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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비만 여성용 재킷패턴의 여유량 분포에 따른 착시효과

The Visual Illusion Using the Adequate Ease Distribution of Jacket Pattern for 

the Middle Aged Women of Obese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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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ody image is important as it is related to self-esteem and can be enhanced by clothing and the degree of enhancement is 

related to clothing fit.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find the adequate ease distribution of jacket pattern for the obese women who want to slenderize 

their shape by optical illusion. Subjective evaluation of the visual appearance we collected and, at the same time, 3D clothing air 

volume was observed for the nine types of experimental jackets with different ease distribution.

As results it was found that jacket pattern for the obese women is that the front width of pattern is wider than what of back 

width in waist and abdomen. It was also noted that there was distance between clothing and skin in the girth around hip of jacket. 

3D scanner clearly demonstrated the distribution of ease is useful to find the pattern variables responsible for the slender 

appearance of the obese women. The ready-to-made clothes for the obese women's clothing should be manufactured systematically 

in due consideration of the diversity and scarcity of the obese women's body shape.

Key Words : Visual Illusion, Adequate Ease Distribution of Jacket Pattern, the Middle Aged Women of Obese Figure, 3D 

clothing air volum

Ⅰ. 서론

1. 연구배경

바디 이미지(body image)는 자존감이나 자기개발에 영

향을 미친다. 바디 이미지는 의복으로 높일 수 있으며, 의

복의 맞음새(fit)와 깊은 관계를 갖는다(LaBat and DeLong, 

1990). 바디 이미지에서 의복의 맞음새 효과는 다양한 체격

을 가진 사람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마르거나 

중간정도의 인체를 가진 사람은 라지 사이즈(larger sizes)

의 티셔츠(T-shirts)를 입었을 때 더 크게 느껴지나 뚱뚱한 

사람에게는 더 날씬하게 보인다(Fan et al., 2003)고 하였다. 

젊은 여성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맞음새 선호도에 

대한 연구에서는 특정한 신체부위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 

부위에 꼭 맞는 것을 선호하고 몸무게에 불만이 있는 사람

들은 헐렁하게 입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rina Alexander, 2005).

신체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로는 WHR(waist-hip 

ratio), BMI(body mass index)등이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

에는 VHI(Body volume divided by the square of the 

height)가 여성의 신체적 매력에 대한 시각적 결정과 관련

이 깊다는 연구 결과(Fan et al., 2004)도 발표된 바 있다. 

중년여성의 체형은 키와 길이치수는 젊었을 때와 거의 

변화가 없지만 둘레나 너비치수 그리고 체형 실루엣 등의 

변화가 불만감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중년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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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체형의 크기와 형태를 보완하여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의복형태가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배, 

허리, 엉덩이 등의 골반부와 비만으로 인해 변형된 체형

의 실루엣이 드러나지 않고 의복의 실루엣이 더 의식되는 

형태디자인이 더 효과적인 보완효과를 나타낼 것이다(위

민하, 1999). 

특히 중년비만여성(Rohrer지수 1.6이상)의 경우에는 동

일한 신장 및 가슴둘레의 치수라도 일반 중년여성에 비해 

배둘레나 허리둘레의 증가가 더욱 두드러지며, 배둘레와 

허리둘레의 증가에 비해 엉덩이둘레의 증가는 적어 전반적

으로 균형이 깨지게 되어 WHR이 젊은 여성에 비하여 현저

히 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중년비만여성은 자신의 잠재된 

매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의복-인체구조(Apparel-Body 

Construct)를 찾고자 한다(Marilyn R. DeLong, 1998). 그러

므로 자신의 신체특성을 그대로 드러낸 의복보다는 자신의 

신체 특성에 따른 결점을 착시효과를 이용하여 패턴에 반

영하도록 하여 ‘가시적 표준화’를 표현해 주는 의복을 선호

한다(강여선, 2005).

의복-인체구조의 시각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시각효과를 통해 체형의 결점을 

보완하는 디자인 형태에 관한 연구들(김태경(1990), 안선희

(1988), 김영희(1992))이 이루어져 왔다. Lennon(1988)는 연

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신체적 매력을 되찾기 위해 체

형결점을 의식한 의복착용을 하게 되며 의복행동 또한 변

화가 일어나 젊었을 때와는 달리 유행보다 체형에 대한 의

복의 시각적 맞음새를 요구하게 된다고 하였다.

LeBat(1990)은 의복의 맞음새는 시각적, 감각적, 운동 

역학적 상호관계에 의한 복합적 감각현상으로 복식의 형

태미는 인체의 특징과 착장 여유량, 스타일 여유량, 그리

고 개인적인 기호에 의한 시각적 의복의 맞음새를 포함한

다고 하였다.   

특히 재킷은 스커트나 바지에 비해 신체특성을 가장 민

감하게 반영하는 의복 종류이다. 중년 비만여성의 경우 적

절한 맞음새를 갖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위는 허리둘

레와 배둘레라고 할 수 있다. 3D 스캐너를 이용한 허리, 배, 

엉덩이 둘레의 단면분석에서 사이즈가 커질수록 flat(플랫)

한 모양에서 점점 heart(하트)모양에 가까운 형태를 나타내

므로 맞음새 향상을 위해서는 단지 사이즈의 치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치수 분류를 체계화 하여 특수 착용자의 인체 

차이에 기초한 새로운 치수시스템이 요구된다(Suzanne 

Loker, Susan Ashdown, and Katherine Schoenfelder, 

2005). 따라서 중년 비만여성의 재킷설계에서는 이러한 신

체특성과 ‘가시적 표준화’를 동시에 패턴에 적용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스캐닝을 이용하여 중년 

비만여성용 재킷패턴의 여유량과 분포에 따른 착시효과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년비만여성용 

재킷에서 얼마만큼의 여유량을 어떻게 분포시키는 것이 

더 우수한 착시효과를 보이는지 알게 하여 중년 비만여성

용 재킷패턴 개발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중년 비만여성이 허리둘레와 배둘레의 

맞음새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복식의 형태미를 결정짓는 

요인 중 착장 여유량 및 스타일 여유량에 영향을 주는 허

리둘레 및 엉덩이둘레에서의 여유량을 가지고 ‘가시적 표

준화’를 표현해 주는 재킷패턴을 제안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손부현, 홍경희, 2005)에서 중년여성의 기존 

재킷패턴 중 중년 비만여성에게도 적용 가능했던 재킷패

턴에 대하여 여유량에 변화를 주고 또 동일한 여유량이더

라도 여유량 분포를 달리하여 중년 비만여성의 신체 특성

에 따른 결점을 보완하여 착시효과가 우수한 패턴을 제안

하고자 한다. 또 이때의 앞뒤면에서의 공극량 분포와 허

리둘레, 배둘레 및 엉덩이둘레선상 단면에서의 공극량 분

포를 제시하여 착시효과와의 일관성을 파악하고 3D 스캐

너를 이용한 공극량 분석이 의복의 맞음새 평가에 유용함

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중년 비만여성을 위한 재킷 패턴연구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의복의 외관 및 맞음새의 객관적

인 평가에도 이용될 수 있어 착시효과 평가를 위한 데이

터베이스 구축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측정방법

착용실험을 위한 피험자는 중년 비만여성(30세～59세, 

Rohrer 지수 1.6 이상)의 평균치에 근접한 피험자 4명을 

선정하였다. 피험자의 인체계측 데이터는 의복 패턴 제작

시 주로 이용되는 인체치수항목을 중심으로 <표 1>에 제

시하였다.

실험복은 선행연구(손부현, 홍경희, 2005)를 통하여 날

씬하게 보이는 기존의 중년 여성용 재킷 패턴을 이용하되

(그림 1 참조) 여유량 분포에 따른 착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 재킷 패턴으로 제작된 머슬린 재킷의 여유량을 

최소한으로 준 상태로 밀착시킨 후 이를 실루엣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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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둘레: 여유량1/2-3/4”(전체 5cm～7.5cm)

엉덩이둘레: 옆선에서 1/4-3/8”여유량, 다트를 이용해 양쪽으로 1/4”씩 겹침(전체 7.5cm～9.0cm) 

[그림 1] 재킷 패턴

측정부위
인체 치수

측정부위
인체 치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목밑둘레 38.62 0.47 뒤품 35.93 1.72

윗가슴둘레 90.72 1.30 유두간격 19.25 1.25

가슴둘레 93.77 0.45 등길이 37.00 3.08

배둘레 94.12 1.18 앞길이 39.45 3.16

허리둘레 80.75 5.04 앞중심길이 30.75 2.53

엉덩이둘레 95.00 2.16 어깨길이 13.00 1.51

진동둘레 40.00 3.36 유장 27.17 2.11

윗팔둘레 30.05 1.78 팔길이 50.50 2.38

어깨너비 35.12 1.61 Drop I

(가슴둘레-허리둘레)
13.02 4.61

가슴너비 29.70 1.82

앞품 32.82 0.88
Drop II

(엉덩이둘레-허리둘레)
14.25 7.10

<표 1> 피험자의 인체 치수 (단위: cm)

줄 수 있는 옆선(Side seam), 앞·뒤 프린세스라인(Princess 

line), 뒤중심선(Center back line)에서 여유량 및 분포에 

변화를 주었다. 앞판에서는 앞 프린세스라인에서의 여유

량을 변화시켰으며, 뒤판에서는 뒤중심선이나 뒤 프린세

스라인에서의 여유량 변화를 주었고, 그 외 옆선, 단 부위

에서도 여유량에 변화를 주었다. 각 부위에서의 추가된 

여유량은 <표 2>에 제시하였으며, A그룹은 1/2 몸판에서 

0.8cm, B그룹은 1.6cm, C그룹은 2.4cm D그룹은 3.2cm, E

그룹은 최소한의 여유량으로 밀착시킨 것이다. 

재킷의 소재는 신축성이 가미된 T/W 50/50으로 제작되

었으며 소재의 물성은 <표 3>과 같다. 착용실험은 재킷을 

착용한 상태에서 앞면과 옆면을 각각 사진 촬영한 후 이 사

진을 가지고 평가를 실시하였다(그림 2 참조). 공극량 분석

은 3차원 스캐너(Whole body color 3D scanner Model 

WB4, Cyberware, Inc., USA)와 소프트웨어(Rapidform 

2001 INUS technology, INC., Korea)에 의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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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옆면

O FBSS O FBSS

[그림 2] 착시효과를 위한 피험자 사진의 일례

위치

Group Type

뒤판/2 앞판/2
비고

뒤 중심선 뒤 프린세스 옆선 앞 프린세스 옆선

A

F
waist O O O O+0.8 O

앞프린세스라인에 여유량
hip O O O O+0.8 O

B
waist O+0.4 O+0.4 O O O 뒤중심, 뒤프린세스라인에 

여유량hip O+0.4 O+0.4 O O O

B
FB

waist O+0.4 O+0.4 O O+0.8 O 뒤중심, 앞/뒤프핀세스에 

여유량hip O+0.4 O+0.4 O O+0.8 O

SS
waist O O O+0.8 O O+0.8

옆선에만 여유량
hip O O O+0.8 O O+0.8

C

FSS
waist O O O+0.8 O+0.8 O+0.8 옆선과 앞프린세스라인에 

여유량hip O O O+0.8 O+0.8 O+0.8

BSS
waist O+0.4 O+0.4 O+0.8 O O+0.8 옆선과 뒤중심, 

뒤프린세스에 여유량hip O+0.4 O+0.4 O+0.8 O O+0.8

D

FBSS
waist O+0.4 O+0.4 O+0.8 O+0.8 O+0.8

전체적으로 여유량
hip O+0.4 O+0.4 O+0.8 O+0.8 O+0.8

FBS'S'
waist O O O O O 엉덩이둘레선(단부위)에서

만 여유량hip O+0.4 O+0.4 O+0.8 O+0.8 O+0.8

E O
waist O O O O O

여유량 없앰
hip O O O O O

F는 앞프린세스라인에, B는 뒷중심과 뒤프린세스라인에, S는 옆선에 여유량을 준 것을 의미함. O는 Original 패턴으로 최소한의 

여유량을 가진 패턴을 의미하며, '는 hip(단부위)에서만 여유량을 준 것을 의미함.

<표 2> 각 패턴의 부위별 여유량 변화 (단위: cm)

2. 분석방법

착시효과 평가는 Quad analysis method(Miller R. W., 

2002)를 응용한 순위 매김법(그림 3 참조)을 이용하여 ‘날

씬해 보인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으

며, Rank sums(순위의 합)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손부현, 홍경희, 2005)를 통해 '허리가 가늘어

보인다', '배가 덜 드러나 보인다', '균형잡혀 보인다'등의 

문항이 '날씬해 보인다'는 문항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

어 착시효과 평가시 '날씬해 보인다'는 문항으로 평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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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Quad analysis

Group Pattern Type
순위의 합

착시효과 순위
앞면 옆면 앞옆면 합

A(0.8cm)
F 664 431 1095 2

B 692 660 1352 4

B(1.6cm)
FB 645 790 1435 6

SS 725 613 1338 3

C(2.4cm)
FSS 753 822 1575 7

BSS 645 968 1613 8

D(3.2cm)
FBSS 987 1086 2073 9

FBS'S' 809 599 1408 5

E(0.0cm) O 560 512 1072 1

<표 4> 패턴별 순위의 합을 이용한 착시평가

섬유 혼용율1)

(%)

두께2)

(mm)

밀도3)

(올/5cm)
중량4)

(g/m2)

신장율5)

(%)

잔류변형율6)

(%)

신장 회복율7)

(%)

경사 위사 경사 위사 경사 위사 경사 위사

T/W 50/50 0.47 88.00 61.62 240.58 11.50 40.80 1.50 8.50 83.70 73.90

1)혼용율: KS K 0210  2)두께: KS K 0506  3)밀도:KS K 0511  4)중량:KS K 0514

5)신장율: KS K 0352(적용하중: 1.5kg/5cm)  6)잔류변형율: KS K 0352(5.2.2 정하중법)   

7)신장회복율: KS K 0352(5.2.2 정하중법)

<표 3> 실험복 소재의 물성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평가는 의류학을 전공한 대학원생 

9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후 평가자라고 칭함)에 의

해 이루어졌으며, Unique Portion of Quad Designs는 

1245, 1469, 3457, 5679, 2368, 3479, 4568, 1389, 1257, 1458, 

1678, 2569, 1249, 2789, 2346, 1367, 2478이다. 통계처리는 

SPSSWIN 11.0을 통한 통계적 분석방법(Correlation, 

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차원의 영상 촬영에 의

한 공극량 분석은 앞뒤면에서의 공극량 분포와 허리둘레, 

배둘레(①배꼽위치, ②가장 튀어나온 배위치), 엉덩이둘레

의 단면에서의 공극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착시효과 평가를 위한 착용실험

1) 순위의 합을 이용한 평가

9가지 패턴으로 제작된 재킷을 착용한 사진에 대하여 

‘날씬해 보인다’는 문항에 대하여 각각 1, 2, 3,․․․, 9로 

순위를 평가하게 하여 각 순위의 합인 Rank sum을 가지

고 착시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표 4 참조). 수치

가 낮을수록 날씬하게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 것이며, 착

시효과가 우수한 패턴으로 간주된다.  

A그룹에서는 즉 같은 양의 여유량을 앞 프린세스라인

에 설정한 패턴과 뒤중심라인과 뒤프린세스라인에 분할하

여 설정한 패턴을 비교했을 때 앞면, 옆면에서의 착시효

과 모두에서 앞프린세스라인에 여유량을 설정한 것이 더 

효과적임을 나타내었다. 이는 비만여성의 경우 복부의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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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킷종류(n=36)
subject for alpha=.05

F-value
1 2 3 4

앞면

O 15.56

15.88
***

FB 17.92 17.92

BSS 17.92 17.92

F 18.44 18.44

B 19.22

SS 20.14 20.14

FSS 20.92 20.92

FBS'S' 22.47

FBSS 27.42

재킷종류(n=36)
subject for alpha=.05

79.60***

1 2 3 4 5 6

옆면

F 11.97

O 14.22

FBS'S' 16.64

SS 17.03

B 18.33

FB 21.94

FSS 22.83

BSS 26.89

FBSS 30.17

Student-Newman-Keuls

<표 5> 패턴별 순위 합에 의한 일원 분산분석 결과

출을 앞 프린세스라인에서의 여유량으로 잘 커버했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B그룹의 뒤중심, 앞/뒤 프린세스라인에 여유량을 설정

한 패턴과 동일한 여유량을 옆선에서만 설정한 패턴을 비

교했을 때 앞면에서 본 착시효과는 전자가, 옆면에서 본 

착시효과는 후자가 더 날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C그룹에서는 옆선과 앞 프린세스라인에 여유량을 설정

한 패턴과 동일한 여유량을 옆선과 뒤중심, 뒤프린세스라

인에 설정한 패턴을 비교했을 때 앞면에서 착시효과는 후

자가, 옆면에서의 착시효과는 전자가 더 날씬해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D그룹에서는 허리둘레에서는 여유량을 설정하지 않고 

엉덩이둘레에서만 여유량을 설정한 패턴이 허리둘레와 엉

덩이둘레 모두에 여유량을 설정한 것보다 앞면과 옆면에

서 본 착시효과가 모두 우수하였다. 

순위의 합을 이용하여 앞면과 옆면에서의 ANOVA 및 

Student-Newman-Keuls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그룹별로 구분하여 앞면에서 본 착시효과를 살펴보면 

F>B, FB>SS, BSS>FSS, FBS'S'>FBSS로 나타났으며, 옆면에

서 본 착시효과는 F>B, SS>FB, FSS>BSS, FBS'S'>FBSS로 

나타났다. 즉 여유량이 적은 A그룹에서는 앞판에 여유량

을 설정한 패턴이 뒤판에 여유량을 설정한 것보다 앞면 

및 옆면에서의 착시효과가 좋았다. B그룹에서의 앞에서 

본 착시효과는 옆선에 여유량을 설정한 패턴보다 앞뒤에 

여유량을 설정한 것이 더 착시효과가 좋으며 옆면에서 본 

착시효과는 앞뒤에 여유량을 설정한 패턴보다 옆선에 여

유량을 설정한 것이 더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C그

룹에서는 앞면에서 본 착시효과는 뒤와 옆선에 여유량을 

설정한 패턴이 더 우수하고 옆면에서 본 착시효과는 앞과 

옆선에 여유량을 설정한 것이 더 우수하게 나타났다. 여

유량이 많은 D그룹에서는 전체적으로 여유량을 설정한 

패턴보다 허리는 밀착되고 엉덩이둘레에 여유량을 설정한 

것이 착시효과가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허리 및 엉덩이둘레의 여유량이 착시효과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유량과 착시효과 평가 결

과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그림 4 참조). 

앞면과 옆면에서의 평가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

문에 각각의 평가 값과 앞면과 옆면에서의 평가의 합을 

볼 수 있도록 그래프로 나타내었다(그림 5 참조).  



중년비만 여성용 재킷패턴의 여유량 분포에 따른 착시효과 7



- 475 -

여유량과 착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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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종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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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과

 착
시

효
과

 순
위

허리둘레의 여유량

엉덩이둘레의 여유량

전면에서의 착시효과

측면에서의 착시효과 

통합 착시효과

[그림 4] 여유량과 착시효과와의 관계

0

500

1000

1500

2000

2500

F B FB SS FSS BSS FBSS FBS'S' O

옆면

앞면

[그림 5] 패턴별 순위 합을 이용한 착시효과 평가(순위의 합이 낮을수록 착시효과가 우수한 패턴을 의미함)

앞면과 옆면에서의 평가를 종합해 볼 때 전체적으로 

여유량이 적은 패턴이 우수한 착시효과를 보였으며, 이때

의 여유량은 앞 프린세스라인에 설정하는 것이 우수한 착

시효과를 보인다. 여유량이 많은 패턴에서는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모두에 여유량이 설정된 패턴보다는 허리는 

밀착되면서 엉덩이둘레에 여유량을 준 패턴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 패턴별 전체 여유량과 착시효과 분석

패턴별 전체 여유량은 재킷패턴의 허리 및 엉덩이 위

치의 둘레 치수와 피험자의 허리 및 엉덩이둘레 치수와의 

차이를 가지고 구하였으며 <표 6>에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여유량에 따라 착시효과에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또 동일한 여유량이더라도 어

느 위치에 설정하였는가에 따라 착시효과에 차이가 있음

을 보여주었다. 착시효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된 재킷패턴

의 허리둘레에서의 여유량은 3.2～6.4cm, 엉덩이둘레에서

는 4.8～8.0cm로 선행연구(손부현, 홍경희, 2005)에서 기존

의 패턴 중 중년 비만여성에게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패턴의 허리둘레의 여유량 5～7.5cm, 엉덩이둘레의 여유

량 7.5～9cm이었던 것과 어느 정도 일치된다. 다만 중년 

비만여성을 위한 재킷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같은 양의 

여유량이더라도 배의 돌출에 따른 체형 변화를 고려하여 

뒤판보다 앞판에서 더 많은 여유량이 설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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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패턴

패턴에서의 전체 

허리둘레

허리둘레의 

여유량1)

패턴에서의 전체 

엉덩이둘레

엉덩이둘레의 

여유량2) 착시효과 순위

F 88.8 4.8 100.4 6.4 2

B 98.8 4.8 100.4 6.4 4

FB 90.4 6.4 102.0 8 6

SS 90.4 6.4 102.0 8 3

FSS 92.0 8.0 103.6 9.6 7

BSS 92.0 8.0 103.6 9.6 8

FBSS 93.6 9.6 105.2 11.2 9

FBS'S' 87.2 3.2 105.2 11.2 5

O 87.2 3.2 98.8 4.8 1

1) 패턴과 피험자 석고의 허리둘레(84.0cm) 차이 

2) 패턴과 피험자 석고의 엉덩이둘레(94.0cm) 차이

<표 6> 패턴별 여유량 (단위 cm)

Pattern type 전체비율
0.5~0.4

(cm)

0.4~0.3

(cm)

0.3~0.2

(cm)

0.2~0.1

(cm)

0.1~0.0

(cm)
평균

A
F 99.53 1.19 2.83  8.48 15.51 68.90 0.09cm

B 99.54 1.06 5.01 10.52 19.98 59.78 0.11cm

B
FB 99.17 2.79 7.23 10.20 22.53 53.04 0.13cm

SS 99.56 1.48 4.27 9.38 16.98 64.54 0.11cm

C
FSS 99.50 3.30 6.53 11.62 21.89 53.16 0.11cm

BSS 98.59 2.97 6.39 11.99 20.97 53.06 0.13cm

D
FBSS 98.58 3.82 7.59 12.40 27.78 43.44 0.15cm

FBS'S' 98.53 1.91 5.30 10.39 21.05 56.81 0.12cm

O 99.51 1.57 3.72  9.08 17.88 64.51 0.10cm

<표 7> 패턴별 공극량 단위 : %

한편 허리 및 엉덩이둘레에서의 지나친 여유량 즉 허

리둘레에서 9cm, 엉덩이둘레에서 11cm이상의 여유량에서

는 전체적으로 착시효과가 떨어졌으며, 이때는 여유량을 

허리둘레에서는 주지 않고 엉덩이둘레에서만 준 것이 더 

우수하였다. 허리둘레에서는 어느 정도 밀착되면서 복부

를 잘 감싸고 엉덩이둘레의 단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떨

어져 있는 실루엣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사이즈가 커질수록 앞면으로의 돌출로 인한 단면

형태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맞음새 향상뿐만 아니라 착시

효과를 위해서도 단지 사이즈의 치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체형의 변화에 기초한 패턴변화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2. 3차원 영상 쵤영에 의한 공극량 분석

공극량 분포는 <표 7>과 같으며, 패턴별 공극 분포도를 

[그림 6]에 제시하였다. 앞에서 착시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A그룹의 F패턴은 허리둘레에서는 어느 정도 밀착

되면서 단부분에서는 떨어져 있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손부현, 200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1) 전후의 공극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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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앞면 뒤면

F

B

FB

[그림 6] 공극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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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앞면 뒤면

SS

F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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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앞면 뒤면

FBSS

FBS'S'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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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단면 공극량 분석을 위한 구분

패턴 종류 위치
앞부분

2*(F~FR0°)

앞프린세스

(FR0°~FR30°)+

(FR30°~FR60°)

옆선부분

(FR60°~SR90°)+

(SR90°~BR60°)

뒤프린세스

(BR60°~BR30°)+

(BR30°~BR0)

뒤부분

2*(BR0°~B)

F

허리 17.43 14.87 5.75 8.30 24.74

배 1 13.30 1.65 4.54 11.81 21.64

배 2 13.32 10.29 4.50 2.59 6.74

엉덩이 46.46 30.39 9.10 9.38 11.14

B

허리 22.23 17.93 7.00 13.16 29.14

배 1 14.85 6.23 5.68 13.47 28.46

배 2 14.71 16.85 8.16 4.48 11.26

엉덩이 44.90 41.51 13.05 8.54 10.67

FB

허리 22.08 20.84 6.52 16.51 36.72

배 1 12.64 4.86 5.07 14.48 35.33

배 2 8.79 18.00 9.25 7.34 14.69

엉덩이 49.60 41.85 16.58 15.19 11.48

SS

허리 16.10 14.71 5.30 11.91 31.21

배 1 10.99 6.09 5.21 13.00 26.34

배 2 12.16 19.01 6.71 3.82 10.47

엉덩이 47.36 47.06 11.46 10.26 14.10

<표 8> 단면에서의 공극량 (단위 cm
2
)

2) 단면에서의 공극량 분석

각 단면에서의 공극량 분석은 Rapidform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단면구분(그림 7 참조)은 선행연구

(김혜경 외, 2001)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단면의 공극량 분

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create plane→surface 추출→create vector→rotate 

plane→measure distance →offset plane으로 일정거리에

서 plane 생성→30°, 60°, 90°의 create vector-→lane 생성

→surface 추출→surface trim→원하는 surface를 선택하여 

정보를 추출하였다.

단면의 공극량 계산은 앞부분의 공극은 F~FR0°을 2배로 

하였으며, 앞 프린세스부분은 FR0°~FR30°와 FR30°~FR60°

부분의 합으로, 옆선부분은 FR60°~SR90°와 SR90°~BR60°

의 합으로 계산하였으며, 뒤프린세스부분은 BR60°~BR30°

과 BR30°~BR0의 합으로, 뒷부분은 BR0°~B의 2배로 하여 

산출하였다. 단면의 각 부분의 공극량은 <표 8>과 같다. 

여유량 설정에 따른 공극량 분포를 살펴본 결과, 여유

량이 적은 패턴에서는 최소 여유량의 패턴(Original 패턴)

보다 공극은 증가하지만 여유량을 앞몸판에 설정하였다고 

해서 앞몸판의 공극이 반드시 증가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이는 설정된 여유량이 복부의 돌출에 의해 이동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유량이 증가하면서 여유량을 설정한 

위치에 공극이 분포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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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종류 위치
앞부분

2*(F~FR0°)

앞프린세스

(FR0°~FR30°)+

(FR30°~FR60°)

옆선부분

(FR60°~SR90°)+

(SR90°~BR60°)

뒤프린세스

(BR60°~BR30°)+

(BR30°~BR0)

뒤부분

2*(BR0°~B)

FSS

허리 23.73 18.72 7.95 19.96 41.31

배 1 11.75 3.44 6.14 22.51 37.41

배 2 12.02 14.54 11.17 11.37 18.32

엉덩이 46.26 41.50 18.11 14.91 23.25

BSS

허리 19.22 15.29 9.37 19.89 42.44

배 1 15.82 4.45 5.21 21.52 35.84

배 2 17.64 14.95 7.57 9.55 12.85

엉덩이 52.11 38.24 12.53 12.68 14.86

FBSS

허리 22.05 19.23 12.58 24.05 42.58

배 1 19.72 7.93 9.42 27.49 39.95

배 2 20.36 22.00 14.71 16.93 20.79

엉덩이 56.77 52.42 20.62 22.75 26.07

FBS'S'

허리 24.35 17.36 4.14 5.92 27.50

배 1 12.21 9.56 7.94 11.73 24.06

배 2 12.60 24.12 16.40 6.26 9.05

엉덩이 47.23 54.40 23.63 16.14 16.78

O

허리 19.12 13.36 3.88 6.61 26.86

배 1 9.21 3.28 4.77 10.76 2.44

배 2 9.70 12.83 5.59 3.98 10.64

엉덩이 42.58 35.23 12.40 10.13 14.99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그림 8] 각 단면에서의 공극 분포 

여유량 설정 위치에 따라 각 단면에서의 공극 분포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착시효과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

다(그림 8 참조). 착시효과가 우수한 패턴(F, O)과 착시효

과가 우수하지 않은 패턴(BSS, FBSS)과의 단면형상을 분석

한 결과 착시효과가 우수하지 않은 패턴의 경우 우수한 패

턴에 비해 허리둘레에서 옆과 뒷부분에 공극이 많았으며, 

배둘레에서도 뒷부분에 공극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착시효과가 우수한 패턴은 허리 및 배둘레에서 

여유량이 앞부분의 돌출을 감싸주고 반면에 여유량이 그

다지 필요하지 않은 옆이나 뒷부분은 여유량이 적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 엉덩이둘레에서는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

는 실루엣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중년 비만여성을 위한 재킷 패턴에서는 맞음새뿐만 

아니라 착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이즈가 커질수록 전

면으로의 돌출이 두드러지는 체형변화를 고려한 여유량 

분포를 갖는 패턴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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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여유량에 따라 착시효과에 차이가 있으며, 또 동일한 

여유량이라도 어느 위치에 설정하였는가에 따라 착시효과

에 차이가 있다.

여유량이 적은 A그룹에서는 앞판에 여유량을 설정한 

패턴이 뒤판에 여유량을 설정한 것보다 앞면 및 옆면에서

의 착시효과가 우수하다. B그룹에서의 앞면에서의 착시효

과는 옆선에 여유량을 설정한 패턴보다 앞뒤에 여유량을 

설정한 것이 더 착시효과가 우수하였으며 옆면에서 본 착

시효과는 앞뒤에 여유량을 설정한 패턴보다 옆선에 여유

량을 설정한 것이 더 효과적이다. C그룹에서는 앞면에서 

본 착시효과는 뒤와 옆선에 여유량을 설정한 패턴이 더 

우수하고 옆면에서 본 착시효과는 앞과 옆선에 여유량을 

설정한 것이 더 우수하게 나타났다. 여유량이 많은 D그룹

에서는 전체적으로 여유량을 설정한 패턴보다 허리는 밀

착되고 엉덩이둘레에 여유량을 설정한 것이 착시효과가 

더 우수하였다. 

앞면과 옆면에서의 착시효과를 모두 고려할 때 전체적

으로 여유량이 적은 패턴이 우수한 착시효과를 보였으며, 

이때의 여유량은 앞 프린세스라인에 설정하는 것이 효과

적이다. 여유량이 많은 패턴에서는 허리둘레와 엉덩이둘

레에 모두 여유량을 설정한 패턴보다 허리는 밀착되면서 

엉덩이둘레에 여유량을 설정한 패턴이 우수한 효과를 보

였다. 

착시효과가 우수하게 평가된 재킷패턴의 허리둘레에서

의 여유량은 3.2～6.4cm, 엉덩이둘레에서는 4.8～8.0cm이

었으며, 중년 비만여성의 복부 돌출에 따른 체형변화를 

고려하여 뒤판보다 앞판에 더 많은 여유량을 설정하는 것

이 요구된다.  

한편 허리 및 엉덩이둘레에서의 지나친 여유량 즉 허

리둘레에서 9cm, 엉덩이둘레에서 11cm이상의 여유량에서

는 전체적으로 착시효과가 떨어지고 이 경우 허리둘레에

서의 여유량을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여유량 설정에 따른 공극량 분포는 여유량이 적을 때

에는 최소 여유량 패턴보다 공극은 증가하지만 여유량을 

앞몸판에 설정하더라도 복부의 돌출에 의해 이동될 수 있

으며, 여유량이 증가하면서 여유량을 설정한 위치에 공극

이 분포됨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중년 비만여성의 복부돌출이라는 체형변

화를 고려하여 앞판에서의 여유량 설정으로 복부를 잘 감

싸고 옆과 뒷부분의 여유량은 줄여 허리둘레가 밀착되면

서 엉덩이둘레의 단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도록 

한 패턴이 체형변화를 반영하여 맞음새 향상을 가져올 뿐 

아니라 착시효과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착시효과가 우수

하다고 평가된 패턴의 앞면과 뒤면, 또 각 단면도에서의 

공극분포를 분석한 결과 착시효과 평가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 착시효과 분석에 3D를 이용한 공극량 분석이 유용

함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중년 비만여성이 허리둘레와 배둘레의 맞음새

에 문제가 크다는 것을 고려하여 재킷패턴에서 허리둘레

와 엉덩이둘레에서의 여유량 및 분포에 변화를 주고 착시

효과를 평가하였지만 착시효과는 여유량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가 작용하며, 더욱이 

적절한 맞음새에는 시각적으로 뿐만 아니라 운동 역학적, 

개인적인 기호가 작용하므로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요구

된다. 

주제어 : 착시효과, 재킷패턴의여유량 분포, 중년비만 

여성, 3D 의복내 공극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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