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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상의 원형의 여유량 설정을 위한 연구

김진선

대구미래대학 웨딩이벤트과

A Study for Establishing the Proper Ease Amount of Men's Bodice Basic Pattern

Jin-Sun Kim
Dept. of Weddingevent, Daegu Mirae College, Kyungsangbukdo, Korea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proper amount of eases according to the body type of men's
bodice basic pattern. The 3 subjects in 30's men were selected for developing fitted pattern for each type. And the results
of the wearing test for individual subject by distributing ease amount are as follows. The wearing test is administrated
by a division of 12cm, 15m, and 18cm areas respectively after separating the fitted pattern for each type in a vertical and
horizontal ways. There exist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ase according to the measures of chest circumference of sub-
jects. Also, it is shown that the more comfortable in function, the better visible in appearance as the ease gets proper.
As to regions, the amount and ratio of ease chest circumference are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size of the chest cir-
cumference. The scye depth is affected by the ease of chest circumference, while the ease of the interscye and the back
breadth are lessened due to the effect of their appearances. And the side breadth is required as a buffer to complement
the shortage of the interscye and the back breadth because the ease of either the interscye or the back breadth is partially
transferred in motion. 

Key words : ease amount, chest circumference, men, fitted pattern, bodice basic pattern

1. 서  론

인체는 동작에 따라 그 형태 및 부위의 위치가 변화되고, 동

작 완료 후에는 본래의 상태로 회복된다. 이와 같이 의복은 인

체의 운동에 따라 신장과 굴곡이 가능하나, 형태변화의 한계에

의해 인체의 움직임과 의복의 변화를 완화시켜주는 여유를 필

요로 한다. 

의복의 여유는 인체와 의복간의 공간으로, 의복구성에서는

의복이 착용자의 일부분처럼 재단되어 착용자의 신체를 따라

구성되며 운동을 위한 적당한 여유분이 있으나 불필요한 주름

이 없는 상태(Erwin, 1969)를 말하며, 의복설계에서는 착용목적

이나 종류 등 여러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활동에 지나친 방

해를 받지 않고 실루엣을 자연스럽게 살릴 수 있는 분량(정옥

임, 1990)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확한 양과 위치 결정

은 쉽지 않으며, 체형에 따른 의복의 변형도 다양하고, 남성과

여성의 의복에서도 여유량의 차이가 있다.

여유량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여성복 위주로 진행되었

다. 김미경(1992)은 상의원형에서 가슴둘레 여유량을 6.13~10.4 cm,

田山絹江(1983)은 가슴둘레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유량은 10 cm

그리고 猪又美榮子 등(1982)은 동적기능을 충족시키는 최적설

계조건으로 가슴둘레 여유량을 10~12 cm를 제시하였으나, 남

성복 관련 연구와 가슴둘레 여유량 관련 연구가 미비하였다. 그

러므로 남성의 가슴둘레 사이즈에 따라 적정한 여유량을 설정

하고, 부위별 여유량 분배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의복의

적합성도 좋아지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성상의원형에 적합한 여유량을 설정하

기 위하여, 피험자를 대상으로 피티드 원형을 전개하고 기성복

업체의 사이즈스펙에서 추출한 여유량을 분배하였다. 그리고 실

험복에 대한 착의평가를 실시하고, 부위별 여유량을 파악하여

의복설계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2. 1. 피험자 선정 및 인체계측

피험자는 선행연구(Kim et al., 2001)에서 분류된 체형에 따

라 굴신체형, 표준체형, 반신체형의 특징이 있는 30대 남성을

체형별로 1명씩 3명을 의도표집하였다. 피티드패턴 설계를 위

한 인체계측은 2006년 7월에 실시하였으며, 마틴식과 KS A

7004(1999)의 방식으로 직접계측항목과 계산항목을 포함하여

23항목(Table 1)을 측정하였다. 

Corresponding author; Jin-Sun Kim
Tel. +82-11-9091-5603, Fax. +82-53-810-9397
E-mail: kimjuliano@hanmail.net



남성상의 원형의 여유량 설정을 위한 연구 637

2.2. 유형별 피티드원형 설계

피티드 원형(김혜경 외, 1997)은 패턴설계용 CAD 프로그램

인 PAD 시스템으로 패턴의 원리에 따라 전개(Fig. 1 참조)하

였다. 전개도는 가로방향(허리둘레선)과 세로방향(등길이선)을

기준축으로 하고, 전개도를 인체에 적합시키기 위해 밸런스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① 가로방향(WL)과 세로방향(등길이)의 기준선은 윗가슴둘

레(CL)와 뒷길이를 적용하여 설계의 기본인 사각형을 설정하

였다. 

② 윗가슴둘레선(CL)은 뒤진동깊이를 적용하여 설정하고, 가

Table 1. 피티드 원형 제작을 위한 계측부위 및 치수                                                                      (unit : cm)

 계측 항목 (부위) 유형 1 유형 2 유형 3 계측 부위

 신장 / 체중(kg) 175.0/64.0 173.8/65.65 172.7/78.5

 등길이 (O-W) 47.50 45.50 46.00

 뒷길이 (M-L) 49.50 47.50 48.50

 앞길이 (M-H) 49.70 49.30 51.00

 앞중심길이 (ⓞ-Y) 39.00 38.50 42.50

 어깨너비 (S-O-ⓢ) 41.50 42.50 47.50

 어깨길이 (M-S) 14.66 15.80 15.85

 뒤 품 (E-F) 39.00 38.80 43.00

 앞 품 (G-H) 33.00 34.00 39.00

 윗가슴둘레 (CL) 92.00 95.00 104.00

 가슴둘레 (BL) 90.50 89.20 99.50

 허리둘레 (WL) 80.00 79.80 88.00

앞목/뒤목너비(ⓞ-m)/(O-n)  6.75/6.75 6.75/6.75 7.5/7.5

 좌/우측어깨각도 20.0/21.5 22.0/20.0 22.0/23.0

 앞목점-BL (ⓞ-ⓑ) 17.20 16.30 19.60

 앞목점-CL (ⓞ-ⓓ) 14.00 13.30 14.50

 뒤목점-BL (O-ⓐ) 25.00 23.25 24.50

 뒤목점-CL (O-ⓒ) 19.90 20.25 19.50

 어깨점-앞겨드랑점(H~S) 13.60 13.30 13.50

 어깨점-뒷겨드랑점(E~S) 16.10 14.80 16.00

 

Fig. 1. 피티드 원형의 전개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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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둘레선(BL)은 BP를 지나며, 옆솔기선은 윗가슴둘레선(1/2)의

중심에서 허리둘레선(WL)까지 수직선을 긋는다. 

③ 뒤목높이는 허리둘레선(WL)에서 뒤목너비점을 지나 옆목

점까지 뒷길이의 적용에 의해 설정되었다. 앞품과 뒤품선은 계

측치를 적용에 의하여 설정하였다. 

④ 어깨너비는 옆목점에서 뒤어깨길이와 뒤겨드랑점에서 어

깨점까지의 거리를 각각 뒤겨드랑점, 뒤옆목점을 축으로 컴파

스를 이용하여 결정된 접점까지이며, 옆목점과 접점까지를 선

으로 연결하여 어깨선을 설정함에 따라 어깨각도가 결정된다.

⑤ 목앞점은 허리둘레선(WL)에서 앞중심길이를 적용하고, 목

옆점은 앞목너비와 앞길이를 적용하여 설정하고 앞목둘레선을

그린다. 그리고 어깨끝점은 앞겨드랑점에서 어깨끝점까지의 거

리와 옆목점에서 앞어깨길이를 각각 앞겨드랑점과 앞옆목점을

축으로 컴파스를 이용하여 설정된 접점이며, 여기에서 앞어깨

선과 어깨각도를 설정한다. 

⑥ 암홀둘레선은 앞·뒤어깨점, 앞·뒤겨드랑점, 암홀선을

지나는 곡선을 그린다.

2.3. 여유량 설정 및 배분

여유량은 국내 신사복 8개 생산업체의 사이즈스팩을 조사하

여 설정하였다. 설정된 여유량은 상반신의 견갑골선, 앞뒤겨드

랑점선, 가슴선( 山, 1979, 1983), 어깨선과 옆길이, 뒷가슴둘

레, 앞·뒤 윗가슴둘레선의 상완부연장선(間壁등, 1991), 뒤품,

진동깊이(함옥상, 1979; 정혜락, 1990), 둘레방향과 길이방향(

邊井외, 1987)에 넣고, 가슴너비와 뒤품, 겨드랑 밑길이(김진경

아등, 1988)에 설정해야 한다는 선행연구와 中澤(1996)의 여유

량 분배방법을 참조하여 인체의 구조선을 따라 분할하고, Fig.

2 ,Fig. 3과 같이 배분하였다.

2.4. 착의평가

착의실험은 피티드 원형에 여유량을 분배하여 제작한, 체형

별, 여유량별 실험원형으로 실시하였다. 유형별 원형은 1차 실

험결과를 이용하여 2차 실험원형을 제작하고, 착의평가와 수정

과 보정을 실시하여 설계하였다. 또한 연구원형의 부위별 여유

량은 기존원형 1종을 선정하여 앞품, 옆품, 등품의 여유비율을

비교하였다. 실험원형은 면 100%의 머슬린으로 제작하였다. 

착의실험은 외관검사, 기능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외관검사의 검사항목은 ①목둘레선 위치, ②어깨선 위치, ③

견갑골의 들뜸, ④앞품 여유, ⑤뒤품 여유, ⑥가슴둘레선 일치,

⑦가슴선의 여유, ⑧진동둘레선 위치, ⑨허리선의 여유, ⑩옆솔

기선의 위치, ⑪앞면외관, ⑫옆면외관, ⑬뒤면외관 등 13항목을

선정하였으며, 평점방법은 5점척도를 사용하였다. 검사자(panel)

는 기성복업체 경력자 1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실험복은 피험

자의 임의선택에 의해 착용하게 하였다. 

일대일비교로 실시한 기능성검사는 비교대상을 순서에 따라

조합하여 피험자에게 착용시킨 후, 선순위를 기준으로 후순위

를 피험자가 평가하여 먼저 착용한 실험대상과 비슷하면 0점,

약간 더 편하면 1점, 아주 편하면 2점, 약간 불편하면 -1점, 아

주 불편하면 -2점에 표시하는 5점척도법을 사용하였다. 각 동

작 및 자세는 집무하는 자세(동작 1), 손잡이를 잡은 자세(동작

2), 양손을 전면으로 90o
올린 자세(동작 3), 양손을 옆으로 45o

올린 자세(동작 4)로 하였다.

2.5 자료분석

통계분석은 SPSS-PC package를 사용하였으며, 각 실험원형

등에 대한 착의실험 결과를 항목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

고, 각 실험원형 간의 차이 및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일원분

산분석을 하였으며, Duncan의 다중비교법으로 유의성을 검정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피티드 원형 분석(Fig. 4) 

유형별 피티드 원형은 피험자 계측치를 적용하여 Fig. 1의

전개순서에 따라 설계하였다. 피티드 원형의 윗가슴둘레는 인

체계측치의 1/2이며, 옆품은 앞품과 뒤품의 차이이므로 가슴둘

레의 크기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앞품과 뒤품의 크기

에 따라 변하였다. 앞길이와 등길이, 앞진동깊이와 뒤진동깊이

 

Fig. 2. 인체구조선 분할

Fig. 3. 피티드 원형의 여유량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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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는 유형 1, 2에서는 2 cm, 유형 3은 2.7 cm이다. 뒤목

높이는 앞길이와 등길이의 차이이며, 앞목깊이는 유형 1> 유형

2> 유형 3의 순이었다. 어깨각도는 좌·우측 경사가 다르므로

높은쪽을 선택하였으며, 앞·뒤어깨경사의 합은 유형 1은

35.34o, 유형 2는 37.10o, 유형 3은 30.70o, 인체계측치는 각각

41.50o, 42.00o, 45.00o 나타났다. 이것은 인체의 어깨경사와 의

복구성에 적용해야할 각도가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체계측치와 패턴계측치간의 차이는 계측부위의

크기와 체형차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앞품과 뒤

품, 앞길이와 등길이, 앞진동깊이와 뒤진동깊이 및 그 차이, 앞

중심길이에 따른 앞목깊이의 차이에서 유형 1은 굴신체형, 유

형 2는 표준체형, 유형 3은 반신체형의 특징이 나타났다. 

3.2. 여유랑 산출 및 분배 

3.2.1. 여유량 산출 

여유량 산출은 국내 신사복 8개 업체의 사이즈 스팩을 수집

하여 윗가슴둘레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Table 2), 윗

가슴둘레의 범위는 91~117 cm이며, 편차는 총 16개였다. 업체

별로 보면, A, C, D업체는 동일 여유량을 사용하였으며, E와

H업체의 사이즈는 다양하였다. 여유량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

한 기준은 선행연구(김진선 외 2001)의 윗가슴둘레 평균치

(94.50 cm)로 하였으며, 범위는 91~94 cm, 97~100 cm,

103~109 cm(110 cm 이상은 특수체형으로 분류하여 제외시킴),

여유량의 범위는 11.5~13.5 cm, 14~16.5 cm, 17~21 cm로 설

정하고, 피티드 원형에 분배하기 위한 여유량은 12 cm, 15 cm,

18 cm로 설정하였다. 

3.2.2. 여유량의 분배

선정된 여유량 12 cm, 15 cm, 18 cm는 Fig. 3과 같이 수직

과 수평방향으로 나누어 앞품, 옆품, 뒤품을 2등분하여 배분량

Fig. 4. 유형별 피티드 원형 

Table 2. 업체별 사이즈 스펙에 따른 가슴둘레 여유량 조사                                                                 (unit：cm)

 가슴둘레
업체별 여유량 분포

선정된 여유량
A B C D E F G H

91  13.0  18.0  13.0 13.5 15.0 14.0

12
94

 13.0 11.5  18.0  13.0 13.0 17.0 15.0 14.5/15.0

17.0

97

 13.0 11.5  18.0  13.0 12.0/12.5 17.0 15.0 14.0/15.5

15

14.5 15.0/15.5 19.0 16.0/16.5

17.5 17.5 19.0

98 17.0

100

 13.0 14.5  18.0  13.0 14.5 17.0 15.0 15.0

17.5 17.0 18.0 17.0/18.5

19.0 21.0

103
 13.0 14.5  18.0  13.0 14.0 19.0 14.5

18

17.5 16.5 21.0 16.0/17.0

104 15.0/19.0 20.5

106  13.0 14.5/17.5  18.0  13.0 13.5/16.0 19.0/21.0

108  15.0/19.0 15.5/18.0

109  13.0 14.5/17.5  18.0  13.0 13.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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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2인 15%, 15%, 20%를 배분한 결과, 앞품, 옆품, 뒤품에

배분된 여유량은 30%, 30%, 40%였다. 수직방향은 뒤진동깊이

를 배분하고, 여유량의 30%를 2등분하여 여유량의 1/2를 분배

하였으며, 각 부위별 여유량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3.3. 착의평가 

3.3.1. 1차 착의평가 결과

(1) 외관검사 

1차 외관검사 결과는 유형별 피티드 원형에 여유량이 다른

3종의 실험원형을 13항목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Table 4 참조)는 다음과 같다. 

뒷목너비와 앞목깊이, 앞목너비는 여유량에 따라 차이가 있었

으며, 앞·뒤품의 여유의 증가에 따라 치수가 커졌으며, 앞·뒤

어깨너비는 여유 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앞·뒷품

의 여유는 뒤품에 많았으며, 앞품은 유형 1과 3에서 여유 18

cm, 뒤품은 유형 1과 2의 여유 15 cm에서 적합성이 우수하였다.

진동깊이는 여유량의 30%를 배분하였기 때문에, 앞·뒤진동깊

이는 늘어나고, 윗가슴둘레선 아래는 짧아짐에 따라 유형 1과 2

Table 3. 부위별 여유량 배분                        (unit : cm)

분 류 수직방향(가슴둘레) 수평방향(진동깊이)

여유량 (1/2) 앞 품 옆 품 등 품 여유량의 30%

12(6.0) 1.80 1.80 2.40 3.60

15(7.5) 2.25 2.25 3.00 4.50

18(9.0) 2.70 2.70 3.60 5.40

Table 4. 1차 실험원형의 외관검사 결과

번호
유형 1 유형 2 유형 3

12 15 18 F-value 12 15 18 F-value 12 15 18 F-value

1
3.20 3.20 2.60

 5.79**
3.00 2.80 2.20

 6.50**
3.00 3.00 2.20

36.00***
A A B A A B A A B

2
3.40 3.40 3.00

 3.00
2.80 3.00 2.80

 1.12
3.00 2.80 2.50

 4.17**
A AB B

3
3.00 3.40 2.80

 2.10
3.20 3.40 2.60

 3.25*
3.20 3.20 2.70

 4.25*
AB A B A A B

4
2.60 3.40 3.60

 6.75**
3.20 4.20 2.80

29.25***
2.40 3.40 3.90

27.63***
B A A B A C C B A

5
2.80 3.60 3.00

11.70***
3.20 3.80 3.00

 6.50**
2.80 3.40 3.80

12.21***
B A B B A B B A A

6
2.60 3.40 3.20

 7.31**
3.40 3.60 3.20

 1.69
2.80 3.00 4.10

29.40***
B A A B B A

7
2.80 3.40 3.40

 5.06*
3.20 3.80 3.40

 2.63*
2.60 3.20 3.70

13.43***
B A A B A AB C B A

8
2.80 3.00 3.20

 3.37*
3.20 3.80 3.00

14.63***
2.40 3.20 3.80

23.79***
B AB A B A B C B A

9
2.20 3.40 2.40

17.44***
3.00 3.60 2.60

 7.77**
3.20 3.20 3.70

 4.25*
B A B B A B B B A

10
2.00 3.40 2.80

33.30***
3.00 3.60 2.80

 5.85**
3.00 3.40 3.70

 7.40**
C A B B A B B A A

11
2.40 3.80 3.00

11.10***
2.80 3.80 2.60

11.62***
2.80 3.00 3.30

 4.62*
B A B B A B B AB A

12
2.40 3.80 3.00

11.10***
2.80 3.80 2.60

11.62***
2.80 3.00 3.30

 4.62*
B A B B A B B AB A

13
2.00 3.20 2.00

23.14***
2.60 3.40 2.20

15.75***
2.40 2.40 3.50

14.92***
B A B B A B B B A

전체
2.63 3.42 2.92

46.29***
3.03 3.59 2.75

133.47***
2.80 3.09 3.40

116.01***
C A B B A C C B A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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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유 15 cm, 유형 3에서는 18 cm가 가장 적합하였다. 동작

기능성과 심미성을 충족시켜주는 진동둘레는 여유량 증가에 따

라 증가되었으며, 뒤보다 앞진동둘레가 크게 나왔다. 

따라서 유형 1, 2는 유형별 전체 평균점수에서 여유량 15 cm,

유형 3은 18 cm가 유형별 여유량으로 적합하게 나타났다. 

(2) 기능성 검사 

기능성 검사는 4개 동작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1, 2차

검사결과에 대한 평균치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1차 실험결과는 유형 모두 여유량 12 cm가 가장 불편하고,

18 cm가 가장 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작별로는 동작 4가 다

른 동작에 비해 점수차가 크지 않았으며, 유형 1, 2, 3 모두에

서 여유량 18 cm의 실험원형이 동작하는데 편한 것으로 나타

났다. 2차 실험결과는 실험원형 3이 실험원형 2보다 동작 기능

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작별로는 유형 모두 동작 1에

서 실험원형간의 점수 차가 가장 많았으며, 동작 3과 4에서는

유형 2, 3이 실험원형간의 점수 차가 많았다. 또한 동작 2에서

유형별 점수 차가 적은 것은 당겨 올라가는 분량은 많지만, 실

험원형간의 차이는 없거나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3) 실험원형 선정

실험원형에 대한 1차 외관검사 결과는 유형 1에서 15 cm, 유

형 2에서 15 cm, 유형 3에서 18 cm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

으며, 기능성 검사 결과는 모든 유형에서 여유량 18 cm가 가장

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유형의 여유량은 피험자의 윗

가슴둘레치수에 비례하여 증가하였으므로 패턴설계시 윗가슴둘

레의 여유는 가슴둘레 계측치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의

복은 착용되었을 때, 외관의 심미성과 동작의 기능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므로 유형별 여유량을 유형 1은 15 cm, 유형 2에

서 15 cm 그리고 유형 3은 18 cm로 선정하였다.

3.3.2. 2차 착의평가 결과

2차 착의평가를 위한 실험원형은 선정된 여유량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부위별 여유량을 추출하기 위한 착의평가결과

(Table 6 참조)는 다음과 같다. 

앞목깊이는 모든 유형이 깊어 목앞점이 처짐에 따라 1.5 cm

Table 5. 1, 2차 유형별 실험원형의 기능성 검사 결과

동 작

유형 1 유형 2 유형 3

1st 실험 2nd 실험 1st 실험 2nd 실험 1st 실험 2nd 실험

12*15 15*18 18*12 2차*3차 3차*2차 12*15 15*18 18*12 2차*3차 3차*2차 12*15 15*18 18*12 2차*3차 3차*2차

동 작 1 2 3 -6 3 -3 3 2 -6 3 -3 3 6 -6 3 -3

동 작 2 3 3 -6 0 0 3 3 -6 0 0 3 6 -6 3 0

동 작 3 3 6 -6 0 0 3 3 -6 3 -3 3 6 -6 3 -3

동 작 4 3 2 -3 3 0 2 0 -3 3 -3 3 0 -3 3 -3

합계(점수) 11 14 -21 6 -3 11 8 -21 9 -9 12 18 -21 12 -9

Table 6. 유형별 실험원형의 외관검사 결과

번호

유형 1 유형 2 유형 3

2차 3차
t값

2차 3차
t값

2차 3차
t값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1 3.20 .42 4.00 .67 -3.21** 3.30 .48 3.80 .42 -2.47* 2.80 .42 4.00 .00 -9.00***

2 3.00 .00 3.40 .52 -2.45* 3.70 .48 4.00 .67 -1.15 3.00 .67 3.80 .42 -3.21**

3 2.80 .79 3.40 .52 -2.01 3.50 .53 3.60 .52 -0.43 2.40 .52 3.40 .52 -4.33***

4 3.20 1.03 3.80 .42 -1.70 3.80 .42 4.20 .42 -2.12* 3.00 .67 3.80 .42 -3.21**

5 3.20 .42 3.80 .42 -3.18** 3.20 .42 3.90 .74 -2.60* 2.60 .84 3.40 .52 -2.56*

6 2.80 .42 3.40 .52 -2.85* 3.80 .42 4.20 .42 -2.12* 3.20 .42 3.80 .42 -3.18**

7 2.80 .42 3.40 .52 -2.85* 3.80 .42 4.20 .92 -1.25 2.80 .79 3.40 .52 -2.01

8 3.20 .42 3.60 .52 -1.90 3.60 .52 4.20 .42 -2.85* 3.20 .42 3.80 .42 -3.18**

9 3.40 .84 3.80 .42 -1.34 2.90 .57 3.50 .53 -2.45* 2.60 .52 3.20 .42 -2.85*

10 3.40 .52 4.00 .00 -3.67** 3.80 .42 4.50 .53 -3.28** 3.40 .52 4.00 .00 -3.67**

11 3.40 .52 3.80 .42 -1.90 3.30 .48 3.80 .42 -2.47* 3.00 .00 3.80 .79 -3.21**

12 2.80 .42 3.60 .84 -2.68* 3.20 .42 3.70 .48 -2.47* 2.60 .52 3.00 .00 -2.45*

13 3.20 .42 3.80 .42 -3.18** 3.20 .42 3.70 .48 -2.47* 2.80 .42 3.60 .52 -3.79**

전체 3.11 .23 3.68 .21 -6.35*** 3.22 .25 3.95 .29 -4.20*** 2.88 .21 3.62 .19 -7.39***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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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커트하여 앞내림 분량으로 내렸다. 어깨너비는 앞·뒤어깨

너비와 길이를 조정하여 패턴을 수정한 결과 유형 1과 3에서

는 적합도가 떨어졌다. 이것은 표준체형에서는 적합성이 좋으

나, 유형 1과 3은 체형에 따라 보정을 필요로 하였으며, 앞·

뒤어깨길이 차이는 ease량으로 하였다. 그리고 앞·뒤어깨각도

와 어깨처짐은 남는 분량이 많아 커트하여 각도를 낮춤에 따라

진동부위의 군주름이 소거되었다. 앞·뒤품 여유는 계측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윗가슴둘레부위의 여유량은 유형 1과

3에서 앞품을 커트하고, 뒤품에 부족분을 보충함에 따라 더욱

적합하였다. 옆솔기선과 옆품의 위치는 앞·뒤품에 따라 변화

가 있었으며, 옆품은 앞·뒤품에서 커트된 분량의 추가에 의해

여유가 많아졌다. 진동선의 위치는 앞내림을 1.5 cm내려줌으로

서 앞진동부위는 적합하였으나, 유형 1과 3에서 점수가 낮은

뒤진동부위는 체형적인 요소가 작용하였다. 허리둘레선은 앞내

림과 유형 1의 어깨다트에 의해 바닥과 수평상태를 유지하였

으며, 옆선은 뒤가슴너비에서 커트하여 앞가슴너비에 추가하였

다. 따라서 의복의 기능성은 여유량의 영향을 받으며, 인체구조

와 동작 연구에 의해 더욱 기능적이고 편안한 의복을 제작 할

수 있었으므로 실험원형 3을 유형별 상의원형으로 선정하였다. 

3.4. 각 부위별 여유량 고찰 및 분석

완성된 유형별 상의원형의 부위 및 항목별 여유량(Table 7

참조)은 다음과 같다.

① 윗가슴둘레의 여유량은 유형 1이 14.4 cm, 유형 2는

15 cm, 유형 3은 17.02 cm며, 비율은 유형 1에서 15.65%, 유

형 2에서 15.79%, 유형 3에서 16.37%로 나타났다. 

② 여유량의 30%를 배분한 진동깊이는 유형 1에서

3.63 cm(25.21%), 유형 2는 3.95 cm(26.33%), 유형 3은

5.95 cm(34.96%)로  나타났다.  그 결과  진동깊이는  윗가슴둘

레 여유량의 영향을 받았으며, 앞진동깊이는 유형 1에서

4.00 cm(27.78%), 유형 2에서는 5.30 cm(35.33%), 유형 3에서는

7.55 cm(44.36%)를 나타났다.

③ 앞품, 옆품, 뒤품은 여유량을 각각 30%, 30%, 40%를 배분하

였으며, 그 결과 유형 1은 1.70 cm: 3.54 cm: 1.96 cm, 유형 2는

2.00 cm: 3.50 cm: 2.00 cm, 유형 3에서는 2.06 cm: 4.23 cm:

2.11 cm의 여유량을 나타냈다. 앞품, 옆품, 뒤품의 여유비율은 유형

1에서 23.61%: 49.17%: 27.22%, 유형 2는 26.67%: 46.67%:

26.67%, 유형 3은 24.20%: 51.01%: 24.79%로 나타났다.  앞품과

뒤품은 여유 배분량의 차이는 있었으나, 유형 2와 3에서는 앞

품과 뒤품의 차이가 없었으며, 전체적으로 앞품은

Table 7. 유형별 각 부위의 여유량                                                                                       (unit :cm)

부 위
유형 1 유형 2 유형 3

평 균
여유량 % 여유량 % 여유량 %

뒤진동깊이(1/2) 3.63(1.82) 25.21 3.95(1.98) 26.33 5.95(2.98) 34.96 4.51(2.26) 

뒤 품 (1/2) 1.96(0.98) 27.22 2.00(1.00) 26.67 2.11(1.06)  24.79 2.02(1.01) 

어깨너비 (1/2) 1.90(0.95) 26.39 0.60(0.31) 8.27 0.80(0.40)  9.40 1.11(0.55) 

옆 품 (1/2) 3.54(1.77) 49.17 3.50(1.75) 46.66 4.23(2.12)  51.01 3.80(1.90) 

앞 품 (1/2) 1.70(0.85) 23.61 2.00(1.00) 26.67 2.06(1.03)  24.20 1.92(0.96) 

가슴여유량/2 7.20 7.50 8.51 7.74 

앞진동깊이(1/2) 4.00(2.00) 27.78 5.30(2.65) 35.33 7.55(3.78)  44.36 5.62(2.81) 

앞어깨너비(1/2) 0.65(0.32)  9.03 0.15(0.07) 2.00 0.65(0.32)  7.64 0.48(0.24) 

앞가슴너비/2 3.10 43.10 3.15 42.00 3.80  44.70 3.35 

뒷가슴너비/2 4.10 56.90 4.35 58.00 4.70  55.20 4.38 

Table 8. 문화식과 앞품, 옆품, 뒤품의 여유비율 비교

구분  부위별 공식

연

구

원

형

 윗가슴둘레 = b/2+(b/10-2 cm)

 앞품 = 앞품/2+뒤품/20

 뒤품 = 뒤품/2+뒤품/20

 옆품=윗가슴둘레-(앞품+뒤품)

문

화

식

원

형

 윗가슴둘레 = b/2+8(~10)cm

 앞품 = b/6+4 cm

 뒤품 = b/6+4.5 cm

 옆품=윗가슴둘레-(앞품+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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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인 것을 볼 때 앞·뒤품은 외관에 영향을 받고 있으나 옆

품은 활동시 앞·뒤품의 부족분량을 보충해주는 완충역할을 하

였다. (Table 8)은 문화식원형(三吉滿智子, 2002)과 본 연구원형

으로 제도하여 앞품, 옆품, 뒤품의 여유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문화식은 윗가슴둘레가 커짐에 따라 앞품의 여유는 적어지고,

옆품에는 여유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뒤품에는 여유가 적게 나

타났다. 이것은 뒤품에 여유가 적은 것은 뒤면의 피트성이 좋

다고 볼 수 있으나, 옆품에 여유가 많은 것은 다양한 체형에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④ 앞·가슴너비의 여유량은 유형 1에서 3.10 cm: 4.10 cm이

며 비율은 43.10%: 56.90%, 유형 2는 3.15 cm: 4.35 cm로 비

율은 42.00%: 58.00%, 유형 3에서는 3.80 cm: 4.70 cm이었으

며, 비율에서는 44.70%: 55.20%로 나타났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남성상의 원형의 적합한 여유량을 산출하기 위하

여 30대 남성을 체형별 피험자로 선정하여 피티드 원형을 전개

하고, 여유를 분배하여 착의실험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차 실험결과 선정된 여유량은 12 cm, 15 cm, 18 cm였으

며, 이를 피티드 원형을 분할하고, 분배한 1차 실험원형의 외

관검사 결과, 유형 1, 2는 15 cm, 유형 3은 18 cm의 여유량이

적합하였으며, 기능성 검사 결과는 모든 유형에서 여유량

18 cm가 가장 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를 따라서 여유량

은 피험자의 윗가슴둘레치수에 비례하였으므로, 유형별 실험원

형의 여유량은 유형 1과 2에 15 cm, 유형 3에 18 cm로 설정

하였다. 

2)착의실험을 통하여 완성된 상의원형의 여유량은 윗가슴둘

레와 각 부위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유형별 윗가슴둘레의 여

유량 및 비율은 윗가슴둘레 치수의 크기에 영향을 받아 변화하

였다. 앞·뒤진동깊이는 윗가슴둘레 여유량의 영향을 받았으며,

앞품과 뒤품의 여유는 외관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옆품의 증가

는 앞·뒤품 여유 중 일정분량이 이동되어 활동시 앞·뒤품의

부족분량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패턴설계시 부가되는 여유량은 계측치에 따라 다르

게 적용하여야 하며, 체중의 증가 및 체형변화에 따라 옆품의

변화가 인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소수의 피험자를 대상으

로 실시한 연구결과이므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공업진흥청. (1999). 한국공업규격(KS A 7004) 인체측정방법. 서울.
김미경. (1992). 석고법에 의한 남성복 Bodice원형의 피복인간공학적
접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경아, 박정순, 이경희. (1988). 체형별 상지동작에 따른 상체의
체표면 변화에 관한 연 구. 대한가정학회지, 26(2), .1-13.

김혜경, 권숙희, 김순자, 박은주, 서추연, 이숙녀, 전은경, 조정미.
(1997). 피복인간공학실험설계방법론. 서울: 교문사, pp. 231-232.

정옥임. (1990). 인체와 의복공학. 서울: 수학사, p.28.
정혜락. (1990). 각종 부인복원형의 여유감에 대한 고찰. 한국의류학
회지, 14(4), 274-280. 

함옥상. (1979). 의복원형의 기능성에 관한 인간공학적 연구-상체피
부면의 신축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7(4), 1-14.

三吉滿智子. (2002). 복장조형학 이론편. 서울: 교학연구사, pp. 172-
173.

間壁治子, 百田裕子. (1991). 上肢動作とバタインとの 關運について(
第1報). 纖維製品消費科學, 32(1), 27-33.

田山絹江. (1979). 衣服のゆとりに關する硏究(第1報), 京都女大被服學
會雜誌, 24(1), 14-22.

田山絹江. (1983). 衣服原型の設定について(), 衣生活硏究創刊10周年
記念號, 46-53.

邊井康子, 丹羽雅子. (1987). 被服學槪論. 東京: 朝倉書店, pp.63-69,
79-93.

猪又美宋子, 堤江美子, 西野美智子. (1982). 衣服のゆとりと動作適合
性に關する考察. 家政學雜誌, 33(3). 129-135. 

中澤 愈. (1996). 衣服解剖學(人體構造謖몇捧·パタソ), 東京: 文化出
版局. pp.174-176.

Kim, J. S., & Lee, W. J. (200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en's
Basic Bodice Patterns According to Somatotyp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5(10), 62-70.

Kim, J. S., Shim, K. N. & Lee, W. J. (2001). A classification of
somatotypes of Korean males in thirties(Part)-Focused on the
upper bod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ustom Culture. 4(2),
77-85.

Erwin, M.D. (1969). Practical Dress Design. N.Y: Macmillan, p.8.

(2008년 2월 1일 접수/ 2008년 3월 24일 1차 수정/

2008년 10월 15일 게재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