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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시 및 동작시 팔의 체표면 전개도와 소매원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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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Sleeve Basic Pattern in the Standing and 

Arm-Movement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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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uitability of the pattern manufactured with the development figure was considered 

by reviewing the development conditions that can be directly connected to the basic 

pattern in the human body surface development figure with the cast bandage method. 

  The method to prepare the sleeve basic pattern was based on the cylindrical surface 

development method, and the sleeve basic pattern covering the 45 and 90 degrees 

momentum of the arm-movement was made by using the cast-type body surface 

development figure prepared with the horizontal line of the sleeve hem placed horizontally 

in the plan and by combining the cast-type body surface development figure in the 

standing position with the figure in the moving position. 

  The test clothing was prepared with the sleeve pattern adding the bodice pattern in the 

standing position and the momentum and was worn on the FRP replica. The relationship 

theory of the body surface development figure with the pattern was derived by reviewing 

the suitability from the wearing state. The sleeve-cap height of the sleeve basic pattern 

resulted in about 80% in the standing position when the needs for a physical activity are 

45 degrees and the about 50% when the needs for a physical activity are 90 degrees. 

  The additional size of the diagonal length of the sleeve-cap could be set as "0" if the 

sleeve-cap height is low by 50% and as 50% of the additional size in the standing 

position if the sleeve-cap height is 80%.

  Key words : body surface development figure(체표면 전개도), sleeve basic pattern(소매원  

               형), cylindrical surface development method(주면전개법), sleeve-cap height 

               (소매산높이), diagonal length of the sleeve-cap(소매산사선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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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움직이기 편하고 정립시에도 보기 좋은 의복을 만

들기 위해서는 인체의 동작변화상태를 알고 정립시 

및 동작시의 체표변화량과 형상의 차이를 파악하여 

패턴에 가미시킬 필요가 있다. 의복은 정립시의 미

적효과와 동시에 동작적응성도 요구되므로 본 연구

에서는 정립시와 동작시 팔의 석고형 체표면 전개도

를 가지고 일상동작에 적합한 소매원형을 제작하여 

의복원형으로서의 검토를 실시하였다. 

  동작하기 쉬우면서 쾌적한 소매를 만들기 위해서

는 인체의 겨드랑둘레 주변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

다. 인체의 구조, 크기, 형태, 동작시의 변화 등을 

파악함으로써  의복과 인체의 적합성, 여유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팔 동작에 따른 몸통부위 체

표의 신장에 대응시키기 위해, 길원형의 치수적 구

성요소 및 동작에 따른 변화량을 만족시켜야 하며 

나아가 정립시의 체형에도 적합하고 아름다운 의복

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부위의 길이를 파악해야 하

는가 라는 것이 문제시된다.

  의복설계를 목적으로 한 인체의 형태측정법에는 2

차원, 3차원측정법이 있다. 현재 3차원 인체스캐너

에 의한 의복설계 이론을 위한 유효한 데이터가 채

취되고 있으나1)~7), 레이저, 할로겐 등의 빛을 이용

한 3차원 인체스캐너는 겨드랑밑부분의 데이터 채취

가 팔의 그림자로 인해 어려우므로 체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팔과 다리를 가볍게 벌

린 자세에서 측정을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에

도 벌리는 각도의 차는 있으나 3차원 인체측정시와 

비슷한 정도로 팔을 벌린 상태에서 측정되고 있어 

정립시의 자연하수 상태의 데이터는 채취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체의 상반신이나 팔과 같

은 복잡한 복곡면의 형태를 파악하고 그 형태에 적

합한 패턴을 검토하는 방법의 하나로 겨드랑부위의 

형태측정이 가능한 3차원적 측정법인 석고법에 의한 

인체형태로부터 체표면 전개도를 제작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의복」자체는 인체와 달라 단곡면화

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인체 상반신 체표면 

전개도로부터 직접 원형으로 결부시킬 수 있는 전개

방법을 검토하여 그 전개도에 따라 제작한 패턴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이 전개도는 전개기준선이나 

전개조건 설정방법에 따라 다양한 전개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팔 동작에 따른 체표변화와 의복패턴의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들8)~16)이 수행되어 왔다. 三

吉는 논문 「人体腕付根周辺の形態と袖パターン作図
について」17)에서, 위팔부위 석고형 체표면 전개방

법으로서 겨드랑밑위팔둘레선을 지나는 수평선을 평

면도에서 수평으로 놓고 전개하여 소매기초패턴의 

정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논문 「袖付周辺のゆとり

を考える」14)에서, 동작시의 체표면 전개도의 전개

방법으로 위팔 하부의 동작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

어진 위치를 평면전개도의 수평선으로 놓고 전개하

였다. 상반신의 석고형 전개방법으로는 허리선 수평

선이 평면전개도에서도 수평이 되도록 평면화하였

다. 

  그러나 팔 부위 석고형 체표면 전개도를 가지고 

의복패턴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개방법이 

유용한가에 대한 결론에 이르지 않은 것이 거의 대

부분이다. 특히 정립시 미적효과와 동작기능성을 동

시에 고려한 소매패턴을 도출하기 위한 체표면 전개

도와 소매원형과의 관계이론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학적인 주면전개법18)을 기준으로 

한 三吉논문17)을 토대로 하여, 2종류의 위팔부 체표

면 전개방법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가지고 정립시의 

소매패턴을 작성하였다. 또한 옆 45°, 90° 동작 범

위 내의 일상동작에 적합한 소매원형을 제작하기 위

해 정립시와 동작시 석고형 전개도의 중합도로부터 

동작시 소매원형을 도출하였다. 실제로 실험복을 제

작하여 FRP복원상19)에 착용시킨 후 그 착의상태로

부터 적합성을 검토하여 체표면 전개도와 소매패턴

의 관계이론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론을 적

용하여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를 활용한 2차원 소

매패턴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평균체형의 성인여성 1명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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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석고법20)을 사용하여 정립시 및 동작시의 석고형

을 채취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피험자의 석고형으

로 체표면  전개도와  FRP복원상을 제작하였다. 체

표면 전개도를 사용하여 정립시 및 운동량을 가미한 

소매원형의 작성법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FRP복원

상을 가지고 착의실험을 실시하여 전개도와 소매원

형의 관계이론을 추출하였다. 착의실험의 적합성을 

체크하기 위한 항목은 선행연구21)의 소매원형 적합

성 체크항목에 준하였다.

  

  1. 석고형으로부터의 형태채취

  상반신 특히 인체의 어깨부위, 겨드랑둘레 주변 

형태의 입체적 관찰 및 평면도형으로부터의 수량화

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석고형

내면에 한지를 붙여 복원상을 만드는 것으로 체표면 

모양을 채취하는 내면전사법과 석고형을 가지고 인

체와 같은 형태의 FRP복원상을 만드는 방법이다. 

또한 한지에 의해 내면전사한 석고형 전개도는 평면

전개를 함으로써 의복원형의 기본 형태를 채취하였

으며, FRP복원상은 인체의 대용으로 착의실험의 모

델로써 사용하기로 하였다.

<Figure 1> Names of baseline parts

  2. 석고형 체표면 전개도의 전개방법

 1) 몸통부의 석고형 전개방법

  길원형은 선행연구22)23)에서 제시한 전개방법에 따

라 적합한 길패턴을 제작하였다. 또한 적합상태를 

三吉의 제창에 의한 「원형의 적합조건」24)에 따라 

체크하였다. 

 2) 위팔부의 석고형 전개방법

  소매기초입체25)의 전개방법에 준하여 겨드랑밑위

팔둘레선을 평면도상에서도 수평이 되도록 전개하는 

방법(이하 겨드랑밑위팔둘레선 수평법이라 한다)과 

소매부리선(UBL위치의 선)을 수평으로 놓고 전개하

는 방법(이하 소매부리선 수평법이라 한다)을 통하

여 소매패턴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검토하였다. 

<Figure 1>은 석고형에서 위팔부위 기준선의 명칭

을 나타내고 있다.

  전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겨드랑밑위팔둘레선 수평법에서는 겨드랑밑위

팔둘레선을, 소매부리선 수평법에서는 소매부리선을 

평면도상에서 수평으로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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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가로와 세로의 기준선인 겨드랑밑위팔둘레선 

및 소매부리선과 소매산선의 교점이 전개도의 가로

축, 세로축의 교점과 일치하도록 놓는다.

  ③ 겨드랑앞뒤접힙점 부근의 전, 후방으로 돌출해 

있는 부분이나 겨드랑밑위팔둘레선 부근에서 바깥쪽

으로 돌출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곡률중심으로 향

했을 때에 수직으로 보이는 방향으로 절개선을 넣는

다.

  ④ 어깨가쪽부분 복곡면의 평면화에 대해서는 곡

률중심으로 향하게 수직으로 절개선을 넣지만, 어깨

가쪽점에 가까운 부분은 소매산선에 평행으로 절개

한다.

  ⑤ 절개가 들어간 부분은 겹치지 않도록 배치한

다.

  3. 정립시 소매패턴 작성

  소매패턴의 디자인은 가장 기본적인 세트인슬리브

로 하였다. 어깨가쪽점은 임시 소매달림선인 SP₂23)

를 사용하였다.

  <Figure 2>17)는 소매기초패턴 이론을 나타낸다. 

三吉17)는「가로올의 길이는 각각의 부위에서 a∼h 

체표의 길이에 옷감의 구성요소와 의복의 구조특성

<Figure 2> The theory of the sleeve basics pattern  -A Study on Pattern-Making System of Sleeve in 

View of Somato Scopia of Shoulder and Upper Arm, p.90.

을 위한 필요량이 있다면 족하다」라는 가설을 세웠

다. 그리고 이 가설을 바탕으로 석고형 전개도로부

터 소매기초패턴의 정정을 제안하고 있다. 

  三吉의 이론을 토대로 정립시 소매원형으로 전개

하여, 정립자세에서 팔에 의도적으로 그린 수평선 

중에서 어디를 기준으로 전개하는 것이 실용적인 소

매원형으로 적절한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4. 운동량을 가미한 소매패턴 제작

  팔의 동작에 수반되는 체표길이의 변화량을 충족

시키며 정립시의 체형에도 적합한 소매를 만들기 위

해 동작시의 변화량을 정립시의 소매패턴에 가미시

켰다. 정립시 소매패턴에 운동량을 가미시키기 위해

서는 정립시의 소매길이를 전제조건으로 운동시의 

소매산높이, 소매밑길이를 만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운동시 소매패턴에서는 소매밑길이와 소매산높이를 

우선으로 한, 두 가지 작성방법에 대해서 검토하였

다.

  본 실험에서는 일상복으로 45°~90°의 팔운동을 

커버할 수 있도록 정립시 소매패턴과 옆 45°, 90°의 

석고형전개도를 사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립시 길패턴과 운동량을 가미한 소매패턴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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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험복을 제작하여, FRP복원상에 착용시켜 착의

상태로부터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석고형 채취 결과 및 고찰

  앞서 제시한 <Figure1>은 석고형 채취 결과의 일

례이다. 동작으로는 정립, 앞 45°, 90° 동작, 옆 

45°, 90° 동작, 최대 팔 동작 등 6가지 동작에 대해

서 채취하였다.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몸통부의 CL, 

BL, UBL위치에 수평기준선을 넣었다. 위팔부에도 

같은 위치에 수평으로 기준선이 있다. 팔에 의도적

으로 그린 수평선 중에서 어느 선을 기준으로 전개

하는 것이 소매패턴으로서 유용한지 혹은 실용적인 

소매원형으로서 적절한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2. 한지에 의한 석고형 전개도 작성결과

<Figure 3> Preparation results of the body surface development figures in the standing position

  석고형으로부터 한지에 내면전사한 것을 평면전개

한 결과는 <Figure 3>과 같다. <Figure 3>은 위팔

부 각 2종의 전개도이다. 전개기준선 설정방법에 따

라 전개도도 다르게 나타난다.

  3. 팔 동작에 따른 위팔부 형태 및 체표기준

     선의 변화의 고찰

  <Figure 4>는 FRP복원상의 제작 결과이다. 

<Figure 4>는 FRP복원상의 정립 및 각 동작시 기준

선의 변화를 나타낸 사진이다. 

  석고형전개도 작성결과와 FRP복원상 제작결과로

부터 팔 동작에 따른 위팔부의 형태 및 기준선의 변

화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① 정립시의 겨드랑밑위팔둘레선 수평법의 전개방

법은 소매부리선(UBL위치선)이 커브져 있다는 점에

서 팔의 CL위치에서 하방의 안쪽선(소매밑선)이 바

깥쪽선(소매산선)보다 길다.

  ② 위팔 동작에 따라 위팔상부바깥쪽길이(소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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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짧아지고 위팔안쪽길이(소매밑선)는 길어진

다.

  ③ 위팔바깥쪽길이(소매길이)는 위팔동작에 따라 

짧아진다.

  이상과 같이 FRP복원상의 팔 동작에 따른 체표기

준선의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겨드랑밑위팔둘레선

은 팔 동작에 따라 점차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고 변

화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겨드랑밑위팔둘레수평선

을 전개도상에서도 수평으로 놓으려고 하면 무리한 

<Figure 4> Preparation result of the FRP replica

전개가 발생하였다. 이에 반해 소매부리선은 위팔 

하부가 동작에 따라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소

매부리선 수평법이 체표면 전개도에서 소매패턴으로 

결부시키기에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三吉자료12)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이지만, 소

매산높이는 운동에 따라 낮아지는 반면 소매밑길이

는 길어진다. 따라서 소매밑을 움직이기 편하게 하

기 위해서는 소매밑 치수를 우선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운동량을 가미한 소매패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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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때 동작시의 변화가 큰 부위인 소매산높이와 

소매밑길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이러한 고찰로부터 동작시의 소매패턴을 도출해내

기 위해 소매부리선 수평법으로 전개한 석고형 전개

도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4. 정립시 소매원형 작성결과 및 고찰

  <Figure 5, 7>은 이론에 따라 실시한 겨드랑밑위

팔둘레선 수평법과 소매부리선 수평법에 의한 정립

시 소매원형 제도결과이다. ( )안은 <Figure 2>의 

이론치와의 차를 나타내고 있다. 천이 다소 얇은 컬

러시팅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천의 덮힘분량의 요

<Figure 5> Preparation result of the sleeve pattern

<Figure 6> Result of Wearing by the Model

구가적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치를 나타냈

다. 또한 소매에 대해서는 이하 모두 정립시의 상반

신 석고형 전개도로 작성한 길원형에 소매를 달아서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시착, 보정방법으로써 적합상

태의 확인은 선행연구의 적합조건리스트27)에 따라 

보정을 실시하였다. 여기서는 길과의 봉합을 고려하

여 진동밑 시접분량 1㎝를 미리 파주었다. 

 1) 겨드랑밑위팔둘레선 수평법에 의한 소매원형 

    작성결과 및 고찰

  <Figure 5>는 보정 후의 소매패턴을 나타내며, 

<Figure 6>은 그 패턴에 의해 제작된 실험복을 F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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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상에 착의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는 三吉의 이론치와 동일하게 소매너비전체

에 2.2㎝의 여유분을 추가하고 있으나, 보정 후의 

결과를 보면 전체에 0.8㎝이었다. 그리고 변곡점의 

위치, 변곡점과 소매산높이의 차의 1/2위치에서 보

정 후의 수치는 <Figure 5>에 나타낸 바와 같다. 또

한 1.3㎝의 다트1개를 잡고 나머지 치수를 오그려 

줄여줌으로써 소매산의 복곡면을 만들었다.

 2) 소매부리선 수평법에 의한 소매원형 작성

    결과 및 고찰

  <Figure 7>은 소매부리선 수평법에 의한 소매패

<Figure 7> Preparation result of the sleeve pattern

<Figure 8> Result of Wearing by the Model

턴을 나타내며, <Figure 8>은 그 패턴에 의해 제작

된 실험복을 FRP복원상에 착의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Figure 6,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종의 정립시 

소매원형의 착의실험 결과로부터 겨드랑밑위팔둘레

선 수평법 소매에서는 거의 하수상태의 소매달림상

태가 되었으나, 소매부리선 수평 소매는 소매산이 

낮으며 소매달림각도28)는16.5°가 되었다.

  <Figure 9>는 겨드랑밑위팔둘레선 수평법, 소매부

리선 수평법의 정립시 소매원형을 소매부리선에 맞

추어 중합시킨 것이다. <Table 1>은 패턴으로부터 

각 소매구성인자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소매길

이는 동일하지만, 소매부리선수평의 소매원형이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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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랑밑수평의 소매원형보다 소매산이 낮으며, 소매

너비가 넓어져 동작기능성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

다. 

  E는 겨드랑밑위팔둘레선 수평법, S는 소매부리선 

수평법을 사용한 원형을 나타내고 있다. 소매길이는 

E, S 모두 같지만, E쪽 소매산이 높으며, S쪽의 소

매밑길이가 긴 결과가 나타났다. 소매산사선길이에 

대해서는 그림과 같이, 앞뒤의 AH치수에 E, S 모두 

추가치수가 발생하였다. 

  소매길이를 같은 치수로 한다면, 소매산높이는 소

매부리수평법의 소매가 낮으며, 겨드랑밑수평법의 

<Figure 9> Polymerization drawing of the sleeve basic pattern

<Table 1> Results of measurement items

                                                                                (unit: cm)

E sleeve S sleeve

sleeve-cap height 14.68 12.58 

sleeve width 30.81 31.10 

underarm length 8.34 8.34 

sleeve-cap curve length 44.92 43.88 

ease amount 5.84 4.80 

소매가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겨드랑밑수평법의 소

매산높이는 인체에서 직접 측정가능한 치수라고 할 

수 있으나, 소매부리수평법의 경우 소매산높이는 전

개도로부터 구하거나 또는 “팔바깥쪽길이-팔안쪽길

이”로 구할 수 있다.

  5. 운동량을 가미한 소매원형 작성결과 및 

     고찰

 1) 정립시 소매패턴과 동작시의 석고형 체표면 

    전개도의 중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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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0>은 정립시 소매패턴에 동작시의 석고

형 체표면 전개도를 중합시킨 결과 이다.

  정립시 미적효과와 동작기능성이 좋은 소매패턴을 

제작하기 위해서 양쪽이 가지는 모든 조건을 만족시

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매길이는 가장 길이가 긴 

정립시의 치수를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두 

종류의 제도방법을 검토하였다. 

  A법은 동작시의 위팔안쪽길이인 소매밑치수를 우

선으로 정하고 그 나머지 치수를 소매산높이로 정하

는 방법이며, B법은 동작시의 체표면 전개도에 발생

하는 소매산높이, 그림의 ▲, ● 표시를 위에서부터 

정하고 나머지를 소매밑치수로 정한 것이다.

<Figure 10> Polymerization drawing of the S sleeve basic pattern and the body surface development 

figures of the arm-movement

 2) 운동량을 가미시킨 소매원형실험의 종류

  동작시의 소매에 대해서는 <Table 2>와 같은 방

법으로 실험복을 제작하였다. 실험복은 소매산사선

길이에 추가치수가 없는 것과 정립시의 추가치수에

서 산출한 𝛼 를 사용하였다. 𝛼 의 산출식은 표에 제

시한 바와 같다.

  동작시의 AH형상 및 치수는 정립시 AH과 비교해

서 적어지지만, 정립시의 AH치수를 만족시키지 않

으면 정립시의 자세로 돌아갔을 때에 팔을 내릴 수 

없다. 따라서 동작시의 진동둘레는 정립시보다 치수

가 적어지므로 패턴의 소매산사선길이에는 최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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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paration method of the test clothing

sleeve 
basic 

pattern

development  method S sleeve 

drafting method α size

standing position

A method B method

α    Front 0.74㎝

     Back 1.47㎝

45° of the arm-movement 

A : 0

A1 : α₁    Front 0.59㎝

            Back 1.17㎝

A2 : α₂    Front 0.37㎝

             Back 0.74㎝

B : 0

B1 : α₁     Front 0.59㎝

             Back 1.17㎝

B2 : α₂     Front 0.37㎝

              Back 0.74㎝

90° of the arm-movement

A : 0 B : 0

B1 : α₁   Front 0.40㎝

            Back 0.79㎝

α₁ = additional size in the standing position * sleeve-cap height in the arm-movement position

α₂ = 45° α₂ = additional size in the standing position/2
90° α₂ = 0

sleeve-cap height in the standing position

라도 정립시 길AH치수가 필요하게 된다. 90°동작에 

있어서는 인체 어깨가쪽부위의 복곡면이 거의 남아 

있지 않는 반면 45°동작에서는 인체 어깨가쪽부위의 

복곡면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오그림분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𝛼 ₁, 𝛼 ₂를 추가치수로서 검토하

였다. 

 3) 소매밑길이를 우선으로 한 소매원형(A법)의

    착의실험 결과 및 고찰

  <Figure 11>은 45°, 90° A소매의 가장 적합성이 

좋은 소매원형이다. 각 소매산 복곡면의 덮힘분량과 

소매산부분의 수평체표길이 및 소매너비를 충족시킨 

𝛼 치수를 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4) 소매산높이를 우선으로 한 소매원형(B법)의

    착의실험 결과 및 고찰

  <Figure 12>는 가장 적합성이 좋은 B소매를 나타

내고 있다. 덮힘분량, 소매산부분의 수평체표길이 

및 소매너비 모두에 적합한 𝛼 치수를 구할 수 있다

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그림에서 45°, 90° 각각의 

사용한 데이터에 따라 소매달림각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5) 적합성이 좋은 각 소매패턴의 측정결과

  같은 45°의 A, B법 소매를 비교해보면 B법 소매

의 소매산이 낮아져 소매달림각도가 크게 되어 움직

이기 편한 소매로 되어 있다. 

  90°에 있어서도 같은 결과로 B법 소매 쪽의 소매

달림각도가 크고, 팔이 정립시로 되돌아가면 다소 

주름이 생길 것으로 예측되지만, 움직이기 편한 소

매로 되어 있다. 운동량의 필요에 따라 소매산높이

를 구분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Table 3>의 결과에서 운동량이 들어갈수록 

오그림분이 감소하고 소매산높이가 낮아짐에 따라 

오그림분이 적어진다. 소매산높이가 낮아지고 소매

너비는 커지며 소매밑길이가 길어져 운동량이 증가

한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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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A2)

(90°A)

<Figure 11> Results of Wearing by the Model 

(45°B2) 

(90°B) 

<Figure 12> Results of Wearing by th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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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소매너비에 여유가 있고 소매밑이 길다라

는 점에서 동작기능성을 충족하고 있는 패턴은 소매

산높이를 우선으로 하면서 α치수를 “0”으로 한 90°

소매B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6) 정립시 소매원형 및 운동량을 가미시킨 동작

    시 소매원형의 중합도

  <Figure 13>은 동작시의 소매에 있어서 가장 적

합성이 좋았던 소매원형을 중합시킨 결과이다. 

<Table 3>의 데이터를 참고로 정립시 소매원형에 

대한 운동시 소매원형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소매

산높이는 45°동작 정도의 소매는 정립시 소매산높이

의 약 80%, 90°동작 정도의 소매는 약50%가 기준

<Table 3> Results of measurement items
(unit : cm)

　 S sleeve 45° A2 sleeve 45° B2 sleeve 90° A sleeve 90° B1 sleeve

sleeve-cap height 12.58 11.68 9.98 9.58 6.80 

sleeve width 31.10 32.78 34.83 34.20 36.60 

underarm length 8.34 10.25 11.93 12.40 15.12 

sleeve-cap curve length 43.88 41.70 41.08 40.00 39.48 

ease amount 4.80 2.18 1.98 0.92 0.40 

α(front, back) 0.74, 1.47 0.37, 0.74 0.37, 0.74 0, 0 0, 0

<Figure 13> Polymerization drawing of the sleeve basic pattern

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𝛼 치수는 컬러시팅 정도

의 옷감에서는 정립시에 비해 소매산높이가 50%정

도 낮아지면 "0"으로 좋으며, 소매산높이가 80%정

도 낮은 소매의 𝛼 치수는 정립시 소매 추가치수의 

50%로 좋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결과 운동요구도에 따라 소매원형 작성시 필요한 

치수의 기준이 구해졌다고 사료되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석고법에 의한 인체 체표면 전개도에서 

직접 소매원형으로 결부시킬 수 있는 전개조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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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작한 소매패턴의 적합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또한 의복은 정립시 미적효과와 동시에 동작기능성

도 요구되므로 정립시 및 동작시 팔의 석고형 전개

도를 사용하여 소매원형의 검토를 실시하였다. 결론

은 다음과 같다.

  1. 팔 동작에 따른 위팔부 형태 및 체표기준선의 

변화에 대해 고찰한 결과, 팔 동작에 따라 겨드랑밑

위팔둘레수평선은 점차 수평상태에 변화가 일어나는 

반면 소매부리선은 위팔 하부가 운동에 따라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동작시의 소매패턴을 도출해내

기 위해서는 소매부리선 수평법으로 전개한 석고형 

전개도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효하다고 사료되었다. 

  2. 소매패턴 작성방법에 있어서는 운동량을 가미

한 소매패턴을 제작할 때 동작시 변화가 큰 부위인 

소매산높이와 소매밑길이에 배려가 필요하다고 사료

되었다. 또한 정립시 소매원형의 소매산높이와 소매

산사선길이의 추가치수로 동작시의 소매원형을 작성

하는 기준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3. 정립시 소매패턴의 경우 겨드랑밑위팔둘레선 

수평법으로 보정한 후의 소매원형과 소매부리선 수

평법에 의한 소매원형 작성 및 측정결과, 소매길이

는 정립시의 소매길이로 동일하지만, 소매부리선 수

평법의 소매원형이 겨드랑밑위팔둘레선 수평법의 소

매원형보다 소매산높이가 낮으며, 소매너비가 넓었

다. 또한 소매부리선 수평법 소매는 소매달림각도가 

16.5°로 동작기능성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적합성이 좋은 각 소매패턴의 측정결과에서 A, 

B법 소매를 비교해보면 B법 쪽이 소매산이 낮으므

로 소매달림각도가 크게 되어 동작기능성이 우수하

다고 할 수 있다.

  정립시 및 동작기능성이 좋은 동작시 소매패턴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소매산높이는 45°동작 정도의 

소매는 정립시의 소매산높이의 약 80%, 90°동작 정

도의 소매는 약50%가 기준이 된다는 결과가 도출되

었다. 𝛼 치수는 컬러시팅 정도의 옷감에서는 정립시

에 비해 소매산높이가 50%정도 낮아지면 "0"이 좋

으며, 소매산높이가 80%정도 낮은 소매의 𝛼 치수는 

정립시 소매 추가치수의 50%로 좋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고안, 시도된 전개방법은 3차원 모델

에서 패턴을 생성할 때 적용 가능한 방법론임을 알 

수 있으며, 소매원형과 체표면 전개도의 관계이론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이상의 결과는 평균체형 1명에 한정된 것

으로 인체 겨드랑주변 및 소매입체의 3차원적 형태

와 평면도형으로서의 소매패턴을 결부시키기에는 아

직 많은 문제를 남기고 있어 결론을 일반화하는 데

는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보다 많은 피험자를 대상

으로 실시함으로써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의 방법론을 적용

하여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를 활용한 2차원 소매

패턴 개발에 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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