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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패션인형의 바디패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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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Fabric Fashion Dolls' Body Pattern

Mi-Ran Han and Yeo-sook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angwon Nat'l University, Changwon, Korea

Abstract : In this study, the ideal human body of adult woman is to express, and the body dimension of the woman model
is produced and compared in doll model with the bodily dimension by presenting the body pattern to produce the dolls
with the ideal body proportion visually. For the research process, by collecting, comparing and analyzing the body pattern
of the currently used embroidery fashion doll, the pattern of body suit that displays the body of women is designed with
the size of model with the height of 168cm. This is scaled for 1/4 of its entirety to make the doll of around 40cm and pro-
duced the research doll with two revisions.When compared with the ratio of each part of the body for the height of the
produced research doll with the bodily ration of the major ratio of the height of the standard bodily size of Size Korea 2004,
the ratio of the category of the height is almost consistent, and the width category is shown approximately 80~85%, waist
for 75%, thickness category for approximately 90% as the ideal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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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형은 흙, 나무, 종이, 헝겊이나 고무, 셀룰로이드, 비닐 등

으로 만든 사람 형상의 완구 또는 장식품으로, 인류역사와 더

불어 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인물을 중심으로 복식과 풍물을

축소하여 감정과 생명을 표현하는 대중문화의 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기의 패션유행을 알 수

있는 도구로써 유행전파의 역할을 수행했던 패션인형은 의상,

신발, 액세서리 등 토털 패션을 적용한 인형의 통칭이다.

대표적인 패션인형인 바비는 실제 인체보다 비정상적으로 가

는허리, 길고 가는 다리를 지녔으며, 그 외 패션인형으로는 블

라이스, 구체관절인형, 브랏츠 및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천으로

표현한 봉제패션인형 등이 있다.

인형과 패션용품의 구입은 이상적인 신체비례를 꿈꾸면서 대

리만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데, 실제 인체보다 비정상적으로

가는허리, 길고 가는 다리의 패션인형에 치장을 하면서 귀공녀

또는 슈퍼모델에 대한 대리만족으로 즐거움을 느낀다. 어릴 적

부터 이를 접한 여성들은 마른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수

척해지기를 원하는 병적인 현상을 보인다. 또한 1991년 산업

디자이너로 자신의 회사를 세운 캐시 메레디그가 표준 여성

의 신체 비율을 반영하여 디자인한 해피 투 비 미(Happy To

Be Me) 인형이 시장에서 실패를 한 실례가 있었는데 이는

소비자의 완벽한 인체미에 대한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다(이지

현, 2002).

패션인형은 인체가 축소된 것이기는 하지만 의상이라는 실

제를 추구하여 인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조형적이고 시각

적인 공간미술의 범주에 속하며, 복식이라는 시대성을 수반

한다.

인형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인형이미지나 이를 통한 인간상

에 관한 연구(신미경, 1993; 양정아, 2003)와 인형의상의 디자

인이나 상징성, 패션이미지에 관한 연구(김근정, 1999; 염혜정,

2002) 및 디자인 특성이나 조형미에 관한 연구(정흥숙·고정

원, 2002; 조정원, 2005; 이영선·최현숙, 2006) 등 패션인형을

통해 현대 패션 디자인을 조명하고 패션인형의 의상 디자인을

제시하였으나 인형제작과 관련하여 적절한 신체비례를 제시한

연구는 없었다. 인형의 신체비례도 의상제작에 있어 인체와 마

찬가지로 미학적인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패션 디자인과도 밀

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봉제패션인형을 소재로 하여 성인여성의 이

상적인 체형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여성모델의 신체치수를 참

조하여 인형바디를 제작하고, 인체와 비교하여 시각적으로 이

상적인 신체비례를 가진 인형을 제작할 수 있는 바디패턴을 제

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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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봉제패션인형의 바디패턴 수집과 제작

울산, 부산, 경남지역의 봉제패션인형 제작 강좌에서 사용하

는 바디패턴 및 인터넷 쇼핑몰, 인형 동호회 등에서 사용 중인

바디패턴 10점을 수집하여 비교, 제작하였다.

2.2. 봉제패션인형의 바디 패턴 설계 및 제작

본 연구에서는 인체자체의 변형과 해체를 거친 후 재구성 되

는 종래의 인형바디와는 달리 여성의 인체를 그대로 드러내어

패션인형으로 정확한 비례와 패션의 특성을 전달하는데 유리하

다고 판단된 바디슈트의 패턴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독일

Rundschau 사의 바디슈트의 제도법(Offizielles Mitteilungsblatt,

1998) Fig. 1에 따라 신장 168 cm의 모델의 사이즈(SMA,

2006) Table 1로 제도하여, 이를 40 cm 내외의 인형이 되도록

전체를 1/4로 축소하고, 어깨와 목 부분은 인형제작 시 사용하

는 방법으로 수정하여 인형 바디를 제작하였다.

바디 제작 시 소재는 평직 40수의 면과 폴리에스테르의 혼

방인 T/C를 소재로 외형을, 속은 폴리에스테르 솜으로 충전하

며, 봉제사는 강도가 높은 것(Extra strong : 32% cotton, 68%

polyester)을 사용하였다.

제작 시 시접은 3~5 mm로 하되 트임 부분인 토르소의 하단

부분은 7 mm로 하고, 외곽선은 0.7 mm 간격으로 홈질을 하

며, 두부, 체간부, 상지부, 하지부를 각각 솜으로 충전 하고 막

음처리 하되, 토르소 하단부분을 막음 처리하여 종이스탠드에

끼우거나 하지를 끼워 정리한다. 상지와 두부는 체간부의 적당

한 위치에 꿰매 붙인다.

2.3. 연구바디와 인체의 신체치수 비교

제작된 연구바디와 기준으로 사용했던 모델의 신체치수를 비

교하고, Size Korea 2004의 키에 대한 주요 부위의 키에 대한

비율을 기준으로 연구바디와 표준체형의 신장에 대한 신체 부

위별 비율을 비교하였다.

2.4. 외관평가

제작된 연구바디는 의류학 전공자 2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

으로 외관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내용은 연구바디가 실제 인

체와 유사한지 또는 이상적인 인체미를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Table 2에서와 같이 4항목으로 작성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봉제패션인형의 바디패턴 수집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인형 바디패턴은 두부,

체간부, 상지부, 하지부의 4부위로 이루어지거나, 하지부가 없

Fig. 1. 바디슈트의 제도법

Table 1. 모델의 신체치수(단위:cm)

계측항목 신체치수

신장 168.0

밑가슴둘레 182.0

가슴둘레 186.0

앞품 132.0

뒤품 134.2

앞길이 142.5

등길이 139.0

유장 126.0

유폭 117.0

허리둘레 165.0

엉덩이둘레 192.0

어깨넓이 138.0

소매길이 156.5

체중 149.0 kg

Table 2. 평가지 구성 내용

내 용 문항형식 문항수 참 고

프로포션 여,부 1 “연구바디의 프로포션이 실
제 인체와 유사해 보이는가
”라는 질문에 “부”로 응답을
한 경우 인체와 상이한 부
위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B.P.의 위치 5점 평점법 1

허리의 굴곡정도 5점 평점법 1

체간부 길이 5점 평점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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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부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부가 없는 것은 다리

가 보이지 않는 롱스커트를 착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하지 대

신 지관을 끼우게 되는데, 다리를 장착한 것보다 선자세의 인

형으로 안정감이 있다. 

두부는 원형, 타원형, 반타원형 등으로 유사한 형태이고, 체

간부는 어깨가 강조된 것, 허리가 강조된 것, 엉덩이부위가 강

조된 것 등으로 다양하나, J를 제외하고는 앞,뒤가 같은 패턴을

사용하도록 하여 전면과 후면이 동일한 형태를 보인다. J는 체

간부가 3장으로 구성되는데, 후면은 다른 인형의 체간부와 유

사하나 전면은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상하로 나누어 여성의 가

슴곡선을 표현하였다. 

상지부는 일자형과 팔꿈치부분이 15o-40o
정도 굽은 형으로,

일자형의 경우에 손가락부분은 따로 표현하지 않았고, 팔꿈치

가 굽은 형은 벙어리장갑의 형태로 엄지와 나머지 네 손가락은

하나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부는 일자형과 무릎을 표현한 것이

있고, 발모양은 뒤꿈치를 높게 하여 하이힐을 신기기에 적합한

형태이다.

기존의 인형 바디패턴 10점을 수집하여 비교한 결과 체간부

의 형태와 허리의 위치, 하지의 유무, 체간부를 하지와 연결하

는 방법과 상지의 형태, 두부의 크기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그 중 인체의 체간부 비율과 유사하고, 상지의 끝부분이 곡선

으로 처리된 DEF와 체간부의 앞,뒤 패턴이 다른 J를 선정하여

4종의 인형바디를 제작하여본 결과 Fig. 2와 같다.

제작된 인형의 길이는 45 cm 내외이며 Fig. 2와 같이 DEF

3종의 인형은 어깨가 넓고 가슴은 없으며 허리는 아주 가는 중

성적인 형태를 보였으며, 이는 DEF 패턴이 모두 앞,뒤 같은

패턴으로 전,후면이 동일한 형태를 보이며 다리를 연결하는 방

법에서만 차이를 보인다. 

J바디의 경우 둥그스럼한 어깨에 유방이 강조된 형태로 상반

신은 뒤로 젖혀지고 하반신은 롱스커트를 입히기 위하여 지관

에 끼우도록 되어있다. 이 J패턴은 앞,뒤 패턴을 달리하여 여성

의 상징인 바스트를 표현하기는 하였으나, 바스트의 형태가 실

제 인체보다 과장되게 강조되어 있다. 

3.2. 봉제패션인형의 바디 패턴 설계 및 제작 

3.2.1. 1차 바디제작

패션인형의 경우 복식의 종류에 따라 어깨를 드러내는 것과

아닌 것이 있으나, 양쪽 모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는 어깨부분 또는 드러나는 부위에 이음선이 적을수록 바람직

하다. 따라서 어깨다트를 허리다트로 이동하여 어깨의 이음선

을 없애고, 어깨끝부분은 바디 제작 시 팔 막음판의 분량을 더

해주듯이 수정하며, 목 부분도 옆 목점에서 종 방향으로

.
Table 3. 수집된 인형 바디 패턴

구분 A패턴 B패턴 C패턴 D패턴 E패턴

패턴

출처

www.blog.naver.com/

ph0227 검색일 2007.4.
10.

인형나라앨리스 
D.I.Y. kit 

정문영의 초록인형
www.adoll.net 검색 일자
2007.4.25.

정현주의 인형 좀 만드
는 girl D.I.Y. kit 

울산 H문화센터
인형강좌 사용패턴

특징

어깨에서 허리선까지의
길이가 인체보다 긴 형태

 어깨너비에 비해
 hip이 큰 형태

허리에서 직선으로
내려 hip이 표현이 안됨

인체의 프로포션과 유사
한 형태로 조인트로 다
리연결

인체의 프로포션과
유사한 형태

구분 F패턴 G패턴 H패턴 I패턴 J패턴

패턴

출처

돌팝인형
D.I.Y. kit
 

한국드레스인형

협회 D.I.Y. kit
 

 정희영의 페이코돌 D.I.Y.
kit 

임동아(2002).
『인형퀼트』.
29MEDIA ,p.154,

포항 L문화센터 인형강
좌 사용패턴

특징
hip에 넙적다리를 연결
한 형태

인체의 프로포션과 유사
한 형태

지관을 끼우고 체간부가
긴 형태

지관을 끼우고, 어깨경
사에 상지를 붙이는 형태

하지대신 지관을 끼우고
바스트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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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cm 가량을 더하여 바디 모형의 패턴을 제작하였다. 상지부

는 모델의 소매길이의 1/4에 가까운 완성치수 12 cm의 E패턴

을, 두부는 완성치수 길이 4 cm의 E패턴을 사용하였다. 

1차 제작된 연구바디 패턴과 제작된 바디는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패션인형으로서 옷을 입히기에는 뚱뚱해보이고, 기

존의 인형과 비교해 보아도 가슴과 허리부분의 둘레가 크며,

B.P.도 낮게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길이의 종방향은 그대로 두

고 너비의 횡방향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1차 바디

의 패턴을 횡방향으로만 20%를 축소하여 80%가 되도록 하고

허리 다트의 분량을 늘려 수정하였다. 

3.2.2. 2차 바디제작

1차 바디패턴을 수정한 패턴과 제작된 2차 연구바디는 Fig.

4와 같고 B.P의 위치가 낮아 처져보이므로 B.P.의 위치가 2두

신의 위치에 오도록 종방향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B.P. 위는 종방향으로 축소하여 80% 내외가 되도록 하고, B.P.

아래는 그대로 하였다. 앞 허리 다트와 뒤 허리 다트를 크게

하되, 뒤 허리 다트의 길이는 견갑골의 부위까지 깊게 주어, 등

이 불룩해지지 않게 유의하여 수정하였다. 

3.2.3. 3차 바디 제작

2차바디 패턴을 수정 보완하여 제작한 인형 바디의 패턴과

바디는 Fig. 5와 같다. 두 번의 패턴 수정을 거친 3차 바디는

인터넷의 인형판매 및 제작 사이트나 문화센터의 인형제작과정

에서 사용되는 기존의 인형 바디와 비교할 때 어깨너비나 허리

둘레 등은 거의 유사하고, 가슴부분은 실제 여성의 가슴곡선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 진다. 

3.3. 연구바디와 인체의 신체치수 비교

3.3.1. 연구바디와 기준으로 사용했던 모델의 신체치수 비교

제작된 인형바디의 패턴과 기준으로 사용했던 모델의 신체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팔 막음판

Fig. 2. 4종의 패턴으로 제작된 바디

Fig. 3. 1차 바디 패턴과 제작된 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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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량을 더해 수정을 한 어깨너비와 허리둘레를 제외하고는

둘레는 1/5이고 길이는 1/4에 유사한 값을 보였다. 허리둘레는

신체사이즈의 1/6정도인데, 이는 인체의 경우 허리주위에는 척

추를 제외하고는 골격이 없어 압박에 의한 스타일의 조정이 가

능한데 비해 인형의 경우 충전재로 채워져 있어, 조절이 불가

능하므로 상대적으로 가늘어야 한다.

3.3.2. 연구바디와 표준 체형의 신장비 비교

비례란 물건의 크기나 길이에 대해서 그것이 가진 양과 양

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조화의 근본이 되는 균형을 말하

는 것이다. 미의 규범으로서 비례 이론은 여러 분야의 디자인

에 활용되고 있고 아름다운 인체도 전체와 부분, 각 부분 사이

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이상적으로 보이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연구바디의 키에 대한 주요부위의 비율

과 Size Korea 2004의 키에 대한 주요부위의 키에 대한 비율

은 Table 5와 같다. 

연구바디의 키에 대한 높이 항목의 비율은 거의 일치하는데

목뒤높이와 어깨높이, 젖가슴높이는 약간 낮고 엉덩이 높이는

높은 편이다. 

너비항목은 Size Korea 2004 평균치의 약 80~85% 정도인

데 이는 바디 제작 시 키는 1/4로 축소하고, 폭은 1/5로 축소

했기 때문에 인체의 평균치보다 가늘어 보이며 일반적으로 이

상적으로 생각되는 비율이다. 허리의 경우 75%정도의 수치인

Fig. 4. 2차 바디 패턴과 제작된 바디

Fig. 5. 3차 바디 패턴과 제작된 바디

Table 4. 연구바디와 기준으로 사용했던 모델의 신체치수 비교(단위
:cm)

계측항목 모델신체치수  연구바디치수 연구바디환산치수

신 깨 넓 장
밑가슴둘레

가 슴 둘 레
앞 깨 넓 품
뒤 깨 넓 품
앞  길  이
등  길  이
유 깨 넓 장
유 깨 넓 폭
허 리 둘 레
엉덩이둘레

어 깨 넓 이
소 매 길 이

168.0
 82.0
 86.0
 32.0
 34.2
 42.5
 39.0
 26.0
 17.0
 65.0
 92.0
 38.0
 56.5

 40.0
 13.5
 15.0
 6.0
 6.3
 7.7
 7.3
 4.3
 3.0

 11.0
 16.0
 6.0

 12.0

 168.00
 56.70
 63.00
 25.20
 26.46
 32.34
 30.66
 18.06
 12.60
 46.20
 67.20
 25.20
 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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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역시 제작 시 1/6로 축소한데서 나온 결과이다.

두께항목은 약 90% 정도를 보이는데, 인형의 경우 골격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폭을 축소시키게 되면 두께도 당연히 줄

어들게 됨으로 바람직한 수치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로 연구바디의 키에 대한 주요부위의 비율은 이

상적인 비율로 보인다. 

3.4. 연구바디의 외관평가

제작된 연구바디는 의류학 전공자 2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

으로 외관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바디의 프로포션이 실제 인체와 유사한가에 대하여는

여·부로 응답하게 하고, B.P.의 위치, 허리의 굴곡정도, 체간

부 길이는 5점 평점법으로 하였다.

외관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Fig. 6과 같이 연구바디의 프로포

션이 실제 인체와 유사해 보이는가라는 질문에 20명중 95%에

해당하는 19명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팔

다리의 비율이 맞지 않으며 다리부분이 길고 너무 가늘다고 하

였다. 이는 보통여성의 치수가 아닌 신장 168 cm의 여성모델의

신체치수로 연구바디를 제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B.P. 위치, 허리의 굴곡정도, 체간부의 길이가 어떠한가에 대

한 질문에는 Fig. 7에서 보는바와 같이 체간부의 길이는 17명

(85%)이 적당하다, 3명(15%)이 약간 길다고 응답하였다. 허리

의 굴곡정도는 15명(75%)이 적당하다, 4명(20%)이 약간 잘록

하다, 1명(5%)이 약간 편편하다고 응답하였다. B.P.의 위치는

16명(80%)가 적당하다고 답하였고 4명(20%)는 약간 낮다고 응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자가 보는 시각에 따른 개인적인

차이라고 생각되며 3항목 모두 75%이상의 적당하다는 답을 얻

어 연구바디가 이상적인 비율로 제작되었다고 여겨진다. 

4. 결론 및 제한점

본 연구는 봉제인형을 소재로 하여 성인여성의 이상적인 체

형을 표현하고자 인 형바디를 설계하고 시각적으로 이상적인

신체비례를 가진 인형을 제작하였다. 

인형의 바디 제작 시 인체의 축소율은 전체적으로 일정한 비

율로 축소하는 것 보다 시각적으로 이상적으로 보이도록 부위

별로 축소율을 달리 하는 것이, 시대 적 요구도를 반영하여 길

이는 길게 너비와 둘레는 작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연구인형은 길이 40 cm로 널리 사용되는 패션인형의

크기이며, 인체의 치수 적용 시, 길이는 1/4로, 너비 또는 둘레

는 1/5로 축소하였다.

둘째, B.P.는 실제 위치보다 높은 지점에 위치하도록 종 방

향으로의 축도는 B.P 위는 1/5로 하고, B.P. 아래는 1/4로 하

였다.

셋째, 허리둘레는 인체치수의 1/6으로 하였다.

넷째, 연구인형의 키에 대한 신체 각 부위의 비율을 Size

Korea 2004의 표준체형의 키에 대한 주요부위 신체비율과 비

교 하였을 때 키에 대한 높이 항목의 비율은 거의 일치하고,

너비항목은 약 80~85%, 허리의 경우 75%, 두께항목은 약

90% 정도로 나타나 시각적으로 이상적인 비율로 보인다. 

다섯째, 외관평가 결과 연구바디의 프로포션이 실제 “인체와

유사해 보이는가”라는 질문에 95%, B.P. 위치, 허리의 굴곡정

도, 체간부의 길이에 대해서는 3항목 모두 75%이상이 적당하

다고 응답을 해 연구바디가 실제 인체와 유사하고 시각적으로

이상적인 비율로 제작 되었다고 여겨진다.

Table 5. 연구바디와 표준체형의 키에 대한 주요부위 신체비율 비교
(단위:%)

계측항목 Size Korea평균  연구바디비율
 연구바디치수

(cm)

키(cm)
목뒤높이/키
어깨높이/키
젖가슴높이/키
허리높이/키
엉덩이높이/키
어깨너비/키
젖가슴너비/키
허리너비/키
엉덩이너비/키
젖가슴두께/키
허리두께/키
엉덩이두께/키

 160.2(cm)
0 84.4
 080.2
0 72.2
0 62.7
0 48.6
0 22.4
0 18.0
0 15.6
0 20.9
0 13.7
0 11.1
0 13.8

 100.0
 80.0
 76.2
 70.0
 62.5
 53.7
 18.2
 15.5
 11.5
 16.0
 12.7
 10.7
 13.3

 40.0
 32.0
 30.5
 28.0
 25.0
 21.5
 7.3
 6.2
 4.6
 6.4
 5.1
 4.3
 5.3

Fig. 6. 연구바디와 실제 인체와의 프로포션의 유사성 여부

Fig. 7. 연구바디의 체간부 길이, 허리의 굴곡정도, B.P. 위치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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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작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일정한 바디패턴이라

할지라도 충전재의 종류와 넣는 방법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고

인형 제작이 서투른 초보자의 경우 가슴부분의 표현이 어렵

다. 또한 의상을 착의시켰을 때 인형바디의 내부 충전상태와

바느질 방법이나 시접의 분량에 따라서 맞음새가 달라지기도

하므로 정확한 표준 제작법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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