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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eate a shirt sloper suitable for an elderly male body 
shape by producing virtual models using a 3D-virtualization program, making a torso 
prototype using the Yuka CAD system, and employing 3D simulation to virtualize 
and calibrate the model. First, the following three types of obese dummies are imple-
mented through the CLO 3D program: Type 1 exhibits body fat in the lower body; 
Type 2 exhibits an obese abdomen; and Type 3 displays a balanced form of obesity. 
Second, for the design of the shirt pattern, the waist back length (measured value+1), 
back armhole depth (C/10+12+3+0.5~1.5), front armhole depth (back armhole depth 
0~1), front interscye (2C/10‒1+0.5‒0.5), armscye depth (C/10+2+3.5+ 0.5), back interscye 
(2C/10‒1+1), front chest C (C/4+2.5+1), back chest C (C/4+2.5‒1), front hem C 
(C/4+2.5+1(+2)), back hem C (C/4+2.5‒1(+2)), cap height (AH/3‒5), and biceps width 
(Front AH‒1, Back AH‒1) are calculated. Third, the virtual attachment of the shirt 
pattern is resolved by increasing the front and back armhole depths, and the front 
and rear wrinkles are improved by adding a back armhole dart. The front hem lift 
and lateral pull caused by the protrusion of the abdomen are amended by increasing 
the margin of the chest, waist C, and hip C, with the appearance improved by 
balanced margin distribution in the front, back, and side panels. The improved retail 
pattern with an increase in the front armholes C was balanced on the torso plate.

Keywords: elderly obese male(노년 비만남성), the elderly apparel industry(실버의류
산업), shirt sloper(셔츠원형), CLO 3D(가상착의 프로그램), CAD

I. Introduction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이로 인해 노령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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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뿐 아니라, 사회구조와 소비경제 유형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과거와 달리 의과학의 발달로 인해 한국

의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섰다(M. R. Kim, 2015). 
오늘날 노년기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나이를 젊게 인

식하며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체육시설 및 복지관, 노
인정, 노인대학과 같은 사회교육기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경제적 여유 속에 취미와 여가생활을 즐기

는 등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욕구가 강하다. 이들은 경

제, 문화적으로 생활수준이 높고, 젊음을 유지하며 건

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한다. 이러한 노년층의 사

회참여, 자아회복에 대한 인식 및 경제력 향상은 의복

과 외모에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사회 활

동에 자신감을 주고 위축된 심리를 회복하는데 일조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년시기의 의복은 매우 중요

한 부분이 되었다(Choi & Chu, 2014).
고령화와 더불어 비만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고도비만 

인구가 2030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만으로 인해 야기되는 건강상의 악

영향 및 사회적 경제적 손실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데, 특히 비만에 따른 사회 경제적 손실규모

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1.3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질적 삶의 질 

향상과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과 비만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노인대상 신체활동 프로그램 

확대, 건강센터 확충 및 활성화 등 범정부 차원의 다

양한 대책이 수립되고 있다(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8).

그러나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체형이 변하여 체중

이 크게 증가하고, 둘레는 확장되고, 등이 굽어 신장은 
감소하며 체온조절 등의 신체기능이 약화된다. 근력

의 저하로 무거운 의복이나 여밈이 복잡한 형태의 의

복을 착용하는 것이 어렵지만, 새로운 직장이나 봉사

활동, 종교 활동으로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패션이 필

요하다(Yi, 2003). 이처럼 활발히 활동을 하는 노인들

은 외모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실버 패션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노인의 체형에 적합한 의복 개발

을 요구하게 되었다(Cha, 2019). 노년층의 체형 결점

을 보안하고, 신체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의복 디자

인과 패턴 개발은 그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

고, 사회적 활동에서는 편안함과 쾌적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실버의류산업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J. E. Kim, 2015). 또한 비만인구의 증가로 인한 

국내 플러스 사이즈 의류 시장은 대부분 중장년층에 

맞추어져 있어, 소비자 특성에 따른 시장 세분화가 초

기단계에 있고,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에 대한 파악과 

접근이 어려워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생산기술의 발달로 3D 프로그램

을 활용한 패턴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3D 
가상착의(virtual clothing)는 빠른 생산과 소비 속도에 

부합하는 의류제품 개발의 일환으로 그 역할과 비중

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3D 가상착의는 샘플작업의 시

간 단축과 더불어 의류제품 개발비용의 축소가 가능

하며, 다품종 소량생산과 인터넷 소비의 가속화 및 스

파 브랜드의 난립 등으로 인한 빠른 제품개발을 위해 

필요하며, 샘플사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기술의 변화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Ju & Jeong,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활발히 상용화되고 있는 3D 가

상착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샘플작업과 같은 방식으

로 가상모델을 제작하고,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셔

츠 원형을 제작한 후 3D 시뮬레이션에 의한 가상착의 

및 보정을 통하여 노년비만 남성의 체형에 적합한 셔

츠 원형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러한 노년 

비만남성에 대한 패턴 연구는 의복착용의 안정감을 

줄 뿐 아니라 의복의 생산을 위한 비용의 절약과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Ⅱ. Methods

1. Subjects

본 연구의 피험자 선택은 선행연구(Seong & Kim, 
2018)를 바탕으로 하여 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자

<Table 1> The number of subjects

Index Diagnose criteria Number (%)

BMI
Obese class 1 25-29.9 241(96.8)

Obese class 2 ≥30.0 8(3.2)

Rohrer Obesity ≥ 1.6 249(100)

Total 249(100)

Rohrer = Weight / Stature (cm)×105

BMI = Weight / Stature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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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04) 중 60~85세의 노년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노년 비만남성의 피험자수는 노년 비만여성

보다 적어 피험자수가 많고 연령대가 넓은 제5차 인

체치수조사(KATS, 2004) 자료를 사용하였고, Rohrer
지수는 성인 기준 1.6 이상을, 체질량지수(BMI)는 25 
이상을 비만 기준(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2012)으로 하여 판정기준에 적합한 249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Production of 3D avatar

본 연구에 사용되는 3D 아바타는 선행연구(Seong 
& Kim, 2018)에서 구현된 아바타를 CLO 3D 5.2의 

최신 버전 프로그램을 통해 재구현한 것으로 앞길이

와 뒤중심길이의 항목을 추가하여 등이 굽은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아바타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바른 체형에 국한되었던 연구에서 좀 더 노

년체형에 근접한 연구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Table 2>는 선행연구(Seong & Kim, 2018)
에서 분류된 3가지 비만유형의 아바타를 새롭게 제시

한 것이고, <Table 3>은 아바타 구현을 위해 사용된 

비만체형의 신체 사이즈이다. 유형1은 복부가 비교적 

날씬하고 하체가 발달한 하체비만 유형이며, 유형2는 

상체가 가장 비만하고 특히 복부가 비만한 복부 비만

체형이다. 유형3은 상체와 하체가 균형 잡힌 비만체

형이다.

3. Development of shirts sloper

노년 비만남성의 체형으로 구현된 3개의 아바타를 

위한 착의 실험용 패턴은 대학 교재(Kim & Park, 2004)
로 사용되고 있는 패턴을 사용하였다. 제도방법은 

<Fig. 1>과 같으며 제도식은 <Table 9>에 제시되었다. 
제작 방법은 YUKA CAD 프로그램을 통해 패턴을 제

작하여 .dxf 파일로 저장한 후 CLO 3D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불러와 시뮬레이션을 시행하는 방법이다. 이것

은 착장 상태에서 패턴 창을 통해 수정이 가능하고 착

의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패턴 수정 시 YUKA CAD 
프로그램에서 패턴을 다시 불러오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으나 마지막 완성 패턴은 YUKA CAD에서 작업

하여 최종적으로 CLO 3D 프로그램에서 착장하여 완

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러 번의 

수정단계를 거처 3가지 체형에 모두 적합한 셔츠 원

형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4. Virtual garment simulation body measurement 

analysis

가상착의 평가를 위해 사용된 프로그램은 CLO 5.2 
의 최신 버전으로 착장 시뮬레이션과 투시도 및 변형

률, 접촉면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착장 소재(fabrics)
는 CLO 3D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고, 셔츠 소재로 

주로 사용되는 cotton 40’s chambray를 적용하였다. 
투시도(opacity)는 아바타와 의상 사이의 간격을 시각

적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0%~100%의 범위 중 40%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변형율(strain)은 아바타와 의

상의 밀착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의상이 잘 맞

는지 너무 타이트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접촉면(show 
pressure point)은 아바타와 의상이 닿는 곳에 청색점

이 분포하여 청색점이 많을수록 여유가 적고 압력을 

받는 위치임을 알 수 있다.

5. Evaluations of appearance

외관평가는 선행연구(Jeon, 2019; Kim, Kim, & Park, 

<Table 2> 3D avatar for elderly obese mem

Group
Group 1

(Lower-body 
obesity)

Group 2
(Abdominal 

obesity)

Group 3
(Whole-body 

obesity)

Front

Side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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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Lim, 2015)를 참조하여 정면, 측면45°, 측면, 후
면에 대한 사진을 보고 각 부위의 여유량, 실루엣, 기
준선 등을 관찰하여 5점 척도(1점: 매우 적절치 않다, 
5점: 매우 적절하다)로 평가하였다. 총 평가항목은 앞

면, 뒷면, 옆면, 실루엣의 16문항으로 평가자는 의류

학을 전공한 전문가집단 10인으로 구성하였다.

6. Data analysis of appearance evaluations

착의평가 분석은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하였으며 패턴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
과 t-test를 실시하였다.

Ⅲ. Results and Discussion

1. Analysis of virtual garment simulation on the 

comparative patterns

노년 비만남성의 체형에 적합한 셔츠 원형을 개발

하기 위해 체형별 비교패턴을 가상착의하여 외관평가

를 실시하였다(Table 4 and 5).
유형1은 목너비가 작고 앞배부위를 중심으로 옆선 

쪽으로 팔자형의 주름이 생기고, 암홀앞뒤로 주름이 

있으며, 뒤가슴선에서 허리 쪽으로 당기는 주름을 볼 

수 있다. 유형2는 목너비가 작고 복부 비만으로 인해 

배 부위가 당기고 앞뒤가슴선와 엉덩이선에서 배 부

위쪽으로 당기는 타이트한 주름이 있으며, 암홀 앞뒤

로 주름이 있다. 유형3은 유형1과 유사한 상태를 나타

내고 있는데, 유형1보다 배 쪽으로 향하는 군주름이 적

으나 뒤암홀 쪽의 군주름은 유형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체형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외관평

가 결과를 살펴보면 목둘레선과 뒤품, 앞암홀 군주름은 
유형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가슴둘레, 허리

둘레, 밑단둘레, 뒤암홀 군주름, 전체적인 외관의 경우 
p<.001 수준에서 집단별로 유의한 차를 나타내 유형

1,3에 비해, 유형2는 외관이 좋지 못함을 알 수 있다. 

<Table 3> Body measurements of 3D avatar (Unit: cm)

Item

Obese 
body types

Group 1
(Lower-body 

obesity)

Group 2
(Abdominal 

obesity)

Group 3
(Whole-body 

obesity)
n=249 n=84 n=76 n=89

Height

Stature 163.59 163.30 163.88 163.63
Elbow height 100.71 100.71 100.57 100.82
Hip height 79.88 81.22 79.57 78.87
Crotch height 73.43 73.97 73.18 73.13

Circumference

Chest circumference 97.98 96.73 98.53 98.69
Waist circumference 94.04 92.64 97.87 92.09
Waist C.(omphalion) 94.36 92.77 97.91 92.84
Hip circumference 96.46 95.98 97.52 96.01
Thigh circumference 54.70 54.75 55.45 54.01
Knee circumference 37.35 37.55 37.54 37.00
Calf circumference 36.47 36.76 36.37 36.27
Minimum leg circumference 22.25 22.32 22.31 22.13
Upper arm circumference 30.58 30.13 30.74 30.85
Wrist circumference 17.39 17.41 17.44 17.32

Length

Waist front length 35.62 34.38 37.75 34.97
Waist back length 42.23 41.67 43.27 41.86

Biacromion length 41.43 42.04 42.13 40.27
Crotch length 77.07 75.90 76.93 78.16
Arm length 56.76 56.75 56.49 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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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배가 많이 돌출한 복부비만 체형인 유형2는 일

반적인 비만체형과 다른 형태의 패턴 연구가 필요하다.

2. Modification for pattern development

연구패턴을 개발하기 위한 수정과정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Table 6). 비교패턴에 대한 가상

착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1차 수정을 실시하였는

데, 비교패턴의 목너비는 좀 작게 보여 앞뒤 목너비를 

0.5cm 늘려주었다. 복부비만인 비만체형의 특징을 고

려하여 앞가슴둘레와 앞밑단둘레(C/4+2.5)는 1cm 늘
려주고 뒤가슴둘레와 뒤밑단둘레는 1cm 줄여주어 앞

뒤 균형을 유지하였다 또한 허리옆선의 들림 분량을 

0.5cm 줄여주어 허리의 여유량을 증가시켰고, 뒤암홀

의 군주름을 줄이기 위해 암홀 다아트를 1cm 늘려주

었다. 그러나 1차 수정에도 여전히 암홀의 군주름과 

앞뒤밑단둘레의 군주름이 남아있어서 2차 수정에서

는 앞품(2C/10‒1+0.5)을 0.5cm 줄이고, 겨드랑너비

(C/10+2+3.5)를 늘려 앞판, 뒤판, 옆판의 균형을 유지

하였다. 또한 배의 돌출로 인한 앞판의 들림 현상을 

수정하기 위해 등길이를 기존의 계산식이 아닌 실제 

계측치에 여유분 1cm로 늘려주었고, 뒤암홀깊이(C/10+ 
12+3)를 유형1과 유형3은 0.5cm 늘려주고 유형2는 

1cm 늘려주었다. 유형2는 앞뒤밑단둘레 당김이 남아 

있어 1cm 여유분량을 주었고, 옆선 들임 분량을 없애

고 가슴둘레선과 밑단둘레선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배둘레의 여유량을 좀 더 확보하였다. 또한 모든 유형

에서 뒤암홀의 군주름이 남아있어 뒤암홀 다아트를 

0.5cm 더 늘려주었다. 앞판, 옆판의 확장과 뒤암홀 다

아트의 확장으로 앞암홀은 커지고 뒤암홀은 작아져 

기존의 비교패턴 계산식(AH/2‒0.5~1.5)이 아닌 새로운 
계산식(Ryu, 2001)을 적용(front AH‒1, back AH‒1)하
여 소매의 앞뒤 균형을 유지하였다.

유형1과 유형3은 2차 수정에서 좋은 외관을 보였

지만 유형3은 배의 돌출이 다른 유형보다 커서 여전

히 앞밑단의 들림과 뒤암홀의 군주름이 남아있어 뒤

암홀 깊이(C/10+12+3)를 0.5cm 늘려주고, 앞암홀 깊

이를 뒤암홀 깊이와 같게 설정하여 앞길이를 늘려주

었다. 또한 앞뒤 밑단둘레를 유형1,3보다 1cm 늘려주

고, 뒤암홀 다아트를 3cm로 늘려 암홀부위 군주름을 

줄여주어 외관을 향상시켰다.

3. Evaluations of virtual garment simulation on 

the developed patterns

3차례 수정에 의해 개발된 연구패턴의 가상착의와 

<Fig. 1> Drafting of comparative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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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7 and 8). 연구패턴

은 앞뒤 목너비를 좀 더 파주어 접촉면(show pressure 
point)이 안정적인 파란색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

고, 체형에 따라 앞뒤 암홀깊이를 늘려주어 배의 돌출

로 인한 앞들림 현상을 개선하였으며, 뒤암홀 다아트

를 늘려주어 뒤암홀 군주름을 줄려주었다. 또한 앞암

홀 군주름을 줄이기 위해 앞품은 줄이고 겨드랑너비

를 늘려 앞판, 뒤판, 옆판의 균형을 유지하였다. 배의 

돌출로 측면의 당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앞가슴둘

레와 앞밑단둘레는 늘려주고, 뒤가슴둘레와 뒤밑단둘

레는 줄여주어 배주위로 당겨지는 현상을 감소시켰으

며, 특히 유형2는 다른 체형에 비해 배의 돌출이 더욱 

심해 밑단둘레선을 더 늘리고 가슴선에서 밑단을 긋

는 옆선을 직선으로 하여 배둘레의 여유분을 좀 더 증

가시켰다. 따라서 유형2와 같이 drop이 2cm 미만인 체

형은 유형1,3과 다른 패턴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로 앞판을 크고 뒤판이 작은 몸판의 

특징을 반영하여 셔츠 소매의 제도법도 앞뒤를 동일

하게 나누는 기존의 패턴 제도법을 대신하여 앞뒤 각

각의 소매둘레에 여유분을 빼주는 식을 적용하여 몸

판과 소매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이렇게 일반체

형과 달리 배가 돌출한 비만체형은 특히 복부 비만체

형은 일반 비만체형과 다른 패턴으로 제도되어야 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관평가 결과는 세 체형 모두에

<Table 4> Appearance of comparative patterns 

Group
Simulation

Group 1 Group 2 Group 3

Front

45° 
side

Side

Back

<Table 5> Appearance evaluation of comparative patterns

Item
Group 1 Group 2 Group 3

F-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Naturalneck line 2.50 .53 2.20 .42 2.50 .53  1.23

Front interscye 2.10 A .32 1.70 B .48 2.10 A .32  3.69*

back interscye 2.20 A .42 1.80 B .42 2.10 AB .32  2.85

Ease of chest area 2.80 A .42 2.10 B .32 2.70 A .48  8.41***

Ease of waist area 2.50 A .53 1.60 B .70 3.00 A .47 15.27***

Ease of hem area 3.00 B .00 1.80 C .63 3.50 A .53 33.79***

Wrinkle of front armhole 2.10 .32 2.00 .47 2.10 .32   .24

Wrinkle of back armhole 2.50 A .53 1.50 B .53 1.80 B .42 10.77***

Overall appearance 2.20 B .42 1.60 C .52 2.80 A .42 17.36***

* p<.05, *** p<.001, Duncan test result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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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교패턴에 비해 연구패턴이 고르게 향상된 것으

로 평가되어 연구패턴이 노년 비만체형에 적합한 패

턴으로 나타났다.

4. Suggestion of shirts sloper for elderly obese males

노년 비만남성의 체형적 단점을 보완하고 전체적

으로 여유량이 고르게 배분되도록 셔츠원형을 제작하

였다. <Table 9>는 비만체형의 유형에 따라 연구패턴

과 비교패턴의 계산식을 제시한 것이고, <Table 10>은 

연구패턴과 비교패턴의 패턴 사이즈를 제시한 것이

다. <Fig. 2>는 유형1과 유형3의 셔츠원형(A형) 제도법

을 제시한 것이고 <Fig. 3>은 복부비만인 유형2의 셔

츠원형(B형)을 제도한 방법이며, <Fig. 4 and 5>는 각 

유형별 연구패턴과 비교패턴을 비교한 그림이다.

<Table 6> Modification of comparison patterns by body type (Unit: cm)

Items Comparative 
pattern

One-step modification Two-step modification Developed pattern

Group 1, 
Group 3

Group 2 Group 1, 
Group 3

Group 2 Group 1, 
Group 3

Group 2

Waist back length H/4+2   Measured 
value + 1

Measured 
value + 1   

Back armhole depth C/10+12+3   +0.5 +1  +1.5

Front armhole depth Back armhole 
depth‒1      

Back 
armhole 

depth 

Back interscye 2C/10‒1+1       

Armscye depth C/10+2+3.5   +0.5 +0.5   

Front interscye 2C/10‒1+0.5   –0.5 –0.5   

Front chest 
measurement C/4+2.5 +1 +1     

Back chest 
measurement C/4+2.5 –1 –1     

Front hem 
measurement C/4+2.5 +1 +1  +1+1  

+1+2
(drop 2cm 
less than)

Back hem 
measurement C/4+2.5 –1 –1  –1+1  

–1+2
(drop 2cm 
less than)

Back neck width N/6+1 +0.5 +0.5     

Front neck width N/6 +0.5 +0.5     

Front neck depth N/6+2       

Cap height AH/3–4~6       

Biceps width AH/2‒0.5~1.5   Front AH–1,
Back AH–1

Front AH–1 
Back AH–1   

Hollowed amount of 
side line(waist) 1 ‒0.5 ‒0.5  0  

Back armhole dart 
amount 1 +1 +1 +1+0.5 +1+0.5 +1+0.5 +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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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ppearance of developed patterns

Simulation Strain show pressure point Opacity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1 Group 2 Group 3

Front

45° 
side

Side

Back

<Table 8> Appearance evaluation of developed patterns 

Item
Group 1 Group 2 Group 3

C t-value D C T-value D C t-value D

Front

Natural neck line 2.50  ‒7.96*** 4.30 2.60  ‒8.14*** 4.50 2.50  ‒7.96*** 4.20
Ease of front interscye 2.40  ‒9.00*** 4.50 2.30 ‒11.11*** 4.70 2.20 ‒11.38*** 4.60
Ease of chest area 2.70  ‒8.50*** 4.60 2.50 ‒8.14*** 4.40 2.60  ‒9.39*** 4.70
Ease of waist area 3.00  ‒4.88*** 4.50 1.80 ‒12.33*** 4.40 2.90  ‒5.69*** 4.70
Ease of hem area 3.10 ‒10.20*** 4.80 1.70 ‒12.97*** 4.60 3.30  ‒8.76*** 4.90

Back

Biacromion length 3.70  ‒2.19* 4.10 3.40  ‒3.79*** 4.20 3.60  ‒3.13** 4.30
Ease back interscye 2.70  ‒4.75*** 4.30 2.20 ‒10.61*** 4.20 2.50  ‒6.03*** 4.60
Ease of chest area 2.40  ‒9.00*** 4.50 2.10 ‒12.05*** 4.30 2.40 ‒10.29*** 4.70
Ease of waist area 2.40  ‒9.53*** 4.60 1.50 ‒14.15*** 4.70 2.40 ‒11.38*** 4.80
Ease of hem area 3.40  ‒5.20*** 4.60 1.60 ‒15.18*** 4.80 3.20  ‒8.49*** 4.80

Side

Crease of 
front armhole 2.30  ‒9.73*** 4.50 2.20 ‒11.38*** 4.60 2.30 ‒12.33*** 4.80

Crease of 
back armhole 2.20 ‒10.78*** 4.50 1.60 ‒12.12*** 4.40 1.80 ‒15.91*** 4.80

Ease of
Armscye depth 1.80 ‒13.28*** 4.60 1.40 ‒13.28*** 4.20 1.90 ‒15.34*** 4.70

Silhou-
ette

Appearance of front 2.60  ‒9.39*** 4.70 2.10  ‒9.80*** 4.50 2.70 ‒12.05*** 4.90
Appearance of back 2.60  ‒8.14*** 4.50 1.50 ‒14.15*** 4.70 2.40 ‒11.38*** 4.80
Overall appearance 2.40  ‒5.77*** 4.40 1.70 ‒12.97*** 4.60 2.50  ‒6.03*** 4.60

* p<.05, ** p<.01, *** p<.001, C: comparison pattern, D: developed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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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 원형의 가슴둘레는 일반적으로 앞뒤를 동일

하게 나누는 방법으로 제도하지만 본 연구의 셔츠 원

형은 복부비만의 특성을 반영하여 앞가슴둘레(C/4+ 
2.5+1)가 뒤가슴둘레(C/4+2.5‒1)보다 1cm 크게 제도

하였다. 또한 밑단둘레는 유형1과 유형2는 가슴둘레

의 배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옆허리선에서 0.5cm 들
임 분량을 줄여 배의 여유량을 증가시켰다. 특히 유형

2처럼 drop 2cm 미만의 복부비만형은 밑단 들림과 측

면 당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앞뒤밑단둘레에 2cm
의 여유분을 주고, 가슴선에서 밑단선까지 직선으로 

제도하여 유형1과 유형2보다 배의 여유량을 많이 증

가시켰다. 등길이도 기존의 신장을 기준으로 하는 계

산식을 사용하지 않고 복부비만으로 인한 앞길이 증

가로 인해 신체측정치에 1cm를 추가하여 제도하였다. 

<Table 9> Comparisons of formulas for patterns drafting (Unit: cm)

Items Comparative pattern
Developed pattern

Group 1, Group 3 (A) Group 2 (B)

Measure

Height Measured value Measured value Measured value 

Chest circumference Measured value Measured value Measured value

Neck circumference Measured value Measured value Measured value

Sleeve length Measured value Measured value Measured value

Compute

Shirts length H/2–13~15 H/2–13~15 H/2–13~15

Waist back length H/4+2 Measured value+1 Measured value+ 1

Back armhole depth C/10+12+3 C/10+12+3+0.5 C/10+12+3+1.5

Front armhole depth Back armhole depth‒1 Back armhole depth‒1 Back armhole depth 

Back interscye 2C/10‒1+1 2C/10‒1+1 2C/10‒1+1

Armscye depth C/10+2+3.5 C/10+2+4 C/10+2+4

Front interscye 2C/10‒1+0.5 2C/10‒1+0.5–0.5 2C/10‒1+0.5–0.5

Front chest measurement C/4+2.5 C/4+2.5+1 C/4+2.5+1

Back chest measurement C/4+2.5 C/4+2.5‒1 C/4+2.5‒1
Front hem measurement C/4+2.5 C/4+2.5+1 C/4+2.5+1+2

(drop 2cm less than)

Back hem measurement C/4+2.5 C/4+2.5‒1 C/4+2.5‒1+2
(drop 2cm less than)

Back neck width N/6+ 1 N/6+1+0.5 N/6+1+0.5

Front neck width N/6 N/6+0.5 N/6+0.5

Front neck depth N/6+2 N/6+2 N/6+2

Cap height AH/3–4~6 AH/3–5 AH/3–5
Biceps width AH/2–0.5~1.5 Front AH–1, Back AH–1 Front AH–1, Back AH–1
Hollowed amount of side 
line (waist) 1 0.5 ‒
Back armhole dart amount 1 2.5 3

Note. H: height, C: chest circumference, N: neck circumference, AH: arm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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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암홀 깊이(C/10+12+3+0.5)도 유형1과 유형3은 0.5cm 
늘려주고, 유형2는 1.5cm 늘려주어 앞길이의 여유량

을 증가시켰다. 앞암홀 깊이(뒤암홀 깊이‒1)도 유형1
과 유형3은 같으나, 유형2는 앞길이의 여유량을 좀 더 

확보를 위해 뒤암홀 깊이와 동일하게 제도하였다.
앞품(2C/10-1+0.5–0.5)은 앞진동둘레 군주름을 줄

이기 위해 0.5cm 줄여주고, 대신에 겨드랑 너비(C/10+ 

2+3.5+0.5)를 0.5cm 증가시켜 앞판, 뒤판, 옆판의 균

형을 유지하도록 했다. 앞뒤목너비는 0.5cm 늘려주었

고, 뒤암홀 다아트는 배의 돌출로 인한 젖혀진 체형의 

특징으로 뒤진동둘레의 군주름이 많이 생겨 유형1과 

유형3은 2.5cm 다아트를, 유형2는 3cm의 다아트를 

주어 뒤암홀 군주름을 해소하였다. 또한 소매 제도에

서도 앞뒤 암홀둘레를 이등분하는 기존 소매 제도방

<Table 10> Comparisons of patterns size by body types (Unit: cm)

Items
Group 1 Group 2 Group 3 

C-pattern D-pattern C-pattern D-pattern C-pattern D-pattern

Measure

Height 163.30 163.88 163.63

Chest circumference  96.73  98.53  98.69

Waist back length  41.67  43.27  41.86

Neck circumference 38 38 38

Sleeve length  56.75  56.49  57.00

Compute

Shirts length 70 70 70

Waist back length 42.8 42.7 43.0 44.3 42.9 42.9

Back armhole depth 24.7 25.2 24.9 26.4 24.9 25.4

Front armhole depth 23.7 24.2 23.9 26.4 23.9 24.4

Back interscye 19.3 19.3 19.7 19.7 19.7 19.7

Armscye depth 15.2 15.7 15.4 15.9 15.4 15.9

Front interscye 18.8 18.3 19.2 18.7 19.2 18.7

Front chest measurement 26.7 27.7 27.2 28.2 27.2 28.2

Back chest measurement 26.7 25.7 27.2 26.2 27.2 26.2

Front hem measurement 26.7 27.7 27.1 30.2 27.2 28.2

Back hem measurement 26.7 25.7 27.1 28.2 27.2 26.2

Back neck width 7.3 7.8 7.3 7.8 7.3 7.8

Front neck width 6.3 6.8 6.3 2.6 6.3 2.6

Front neck depth 8.3 8.3 8.3 8.3 8.3 8.3

Cap height 11.1 11.1 11.2 12.1 11.3 11.2

Biceps width(F/B) 23.1 25.6, 23.0 23.2 27.0, 24.2 23.4 25.7, 22.9

Hollowed amount of side 
line (waist) 1 0.5 1 ‒ 1 0.5

Back armhole dart amount 1 2.5 1 3 1 2.5

Note. C-pattern: comparative pattern, D-pattern: developed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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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아닌 앞 암홀둘레 증가로 각각의 앞뒤암홀둘레

에서 1cm를 빼는 방식으로 제도하여 소매와 몸판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연구된 원형은 선행연구(Nam & lee, 2005)의 남성 

클래식 셔츠원형과 비교했을 때 등길이, 암홀깊이가 

길고, 앞가슴둘레가 뒤가슴둘레보다 크며, 앞뒤밑단

<Fig. 2> Drafting of developed patterns for Group 1, Group 3 (A type)

<Fig. 3> Drafting of developed patterns for Group 2 (B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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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가 더 여유가 있으며, 소매도 커진 앞암홀 둘레를 

반영하여 제도된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년 비만남성의 셔츠원형 개발을 통해 

2가지 형태의 원형을 제시하였지만, 이를 사용하는 

기준은 drop(가슴둘레‒허리둘레)를 기준으로 2cm 미
만인 경우는 유형2의 원형(B형)을 사용하고, 그 외에

는 유형1, 3의 원형(A형)을 사용할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Ⅳ. Conclusion

본 연구는 복부비만과 같은 노년 비만남성의 형태

적 특징을 보완한 셔츠원형을 개발하고자 연구되었

다. 셔츠 원형의 연구과정은 YUKA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패턴을 제작하고, 3D 가상착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아바타를 제작한 후, 아바타에 셔츠 패턴을 

착장시켜(시뮬레이션) 보정을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

졌으며, 노년 비만남성의 체형에 적합한 셔츠원형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Seong & Kim, 2018)에서 구현된 

아바타를 최신 버전 프로그램을 통해 앞길이와 뒤중

심길이의 항목을 추가하여 등이 굽은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비만유형의 아바타를 제시하였다. 비
만 유형별 비교패턴의 가상 착의를 실시한 결과, 유형

1과 유형3은 목너비가 작고 앞배부위를 중심으로 옆

선 쪽으로 팔자형의 주름이 생기고, 암홀 앞뒤로 주름

이 있으며 뒤가슴선에서 허리 쪽으로 당기는 주름을 

볼 수 있다. 유형2는 목너비가 작고 복부 비만으로 인

해 배 부위가 당기고 앞뒤가슴선와 엉덩이선에서 배

부위쪽으로 당기는 타이트한 주름이 있으며, 암홀 앞

뒤로 군주름이 있다. 특히 유형2는 전체적으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아 배가 많이 돌출한 복부비만체형은 

일반적인 비만체형과 다른 패턴 연구가 필요하여 이

를 바탕으로 연구패턴을 설계하였다.
둘째, 연구패턴은 일반적 비만체형에 속하는 유형1

과 유형3의 패턴과 복부비만에 속하는 유형2의 패턴

을 나누어 설계하였다. 셔츠 원형의 가슴둘레는 복부

비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앞가슴둘레(C/4+2.5+1)가 뒤

가슴둘레(C/4+2.5‒1)보다 1cm 크게 제도하였다. 또한 

밑단둘레는 유형1과 유형2는 가슴둘레의 배분과 동일

하게 유지하고, 옆허리선에서 0.5cm 들임 분량을 줄

여 배의 여유량을 증가시킨 반면에 유형2처럼 drop 
2cm 미만의 복부비만형은 밑단 들림과 측면 당김 현

상을 완화하기 위해 앞뒤밑단둘레에 2cm의 여유분을 

주고, 가슴선에서 밑단선까지 직선으로 제도하여 배

의 여유량을 증가시켰다. 등길이도 복부비만으로 인

한 앞길이 증가로 신체측정치(등길이)에 1cm를 추가

하여 제도하였고, 뒤암홀 깊이(C/10+12+3+0.5)도 유

형1과 유형3은 0.5cm 늘려주고 유형2는 1.5cm 늘려

주어 앞길이의 여유량을 증가시켰다. 앞암홀 깊이(뒤
암홀 깊이‒1)도 유형1과 유형3은 같으나 유형2는 앞

길이의 여유량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 뒤암홀 깊이와 

동일하게 제도하였다. 앞품(2C/10–1+0.5–0.5)은 앞진

동둘레 군주름을 줄이기 위해 0.5cm 줄여주고 대신에 

겨드랑 너비(C/10+2+3.5+0.5)를 0.5cm 증가시켜 앞

― Developed patterns,  …… Comparison pattern 

<Fig. 4> Comparisons of developed patterns and 
comparative patterns for Group 1, Group 3

― Developed patterns,  …… Comparison pattern 

<Fig. 5> Comparisons of developed patterns and 
comparative patterns for Grou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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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뒤판, 옆판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했다. 앞뒤 목너

비는 0.5cm 늘려주었고, 뒤암홀 다아트는 배의 돌출

로 인한 젖혀진 체형의 특징으로 뒤진동둘레의 군주

름이 많이 생겨 유형1과 유형3은 2.5cm 다아트를, 유
형2는 3cm의 다아트를 주어 뒤암홀 군주름을 줄여주

었다. 또한 소매 제도는 앞암홀둘레 증가로 각각의 앞

뒤암홀둘레에서 1cm를 빼는 방식으로 제도하여 소매

와 몸판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셋째, 셔츠 연구패턴의 가상착의 결과는 앞뒤 목너

비의 증가로 당김 현상이 해소되었고, 앞뒤 암홀깊이

의 증가와 뒤암홀 타아트의 증가로 진동둘레의 앞뒤 

군주름이 개선되었다. 배의 돌출로 인한 앞밑단 들림

과 측면의 당김 현상은 가슴둘레, 허리둘레와 엉덩이

둘레의 여유량 증가로 개선되었고 앞판, 뒤판, 옆판의 

균형 잡힌 여유량 배분으로 외관이 향상되었으며, 앞
암홀둘레 증가에 따라 개선된 소매 패턴의 제작은 몸

판에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각각의 체형에 맞게 

연구된 패턴은 노년 비만남성의 체형에 적합한 셔츠 

원형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복부비만체형의 경우 

drop(가슴둘레-허리둘레)을 기준으로 2cm 미만인 경

우는 유형2의 원형(B형)을 사용하고, 그 외의 비만유

형은 유형1,3의 원형(A형)을 사용할 것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앞판, 뒤판, 옆판의 고른 여유량의 배분

으로 특히 복부비만의 형태적 특징을 보완할 수 있는 

패턴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인 체형에 맞게 제

작된 대부분의 의복은 복부비만과 같은 체형의 특징

을 커버할 수 없기에 의류 맞음새의 불만족을 초래하

였고 이는 시장 확대의 지장을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개발된 원형은 비만남성의 착용 만족도를 

향상시켜 실버의류산업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또한 디지털 생산기술인 3D 프로그램을 이용

한 아바타 제작 및 가상착의, 패턴개발 및 샘플 제작

과정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여 의류 생산의 실용화

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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