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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beautiful basic bodice pattern that satisfied both functionality 

and aesthetics on the basis of the change in the figure and length of surface body for each movement through a 

three-dimensional development figure of surface body for young women （aged between 18 and 24） who were very 

sensitive to fitness of clothes.
Existing three basic bodice patterns （Yim wonja-, ESMOD-, and FIT-types） were selected and then compared 

and analyzed in terms of drawing methods and the wearing test was carried out by a sensory test in order to design 

an experimental prototype. The design of study prototype was improved by three wearing test that was conelated 

with low satisfactory item. And the ease was established by difference of previous direct measurement and body 

surface measurement.

Key words: body surface（체표면）, basic bodice pattern（길원형）, ease（여유량）, young wome"젊은 여성）.

I.서론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으 

며,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고, 착용에 의해 피 

로가 적은 의복이 설계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체의 기본 치수와 동작에 따른 적정 여유량을 설정 

하여야 한다. 여기서 언급되는 여유량이란 의복 면적 

과 그 의복을 착용하는 인체를 피복하는 면적과의 차 

이로 볼 수 있으며, 신체 운동에 의한 인체의 변형에 

의해 피부가 신장되는 경우 의복의 여유량은 의복의 

쾌적감과 적합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교신저자 E-mail: jajang@pusan.ac.kr
1） 박시이, “20대 여성의 동작 접합성에 따른 의복설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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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인간의 신체 중 운동에 의해 가장 많은 활 

동량과 활동 범위를 지니는 것은 상지동작으로 상지 

는 상반신 의복의 활동성과 심미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그 기능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상적인 길 원형의 설계는 의복 구성학 연구자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 주된 과제이며 지금까지도 

다양한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그 중 성인 여자를 대상으로 한 길 원형 설 

계에 관한 연구는 사진촬영법을 사용하여 여자 대학 

생을 대상으로 평면 재단법과 입체 재단법을 사용한 

원형 설계 연구2)와 기존 원형 비교 분석을 통하여 20 

대 여성을 대상으로 공극 면적으로 여유량 산출과 원 

형을 설계한 연구",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측정 결과 

를 유형화하여 길 원형을 설계한 연구", 20대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측정치를 분석하여 어깨 유형별 길 

원형을 설계한 연구', 20〜29세 성인 여성을 대상으 

로 측정치를 분석하여 등면 형상 유형화별 길 원형을 

설계한 연구气 60대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인체 측정 

자료 분석과 회귀식을 산출하여 길 원형을 설계한 연 

구° 등이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신체 적합성이 우수한 원형을 설계하기 위해서 

는 기본적인 체형 연구와 의복 원형 설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며 동작 접합성과 의복의 활용 

목적을 위한 적정 여유량이 포함된 길 원형 설계 연 

구가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장이 정지한 시기에 도달했으 

며, 의복의 맞음새에 매우 민감한 청년기(18~24세) 

여자를 대상으로 3차원 인체 측정 방법 중 단시간에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장시간에도 변형 없이원 

형 보존이 가능한 Surgical Tape 법을 이용하여 체표 

면 전개도에 의한 상지 동작별 체표 형태와 체표 길 

이 변화를 의복 설계 시 여유량 설정의 기초 자료로 

제시한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하여 체표 변화를 반영 

한 기능성과 심미성을 갖춘 타이트한 길 원형 설계에 

그 목적이 있다.

n. 연구 방법 및 절차

1. 인체 측정

1)1 차원적 측정

부산 • 경남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기(18〜24세) 성 

인 여자 70명을 대상으로 2004년 4월〜5월까지 키 • 

몸무게를 포함한 의복 설계에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 

로 젖가슴둘레■허리둘레•등길이•겨드랑앞벽 사 

이 길이 • 겨드랑뒷벽사이길이 등을 직접 측정하여, 

키•몸무게•젖가슴둘레•허리둘레•등길이•겨드 

랑앞벽 사이 길이 • 겨드랑뒷벽 사이 길이 등이 '97국 

민표준체위조사'의 평균士 1SD에 속하는 8명을 의도 

표집하였으며 측정 방법 및 측정 항목, 측정 부위는 

선행 연구"에 준한다.

〈표 1> 실험의복 재료 물성

명칭
섬유혼용

(%)

중량

(以1수)
조직

두께

(mm)

밀도 강도 (kg)

경사 방향 위사 방향 경사 방향 위사 방향

머슬린 면 100 180 평직 0.5 65 61 44 43

2) 이정임, ''평면재단과 입체재단 비교를 통한 체형별 원형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권 3호 (1991), pp. 309-320.
3) 심규남, "20대 여성의 여유량 설정에 의한 길 원형 설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4) 김희숙, ''성인여성의 경부 및 견부의 유형에 따른 칼라원형 및 길원형의 설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1998).
5) 김민진 외 1, ''어깨유형에 따른 길 원형 설계-20대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7권 5호 (2003), pp. 463-474.
6) 최선윤 외 1, ''성인여성의 등면형상 유형화와 길 원형 설계,” 한국의류학회지 27권 7호 (2003).
7) 이소영, "60대 노년여성의 체간부 체형 분류 및 길원형 설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8) 김나영 외 2, “청년기(18〜24세) 여자의 상지동작에 따른 체표 변화 연구," 복식문화연구 13권 3호 (2005), pp. 439-451.
9) 김나영 외 2,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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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차원적 측정

2004년 6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의도 표집 한 8 

명을 대상으로 Surgical Tape법을 이용하여 상반신 우 

측의 체표면을 채취하였으며 측정 방법 및 측정 항 

목, 실험 과정은 선행 연구'"에 준한다.

2. 원형 설계

1） 실험 원형 설계

본 연구는 임원자식 원형을 바탕으로 연구 • 설계 

하였다. 길 원형 설계를 위한 인체 측정의 필요 항목 

으로 10 항목（젖가슴둘레 • 허리둘레 • 목밑둘레 • 등 

길이•겨드랑앞벽 사이 길이•겨드랑뒷벽사이길이 

• 목옆젖꼭지길이 •목옆젖꼭지허리둘레길이 •젖꼭 

지 사이 수평 길이 • 어깨길이）을 사용하였으며, 실험 

원형의 제작에 사용된 소재는 면 100% 머슬린으로 

실험 의복 재료의 물성은〈표 1〉과 같다.

2） 연구 원형 설계

연구 원형은 실험 원형의 착의 평가 결과에 따라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항목의 부위를 중심으로 3차 

례의 착의 실험을 거쳐 수정 • 보완하였으며, 선행 연 

구”）의 직접 측정치와 체표 전개도 측정치의 차를 이 

용하여 적정 여유량을 설정하였다.

3. 착의 평가

실험 원형 착의 평가는 2004년 10월 25일부터 10 

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연구 원형 착의 평가는 

비교 원형과 함께 2004년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실시하였다.

평가자는 의복 원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 

는 의복 구성 관련 전문인 5명으로 평가자 집단을 구 

성하였으며, 평가 대상자는 피험자 8명 중 무작위 3 

명을 추출하여 착의 평가 대상으로 하였고, 평가 항 

목은 원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총 13항목으로 

〈표 2〉와 같이 설정하였다.

평가 방법은 착의 평가 각 항목에 대한 평가로 외 

관에 대한 시각적 평가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Likert

10） 김나영 외 2, Op. cit.
11） 김나영 외 2, Op. cit.

〈표 2〉착의 평가 항목

항 목

매
0

좋

다

좋

다

보

통

나

다

매 
우 

나 

쁘

다

1. 목밑둘레선의 형태는 안정적 

인가?

2. 어깨선은 제자리인가?

3. 앞중심선의 위치는 안정적인 

가?

4. 뒤중심선의 위치는 안정적인 

가?

5. 옆선의 위치는 안정적인가?

6. 젖가슴둘레선과 허리둘레선은 

수평 한가?

7. 허리둘레선의 다트의 위치는 

안정적인가?

8. 허리둘레선의 다트 길이와 양 

은 적당한가?

9. 겨드랑앞벽 사이 길이의 여유 

량은 적합한가?

10. 겨드랑뒤벽 사이 길이의 여유 

량은 적합한가?

11. 겨드랑둘레는 제 위치이며 여 

유는 적당한가?

12. 목뒤등뼈위겨드랑 수준 길이 

는 적당한가?

13. 전체적인 여유량은 적합한가?

의 5점 평점 척도법을 사용하였다.

m. 연구결과 및 고찰

1. 길 원형 설계

1）실험원형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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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원형은 임원자식 ・ESMOD식 •FIT식 원형을 

바탕으로 연구 • 설계하였으며, 길 원형 설계를 위한 

인체 측정의 필요 항목으로 젖가슴둘레 • 허리둘레 • 

목밑둘레 • 등길이 • 겨드랑앞벽 사이 길이 • 겨드랑 

뒤벽 사이 길이,목옆젖꼭이길이•목옆젖꼭지허리 

둘레길이 • 젖꼭지 사이 수평 길이 • 어깨길이 등 총 

10항목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1) 뒷길 제도 방법

【기초선】

A—B = 등길이

A~C = B/4

B~B ' = B/4 + 1.5cm

A〜A ' =C〜C" = 겨드랑뒤벽 사이 길이/2 = *

【완성선】

① A~D = N/6 + 0.5cm = ▲

② F =。에서 수직으로 2.3cm 올라간 점

③ A~E = 3cm

④ E〜F를 곡선으로 그린다.

⑤ H = A〜C의 이등분점 G에서 수평으로 직선 

을 그어 찾는다.

⑥ I = H에서 ▲ + 2cm 올라간 점

⑦ I에서 수평선으로 짧은 직선을 그어 F에서 어 

깨길이에 어깨다트량(1cm)을 더한 길이인 J점 

을 찾아 F와 직선으로 연결한다.

⑧ K는 F~J의 이등분점

⑨ L은 C와 C”의 이등분점

⑩ F〜J의 이등분점 K와 C-C ”의 이등분점 L을 

잇는다.

⑪ 길이 8cm 다트량 1cm인 어깨 다트를 그려준다.

⑫ H-C '를 연결하는 사선을 긋고 이 선과 직각 

이 되는 선을 C "를 향해 그린 다음 C "〜M을 

3 등분한다.

⑬ M〜C”의 U3점을 지나면서 J 점에서 직각이 

되도록 A.H선을 곡선으로 그린다.

⑭ B ' ~B " = 3cm

⑮ 허리 다트는 L점에서 수직으로 내려 B-B ”

- (W/4 + 0.5cm - 0.5cm)로 계산하여 다트 

너비로 잡아 정리한다.

(2) 앞길 제도 방법

【기초선】

a~b = 목옆젖꼭지 허리둘레 선길이

a~c = B/4

b~b ' = B/4 + 1.5cm

a~a ' = c~c " = 겨드랑앞벽 사이 길이/2 =☆

【완성선】

① a~e = N/6 + 0.5cm =▲

② e~d ' = a~d = N/6 + 1cm = △

③ a〜d〜d'〜/를 사각형으로 연결한 다음, 

a~d '의 1/3점에서 0.5cm 내린 점을 지나 목 

밑둘레를 그린다.

④ e〜d '를 1/5로 나눈 후 2/5 지점에서 수평선상 

에 e와 연결하는 어깨길이 실측치를 이용해 g 

를 찾는다.

⑤ f〜c "를 3등분하여 1/3 지점에서 C '까지 사선 

을 긋고 이선에 대한 직각선을 그린 다음 2등 

분한다.

⑥ g에서 직각으로 시작하여 m~c ”의 2등분점을 

지나 A.H 선을 그린다.

⑦ b '〜b "= 2cm

⑧ e점에서 B.P 까지 목옆젖꼭지길이를 잡고 수 

평으로 앞중심선과 B.P 사이를 젖꼭지 사이 

수평 길이/2 로 정해서 젖꼭지점을 정한다.

⑨ 옆길이 c '〜b "는 뒤길의 옆길이와 차이 치수 

를 정하여 B.P〜k를 수평으로 긋고 다트를 정 

리 한다.

⑩ 허 리 다트는 b~b " - (W/4 + 0.5cm + 0.5cm) 

로 계산하여 다트 너비를 잡고 B.P에서 수직 

으로 내려 다트분량의 1/3을 오른쪽으로 2/3를 

왼쪽으로 잡아 정리한다.

2) 실험 원형 착의 평가

실험적으로 제안한 원형에 의해 제작된 실험 의복 

을 본 연구의 측정 대상 중 무작위 3명을 추출하여 

착의 평 가를 실시 하였으며, 실험 의복을 착용한 상태 

에서 앞면, 옆면, 뒷면의 외관에 대한 착의 평가 결과 

를〈표 3〉에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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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6+0.5cm
△ = N/6+lcm
■ = 목옆젖꼭지길이

◎ = 젖꼭지 사이 수평 길이/2

〈그림 1> 실험 원형 설계 방법.

실험 원형 착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각 문항간의 

반응이 평가자 간에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가지는지 

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Alpha값을 구한 결과 0.7 

이상의 신뢰도를 보여 문항에 대 한 평가자들의 응답 

이 신뢰성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밑둘레 

선의 형태는 전체 평균 2.6으로 만족 정도가 낮았는 

데, 이는 목밑둘레선 즉 목밑너비와 목밑깊이의 여유 

량 부족으로 사료되었다.

어깨선이 제자리인가에 대한 전체평균도 1.8로 낮 

게 나왔으며, 이는 어깨가쪽점이 목옆점에서 어깨가 

쪽점으로 갈수록 점점 뒤로 넘어가는 현상이 나타났 

기 때문이며, 이 부분의 문제점을 수정 • 보완할 필요 

가 있었다.

앞중심선의 안정감에 대해서는 전체평균 4.4로 높 

게 나타났으며, 뒤중심선과 옆선의 안정감에 대해서 

는 각각 전체평균 3.8과 3.4로 나타났다.

젖가슴둘레선과 허리둘레선이 수평한가에 대한 

질문의 전체평균은 3.8이었고, 허리둘레선의 다트 위 

치의 안정감에 대한 문항의 전체 평균도 3.8의 높은 

결과가 나타났으며, 허리둘레선의 다트 위치이 적합 

성에 관한 문항은 3.8이며, 다트 길이 및 양에 대한

〈표 3> 실험 원형 착의 평가 결과

항 목 M S.D

1. 목밑둘레선의 형태는 안정적인가? 2.60 0.55

2. 어깨선은 제자리 인가? 1.80 0.45

3. 앞중심선의 위치는 안정적인가? 4.40 0.55

4. 뒤중심선의 위치는 안정적인가? 3.80 0.45

5. 옆선의 위치는 안정적인가? 3.40 0.55

6. 젖가슴둘레선과 허리둘레선은 수평한 

가?
3.80 0.45

7. 허리둘레선의 다트의 위치는 안정적인 

가?
3.80 0.45

8. 허리둘레선의 다트 길이와 양은 적당한 

가?
3.20 0.45

9. 겨드랑앞벽 사이 길이의 여유량은 적합 

한가?
3.20 0.45

10. 겨드랑뒤벽 사이 길이의 여유량은 적합 

한가?
3.20 0.84

11. 겨드랑둘레는 제 위치이며 여유는 적당 

한가?
2.60 0.55

12. 목뒤등뼈위겨드랑 수준 길이는 적당한 

가?
2.80 0.84

13. 전체적인 여유량은 적합한가? 4.40 0.45

적합성 문항은 전체평균 3.2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여유량 적합성은 4.4로 좋게 평가되었으 

며, 반면 겨드랑앞벽 사이 길이와 겨드랑뒤벽 사이 

길이의 여유량 적합성(3.2), 목뒤등뼈위겨드랑 수준 

길이의 적합성(2.8), 겨드랑둘레의 위치와 여유량에 

관한 항목(2.6) 등이 다소 낮게 평가되어 이 부분의 

여유량 설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3) 연구 원형 설계

연구 원형은 선행 연구에 나타난 직접 측정치와 

정립시 체표 전개도의 치수 차이를 길 원형의 최소한 

의 여유로 고려하여 적정 여유량을 설정하고, 실험 

원형의 착의 평가를 실시하여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는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수정 • 보완하고 개인별로 

수차례의 보정을 실시하여 연구 원형을 완성하였으 

며,〈그림 2〉는 연구 원형의 설계 방법이고 연구 원

-438



제 14 권 제 3 호 김나영•장정아•김주애 87

★ = 겨드랑뒤벽 사이 길이/2 + 0.6cm
☆ = 겨드랑앞벽 사이 길이/2 + 0.6cm
△ = N/6 + 1cm
■ = 목옆젖꼭지길이

◎ = 젖꼭지 사이 수평 길이/2

〈그림 2〉연구 원형의 설계 방법.

형의 제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뒷길 제도 방법

【기초선】

◎ A-B = 등길이, 등길이는 1차원적측정의 실측 

치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 A~C = B/4 - 1cm, 목뒤등뼈위겨드랑 수준 길 

이는 실험원형에서 다소 여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수차례의 보정 결과 B/4—1cm로 설정 

하였다.

◎ B〜B ' = B/4 + 1.5cm, 품은 젖가슴둘러〕(B)를 

기준으로 여유량을 더하여 B/2+3ctn로 하고 직 

접 측정치와 체표 전개도의 길이 차이를 최소 

의 여유량으로 설정하였으며, 체표 전개도의 

분석 결과 앞과 뒤를 똑같이 등분하였다.

◎ A~A ' = C-C " = 겨드랑뒤벽 사이 길이/2 + 

0.6cm = ★, 겨드랑뒤벽 사이는 실측치에 0.6cm 

여유량을 더해 주었다.

【완성선】

① A~D = N/6 + 1cm = ▲, 연구 원형에서 목밑둘 

레가 답답하여 보정한 결과 0.5cm 늘려주었다.

② F = D에서 수직으로 2.5cm 올라간 점, 연구 원 

형에서 목밑둘레가 답답하여 보정 결과 0.2cm 

늘려주었다.

③ A~E = 3 cm

④ E〜F를 곡선으로 그린다.

⑤ H = A〜C의 이등분점 G에서 수평으로 직선을 

그어 찾는다.

⑥ I = H에서 ▲ + 2.5cm 올라간 점

⑦ I에서 수평선으로 짧은 직선을 그어 F에서 어 

깨길이에 어깨다트량(1cm)을 더한 길이인 J점 

을 찾아 F와 직선으로 연결한다.

⑧ K는 F〜J의 이등분점

⑨ L은 C와 C”의 이등분점

⑩ F〜J의 이등분점 K와 C〜C ”의 이등분점 L을 

잇는다.

⑪ 길이 7cm 다트량 1cm인 어깨다트를 그려준다.

⑫ H-C '를 연결하는 사선을 긋고 이 선과 직각 

이 되는 선을 C "를 향해 그린 다음 C ”〜M을 

3 등분한다.

⑬ M〜C"의 1/3점을 지나면서 J 점에서 직각이 

되도록 A.H선을 곡선으로 그린다.

⑭ B ' ~B " = 3cm

⑮ 허리다트는 L점에서 수직으로 내려 B-B " - 

(W/4 + 0.5cm - 0.5cm)로 계산하여 다트 너비 

로 잡아 정리한다.

(2) 앞길 제도 방법

【기초선】

◎ a〜b = 목옆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

◎ a~c = B/4 - 1cm, 목뒤등뼈위겨드랑 수준 길 

이는 뒷길과 동일하게 B/4—1cm로 설정하였다.

◎ b 〜b ' = B/4 + 1.5cm, 품은 젖가슴둘레 (B)를 기 

준으로 여유량을 더하여 B/2 + 3cm로 하고 직 

접 측정치와 체표 전개도의 길이 차이를 최소 

의 여유량으로 설정하였으며, 체표 전개도의 

분석결과 앞과 뒤를 똑같이 등분하였다.

◎ a~a ' = c~c " = 겨드랑앞벽 사이 길이/2 + 

0.6cm, 겨드랑앞벽 사이 길이는 실측치에 여유 

량을 더하여 겨드랑앞벽 사이 길이/2 + 0.6cm 

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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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선】

① a~e = N/6 + 1cm =▲, 연구 원형에서 목밑둘레 

를 보정한 결과 0.5cm 늘려주었다.

② e~d ' = a~d = N/6 + 1cm = △

③ a~d~d '~e '를 사각형으로 연결한 다음, a— 

d '의 1/3점에서 0.5cm 내린 점을 지나 목밑둘 

레를 그린다.

④ e~d '를 1/5로 나눈 후 2/5지점에서 수평선상 

에 e와 연결하는 어깨길이 실측치를 이용해 g 

를 찾는다.

⑤ f〜c”를 3등분하여 1/3지점에서 C '까지 사선 

을 긋고 이 선에 대한 직각선을 그린 다음 2등 

분 한다.

⑥ g에서 직각으로 시작하여 m~c ”의 2등분점을 

지나 A.H 선을 그린다.

⑦ b ' ~b "= 2cm

⑧ e점에서 B.P 까지 목옆젖꼭지길이를 잡고 수평 

으로 앞중심선과 B.P 사이를 젖꼭지 사이 수평 

길이/2 로 정해서 젖꼭지점을 정한다.

⑨ 옆길이 c '〜b "는 뒤길의 옆길이와 차이 치수 

를 정하여 B.P~k를 수평으로 긋고 다트를 정 

리 한다.

⑩ 허 리 다트는 b~b " - (W/4 + 0.5cm + 0.5cm)로 

계산하여 다트 너비를 잡고 B.P에서 수직으로 

내 려 다트분량의 1/3을 오른쪽으로 2/3를 왼쪽 

으로 잡아 정리한다.

4) 연구 원형 착의 평가

실험 원형 착의 평가에 의해 제기된 문제점을 중 

심으로 수정 • 보완하고 3차례의 착의 실험을 거쳐 

길 원형을 수정 • 보완하였으며, 피험자 3명을 대상 

으로 착의 평가를 실시하였다.〈표 4〉는 연구 원형 

의 착의 평가 결과이고〈그림 3〉은 착의 평가 모습이다.

착의 평가 점수에 대하여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 Alpha 값이 0.9 이상의 높은 신뢰 도를 

보여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이 신뢰성이 있음을 입증하 

였고, 연구 원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비교 

원형으로 실험 원형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표 

5〉와 같다.

목밑둘레선의 여유량이 부족했던 실험 원형을 보 

완하여 연구 원형에서는 목밑너비를 늘려줌으로 착

〈표 4> 연구 원형 착의 평가 결과

항 목 M S.D

1. 목밑둘레선의 형태는 안정적인가? 3.40 0.55

2. 어깨선은 제자리인가? 4.20 0.84

3. 앞중심선의 위치는 안정적인가? 4.40 0.55

4. 뒤중심선의 위치는 안정적인가? 4.40 0.55

5. 옆선의 위치는 안정적인가? 4.40 0.55

6. 젖가슴둘레선과 허리둘레선은 수평 

한가?
4.40 0.55

7. 허리둘레선의 다트의 위치는 안정적 

인가?
4.00 0.71

8. 허리둘레선의 다트 길이와 양은 적 

당한가?
4.00 0.71

9. 겨드랑앞벽 사이 길이의 여유량은 

적합한가?
4.60 0.55

10. 겨드랑뒤벽 사이 길이의 여유량은 

적합한가?
4.40 0.89

11. 겨드랑둘레는 제 위치이며 여유는 

적당한가?
4.20 0.84

12. 목뒤등뼈위겨드랑 수준 길이는 적당 

한가?
4.40 0.55

13. 전체적인 여유량은 적합한가? 4.40 0.55

〈그림 3> 연구 원형 의복 착의 모습.

정 면 후 면 어깨선

丁_「

oLd 「1

의평가 결과 평균 3.4로 실험 원형보다 높은 만족도 

를 나타냈다.

목 옆점에서 어깨가쪽점으로 갈수록 어깨가쪽점이 

점점 뒤로 넘어가는 현상이 나타났던 실험 원형의 문 

제점은 연구 원형에서는 뒤어깨높이를 설정을 올려 

주고 앞어깨높이의 설정을 내려줌으로 수정 • 보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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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실험 원형과 연구 원형의 차이 검증

fj— 비교 실험원형 연구원형
t 값

평가항목 〜 M S.D M S.D

1. 목밑둘레선의 형태는 안정적인가? 2.60 0.55 3.40 0.55 -2.14

2. 어깨선은 제 자리인가? 1.80 0.45 4.20 0.84 -4.71**

3. 앞중심선의 위치는 안정적인가? 4.40 0.55 4.40 0.55 0.00

4. 뒤중심선의 위치는 안정적인가? 3.80 0.45 4.40 0.55 -2.45

5. 옆선의 위치는 안정적인가? 3.40 0.55 4.40 0.55 -2.24

6. 젖가슴둘레선과 허리둘레선은 수평한가? 3.80 0.45 4.40 0.55 -1.50

7. 허리둘레선의 다트의 위치는 안정적인가? 3.80 0.45 4.00 0.71 -0.54

8. 허리둘레선의 다트 길이와 양은 적당한가? 3.20 0,45 4.00 0.71 -4.00*

9. 겨드랑앞벽 사이 길이의 여유량은 적합한가? 3.20 0.45 4.60 0.55 -5.72**

10. 겨드랑뒤벽 사이 길이의 여유량은 적합한가? 3.20 0.84 4.40 0.89 -2.45

11. 겨드랑둘레는 제 위치이며 여유는 적당한가? 2.60 0.55 4.20 0.84 -4.00*

12. 목뒤등뼈위겨드랑 수준 길이는 적당한가? 2.80 0.84 4.40 0.55 -3.14*

13. 전체적인 여유량은 적합한가? 2.80 0.45 4.40 0.55 -4.00*

* : p<0.05, ** : ^<0.01.

여, 어깨선이 제자리인가에 대한 항목의 평점이 전체 

평균 4.2로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실험 원형과의 유 

의차가 인정되므로 연구원형이 더 우수함을 알 수 있 

었다.

목뒤등뼈위겨드랑 수준 길이의 여유량은 실험원 

형에서 여유량이 많은 편으로 사료되어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연구 원형에서는 B/4-lcm로 설정하여 4.4 

의 평가를 받아 실험 원형보다 우수함을 나타냈다

실험 원형과 연구 원형은 전체 품이 B/2+3cm로 같 

았으나 연구 원형이 더 타이트했는데, 이는 목뒤등뼈 

위겨드랑 수준 길이의 여유가 실험 원형에 비해 연구 

원형이 적었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겨드랑뒷벽사이 

길이의 여유와 겨드랑앞벽 사이 길이의 여유는 실험 

원형보다 각각 0.6cm 여유량을 더해주어 운동 기능 

성을 향상시켰으며, 겨드랑앞벽 사이 길이의 여유량 

적합성에 관한 항목은 전체 평균 4.6이고, 겨드랑뒤 

벽 사이 길이의 여유량 적합성에 관한 항목은 전체 

평균 4.4로 이 항목의 여유량에 대한 적합성이 실험 

원형보다 연구 원형이 더 우수함을 나타냈다.

연구 원형은 모든 착의 평가 항목에서 평균 3.4를 

나타냈으며, 실험 원형에서 평가 점수가 낮았던 항목 

들이 연구 원형에서는 평가 점수가 향상되었고, 두 

원형을 비교했을 때 유의차가 인정되므로 연구 원형 

의 적합성이 더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의복의 맞음새에 매우 민감한 청년기 

（18〜24세） 여자를 대상으로 체표면을 채취하는 인체 

측정 방법 중 Surgical Tape법을 이용하여 상지 동작 

에 따른 체표 전개도를 통해 동작별 상반신 체표 형 

태와 길이 변화를 고찰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토대 

로 기능성과 심미성을 만족하는 아름다운 길 원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실험 원형 설계는 기존의 길 원 

12) 김나영 외 2,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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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3종(임원자식, ESMOD식 원형, FIT식 원형)을 선 

택하여 제도방법을 비교 • 분석하고 관능 검사로 착 

의 평가를 하였으며, 연구 원형 설계는 실험 원형의 

착의 평가 결과에 따라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항목의 

부위를 중심으로 3차례의 착의 실험을 거쳐 수정 • 

보완하였으며, 선행 연구의 직접 측정치와 체표 전개 

도 측정치의 차를 이용하여 적정 여유량을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원형을 설계하였다.

1. 등길이는 실측치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2. 품은 젖가슴둘레를 기준으로 직접측정치와 체 

표전개도의 차를 기준으로 B/2 + 3cm로 하였다.

3. 목뒤등뼈위겨드랑 수준 길이는 B/4 - Ictn로 

설정하였다.

4. 겨드랑뒷벽사이길이는 겨드랑뒷벽 사이길이/2 + 

0.6cm, 겨드랑앞벽 사이 길이는 겨드랑앞벽 사 

이 길이/2 + 0.6cm으로 하였다.

5. 뒤목밑너비는 N/6 + 1cm, 뒤목깊이는 2.5cm로 

설정하였다.

6. 앞목밑너비는 N/6 + 1cm, 앞목깊이 N/6 + 1cm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가 부산• 경남 지 

방의 청년기 여자 중 표준 체형에 속하는 8명을 의도 

표집 하여, 그 중 3명의 피험자에게 착의 평가를 실시 

한 결과이며, 연구대상이 한정적이므로, 그 결과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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