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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림핏 드레스 셔츠 패턴 개발에 관한 연구

- 25~35세 영 어덜트 층 남성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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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attern Development of Men's Slim-fit Dress Shirt

- Focus on the 25-35 aged m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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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slim-fit dress shirt pattern. Among the published educational
patterns, there were four patterns based on similar design and silhouette with slim-fit dress shirts. Then, the drafting
method of those patternsBB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subjects for wearing evaluation were three 20 to 39 aged
average-sized men. After the wearing evaluation(5 Likert point scale), N pattern had been chosen as the final comparison
pattern because it received the highest points. The slim-fit shirt pattern was developed based on the result of wearing
evaluation. The foundation design were as following: shirt length (Stature/2-12), back length (Stature/4), armhole depth
(Chest/4+1), width (Chest/4+3), Interscye; Back (Chest/6+5), Interscye; Front (Chest/6+4), width of the nape of neck
(Neck/6+1=◎), height of the nape of neck (◎/3), of the front neck (◎-0.5), depth of the front neck(◎+1.5). After the
wearing evaluation about researched pattern and N pattern, researched patternsBB scale points were bigger than N pat-
tern and there were slight differences. The scale points for N patternsBB movement evaluation showed highest points
on all contents. Therefore, the researched pattern is suitable for the original form of slim-fit dress shirt. The new dress
shirt pattern reflected the slim-fit trend in the research expected to help educational environment and industrial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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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남성 셔츠시장은 2006년부터 시작된 슬림핏 트렌드를 시작

으로 2010년부터 어번 캐주얼(Urban casual)과 비즈니스 캐주

얼(Business casual)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꾸준히 성

장하고 있는 실정이다(Kim & Yum, 2010). 이제까지 셔츠시장

의 메인 고객 이였던 40~50대는 마인드 에이지가 낮아져 ‘맨

슈머’, ‘꽃중년’ 등의 신조어(Gwon, 2012)와 함께 중년층의 슬

림화 추세를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여기에 새로운 고객층으로

20~30대 젊은 층이 유입되었다. 20~30대 젊은 층은 자기 외모

를 가꾸고 자유로운 사고 속에서도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확고히 해 새로운 소비층으로 주목 받고 있는 실정이며

(“Fashion power consumption”, 2010), 이들은 서구화된 체형

과 함께 키, 허리둘레 비율이 더 날씬해져 슬림핏 트렌드와 잘

맞아 떨어지고, 다양하고 세계화된 패션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수용, 편안함 보다는 멋을 치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Cho,

2007). 

이러한 새로운 소비층의 등장과 슬림핏 트렌드는 드레스 셔

츠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닥스셔츠’는 좀 더 광범위한

스타일에 어깨와 허리라인을 살린 ‘카나비 셔츠’를 출시하였고

(Moon, 2012), ‘에스티듀퐁’은 바디라인을 돋보이게 해주는 스

키니핏에 가격대도 기존 ‘에스티듀퐁’보다 1~2만원 정도 낮춘

‘D-Man Series’를 런칭했다(“In view men's”, 2012). ‘레노마

셔츠’는 젊은 브랜드로 리뉴얼, 캐주얼 셔츠 강화 및 뉴슬림 라

인을 개발하였고, ‘예작’은 젊은층을 겨냥한 ‘스키니핏’, ‘스타

일핏’과 중년층의 슬림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젠틀핏’을 전

개하면서 가벼운 니트 편직물과 알티마(Altima) 소재를 사용한

기능성이 강조된 제품들을 출시하였다. ‘웅가로 셔츠’는 이번

시즌 슬림 제품인 ‘스타일 핏’을 출시하여 셔츠시장 내에서 입

지를 탄탄하게 다져가고 있다(Moon, 2012). 

이와 같이 대부분의 셔츠 브랜드들이 젊어진 소비자의 수요

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깃층을 낮춰 컨셉을 리뉴얼하거나, 세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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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라인을 출시하고(“In view men's”, 2012; “Menswear,

looking to”, 2012; “In view men's”, 2013), 타깃층 보다 젊

은 모델을 광고에 등장시켜 젊은 이미지를 강조하는 등 젊은

감성을 주축으로 한 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로

가디스컬렉션’은 30대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재정비한 4p mix

를 전개하고, ‘빨질레리’는 슬림라인인 풀라인의 확대로 젊은

고객 유입을 증가시켰다(“Menswear, looking to”, 2012). 이와

같이 많은 셔츠 브랜드들이 20~30대의 젊은 소비자뿐만 아니

라 40대의 연령층까지 무난하게 소화 할 수 있도록 공격적인 마

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는 Cho(2008)의 연구에서 현재 남성 소비

자들이 요구하는 패션의 핵심이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자 하

는 ‘Look Young’의 경향이라고 제시한 것과 맞아떨어진다. 

남성복 시장에서는 다양한 제품으로 변화하는 시장에 대처

하고 있는데, ‘제스’는 초 슬림라인인 X라인 반팔셔츠를 출시

하여 70%이상의 판매고를 올렸고(Lee, 2010), ‘예작’은 슬림핏

제품의 판매율이 80%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루

이까또즈 셔츠’, ‘피에르가르뎅 셔츠’는 전체 물량의 35%이상을

슬림핏 제품으로 구성하고 있다(Moon, 2012).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타깃층

의 특성이 반영된 제품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타깃층이 트

렌드에 민감한 20~30대일 경우,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서 소비자의 요구뿐만 아니라 신체적 특징까지 반영한 제품연

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Cho, 2008), 현재까지 진행 된 드레스

셔츠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Kim

& Choi, 2006; Lim, 2001), 원형 개발에 관한 연구(Hwang

& Lee, 2002; Sung & Yang, 2006), 체형별 남성 드레스 셔

츠 패턴 연구(Jang, 2007) 등이 진행되었고, 슬림핏 트렌드가

반영된 남성복 연구로는 주로 슬림핏 재킷원형 개발에 관한 연

구(Cho, 2007; Kim, 2009; Sung & Yang, 2011)가 진행되었

다. 하지만 아직까지 슬림핏 트렌드가 반영되어 연구 개발된 드

레스 셔츠 및 여유량, 맞음새등의 차이를 나타내는 슬림핏 드

레스 셔츠 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슬림핏 드레스 셔츠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20~30대 영 어덜트 층 남성을 대상으

로 슬림핏 드레스 셔츠의 제품 스타일과 사이즈 스펙, 착의 실

태, 구매 실태, 제품 맞음새 및 선호 디자인을 파악하였고(Kim

& Jang, 2012),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용 드레스 셔츠 패턴들을 수집하고, 선정한 패턴들의 특징

을 비교 분석 및 착의 평가를 통하여 패턴 개발의 기초 자료

를 마련하고, 둘째, 연구자의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20~30

대 영 어덜트 층 남성의 평균체형을 대상으로 한 슬림핏 드레

스 셔츠 패턴을 개발하여 교육현장 및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피험자 선정

본 연구의 피험자는 사이즈 코리아에서 제시하는 ‘제6차 인

체 치수조사’ 20~30대 영어덜트층 남성의 평균 사이즈 ±S.D범

위에 속하는 3명으로 의도 표집 하였다. 인체측정 항목은 길이

3항목, 둘레 4항목으로 총 7항목으로 나타내었으며, 피험자들은

7항목 모두 ±S.D범위 안에 속하도록 의도 표집하였다. 인체 측

정항목과 측정치수는 Table 1과 같다.

인체 측정 시 Martin 인체측정기를 사용하였고, 보조용구로

는 줄자를 사용하였으며, 직접측정 시, 사이즈코리아 표준인체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2.2. 교육용 드레스 셔츠 패턴 비교 분석 및 착의 평가

2.2.1. 교육용 패턴 비교 분석

슬림핏 드레스 셔츠 패턴 개발을 위해 드레스 셔츠 패턴 개

발에 관한 선행연구들(Hwang & Lee, 2003; Jang, 2007;

Sung & Yang, 2006)에서 비교 패턴으로 사용된 패턴들을 토

대로 교육용 드레스 셔츠 패턴 8가지를 수집하였고, 8개의 패

턴을 중합시킨 후 그 중에서 여유량이 지나치게 많아(예: 뒤판

에 턱이 들어간 디자인) 비교가 불가능한 4개의 패턴을 제외한

Table 1. Subject's body size                                            (Unit : cm)

Measuring items
Subjects 

1 2 3

Stature 173.0 175.0 172.0

Chest circumference 97.0 96.0 95.0

Waist circumference 84.0 83.0 81.0

Hip circumference 97.0 96.5 96.0

Waist back length 47.0 45.5 45.0

Arm length 56.0 58.5 55.5

Neck circumference 39.0 38.5 38.0

Wrist circumference 17.0 16.5 15.8

Table 2. Slim-fit dress shirts pattern size                                  (Unit : cm)

Stature Chest C. Waist C. Hip C. Neck C. Sleeve L.Biacromion L. 

173 96 82  96  38 59 44

* Circumference : C. * Length : L.

Table 3. Characteristics of fabric

Fabic Material Weave
Fabric count (threads/10 cm)

Thickness (mm) Weight (g/m
3
)

Warp Weft

Blended fabric
Cotton Polyester

twill 576 384 0.16 108
7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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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패턴(Nam & Lee, 1996), H패턴(Huh, 2001), E패턴(Lee,

2011), C패턴(Choi, 2008)을 선정하였다. 패턴 분석을 위하여

같은 사이즈를 적용하여 제도 하였으며, 적용한 사이즈는 Table

2와 같다. 

2.2.2. 비교 패턴 착의 평가 

선정된 4개의 비교 패턴으로 실험복을 제작하여 의도 표집

한 3명의 피험자에게 각각 착의 시킨 후 평가 하였고, 실험 원

단의 물성은 Table 3과 같다.

착의 평가 항목은 외관 평가와 맞음새 평가를 합해 총 30개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외관 평가의 경우 각 문항별로 매우좋다

(5점), 좋다(4점), 보통이다(3점), 나쁘다(2점), 매우 나쁘다(1점)의

5점 평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였고, 맞음새 평가

문항의 경우 매우작다(1점), 약간작다(3점), 적당하다(5점), 약간

크다(3점), 매우크다(1점)의 항목을 사용하였다. 외관 평가의 경

우 점수가 높을수록 외관이 우수함을 의미하고, 맞음새의 경우

‘적당하다’의 빈도수가 높을수록 맞음새가 우수함을 의미한다.

착의 평가 평가자는 의복에 대한 지식을 갖춘 의복구성학 전

공자 8명으로 구성하였다.

자료 분석은 PASW Statistics 18을 이용하였으며, 외관 평가

항목에서는 각각의 비교패턴 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고,

패턴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증으로 Duncan-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평가자간의 항목별

측정치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맞음새 평가 항목

에서는 빈도분석과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다.

2.3. 슬림핏 드레스 셔츠 패턴 개발

2.3.1. 연구 패턴 설계

연구 패턴 설계를 위해 산업현장에서의 패턴들의 특징을 알

아보기 위하여 연구자의 선행연구에서(Kim & Jang, 2012) 여

러 브랜드의 드레스 셔츠 사이즈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결

과로 얻은 드롭치와 가슴둘레, 허리둘레의 여유량을 패턴 설계

시 참고로 하였고, 비교 패턴의 착의 평가 결과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은 패턴을 토대로 각 비교 패턴들의 장점들과 연구자

의 선행연구 디자인 선호도 결과를 반영하여 슬림핏 드레스 셔

츠 패턴을 1차 설계하였다. 1차 설계 후 착의·보정을 통해 2

차 패턴을 설계하였고 2차 착의·보정상태를 검토 후 연구 패

턴을 완성하였다.

2.3.2. 연구 패턴 착의 평가

완성된 연구 패턴이 적합한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관 및 맞

음새 평가를 실시하였다. 착의 평가는 앞서 선정한 피험자 3명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 패턴 실물제작 물성과, 평가방

법 및 평가단은 비교 패턴의 착의 평가와 동일하게 하였다.

결과 분석은 연구 패턴과 비교 패턴에 대한 평가항목별 점

수의 평균, 표준편차, 전체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비교하였고,

T-test를 실시하였다. 

외관 및 맞음새 평가와 더불어 비교 패턴과 연구 패턴 실험

복을 피험자 3명에게 착장시켜 동작평가를 실시하였다. 동작평

가의 평가 항목은 드레스 셔츠를 입고 취할 수 있는 6문항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실험복을 착장한 피험자들이 동작을 취한

뒤 편안함의 정도에 대해 직접 평가하였다. 평가 방법은 매우

좋다(5점), 좋다(4점), 보통이다(3점), 나쁘다(2점), 매우나쁘다(1

점)로 5점 평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

정적인 결과로 해석 하였으며, 비교 패턴과 연구 패턴을 같이

정리하여 비교 패턴과 연구 패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비교하기

쉽도록 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3.1. 교육용 드레스 셔츠 패턴 비교 분석 및 착의 평가

3.1.1. 교육용 패턴 비교 분석

슬림핏 드레스 셔츠 패턴 개발을 위해 현재 교육용으로 쓰이

고 있는 패턴을 수집하여 그 중 디자인과 여유량이 슬림핏 셔츠

에 가장 유사한 4가지 패턴(N패턴, H패턴, E패턴, C패턴)을 선

정 하였다. 각 패턴별 수식 비교와 실측치수는 Table 4와 같다. 

바디스의 경우 등길이는 E패턴과 N패턴은 키/4의 수식을 사

용하였고, N패턴은 1 cm의 여유를 포함하고 있었다. C패턴은

키/7.5×2-1의 수식을, H패턴은 수식이 아닌 고정 치수를 사용

하고 있었다. 엉덩이길이는 대부분 키를 기준으로 하는 수식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E패턴이 N패턴보다 여유가 1 cm 작았다.

셔츠길이에서는 C패턴이 키를 7.5로 나누는 비율 식을 사용하

는 특이점을 보였다. 진동깊이는 E패턴, N패턴, H패턴은 가슴

둘레를 기준으로, C패턴은 키를 기준으로 한 수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겨드랑앞벽사이길이는 대부분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하

는 수식을 하용하고 있었고, 겨드랑뒤벽사이길이는 수식에서 여

유량 차이만 나타났다. 겨드랑너비는 E패턴과 N패턴만 사용하

고 있었는데, 수식은 같고 여유량에서 1 cm 차이가 나타났다.

앞목너비와 앞목깊이, 뒷목너비는 N패턴과 C패턴은 목둘레를

기준으로, E패턴과 H 패턴은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한 수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N패턴과 C패턴의 치수가 E패턴과 H패턴보다 1~2 cm 정도

작은 치수를 나타내었고, 비교 패턴들의 칼라 맞음새 평가 항

목 결과(Table 7)에서 N패턴과 C패턴이 E패턴과 H패턴보다

높은 점수로 평가되었는데, 이를 통해 목너비 및 목깊이 항목

은 목둘레를 기준으로 설계했을 때 맞음새가 더 좋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소매의 경우 소매길이는 모든 원형이 고정치를 사용하고 있

었고, 앞, 뒤 진동둘레(AH)는 E패턴과 H패턴은 전체AH을 기

준으로, N패턴은 앞AH 길이와 뒤AH 길이를 각각 사용하고

있었다. 소매산높이는 C패턴과 E패턴은 고정 치수를, N패턴과

H패턴은 AH을 기준으로 수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소매산 높

이는 H패턴이 가장 낮고, 소매통도 제일 넓어 여유가 넉넉한

소매 패턴을 나타내는 특이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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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 칼라의 경우 전체길이를 설정하는 방식에서 N패턴만

앞 낸단분을 포함하지 않은 수식을 사용하였다. 칼라스탠드 분

량과 칼라폭은 칼라 디자인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

고, 대부분 7 cm의 칼라폭을 사용하였다.

비교패턴 4가지의 몸판, 소매, 칼라의 중합도는 각각 Fig. 1

과 같다. 

3.1.2. 비교 패턴 착의 평가

각 비교 패턴을 현재 드레스 셔츠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으며 신축성이 없는 혼방직물(면 70%, 폴리에스터

30%)로 실물 제작 후 피험자 3명에게 착의시켜 착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비교 패턴 착의 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자 간 신뢰도 검정을

Table 4. Comparison and analysis of dress shirts pattern drafting                                                           (Unit = cm)

Factor N pattern H pattern E pattern C pattern

Bodice

Waist Back Length S/4+1 44.3 W.B.L. 43.0 S/4 43.3 (S/7.5)×2-1 45.0

Waist to Hip Length 

(Shirt Length)

S/8

(W.B.L.+30)

21.6

(74)
Shirt Length 80.5 S/8-1 20.6

S/10

(S./7.5)

17.3

(73.7)

Armhole Depth C/10+12+3 24.6 C/4+2 26.0 C/8+8=3.8 23.8 (S/7.5)+2.5-0.7 24.9

Whole Width C/2+5.5 53.5 C/2+5 53.0 · C/2+6 54.0

Interscye, Front C/5-1+0.75 19.0 C/6+5 21.0 C/5-1+0.9 19.1 C/5+2 21.2

Interscye, Back C/5+1.25 20.5 C/6+5 21.0 C/5+1+1.1 20.3 C/5+2 21.2

Armpit Width C/10+1+3.5 14.1 · C/10+1+2.8 13.4 ·

Front Neck Width N/6 6.3 · 6.0 C/20+4-0.1 8.7 N/5-1.8 5.8

Front Neck Depth N/6+2 8.3 C/12-0.5+2 9.0 C/20+4-1.5 7.3 N/5 7.6

Back Neck Width N/6+1 7.3 C/12 8.0 C/20+4 8.8 N/5-0.2 7.4

Front Yoke Width 2.5 · 1.2 ·

Side dart
Waist Line F:2.0 B:2.0 F:1.5 B:1.5 F:2.6 B:3.5 F:2.2 B:2.2

Hip Line F:0.7 B:0.7 F:1.0 B:1.0 F:1.0 B:1.8 · ·

Sleeve

Sleeve Length 59.0 59.0 62.5 70.8

Front Armhole Front AH-0.25 24.05 AH/2-0.5 23.74 AH/2-0.5 22.5 · 26.2

Back Armhole Back AH-0.25 23.6 AH/2-0.5 23.7 AH/2-0.5 22.5 · 25.8

Sleeves Cap Height AH/3-3~5 13.1 AH/6 8.1 · 15.7 · 15.5

Cuffs Width 5.5 5.0 6.0 6.5

Collar

Base Line
F.N.C.+

B.N.C.+1.4
20.3

F.N.C.+

B.N.C.+15
21.0

F.N.C.+

B.N.C.
23.0

F.N.C.+

B.N.C.+1.75
20.2

Collar Stand Height (①) 2.9 3.3 3.0 3.5

Collar Fall (②) 6.1 7.0 7.0 7.0

Collar Point Angle (③) 60° 60° 64° 62°

* W.B.L. = Waist Back Length *S = Stature 

* C = Chest Circumference

* F.N.C. = Front Neck Circumference 

* B.N.C. = Back Neck Circumference 

 
 

Fig. 1. Overlapping figures of comparison shirt patterns; (a) bodice, (b) sleeve, (c) co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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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고, 신뢰도 평가 결과 모든 항목에서 0.85 이상의 점수

를 얻어 착의 평가에 대한 착의실험 측정치를 신뢰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착의 평가는 외관 평가 및 맞음새 평가를 실

시하였고, 외관 평가 항목은 5점 평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

다. 분산분석 및 Duncan-test에 의한 외관 평가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외관 평가 결과 전체적 외관, 앞 중심선, 앞 어깨 요크라인

선, 앞 진동 둘레선, 소매의 전체적 외관 등 총 5개 항목에서

유의차가 나타났다. 유의차가 나타난 항목을 위주로 살펴보면

전체적 외관과 앞 중심선 모두 N패턴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앞어깨요크라인선의 위치는 앞 요크 폭을 2.5 cm로 적

용한 N패턴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검정 결과에

서도 가장 독립적인 성향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진동둘레

선은 진동깊이와 겨드랑앞벽사이길이의 실측 치수가 가장 작은

N패턴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매의 전체적 외관은 N패턴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옆선 항목에서는 E패턴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E패턴이 허리선에서 앞판 2.6 cm, 뒤판 3.5 cm, 엉덩이선에서

앞판 1 cm, s뒤판 1.8 cm로 다른 패턴에 비해 바디라인의 곡률

을 가장 많이 반영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칼라의 전체적인

외관은 N패턴과 H패턴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관 평

가의 전체 평균은 패턴마다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

패턴이 평균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C패턴이 3.2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비교 패턴 별 맞음새 평가 항목과 분산분석 및 Duncan-test

에 의한 평가 결과는 Table 6, Table 7과 같다. 맞음새 평가

결과 겨드랑앞벽사이길이, 앞 가슴둘레, 앞 허리둘레, 겨드랑뒤

벽사이길이, 뒤 가슴둘레, 뒤 허리둘레, 뒤 엉덩이둘레, 뒤판 셔

츠길이, 소매통, 손목둘레, 소매트임 길이, 칼라 사이 폭 등 총

13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5. Duncan-test result of comparison patterns in the appearance questions  

 Pattern

 Factor

N Pattern H Pattern E Pattern C Pattern
F-value

M S·D M S·D M S·D M S·D

whole 1. How about whole appearance? 3.94 b 0.77 3.43 a 0.51 3.25 a 0.58 3.25 a 0.58 4.43**

Front

2. Center front line is vertical? 4.31 b 0.48 4.19 b 0.40 3.88 a 0.34 3.81 a 0.40 5.56*

3. Front shoulder yoke lineAAs position is suitable? 4.00 c 0.52 3.00 ab 0.63 3.31 b 0.48 2.88 a 0.50 14.16***

4. Front armhole line is natural? 3.75 b 0.45 3.25 a 0.58 3.56 ab 0.51 3.19 a 0.66 3.67*

Back
5. Center back line is vertical? 3.93 b 0.25 3.69 ab 0.60 3.50 a 0.73 3.88 ab 0.34 2.33

6. Back armhole line is natural? 3.56 c 0.63 3.13 ab 0.62 3.06 ab 0.85 2.94 a 0.68 2.40

Side
7. Front and back balance is natural at side seam? 3.50 a 0.52 3.36 a 0.62 3.62 a 0.50 3.25 a 0.58 1.35

8. Side line is vertical? 3.38 a 0.72 3.56 ab 0.63 3.88 b 0.34 3.62 ab 0.72 1.76

Sleeve 9. How about whole sleeve appearance? 3.62 b 0.50 3.19 ab 0.66 2.75 a 0.77 3.00 a 0.73 4.82*

Collar 10. How about whole collar appearance? 3.50 a 0.52 3.50 a 0.73 3.19 a 0.40 3.13 a 0.34 2.38

Appearance Total Mean 3.75 b 0.28 3.43 a 0.24 3.40 a 0.29 3.29 a 0.29 7.96***

*p≤.05, **p≤.01, ***p≤.001, Duncan-test : a<b<c

Table 6. Duncan-test result of comparison patterns in the Fit questions - Bodice

Factor
N Pattern H Pattern E Pattern C Pattern

F-value
M S.D. M S.D. M S.D. M S.D.

Front

1. The amount of front interscye ease is moderate? 4.25 ab 1.00 4.13 ab 1.02 4.75 b 0.68 3.75 a 1.00 3.10*

2. The amount of front chest circumference ease is moderate? 4.38 bc 0.95 4.00 ab 1.03 4.75 c 0.68 3.50 a 1.15 4.82**

3. The amount of front waist circumference ease is moderate? 4.50 b 0.89 3.88 ab 1.25 4.25 b 1.00 3.13 a 1.14 4.89**

4. The amount of front hip circumference ease is moderate? 4.50 b 0.89 4.38 b 1.20 4.38 b 0.95 2.88 a 1.14 8.53***

5. Front shirt length is moderate? 4.50 a 0.89 4.75 a 0.68 4.25 a 1.00 4.38 a 0.95 0.92

Back

6. The amount of back interscye ease is moderate? 4.25 b 1.00 3.50 ab 1.15 3.88 b 1.02 2.88 a 0.88 5.28**

7. The amount of back chest circumference ease is moderate? 4.13 b 1.02 3.38 ab 1.08 3.88 b 1.02 2.75 a 1.00 5.51**

8. The amount of back waist circumference ease is moderate? 3.63 bc 0.95 2.75 a 1.00 3.88 c 1.02 3.00 ab 1.26 3.87**

9. The amount of back hip circumference ease is moderate? 4.25 b 1.00 4.00 b 1.03 4.25 b 1.00 2.75 a 1.00 8.12***

10. Back shirt length is moderate? 3.25 b 1.23 3.13 a 1.36 3.38 ab 0.80 4.00 ab 1.26 3.14*

*p≤.05, **p≤.01, ***p≤.001, Duncan-test :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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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 별로 살펴보면 겨드랑앞벽사이

와 앞 가슴둘레는 E패턴이 두 항목 모두 가장 높게, C패턴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C패턴이 겨드랑앞벽사이길이

21.2 cm, 겨드랑뒤벽사이길이 21.2 cm로 여유량이 많아 나타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앞 허리둘레, 앞 엉덩이둘레는 N패턴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허리둘레의 여유량이 N패턴은 4 cm, C

패턴은 5 cm로 나타났는데, 평가 결과를 통해 4 cm의 여유량이

가장 좋은 평가를 얻었다. 또한, N패턴의 허리둘레-엉덩이둘레

의 드롭치가 1.5 cm, C패턴의 드롭치가 1.3 cm로 나타나 C패

턴의 실루엣보다 N패턴의 허리에서 엉덩이까지의 실루엣이 더

좋게 평가됨을 알 수 있었다. 겨드랑뒤벽사이, 뒤가슴둘레는 N

패턴이 가장 높게, C패턴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겨드랑

앞벽사이와 앞 가슴둘레는 여유량이 가장 적은 E패턴의 맞음

새가 우수하게 나타난 결과와 비교 할 수 있다.

앞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겨드랑뒤벽사이, 뒤가슴둘레는 활

동시 여유량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E패턴보다 여유가 1 cm

정도 더 많은 N패턴이 활동하기에도 더 편하고, 몸에 꽉 끼는

느낌이 없어 우수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뒤 허리둘레

는 E패턴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H패턴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E패턴이 뒤판 중심 다트량 1.5~2 cm, 뒤 허리선에서 여유

줄임 분량 3.5 cm로 여유량 줄임이 많아 슬림 한 실루엣이고,

H패턴의 여유량이 가장 많아 나타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뒤

엉덩이둘레는 N패턴과 E패턴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판 셔

츠길이는 C패턴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C패턴

Table 7. Duncan-test result of comparison patterns in the Fit questions - Sleeve, Collar

Factor
N Pattern H Pattern E Pattern C Pattern

F-value
M S.D. M S.D. M S.D. M S.D.

Sleeve

11. The amount of sleeve height ease is moderate? 4.38 a 0.95 4.25 a 1.00 3.88 a 1.02 4.50 a 0.89 1.24

12. The width of a sleeveAAs ease amount is moderate? 4.50 c 0.89 3.63 ab 0.95 4.13 bc 1.02 3.25 a 0.68 5.98***

13. The amount of wrist circumference ease is moderate? 4.25 b 1.00 4.50 b 0.89 3.00 a 1.46 3.38 a 1.31 5.71**

14. Sleeve length is moderate? 4.13 c 1.02 3.38 ab 1.31 2.88 a 1.36 3.75 ab 1.43 2.73

15. Shirt sleeve placket length is moderate? 4.25 b 1.00 4.36 b 0.80 1.38 a 1.08 4.75 b 0.68 49.50***

16. The width of seelve cuffs is moderate? 4.63 a 0.80 4.50 a 0.89 4.38 a 0.95 4.50 a 0.89 0.21

Collar

17. Whole ease of neck circumference is moderate? 4.50 b 0.89 3.63 a 0.95 3.88 ab 1.02 4.00 ab 1.03 2.27

18. The width of collar is moderate? 4.63 b 0.80 4.25 ab 1.00 3.88 a 1.02 4.13 ab 1.02 1.67

19. The width of collar band is moderate? 4.25 a 1.00 4.63 a 0.86 4.63 a 0.86 4.38 a 0.95 0.67

20. The Width of collar spread is moderate? 3.38 a 0.86 4.50 b 0.89 3.25 a 0.68 3.25 a 0.68 9.90***

*p≤.05, **p≤.01, ***p≤.001, Duncan-test : a<b<c

Table 8. Wearing images of comparison patterns 

Pattern N H E C

Front

Side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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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키에 따른 비율식을 사용하여 피험자의 신체에 가장 알맞은

비율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소매통은 N패턴이 가장 높게, C패턴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는 N패턴의 소매산의 치수가 2 cm 가량 더 길었으며, 소매통이

비교적 슬림한 핏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손목둘레는

H패턴이 가장 높게, E패턴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E패턴의 손

목둘레 여유량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외관 평가와 맞음새 평가 결과 가슴둘레의 여유량이 2.7 cm,

허리둘레의 여유량이 4 cm, 엉덩이둘레의 여유량은 2 cm를 가

진 N패턴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가장 높게 평가된 N패

턴을 최종 비교 패턴으로 선정하였고, 항목별로 평균점수가 높

게 나타난 패턴의 장점을 반영하여 패턴 설계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드레스 셔츠 비교 패턴별 착의 모습은 Table 8과 같다.

뒤판에서는 N패턴이 가장 군주름 없이 깔끔한 실루엣으로

나타났고, H패턴은 여유량이 많아 넉넉한 실루엣으로 나타나

는 것을 볼 수 있다. C패턴이 뒤판 셔츠길이 항목에서 가장

좋게 평가 되었는데, 착의 모습에서 다른 패턴들은 모두 엉덩

이를 완전히 덮는 길이이지만, C패턴은 엉덩이를 살짝 덮는 길

이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는 키를 기준으로 비례수식을 사

용하였기 때문에 고정치를 사용한 다른 패턴에 비해 피험자의

신체에 가장 적절한 길이가 적용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E패턴은 뒤판 엉덩이둘레 부분의 비교적 부족한 여유량으로 군

주름이 많이 발생 한 것을 볼 수 있다.

4개의 비교패턴 중에서 N패턴이 전체적으로 군주름이 가장

적고, 매끄러운 실루엣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비교패턴들의 외관 평가와 맞음새 평가 결과에서 N패턴이 가

장 좋게 평가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슬림핏 드레스 셔츠 패턴 개발

3.2.1. 연구 패턴 개발 및 수정, 보완

연구 패턴에 반영된 드레스 셔츠의 디자인은 연구자의 선행

연구(Kim & Jang, 2012) 결과 가장 높은 디자인 선호도가 나

타난 디자인이며 Table 9와 같다. 

연구 패턴은 1차, 2차 수정 및 보완과정을 거쳐 완성되었으

며 가로 허리선, 목 너비, 목 깊이, 어깨 경사, 뒤 허리다트 등

총 5항목을 수정하였다. 

가로 허리선은 1차 패턴에서 착의 시 허리의 여유분량이 부

족하고, 암홀 제도 시 폭이 너무 좁아 암홀 실루엣이 자연스럽

지 않아서 가슴둘레/4+2.5 cm에서 여유량을 앞판, 뒷판에 각각

0.5 cm씩 추가하여 가슴둘레/4+3 cm로 수정하였다.

목 너비와 목 깊이는 앞판 뒤판 모두 여유가 부족하게 나타

나 1차 패턴에서 너비는 뒷목너비에서 0.5 cm를 추가하였고, 높

이는 앞목깊이에서 0.5 cm를 추가하였다.

어깨 경사는 20
o

에서 15
o

로 완만하게 수정하였고, 뒤 허리

Table 9. Final designs applied into developing the pattern 

Design

Front Back Collar Color 

White 

  

Fig. 2. Development pattern; (a) bodice, (b) sleeve, (c) co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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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트는 허리에서 엉덩이까지의 슬림 한 실루엣을 살리기 위해

다트 폭은 0.5 cm 추가하고, 길이는 밑단선까지 연장하였다. 

3.2.2. 연구 패턴 제도법

완성된 연구 패턴과 제도법은 Fig. 2와 같다. 연구 패턴과

최종 비교 패턴의 제도법 비교는 Table 10과 같으며, 연구 패

턴 설계 시 슬림핏 트렌드와 소비자 디자인 선호도(무다트, 뒤

판 원다트, 세미와이드 칼라)를 반영하였다. 

연구 패턴의 몸판 패턴은 비교 패턴에 비해 진동깊이, 겨드

랑앞벽사이길이, 겨드랑뒤벽사이길이에 0.5~1 cm 여유가 더 있

어 팔의 활동 시 당김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슬림한

실루엣을 위해 옆선의 허리부분에 다트를 추가하였으며 허리라

인을 1 cm 높게 설정하여 전체적으로 날씬하고 슬림해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표현하였다. 뿐만 아니라, 엉덩이선에서는 비교

패턴에 비해 0.7 cm 정도의 여유를 더해 신체의 곡률을 반영하

여 설계하였다. 

소매 패턴의 경우 비교 패턴의 소매길이가 짧아 그 점을 보

완하여 연구패턴의 소매길이를 설정하였다.

칼라의 경우 앞서 비교 패턴들의 맞음새 평가 결과 목둘레

를 기준으로 설계된 패턴들이 더 우수하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목둘레부분은 목둘레를 기준으로하는 패턴식을 설계하였다.

세미와이드 칼라는 비교 패턴의 칼라에 비해 스탠드분량이

높고, 칼라 폭도 크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비교 패턴보다

목깊이와 목너비에서 0.5 cm 정도 여유량을 더해 착용시 편안

함을 추구하였다. 칼라부분의 경우 칼라가 작고 답답해 보인다

는 피험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스탠드 분량은 3.5 cm, 칼라

너비는 7.3 cm로 설계하였으며, 3차례의 수정작업을 통하여 목

둘레에 가장 알맞은 곡률이 적용되도록 설계하였다. 연구 패턴

과 최종 비교 패턴인 N패턴의 중합도는 Fig. 3과 같다.

연구 패턴을 실물 제작하여 착의한 모습과 최종 비교 패턴

(N패턴)과의 비교 모습은 Table 11과 같다.

3.2.3. 연구 패턴 착의 평가

완성된 연구 패턴의 우수함과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비

교 패턴과 같은 실험원단으로 실물 제작하여 의복 구성학 전공

자 8명의 평가자들을 통하여 외관 및 맞음새 평가를 실시하였

다. 비교 패턴 착의 평가와 같은 항목으로 평가하였고, 신뢰도

분석 결과 모든 항목에서 0.85의 높은 점수를 얻어 착의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교 패턴인 N패턴과

연구 패턴의 외관 평가는 ‘적당하다’의 빈도수를 비교하기 위

해 교차분석과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고, 비교 패턴과 연

구 패턴의 외관 평가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외관 평가 결

Table 10. Comparison and analysis of comparison pattern and researched pattern                                             (Unit : cm)

Factor Comparison pattern Researched pattern

Bodice

Waist Back Length S/4+1 44.3 S/4 43.25

Waist to Hip Length (Shirt Length) S/8 (W.B.L.+30) 21.6 (74) S/2-12 74.5

Armhole Depth C/10+12+3 24.6 C/4+1 25.0

Whole Width C/2+5.5 53.5 C/2+6 54.0

Interscye, Front C/5-1+0.75 19.0 C/6+4 20.0

Interscye, Back C/5+1.25 20.5 C/6+5 21.0

Front Neck Width N/6 6.3 N/6+1-0.5 6.8

Front Neck Depth N/6+2 8.3 N/6+1+1.5 8.8

Back Neck Width N/6+1 7.3 N/6+1 7.3

Front Yoke Width 2.5 3.5

Dart 
Waist Line F:2.0 B:2.0 F:2.5 Back side : 2,5

Back waist : 2.5Hip Line F:0.7 B:0.7 ·

Sleeve

Sleeve Length 59.0 61.0

Front Armhole Front AH-0.25 24.05 Front AH-0.5 23

Back Armhole Back AH-0.25 23.6 Back AH-0.5 24.5

Sleeves Cap Height AH/3-3~5 13.1 AH/3-2.5 13.6

Cuffs Width 5.5 6

Collar

Base Line F.N.C.+B.N.C.+1.4 20.3 F.N.C.+B.N.C.+1.5 21.5

Collar Stand Height (①) 2.9 3.5

Collar Fall (②) 6.1 7.3

Collar Point Angle (③) 60
o

57
o

* W.B.L. = Waist Back Length * S = Stature 

* C = Chest Circumference * F.N.C. = Front Neck Circumference

* B.N.C. = Back Neck Circum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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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옆면의 앞뒤 밸런스, 옆선의 수직, 소매의 전체적 외관, 칼

라의 전체적인 외관 등 총 4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 위주로 살펴보면 옆면의 앞뒤 밸

런스는 연구 패턴의 빈도는 좋음(87.5%)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반면, 비교 패턴의 빈도는 좋음(50.0%), 보통(50.0%)로 고르게

나타나 연구 패턴이 더 우수하게 평가됨을 알 수 있다. 옆선의

수직은 연구 패턴의 빈도는 좋음 87.5%, 비교 패턴은 좋음

50.0%로 연구 패턴의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소매의 전체적

외관은 연구 패턴의 경우 매우 좋음(18.8%)과 좋음(75.0%)항목

에서 빈도가 나타났고, 비교 패턴의 경우 좋음(62.5%)과 보통

(37.5%)의 항목에 빈도가 나타나 연구 패턴이 더 우수하게 평

가됨을 알 수 있었다. 칼라의 전체적인 외관은 연구 패턴은 매

우 좋음(18.8%), 좋음(75.5%)항목에서 빈도가 나타나고, 비교

패턴은 좋음(50.0%)과 보통(50.0%)항목에 빈도가 나타나 연구

패턴이 더 우수하게 평가됨을 알 수 있다.

평가자들이 평가한 연구패턴과 비교패턴의 맞음새를 비교하

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3과 같다.

유의차가 나타난 항목을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바디

스의 경우 앞 허리둘레는 연구 패턴의 평균이 더 우수하게 나

타났다. 이는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드롭치가 연구 패턴은

2.7 cm, 비교 패턴은 2.5 cm로 연구패턴의 드롭치가 더 커서

가슴에서 허리로 이어지는 실루엣 곡률이 더 크기 때문에 나타

나는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앞판 셔츠길이 역시 연구 패턴이

더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이는 연구 패턴 제도 시 앞판 셔츠길

이를 뒤판 길이보다 1 cm 짧게 차이를 주어 제도하였는데, 비

교 패턴은 앞판 셔츠길이와 뒤판 셔츠길이를 동일하게 적용하

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앞판 전체 평균

Fig. 3. Overlapping figures of comparison pattern and researched pattern; (a) bodice, (b) sleeve, (c) collar. 

Table 11. Wearing images of comparision pattern and researched pattern 

Pattern Front Side Back

Comparison

 pattern

Researched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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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 패턴의 앞판 맞음새가 더 우수하게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 허리둘레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연구 패턴이 더 우수하게 나타났다. 이는 뒤 허리

둘레에서 여유량이 연구 패턴은 뒤판 다트로 인해 1.5 cm로 슬

림한 실루엣으로 나타나고, 비교 패턴은 여유량이 4.3 cm로 적

용되어 나타나는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소매의 경우 소매트임 길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연구 패턴에 적용 된 소매트임 길이 12 cm가 더 우수하게 평

가됨을 알 수 있었다.

칼라 항목에서 가장 유의한 차이가 많이 나타났는데, 목둘레

의 전체적 여유는 연구 패턴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 패턴의 목둘레 여유량은 1.6 cm, 비교 패턴의 여유량은

4 cm로 연구 패턴의 여유량이 더 작아 목둘레에 잘 맞아 맞음

새가 더 높게 평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칼라밴드의 폭은 연

구 패턴이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연구 패턴에 적용된

칼라밴드 폭의 분량인 3.5 cm가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칼라

사이 폭에서도 연구 패턴이 우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 패

턴이 8.5 cm, 비교 패턴이 6 cm로 연구 패턴에 세미 와이드

칼라를 적용하여 트렌드를 반영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칼

라 맞음새 평균에서는 연구 패턴이 더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음새 항목의 전체 평균

에서도 연구 패턴이 더 우수하게 평가되었고, 유의한 차이가 있

Table 12. Results of chi-square analysis with comparison pattern and researched pattern and in the appearance questions

Factor
Comparison pattern Researched pattern

χ
2

(%) (%)

Whole 1. How about whole appearance?

Normal 31.2  6.2

5.13Good 43.8 81.3

Very Good 25.0 12.5

Front

2. Center front line is vertical?
Good 68.7 62.5

1.00
Very Good 31.3 37.5

3. Front shoulder yoke lineAAs position is suitable?

Normal 12.5 6.2

0.82Good 75.0 87.5

Very Good 12.5  6.3

4. Front armhole line is natural?

Normal 25.0 25.0

2.18Good 75.0 62.5

Very Good  0.0 12.5

Back

5. Center back line is vertical?

Normal  6.2  6.2

2.14Good 93.8 81.3

Very Good  0.0 12.5

6. Back armhole line is natural?

Bad 6.2  0.0

4.47
Normal 31.3 12.5

Good 62.5 75.0

Very Good  0.0 12.5

Side

7. Front and back balance is natural at side seam?

Normal 50.0  6.2

8.08**Good 50.0 87.5

Very Good  0.0  6.3

 8. Side line is vertical?

Bad 12.5  0.0

8.21*
Normal 37.5  6.2

Good 50.0 87.5

Very Good  0.0  6.3

Sleeve 9. How about whole sleeve appearance?

Normal 37.5  6.2

6.75*Good 62.5 75.0

Very Good  0.0 18.8

Collar 10. How about whole collar appearance?

Normal 50.0  6.2

9.24**Good 50.0 75.0

Very Good  0.0 18.8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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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T-test result of researched pattern and comparison pattern in the fit questions 

Factor
Comparison pattern Researched pattern

t-value
M S.D. M S.D.

Front

1. The amount of front interscye ease is moderate? 4.25 1.00 4.75 068 1.65

2. The amount of front chest circumference ease is moderate? 4.38 0.95 4.75 0.68 1.28

3. The amount of front waist circumference ease is moderate? 4.50 0.89 5.00 0.00 2.24*

4. The amount of front hip circumference ease is moderate? 4.50 0.89 4.75 0.68 0.89

5. Front shirt length is moderate? 4.50 0.89 5.00 0.00 2.24*

Front Fit Mean 4.42 0.43 4.85 0.28 3.25**

Back

6. The amount of back interscye ease is moderate? 4.25 1.00 3.50 1.15 0.75

7. The amount of back chest circumference ease is moderate? 4.13 1.02 3.38 1.08 1.53

8. The amount of back waist circumference ease is moderate? 3.63 0.95 4.75 1.00 3.83***

9. The amount of back hip circumference ease is moderate? 4.25 1.00 4.00 1.03 1.65

10. Back shirt length is moderate? 34.25 1.23 3.13 1.36 1.02

Back Fit Mean 4.10 0.59 4.47 0.63 1.73

Sleeve

11. The amount of sleeve height ease is moderate? 4.38 0.95 4.88 0.50 1.85

12. The width of a sleeveAAs ease amount is moderate? 4.50 0.89 4.88 0.50 1.46

13. The amount of wrist circumference ease is moderate? 4.25 1.00 4.50 0.89 0.75

14. Sleeve length is moderate? 4.13 1.02 4.25 1.00 0.35

15. Shirt sleeve placket length is moderate? 4.25 1.00 4.88 0.50 2.24*

16. The width of seelve cuffs is moderate? 4.63 0.80 4.75 0.68 0.47

Sleeve Fit Mean 4.35 0.44 4.47 0.47 0.77

Collar

17. Whole ease of neck circumference is moderate? 4.50 0.89 5.00 0.00 2.24*

18. The width of collar is moderate? 4.63 0.80 4.63 0.80 0.00

19. The width of collar band is moderate? 4.25 1.00 5.00 0.00 3.00**

20. The width of collar spread is moderate? 3.38 0.86 4.75 0.68 5.20***

Collar Fit Mean 4.18 0.51 4.81 0.30 4.18***

 Fit Total Mean 4.27 0.35 4.63 0.34 2.93**

*p≤.05, **p≤.01, ***p≤.001

Table 14. Result of movement evaluation 

 Factor
Comparioson pattern Resaerched pattern

M S.D. M S.D.

1 Stand straight 
 

4.66 0.57 5.00 0.00

2 Swing both your arms 90
o
 forward, 50

o
 back 4.33 1.15 5.00 0.00

3 Cross your arms in front of the chest. 3.66 0.57 4.33 0.57

4 Put both your arms up beside 90
o

4.66 0.57 4.66 0.57

5 Raise both your arms 120
o
 highly as much as possible. 4.00 1.00 5.00 0.00

6 Bend your waist into 90
o

4.33 0.57 4.66 0.57

Total Mean 4.27 0.53 4.77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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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패턴과 연구 패턴의 동작평가 평균비교 결과는 Table

14와 같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 0.88의 높은 점수를 얻어 동작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작 평가 결과 모든 항목에서 연구 패턴의 평균이 높게 나

타났으며, 동작평가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비

교 패턴보다 우수하게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착의 평가

와 동작 평가 결과를 통해 연구 패턴이 슬림핏 드레스 셔츠

패턴으로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25~35세 영 어덜트 층 남성을 대상으로 슬림핏

드레스 셔츠의 제품 스타일과 사이즈 스펙, 착의 실태, 구매 실

태, 제품 맞음새 및 선호 디자인을 연구자의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하였고(Kim & Jang, 2012), 교육용 패턴을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착의 평가와 동작 평

가를 통해 연구 패턴을 완성하였으며, 슬림핏 드레스 셔츠 패

턴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슬림핏 드레스 셔츠 패턴 개발을 위해 현재 교육용으로 쓰

이고 있는 패턴을 수집하여 그 중 디자인과 여유량이 슬림핏

셔츠에 가장 유사한 4가지 패턴(N, H, C, E)을 선정하였으며,

각 패턴별 제도법을 분석하였다. 패턴 별 드레스 셔츠를 실물

제작하여 착의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외관 평가에서는 총 5개

항목, 맞음새 평가에서는 총 13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따라서 외관 평가 3.75, 맞음새 평가 4.27로 가장 점수

가 높게 평가된 N패턴을 최종 비교 패턴으로 선정하였다. 

비교 패턴 착의평가 결과 좋은 점수를 얻은 패턴과 항목, 디

자인 선호도를 반영하여 앞판 무다트, 뒤판 원다트, 세미 와이

드 칼라로 연구 패턴을 개발하였다. 연구 패턴 설계에 적용된

최종 설계식은 셔츠길이(키/2-12), 등길이(키/4), 진동깊이(가슴

둘레/4+1), 가로 기준선 가슴둘레/4+3, 겨드랑뒤벽사이길이(가

슴둘레/6+5), 겨드랑앞벽사이길이(가슴둘레/6+4), 뒤목너비(목둘

레/6+1=◎), 뒤목높이(◎/3), 앞목너비(◎-0.5), 앞목깊이(◎+1.5)

와 같다. 

완성된 연구 패턴과 최종 비교 패턴과의 착의 평가결과 외

관 평가 평균 4.06, 앞판 맞음새 평균 4.85, 뒤판 맞음새 평균

4.47, 소매 맞음새 평균 4.47, 칼라 맞음새 평균 4.81로 연구

패턴의 평균점수가 더 우수하게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작 평가 결과도 연구 패턴의 평균이 모든

항목에서 더 높게 나타나 슬림핏 드레스 셔츠 원형으로 적합함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슬림핏 드레스 셔츠 패턴

을 개발하고, 슬림핏 트렌드가 반영된 교육용 원형 및 산업현

장에서 사용 가능한 패턴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대상은

25~35세 영 어덜트층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좀 더 활용도

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슬림핏 드레

스 셔츠 원형 개발이나 연령별 체형에 따른 패턴개발, 사이즈

에 따른 그레이딩 등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의 피험자가 3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표집

을 대상으로 한 외관·맞음새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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