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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인체형상자료를 이용한 겨드랑둘레선의 형태특성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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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armscye circumference which will be used
to develop total contents for the apparel industr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6- to 49-year-old women whose 3D
body shape data were analyzed. 72 length and length-ratio measurements were taken to each subject' armscye cir-
cumference. The used analysis methods are descriptive statistic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The results are follows; 1. Considering the Length of armscye circumference, the result of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were extracted 3 factors and those factors comprised 95% of total variance. As the result of the cluster analysis of factor
scores,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4 cluster by their size characteristic.  2. Considering the length-ratio of armscye cir-
cumference, the result of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were extracted 5 factors and those factors comprised 96.45% of
total variance. As the result of the cluster analysis of factor scores,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5 cluster by their shape
characteristic. So that, this research could be useful to manufacture garment which reflected 3D body figure and improved
f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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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개별화됨에 따라 보다 고

객화 된 관점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대량맞춤

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의복의 맞음새와 관련해

치수적합성이 높은 의복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3차

원 인체형상을 이용해 개개인에게 정확한 맞음새를 제공하는

패턴을 생성하고 의복을 제작하는 프로세스의 개발이 필수적이

다. 그러나 3차원 인체 스캐너는 레이저를 수평으로 발사함에

따라 스캐너가 닿지 않는 샅부위나 겨드랑부위에서 미측정 부

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복설계를 위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서는 3차원 인체형상의 미측정 부위에 대한 형태적 보완 연구

가 필요하다(김민효, 2000; 김소영, 홍경희, 2009; Marijn,

2003).

특히, 의복의 원형 설계를 위한 인체 부위 중 겨드랑부위는

몸통과 팔의 연결부위로서 상의의 기능성 및 맞음새를 결정하

는 중요한 부위이다. 따라서 개개인의 의복 맞음새 향상을 위

해서는 다양한 복곡면 형상을 갖는 어깨 부위의 형태를 명확하

게 하여 체형과 의복 설계와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겨드랑부위의 형태측정이 난해함

에 따라 소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직·간접 측정법에

의한 소매패턴의 개발, 인체의 주요부위 치수와의 관계에 의한

제도식 개발(김민진, 2002; 이정란, 2003; 조경희, 三吉滿智子,

2008; 최명은, 임원자, 1989; 함옥상, 정혜락, 1981)에 대한 연

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진동 형태의 재현을 위한 연구에서

도 소수의 측정항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김순분,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겨드랑 둘레에 대한 형태정보의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유형화함

으로서, 향후 e-business를 통한 대량 맞춤이나 개별 맞춤 생산에

서 활용되는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겨드랑 둘레의 형태 파악을 위하여 16세~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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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성인 여성 50명을 대상으로 3차원 인체형상에서 겨드랑

둘레의 단면을 채취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BMI

평균 21.3으로 비만도는 보통이며, 평균 인체 측정치가 키

1613 mm, 젖가슴둘레 873 mm, 허리둘레 718 mm, 엉덩이둘레

934 mm를 나타내는 집단이다(Table 1). 

2.2. 3차원 인체 측정

3차원 인체측정은 i-Fashion 의류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

는 HAMAMATSU사의 Body Line Scanner를 사용하였으며

장비의 기본사양은 Table 2와 같다.

피측정자는 겨드랑 부위가 노출되어 진동 형태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측정복을 착용하고, 겨드랑 아래부위의 미측정 부위

가 최소화 되면서 실루엣의 변화가 최소화도록 팔을 옆으로

20
o
 벌리고, 중간 호흡 상태에서 보조 손잡이에 손을 걸쳐 근

육의 변화 없이 흔들림을 막아준 상태에서 어깨부위가 올라가

지 않도록 스캔을 실시하였다. 

2.3. 측정항목 및 분석방법

겨드랑 둘레의 형태파악을 위하여 16세~49세의 여성을 대상

으로 3차원 인체형상에서 겨드랑둘레의 단면을 채취하고 5° 간

격으로 길이를 측정하여 총 72개 항목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역설계 프로그램인 Rapidform 2006을

이용하여 인체 스캔 형상에서 어깨가쪽점, 겨드랑앞접힘점 및

겨드랑뒤접힘점의 3점을 지나는 평면을 만들어 이 평면과 교

차하는 형상데이터를 이용하여 겨드랑둘레 커브를 생성하였다.

추출된 겨드랑둘레 단면의 분석을 위해 어깨가쪽점과 겨드

랑아래점의 이등분점을 중점으로 설정하였으며, 중점에서 5도

간격으로 분할하여 커브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총 72개의 항

목을 추출하였다(Fig. 1).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추출된 72개의 길이값과 측정된 길이

를 겨드랑둘레값으로 나누어 준 비율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길이값 및 길이 비율값을 이용하여 겨드랑둘레 단면을 구성

하고 있는 형태적 인자를 추출하기 위하여 인자분석을 실시하

여 고유치 1.00 이상인 요인을 채택하였으며, 추출된 요인을

Varimax 회전에 의한 직교회전을 실시하여 인자의 성격을 분

명히 하였다. 또한 요인분석결과 추출된 인자점수를 사용하여

군집 분석을 실시하여 겨드랑둘레선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유

형간의 형태차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Duncan-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길이값에 의한 겨드랑둘레선의 특징 및 분류

본 연구에서는 겨드랑둘레선의 중점에서 5
o
 간격으로 측정한

길이값을 이용하여 겨드랑둘레선의 형태적 요인을 추출하고 유

형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Table 1. 연구대상의 인체측정치 (단위 : mm, N=50)

항 목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BMI 18.4 25.2 21.3 1.85 

키 1542 1664 1613 27.49 

가슴둘레 828 993 894 44.96 

젖가슴둘레 804 984 873 49.60 

허리둘레 633 846 718 56.58 

엉덩이둘레 891 986 934 24.25 

어깨사이길이 358 430 391 14.70 

겨드랑뒤벽접힘사이길이 302 392 343 20.57 

겨드랑앞접힘사이길이 304 370 337 17.43 

겨드랑둘레 306 401 350 23.09 

위팔둘레 245 375 310 27.73 

진동깊이 74 122 99 10.99 

Table 2. Body Line Scanner 기본사양

Model c9036-01

Measurement range

Height 2000 mm

Depth 600 mm

Width 1000 mm

Accuracy ±0.5%

Measurement time
6sec(저해상도)

11sec(고해상도)

Measurement point
1024000(저해상도)

2048000(고해상도)

Light source LD/CCD

Fig. 1.겨드랑둘레 길이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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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2개 길이항목에 대한 인자분석을 실시하여 다중공선성

이 있는 항목을 제외하고 최종 44개 항목을 선정하여 인자분

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 1.00 이상인 3개 인자를 추출하였으

며 설명력은 총 변량의 95%로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Table 3).

인자 1은 고유치가 22.21이며 설명력은 50.47로 주로

70
o
~100

o
 부위(겨드랑둘레선 상부) 및 255

o
~300

o
 부위(겨드랑

둘레 하부)에서 높은 부하량을 나타내어 진동깊이의 크기를 나

타내는 인자임을 알 수 있다. 

인자 2는 고유치가 13.10이며 설명력이 29.77로 주로

145
o
~220

o
 부위에서 높은 부하량을 나타내고 있어 겨드랑 앞벽

의 형태에 관한 인자임을 알 수 있다

인자 3은 고유치가 6.48이며 설명력이 14.73으로 주로

0
o
~20

o
, 330

o
~355

o
 부위에서 높은 부하량을 나타내어 겨드랑

뒤벽의 형태에 관한 인자임을 알 수 있다.

Table 4는 길이값을 사용하여 인자분석을 실시한 결과 추출

된 3개의 인자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인자분석 결과 얻어진 3개의 인자 점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점수의 동질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클리드 거리측정법(squared edclidean distance)을 사용하고,

군집수의 결정은 Pseudo F값과 CCC(Cubic Clustering

Criterion)로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여 인원수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4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군집수가 4개일 때, 각 군

집은 유형 1이 3명(6%), 유형 2가 14명(28%), 유형 3이 16명

(32%), 유형 4가 17명(34%)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 하였다. 

Table 5는 유형간의 형태적 차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분산분

석을 실시하여 Duncan-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군집 1은 진동깊이가 크고 겨드랑 앞벽은 중점에서 가까우

며 겨드랑 뒤벽은 중점에서 멀어 앞어깨형의 겨드랑둘레선으로

겨드랑 앞벽은 왜소하고 겨드랑 뒤벽이 발달한 타입이다.

군집 2는 진동깊이는 크고 겨드랑 앞벽은 중점에서 멀며 겨

드랑 뒤벽은 중점에서 중정도로 떨어져 있어 겨드랑둘레선이

Table 3. 길이값에 의한 인자분석 결과

항 목 요인1 요인2 요인3

진동_A85 0.965 0.100 0.227 

진동_A270 0.961 0.193 0.186 

진동_A90 0.960 0.187 0.193 

진동_A275 0.960 0.218 0.162 

진동_A265 0.954 0.167 0.211 

진동_A280 0.954 0.244 0.136 

진동_A80 0.952 0.018 0.267 

진동_A285 0.941 0.269 0.115 

진동_A95 0.938 0.267 0.160 

진동_A260 0.936 0.150 0.231 

진동_A290 0.924 0.288 0.098 

진동_A75 0.923 -0.061 0.311 

진동_A255 0.900 0.160 0.239 

진동_A100 0.896 0.370 0.127 

진동_A70 0.879 -0.119 0.367 

진동_A295 0.877 0.319 0.051 

진동_A300 0.873 0.324 0.080 

진동_A180 0.166 0.983 0.021 

진동_A175 0.162 0.982 0.019 

진동_A185 0.170 0.982 0.016 

진동_A170 0.158 0.979 0.016 

진동_A190 0.171 0.978 0.008 

진동_A165 0.159 0.973 0.012 

진동_A195 0.172 0.972 -0.004 

진동_A200 0.168 0.965 -0.024 

진동_A160 0.160 0.963 0.011 

진동_A205 0.154 0.958 -0.044 

진동_A210 0.139 0.949 -0.057 

진동_A155 0.166 0.949 0.010 

진동_A215 0.133 0.938 -0.063 

진동_A150 0.178 0.929 0.010 

진동_A220 0.146 0.917 -0.061 

진동_A145 0.199 0.904 0.012 

진동_A345 0.116 0.009 0.982 

진동_A350 0.151 0.000 0.982 

진동_A355 0.182 -0.008 0.979 

진동_A340 0.103 0.021 0.973 

진동_A0 0.217 -0.026 0.969 

진동_A5 0.249 -0.043 0.954 

진동_A335 0.123 0.041 0.952 

진동_A10 0.286 -0.060 0.933 

진동_A15 0.336 -0.084 0.901 

진동_A330 0.188 0.070 0.901 

진동_A20 0.350 -0.077 0.870 

초기 고유값 22.2 13.1 6.5 

% 분산 50.5 29.8 14.7 

% 누적 50.5 80.2 95.0 

Table 4. 길이값의 인자분석에 의한 인자내용

인자 고유치 기여율 인자내용

1 22.21 50.47 진동깊이의  크기

2 13.10 29.77 겨드랑 앞벽의 형태

3 6.48 14.73 겨드랑 뒤벽의 형태

Table 5. 길이값의 인자점수에 의한 군집분석 결과

인자
군집 1 

(n=3)

군집 2

(n=14)

군집 3

(n=16)

군집 4

(n=17)
F

유의

확률

인자1
-0.043 0.656 -0.882 0.298 

10.574 0.000 
A A B A

인자2
-1.899 0.707 0.625 -0.835 

42.081 0.000 
C A A B

인자3
2.194 0.755 -0.337 -0.692 

29.812 0.000 
A B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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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발달하여 큰 겨드랑둘레선을 나타내는 타입이다.

군집 3은 진동깊이는 작고 겨드랑 앞벽은 중점에서 멀며 겨

드랑 뒤벽은 중점에서 가까우나 균형 잡힌 형태를 나타내어 작

은 겨드랑둘레선을 나타내는 타입이다.

군집 4는 진동깊이는 크고 겨드랑 앞벽은 중점에서 중정도

로 떨어져 있으며 겨드랑 뒤벽은 중점에서 가까워 겨드랑뒤벽

보다 겨드랑앞벽이 발달한 타입이다.

길이값을 분석한 결과 요인분석에서 진동깊이의 크기 요인

이 50.47%의 기여율을 나타내어 크기적 요인이 강조되어 군집

분석에서도 겨드랑둘레선의 크기적 요인과 형태적 요인이 혼합

되어 나타내어 효과적 형태분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겨드랑

둘레선에 크기의 요소를 배제할 수 있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는 결론을 얻었다.

Fig. 2. 길이값에 의한 유형별 겨드랑둘레선 형태

 

 
 

  

(a) 길이값에 의한 군집별 겨드랑둘레 형태의 중합

(b) 1 군집의 겨드랑둘레 형태 (c) 2 군집의 겨드랑둘레 형태

(d) 3 군집의 겨드랑둘레 형태 (e) 4 군집의 겨드랑둘레 형태

Table 6. 길이 비율값에 의한 인자분석 결과

 항목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A155_비율값 0.980 -0.065 -0.148 -0.001 -0.075 

A160_비율값 0.979 -0.089 -0.157 0.043 -0.038 

A150_비율값 0.975 -0.035 -0.139 -0.046 -0.115 

A165_비율값 0.974 -0.106 -0.165 0.082 0.000 

A170_비율값 0.966 -0.122 -0.170 0.115 0.035 

A145_비율값 0.964 -0.001 -0.134 -0.087 -0.150 

A175_비율값 0.956 -0.135 -0.177 0.142 0.075 

A140_비율값 0.950 0.041 -0.127 -0.124 -0.176 

A180_비율값 0.941 -0.145 -0.185 0.171 0.115 

A135_비율값 0.932 0.095 -0.139 -0.149 -0.192 

A185_비율값 0.923 -0.152 -0.196 0.196 0.152 

A130_비율값 0.909 0.174 -0.146 -0.158 -0.207 

A190_비율값 0.902 -0.157 -0.208 0.223 0.185 

A195_비율값 0.877 -0.161 -0.222 0.251 0.212 

A200_비율값 0.853 -0.166 -0.242 0.280 0.228 

A205_비율값 0.830 -0.178 -0.256 0.312 0.233 

A90_비율값 -0.103 0.983 -0.101 0.014 0.084 

A270_비율값 -0.094 0.982 -0.110 0.020 0.093 

A265_비율값 -0.147 0.979 -0.060 0.102 -0.007 

A95_비율값 0.070 0.978 -0.147 -0.027 0.029 

A275_비율값 -0.049 0.962 -0.160 -0.034 0.188 

A85_비율값 -0.240 0.952 -0.017 0.035 0.077 

A260_비율값 -0.189 0.941 -0.018 0.220 -0.112 

A280_비율값 -0.006 0.922 -0.212 -0.067 0.283 

A100_비율값 0.278 0.918 -0.193 -0.063 0.008 

A80_비율값 -0.353 0.888 0.065 0.051 0.059 

A285_비율값 0.030 0.870 -0.254 -0.086 0.369 

A255_비율값 -0.203 0.856 -0.009 0.387 -0.191 

A355_비율값 -0.202 -0.091 0.966 -0.041 -0.058 

A350_비율값 -0.192 -0.127 0.964 -0.046 -0.045 

A345_비율값 -0.182 -0.173 0.957 -0.079 -0.017 

A0_비율값 -0.221 -0.049 0.956 -0.044 -0.063 

A340_비율값 -0.183 -0.207 0.939 -0.105 0.028 

A5_비율값 -0.244 -0.016 0.938 -0.052 -0.055 

A10_비율값 -0.269 0.021 0.912 -0.049 -0.045 

A335_비율값 -0.191 -0.231 0.911 -0.144 0.099 

A330_비율값 -0.218 -0.247 0.844 -0.176 0.224 

A240_비율값 0.194 0.117 -0.192 0.923 -0.134 

A235_비율값 0.376 -0.093 -0.245 0.869 -0.018 

A245_비율값 0.009 0.398 -0.127 0.848 -0.209 

A315_비율값 0.045 0.280 -0.057 -0.091 0.930 

A320_비율값 -0.118 0.047 0.295 -0.146 0.852 

A310_비율값 0.102 0.434 -0.244 -0.093 0.819 

초기 고유값 17.746 12.733 5.289 3.344 2..361 

% 분산 41.269 29.611 12.301 7.777 5.490 

% 누적 41.269 70.880 83.181 90.958 96.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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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길이 비율값에 의한 겨드랑둘레선의 특징 및 분류

겨드랑둘레선의 크기 요소를 배제하여 형태적 요인을 명확

히 하기 위하여 길이값을 겨드랑둘레로 나눈 길이 비율값을 대

상으로 인자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이 있는 항목을 제

외하고 최종 43개 항목을 선정하여 인자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 1.00 이상인 5인자를 추출하였으며 설명력은 총 변량의

96.45%로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Table 6).

인자 1은 고유치가 17.746이며 설명력이 41.27로 주로 겨드

랑 앞벽의 형태에서 높은 부하량을 나타내어 겨드랑 앞벽의 형

태를 나타내는 인자임을 알 수 있다. 

인자 2는 고유치 12.73이며 설명력이 29.61%로 주로 어깨부

위와 겨드랑 아래부위에서 높은 부하량을 나타내어 진동깊이의

형태를 나타내는 인자임을 알 수 있다. 

인자 3은 고유치가 5.29이며 설명력이 12.30으로 주로 겨드

랑 뒤벽 부위에서 높은 부하량을 나타내어 겨드랑 뒤벽의 형태

를 나타내는 인자임을 알 수 있다.

인자 4는 고유치가 3.34이며 설명력이 7.78로 235
o
~245

o
 부

위에서 높은 부하량을 나타내어 겨드랑 앞벽의 변곡 형태를 나

타내는 인자임을 알 수 있다.

인자 5는 고유치가 2.36이며 설명력이 5.49로 310
o
~350

o
 부

위에서 높은 부하량을 나타내어 겨드랑 뒤벽의 변곡 형태를 나

타내는 인자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휴즈법에 의해 진동의 형태를 분석한 선

행 연구(김순분, 1996)와 비교해 볼 때 겨드랑부위의 형태적

Table 7. 길이 비율값의 인자분석에 의한 인자내용

인자 고유치 기여율 인자내용

1 17.746 41.269 겨드랑 앞벽의 형태

2 12.733 29.611 진동깊이의 형태

3 5.289 12.301 겨드랑 뒤벽의 형태

4 3.344 7.777 겨드랑 앞벽의 변곡 형태

5 2.361 5.490 겨드랑 뒤벽의 변곡 형태

Table 8. 길이 비율값의 인자점수에 의한 군집분석 결과

인자

군집 1

(n=7)

(14%)

군집 2

(n=37)

(74%)

군집 3

(n=2)

(4%)

군집 4

(n=2)

(4%)

군집 5

(n=2)

(4%)

F
유의

확률

인자 1
-0.299 0.24976 -1.7797 -1.3758 -0.4185

4.237 0.005 
AB A B B AB

인자 2
-0.6831 0.01675 0.08268 0.13156 1.86678

2.992 0.028 
B B B B A

인자 3
0.64742 -0.174 2.51713 -1.9168 0.35219

11.088 0.000 
B B A C B

인자 4
-0.1431 -0.0043 -1.7699 0.50831 1.84187

4.371 0.005 
B B C AB A

인자 5
-1.5474 0.31191 0.54779 -1.5314 0.62905

13.188 0.000 
B A A B A Fig. 3. 길이 비율값에 의한 유형별 겨드랑둘레선 형태

 

  

 
 

 

(a) 길이 비율값에 의한 군집별 겨드랑둘레 형태의 중합

(b) 1 군집의 겨드랑둘레 (c) 2 군집의 겨드랑둘레 형태

(d) 3 군집의 겨드랑둘레 형태 (e) 4 군집의 겨드랑둘레 형태

(f) 5 군집의 겨드랑둘레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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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세분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자분석 결과 얻어진 5개의 인자 점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군집으로 나눌 수 있었다. 군집

3, 군집 4, 군집 5는 전체의 각 4%를 차지하여 작은 집단이나

형태의 특징이 분명하여 인체형상의 리모델링을 위한 유형분류

에서는 유의미하다고 판단되어 5개의 군집으로 결정하였다. 

군집 1은 겨드랑 앞벽과 겨드랑 뒤벽이 중정도 발달하고 진동

깊이도 보통으로 앞벽의 곡률이 235
o
 보다 앞쪽에 위치하고 뒤

벽의 곡률이 강하여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유형이다. 군집 2보다

뒤벽이 좀 더 발달한 타입으로 전체에서 14%를 차지하고 있다. 

군집 2는 겨드랑 앞벽이 발달하고 겨드랑 뒤벽과 진동깊이

는 중정도로, 앞벽의 곡율이 235
o
 보다 앞쪽에 위치하고 뒤벽

의 곡률이 완만한 유형으로 전체에서 74%를 차지하여 가장 많

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군집 3은 겨드랑 앞벽은 왜소하고 겨드랑 뒤벽이 발달한 타

입으로 앞벽의 곡률이 235
o
 보다 뒤쪽에 위치하고 뒤벽의 곡률

이 완만한 유형으로 젖힌 체형의 어깨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의 4%를 차지하고 있다.

군집 4는 겨드랑 앞벽과 겨드랑 뒤벽이 왜소하고 진동깊이

는 보통으로 앞벽의 변곡이 약간 앞쪽에 위치하고 뒤벽의 곡률

이 강하여 급격한 변화를 보여 겨드랑둘레선이 가늘고 긴 유형

으로 전체의 4%를 차지하고 있다. 

군집 5는 겨드랑 앞벽이 약간 발달하고 겨드랑 뒤벽은 중정

도이며 진동깊이가 크고 겨드랑 앞벽의 변곡이 235
o
~245

o
에 위

치하고 겨드랑 뒤벽의 변곡이 310
o
~320

o
에 위치하여 요인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내용과 일치하는 유형으로 전체의 4%를 차지

하고 있다.

Fig. 3은 길이 비율값에 의해 분류된 5개 군집의 겨드랑둘레

선의 평균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겨드랑둘레에 대한 형태 정보를 추출하고 형

태적 특징에 의하여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겨드랑둘레선의

중점에서 5
o
 간격으로 측정한 길이값 및 길이 비율값을 이용하

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겨드랑둘레선의 중점에서 겨드랑둘레선까지의 길이 측정

값을 이용하여 인자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 1.00이상인 3인

자를 추출하였으며 설명력은 총 변량의 95%로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군집분석결과 군집 1은 앞어깨형의 겨드랑둘레선

으로 겨드랑앞벽에 비해 겨드랑뒤벽이 발달하고 진동깊이가 큰

유형(6%), 군집 2는 겨드랑둘레선이 전체적으로 발달하여 겨드

랑둘레선이 큰 유형(28%), 군집 3은 겨드랑둘레선이 전체적으

로 왜소하나 균형 잡힌 형태를 나타내어 겨드랑둘레선이 작은

유형(32%), 군집 4는 진동깊이는 크고 겨드랑뒤벽보다 겨드랑

앞벽이 발달한 유형이다(34%). 군집분석 결과 크기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유형의 분류가 이루어 졌다. 

2. 겨드랑둘레선의 형태적 요인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길이

비율값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 1.00 이상인 5

인자를 추출하였으며 설명력은 총 변량의 96.45%로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군집분석 결과 군집 1은 군집 2보다 뒤벽이

좀 더 발달한 유형(14%), 군집 2는 겨드랑 앞벽이 발달하고

겨드랑 뒤벽과 진동깊이는 중정도로 앞벽의 곡률이 235° 보다

앞쪽에 위치하고 뒤벽의 곡률이 완만한 유형(74%), 군집 3은

젖힌 체형의 어깨형태를 나타낸 유형(4%), 군집 4는 겨드랑둘

레선이 가늘고 긴 유형(4%), 군집 5는 겨드랑앞벽이 약간 발달

하고 진동깊이가 크며 앞뒤변곡의 위치가 요인분석 결과와 일

치하는 유형(4%)으로 분류 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대량 맞춤이나 개별 맞춤 생산에서 활용

되는 이지오더형 콘텐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류제

품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3차원 인체 형상으로부터 겨드랑둘레 단면을 추출

하여 형태적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추

후 e-business를 통한 대량 맞춤이나 개별 맞춤 생산에서의 활

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겨드랑부위의 다양한 체형 특성을 반

영한 2차원 패턴 개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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