품이 같은 윗가③

슴둘레를 가지는 다른 체형보다 앞품과 뒤품이

넓고 측면이 좁으므로 앞품과 뒤품의 여유분을

증가시켰으며 옆판의 여유분를 줄였다 따라서 가.

슴너비는 로 하였으며(2B/10-1) + 3.5~4.0 cm

등너비는 로 겨드랑너비(2B/10) + 2.5~3.0 cm ,

는 로 하였다(B/10+1) + 4.5 cm .

기존 원형에 비하여 앞목너비의 치수를 적게④

하였는데 이는 형이 등윗부분이 앞으로 숙여진YS

체형으로 목앞부분에 지나치게 많은 여유를 줄여

주기 위함이며 이 남식 원형의 경우 재킷 길 원․
형 보다는 완성된 재킷의 모양을 고려하여 가슴

경사를 넣지 않고도 앞길이가 짧아 보이지 않게

하는 효과를 가지기 위하여 앞목너비의 치수를

크게 한 것으로 본 연구원형에서는 길 원형의 맞

음새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앞목너비의 치수를 줄

이고 재킷 패턴 제도시 가슴경사를 넣어0.5cm

주었다 뒤목너비는 로 앞목너. (B/20 + 3.5) cm ,

비는 뒤목너비 로 하였다( + 1.8) cm .

반신의 경향이 강하므로 앞목너비 설정의 가⑤

로 기준선을 뒤목너비 설정의 가로기준선보다

높였다1cm .

처진 어깨이므로 어깨경사의 처짐치수를 크⑥

게 하였다.

배가 낮게 돌출되어 있는 체형으로 앞중심선⑦

을 수직으로 하는 경우 옆선이 밑단에서 앞쪽으

로 휘게 되므로 허리부분에서 앞중심선을0.5 cm

연장하고 앞처짐을 넣어 주었다 이러한 앞중심선.

의 연장에 의하여 재킷 패턴 제도시 허리아래 옆

선 부분에 여유가 생기므로 재킷 패턴 제도시에

는 앞허리다트 아래부분에서 이 분량을 접어주었

다.

앞어깨길이를 뒤어깨길이보다 짧게 하1cm⑧

였다.

형의 정면의 형태는 어깨너비와 옆허리너HD1

비 엉덩이너비와 옆허리너비의 차이가 적은 특징,

을 보이며 측면의 형태는 등면 상부가 굽고 허리

와 배가 앞으로 돌출된 특징을 보인다 이 체형에.

적합한 재킷 길 원형의 제도방법은 다음과 같다.

굴신의 경향이 강하므로 진동깊이를 0.5cm①

낮추어주어 진동깊이를 로(B/10+12) + 3.5 cm

하였다.

등길이는 키 로 길게 하였( /4+3) cm 1cm②

다.

굴신의 경향으로 뒤품이 앞품보다 길므로 뒤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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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여유는 증가시켰고 앞품의 여유는 줄였다.

따라서 가슴너비는 로(2B/10-1) + 2.8~3.0 cm

하였으며 등너비는 로(2B/10) + 2.3~2.5 cm ,

겨드랑너비는 로 하였다(B/10+1) + 5.5 cm .

표 형과 형의 재킷 길 원형의 치수 설정 방법< 5> YS HD1
단위( : cm)

체형
항목 형YS 형HD1 체형

항목 형YS 형HD1

뒤진동깊이선 (B/10+12)+3 (B/10+12)+3.5 뒤목너비 (B/20+3.5) (B/20+3.5)

등길이선 키( /4)+2 키( /4)+2 뒤목높이 2.2 2.5

엉덩이길이선 키( /10)+2 키( /10)+2 앞목너비 뒤목너비+1.8 뒤목너비+1.5

품배분

뒤
(2B/10)+

2.5~3.0

(2B/10)+

2.3~2.8
앞목깊이 뒤목너비 뒤목너비

옆 (B/10+1)+4.5 (B/10+1)+5.5 옆목점 앞( )
뒤목점 연장선에서

올라간 점1.0

뒤목점 연장선에서

올라간 점0.5

앞
(2B/10-1)+

3.5~4.0

(2B/10-1)+

2.8~3.3
어깨선

설정

뒤

뒤품선과 뒤목점을

연장한 선의 교점에

서 내려온 점에2.3

서 연장2

뒤품선과 뒤목점을

연장한 선의 교점에

서 내려온 점에서2

연장2~2.5

가슴둘레선
(B/2)+10.5~

11.5

(B/2)+10.6~

11.6
앞

옆목점을 연장한 선

에서 내려온 점2.3

옆목점을 연장한 선

에서 내려온 점3.5

뒤어깨선-1.0 뒤어깨선-1.3

윗가슴둘레B :

B/2 + 10.5 ~ 11.5

(2B/10-1)+3.5~4.0

가슴너비

(B/10+1)+4.5

겨드랑너비

(2B/10)+2.5~3.0

(B
/1

0
+
1
2
)+

3

+1.8

B/20
+3.5
(     )

등
길

이
엉

덩
이

길
이

등너비

진
동

깊
이

(키
/4

)+
2

(키
/1

0
)+

2

B/2 + 10.6 ~ 11.6

(2B/10-1)+2.8~3.3

가슴너비

(B/10+1)+5.5

겨드랑너비

(2B/10)+2.3~2.8

+1.5

B/20
+3.5
(     )

등
길

이

등너비

진
동

깊
이

(키
/4

)+
3

(키
/1

0
)+

2

엉
덩

이
길

이

형[YS ] 형[HD1 ]

그림 형과 형의 연구 재킷 길 원형< 5> YS HD1

굴신의 경향이 강하므로 기존원형에 비하여④

앞목너비의 치수를 적게 하였다 뒤목너비는.

로 앞목너비는 뒤목너비(B/20 + 3.5) cm , ( +

으로 하였다1.0) 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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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많이 돌출되어 있는 체형으로 허리부분⑤

에서 앞중심선을 연장하고 앞처짐을1.0~2.0cm

넣어 주었다 이러한 앞중심선상의 허리 연장에.

의하여 앞허리다트 이 엉덩이둘레선까지 연장되1

며 재킷 패턴 제도시 앞허리다트 의 허리 아래1

부분을 접어서 이 여유분을 없애주었다.

앞어깨길이를 뒤어깨길이보다 짧게1.2cm⑥

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형과 형의 치수설정 방YS HD1

법을 정리하면 표 와 같으며 새로운 재킷 길< 5>

원형의 제도식은 그림 와 같다 제도에 사용< 5> .

된 가슴둘레의 치수는 인체 가슴둘레 로+2cm「 」

하였다.

표 체형별 연구 재킷 길 원형에 한 외관 관능검사 항목의 평균과 값< 6> t

체형

원형
검사항목

형YS 형HD1

연구
원형 이 남식․ 값t 연구원형 이 남식․ 값t

가슴여유1. 4.4 3.6 2.30* 3.8 3.0 2.56*

엉덩이여유2. 4.2 3.4 1.46 4.2 3.8 1.41

진동여유3. 4.0 3.8 0.53 3.8 3.4 0.89

앞품여유4. 4.2 2.4 5.69*** 3.8 4.0 1.00

뒤품여유5. 4.0 2.8 3.20** 4.0 4.0 0.00

앞중심선6. 4.2 3.4 1.78 4.0 3.6 1.63

뒤중심선7. 4.2 3.2 2.35* 4.2 3.8 1.82

목밑둘레선8. 4.0 2.8 6.00*** 4.2 2.6 3.58**

윗가슴둘레선9. 4.4 2.0 9.79** 3.8 3.0 2.53*

허리선10. 4.6 2.6 4.26** 4.0 3.0 2.44*

엉덩이둘레선11. 4.4 2.8 2.92* 4.0 3.6 1.63

어깨선12. 4.6 2.5 5.77*** 4.8 4.2 2.12

어깨끝점13. 4.6 3.6 2.88* 4.4 4.4 0.00

진동둘레선14. 4.0 2.2 9.00*** 4.2 4.0 0.03

옆솔기선15. 4.6 4.0 2.44* 4.6 3.6 2.88*

목둘레군주름16. 4.4 2.8 3.57** 4.2 2.0 11.0***

앞진동군주름17. 4.2 2.4 5.69*** 4.6 4.0 1.63

뒤진동군주름18. 4.0 3.2 1.63 4.6 3.4 2.56*

등부분군주름19. 4.4 3.6 2.30* 4.6 3.6 2.89*

앞길20. 4.6 2.8 5.69*** 4.0 3.0 2.44*

뒤길21. 4.0 2.2 3.67** 4.0 3.2 2.43*

전체적인외관22. 4.2 3.4 2.30* 3.8 3.0 2.83*

주) * p 0.05 ** p 0.01 *** p 0.001≤ ≤ ≤

연구 재킷 길 원형에 한 착의평가2.

연구 재킷 길 원형에 한 외관 관능검사1)

개발된 연구원형에 한 객관적인 평가를 얻기

위하여 종류의 기존 원형 중 가장 높은 평가를3

받은 이 남식 원형을 비교 상으로 하여(1998)․
형와 형의 연구 재킷 길 원형에 한 외관YS HD1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자간의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해 종합적 신

뢰도 계수를 구한 결과 기존원형과 연구원형의

평균 신뢰도 점수가 모두 이상으로 나타났다0.7 .

따라서 관능검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객관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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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관능검사 항목별로 를 실시하여 두t-test

원형의 평균점수 및 값을 산출한 결과를 표t <

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형과 형의 가6> . , YS HD1

슴 여유 항목과 형의 앞품 여유 항목에서 연구YS

원형이 기존원형보다 통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

았다 가슴둘레의 여유분이 연구원형과 기존원형.

이 동일한 형과 형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YS HD1

온 이유는 기존원형의 앞목너비의 치수가 커서

여유가 앞중심쪽으로 쏠리게 되고 이에 따라 옆

선쪽의 여유분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

다 앞품의 여유 항목도 앞품이 다른 체형에 비하.

여 좁은 형에서 기존원형이 높은 평가를 받HD1

았다 또한 목밑둘레선과 윗가슴둘레선의 기준선.

항목과 목둘레의 군주름 항목에서 연구원형이 기

존원형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도 기존원형의

앞목너비 치수가 커서 앞중심의 많은 여유분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형과 형의 관능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다YS HD1

음과 같다.

형은 허리선과 옆솔기선의 기준선에서 연구YS

원형이 기존원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이들의 측면 체형이 상반

신이 뒤로 젖혀지고 배가 낮게 도출되어 기존원

형의 옆선이 밑단으로 갈수록 앞쪽으로 휘고 허

리선이 들리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형은 넓고 처진 어깨이고 등위부분이 앞으로YS

굽었으므로 어깨선의 위치와 어깨끝점의 위치 앞,

진동의 군주름 항목에서 연구원형이 기존원형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에 따라 형에서 앞길의 여유분과 실루엣 항목YS

과 전체적인 외관의 맞음새 항목에서 연구원형이

기존원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형에서는 등부분의 군주름과 뒷길의. YS

실루엣 항목에서도 연구원형이 기존원형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형은 배가 앞으로 돌출되어 허리선과 엉덩HD1

이둘레선이 들리고 옆솔기선이 앞으로 휘는 특징

을 보이므로 허리선과 엉덩이둘레선 옆솔기선의,

기준선에서 연구원형이 기존원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형은 등. HD1

위부분이 앞으로 굽은 특징을 보이므로 등부분의

군주름 항목에서도 연구원형이 기존원형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

라 은 앞길과 뒷길의 여유분과 실루엣 항목HD1

과 전체적인 외관의 맞음새 항목에서 연구원형이

기존원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구 재킷 패턴에 한 착의평가2)

연구 재킷 길 원형에 한 활용가능성을 확인하

기 위하여 형과 형에 하여 연구 재킷 길YS HD1

원형을 기초로 재킷 패턴을 제도하여 재킷을 제

작하여 인 를 상으로 차 외관 관능평가를 실1

시하였고 인체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피험자

를 상으로 차 외관과 기능성 관능평가를 실시2

하였다 비교 상은 이 남식 원형으로 하였으며. ․
연구자가 개발한 재킷 길 원형에 소매 칼라 주, ,

머니 등은 이 남식 재킷 패턴 제도법을 적용시켜․
연구 재킷 패턴을 제도하였다.

인 를 상으로 한 차 착의평가(1) 1

인 를 상으로 한 착의평가 결과 검사자간의,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해 종합적 신뢰도 계수를

구한 결과 기존원형과 연구원형의 평균 신뢰도

점수가 모두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0.70 .

능검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객관적이고 신뢰할만

하다고 할 수 있다.

관능검사 항목별로 를 실시하여 체형별t-test

두 원형의 평균 및 값을 산출한 결과를 표t < 7>

에 나타내었다 표 을 보면 형에서는 부. < 7> YS

분의 항목에서 연구원형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았

으며 형에 하여는 앞길과 뒷길의 여유 및HD1

앞중심선 어깨부위 옆솔기선에서 연구원형이 더, ,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형에 한 연구원. HD1

형 개발시 중점을 둔 부분으로 이에 의해 앞길과

뒷길의 여유분 및 실루엣과 전체적인 외관에서

연구원형이 더 좋은 평가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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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외관 관능검사 결과< 7>

체형

원형
검사항목

인 를 상으로 한 외관 관능검사 결과 피험자를 상으로 한 외관 관능검사 결과

형YS 형HD1 형YS 형HD1

연구
원형

이․
남식 값t 연구

원형
이․

남식 값t 연구
원형

이․
남식 값t 연구

원형
이․

남식 값t

가슴여유1. 4.0 3.0 4.74** 4.0 3.3 4.58*** 3.8 1.8 10.60*** 3.9 3.4 1.76

허리여유2. 3.9 3.4 2.61* 3.7 3.4 1.34 3.9 2.8 3.22** 3.9 3.2 2.61*

엉덩이3.
여유 4.0 3.4 3.67** 4.0 3.4 3.67** 3.9 2.7 3.79** 3.4 2.8 2.01

진동여유4. 3.8 2.4 6.64*** 4.0 3.7 1.96 3.7 1.8 7.55*** 3.7 3.2 1.71

앞품여유5. 3.8 2.3 7.40** 3.8 2.9 3.35** 3.6 1.8 6.97*** 3.7 2.8 3.07**

뒤품여유6. 4.0 3.0 3.35*** 3.9 3.1 5.66*** 3.6 2.6 3.19** 3.8 3.3 2.45*

앞중심선7. 4.1 3.6 2.61* 4.0 3.2 6.00*** 3.8 1.6 10.44*** 3.9 2.8 3.58**

뒤중심선8. 4.0 4.0 0.00 4.0 4.0 0.00 3.8 3.9 0.60 4.1 4.0 1.00

목밑9.
둘레선 3.9 3.7 1.96 3.9 3.5 2.06* 4.0 3.5 2.24* 3.9 3.8 0.60

윗가슴10.
둘레선 4.1 2.9 4.73*** 3.9 3.8 0.60 3.7 3.4 0.97 3.6 2.4 5.20***

허리선11. 4.1 2.8 7.80*** 4.0 3.6 1.50 3.8 3.2 2.12* 3.4 1.8 7.59***

엉덩이12.
둘레선 4.1 3.0 11.00*** 3.7 3.4 0.98 3.8 2.9 2.63* 3.1 2.0 11.00***

어깨선13. 4.0 2.6 8.57*** 4.0 3.6 2.45* 3.7 2.8 3.57** 4.0 2.4 7.24***

어깨끝점14. 4.0 2.2 13.50*** 4.0 3.3 2.33* 3.8 2.7 5.42*** 3.8 2.1 5.53***

진동15.
둘레선 4.2 2.8 5.00*** 3.9 3.4 1.76 3.7 2.7 3.31** 3.9 3.0 9.00***

옆솔기선16. 4.3 2.6 7.60*** 3.8 3.0 6.00*** 3.4 2.7 2.60* 3.8 3.0 6.00***

앞길쪽17.
옆솔기선 3.9 3.5 1.40 3.9 3.4 2.06* 4.1 3.4 2.88** 4.0 3.8 1.50

뒤길쪽18.
옆솔기선 4.1 3.9 0.97 3.7 3.3 1.52 3.5 3.1 1.12 3.8 3.6 0.95

옆판의19.
크기 4.0 4.0 0.00 3.7 3.8 0.49 3.4 3.4 0.00 3.9 3.6 1.57

목둘레20.
군주름 4.1 3.4 2.46* 3.8 3.6 0.67 4.0 3.6 2.44* 3.8 3.6 0.67

앞진동21.
군주름 4.1 2.2 8.50*** 3.7 3.1 1.72 3.4 2.0 4.58*** 3.7 2.0 11.13***

뒤진동22.
군주름 4.0 3.0 3.00** 4.0 3.6 2.45* 3.6 3.4 0.64 3.9 2.4 7.83***

등부분23.
군주름 4.1 3.5 3.01** 3.4 3.9 2.61* 3.1 2.2 2.92** 4.0 2.6 8.57***

앞길24. 4.0 2.3 11.13*** 3.9 2.8 6.60*** 3.7 2.0 11.13*** 3.5 2.4 4.71***

뒤길25. 3.8 3.2 2.50** 3.5 2.5 4.24*** 3.5 2.6 3.85*** 3.9 2.6 5.36***

전체적인26.
외관 3.9 2.8 6.60*** 3.8 2.9 5.40*** 3.6 2.2 5.42*** 3.5 2.6 3.86***

평 균 3.7 2.7 3.8 2.9 3.7 2.7 3.8 2.9

주) * p 0.05 ** p 0.01 *** p 0.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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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를 상으로 한 차 착의평가(2) 2

피험자에 한 외관 관능평가 항목별로 t-test

를 실시하여 두 원형의 평균점수 및 값을 산출t

한 결과를 표 에 제시하였다 항목간의 신뢰< 7> .

도를 검토하기 위해 종합적 신뢰도 계수를 구한

결과 기존원형과 연구원형의 평균 신뢰도 점수가

모두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능검사에0.8 .

서 얻어진 결과는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표 에서와 같이 형의 경우는 여< 7> , YS

유분과 맞음새에 관한 전항목과 중심선과 군주름

에 관한 부분의 항목에서 기존원형보다 연구원

형이 외관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HD1

형의 경우는 허리와 앞품 뒤품의 여유분 및 앞중,

심선 어깨부위 옆솔기선에서 기존원형보다 연구, ,

원형이 외관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에

의해 앞길과 뒤길의 여유분 및 실루엣과 전체적

인 외관에서 기존원형보다 연구원형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과 같이 피험자를 상으로 한 관능검사 결

과 형과 형에서 연구원형이 기존원형에 비YS HD1

하여 외관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형에 한 기능성 관능검사는 피험자가

연구원형을 착용하고 평가하게 하였는데 그 결과

팔을 앞쪽으로 올릴 경우에만 불편을 호소하180°

였으며 다른 동작시에는 큰 불편함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따라서 연구 재킷 길 원형의< 8>.

동작에 의한 기능성은 좋다고 평가되었다.

표 기능성 관능검사 결과< 8>

평가내용

기능성 평가값

평가내용

기능성 평가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허리를 앞으로 굽히기1. 90° 4.2 0.4 팔을 앞쪽으로 올리기5. 180° 2.8 0.4

뒤로 최 로 젖히기2. 3.8 0.4 팔을 옆쪽으로 올리기6. 90° 4.4 0.5

의자에 각도로 앉기3. 90° 4.8 0.4 팔을 옆쪽으로 올리기7. 180° 4.0 0.7

팔을 앞쪽으로 올리기4. 90° 4.2 0.4 팔짱끼기8. 3.8 0.4

요약 및 결론IV.

본 연구에서는 에서 까지의 성인 남성20 50

의 체형분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남성 체형 YS

형 기준치수 키 가슴둘레 과( : 170cm, 91cm) HD1

형 기준치수 키 가슴둘레 에 한( : 170cm, 94cm)

인 를 제작하고 남성복 재킷 길 원형을 개발하

고자 하였다.

첫째, 정재은 이순원 정재은 김구자(2002),․ ․
의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형과(2002) YS HD1

형의 인 를 제작하고 이를 상으로 재킷 길 원

형을 개발하였다 인 는 형과 형의 기준. YS HD1

치수 범위에 속하는 피험자에 한 총 개 항목61

의 인체 측정치 평균과 어깨와 가슴 허리 엉덩, ,

이의 단면도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형의 정면형태는 어깨너비가 넓고 옆허리너YS

비와의 차이가 크며 어깨가 처진 특징을 보이며

측면형태는 두께가 다른 유형에 비하여 가장 작

고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 등이 돌출되고 배가 낮

게 돌출된 특징을 보였다 또한 형의 정면형. HD1

태는 어깨너비와 옆허리너비 엉덩이너비와 옆허,

리너비의 차이가 적은 특징을 보이며 측면형태는

등면 상부가 굽고 허리와 배가 앞으로 돌출된 특

징을 보였다 이러한 체형특징을 반영하여 개발된.

형과 형의 재킷 길 원형 의 치수설YS HD1 (block)

정 방법 및 제도식은 표 그림 와 같다< 5>, < 4> .

둘째 연구 원형에 한 객관적인 평가를 얻기,

위하여 이 남식 원형을 비교 상으로 하여 체형․
별 연구 길 원형에 한 외관 관능검사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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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 결과 연구원형이 비교원형에 비하여 더.

좋은 평가를 얻었다.

세째 연구 재킷 길 원형의 활용가능성과 인체,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남식 재킷 패턴을․
비교 원형으로 하여 형과 형에 하여 연, YS HD1

구 재킷 패턴을 제도하고 실험복을 제작하여 인

와 피험자를 상으로 외관에 한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 원형이 비교 원형에 비.

하여 더 좋은 평가를 얻었다 또한 연구 재킷 패.

턴에 한 기능성 관능검사 결과 동작에 의한 기

능성이 좋다고 평가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남성의 체형에 하여 크

기와 형태적인 특징을 고찰하고 체형별 크기와

형태적 특징이 반영된 새로운 기성복 재킷 길 원

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원형.

은 싱글 재킷 더블 재킷뿐만 아니라 모닝코드, ,

연미복 턱시도 등의 예복 프린세스 라인 재킷, , ,

사파리 재킷 등의 캐주얼 재킷을 제도할 때 기본

원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소비자.

에게는 맞음새가 향상된 기성복을 생산자에게는,

원활한 마케팅 활동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류된 개의 남성 체형 중20

표적인 개의 체형에 하여 재킷 길 원형을 개2

발하였는데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는 나머지 체,

형에 한 재킷 길 원형의 개발이 필요하며 또한,

기준 치수에 하여 개발된 체형별 재킷 길 원형

에 한 그레이딩 방법의 고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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