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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develops a basic design structure for scuba diving wetsuits suitable for the shape of Korean             

men in their 30's as well as enhances the reduction rate for underwater activity. The clothing pressure and             

fitness tests were performed using four different types of body suits. The usable data of the tests were             

coded for further statistical analysis that includes one way-ANOVA test and S-N-K Multiple Range Test             

by using SPSSWIN 17.0. An analysis of the results shows: (1) The results of the clothing pressure test             

(using a dummy) indicated that the larger the reduction rate, the stronger the clothing pressure gets (with             

an exception on the knee area). It has great impact on clothing pressure with regards to the different body             

parts. The different reduction rates should be applied to body parts accordingly. (2) In the case of test subjects,             

the overall mean values of the clothing pressure were lower than the ones with the dummy (attributable to             

the cushion function of body skin and muscle as well as the high stretch of the fabric). (3) In evaluating the             

subjective fit test of four types of body suit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he relation             

between pattern reduction rates and all parts of the body. It was revealed that the reduction rate of ‘B’             

pattern (X: 4%, Y: 3%) was the most suitable pattern and the ‘B’ pattern scored highest in the motion             

functional fit test performed by a test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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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삶의 질과 여      

가 활동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의 여가활동은 다양화, 전문화 그리고 세분화가 계속      

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직접적인 체험을 통한 진지      

한 여가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수상레저스포츠와 같은     

익스트림스포츠는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한 조직화된    

동호회 형태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그 시       

장도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Yoon et al., 2007).

국내 스포츠웨어 시장은 꾸준한 연구와 기술 개발      

없이 고기능성 의류의 수입은 급증하고 수출은 급감하    

고 있다(Choi, 2001). 더욱이 스킨스쿠버를 위한 잠수    

복을 비롯한 고기능성 특수복 시장은 그 규모가 협소    

하고 특정 업체가 독점, 제조, 납품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술 개발 및 경쟁력 확보의 여지가 없고, 체계    

적이고 일련의 조직적인 과정을 통한 제품 개발에 대    

한 투자보다는 외국제품을 물성테스트나 주관적 착용    

감에 대한 테스트 없이 그대로 모방하여 상품화, 판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Chung & Kwon, 2004).

국내 남성 체형특성에 적합한 스킨스쿠버복 패턴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생산업체의 생산    

현황 및 소비자의 착용실태를 조사한 연구결과(Choi    

& Jeong, 2009)에서 착용만족도는 고가의 수입제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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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성’, ‘디자인’ 등의 항목에서 국내 기성제품에 비      

해 만족도가 높았으며, 국내 제품은 소재와 관련된 기       

능성 항목에서 만족도가 높았으며, 사이즈 등 패턴 설       

계 관련 항목의 만족도는 낮았다. 이렇게 국내 제품       

은 착용만족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      

고 있지만, 생산업체는 주로 OEM 방식을 채택하거      

나 수입만 하는 업체가 대부분이며 그 규모 또한 매        

우 협소하여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 및 경쟁력을 확보       

하여 체계적인 제품 개발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실정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몸에 꼭맞게 입으며 물이 약간 스며들지만      

옷 안에서는 유동되지 않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으로 주로 늦봄에서 가을까지 수심 10m 이내에서 착       

용하는 웨트수트(습식 잠수복, Wetsuit)(“Scuba diving    

equipment”, 2008)는 국내 스킨스쿠버 바디수트 생산     

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Choi & Jeong,       

2009), 수입제품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면서 사이즈 및      

착용감과 활동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기성 웨트 수       

트형 바디수트를 위한 패턴 개발이 가장 시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Choi, 2011)에     

서 개발된 국내 30대 남성의 표준체형 연구인대를 활       

용하여, 스킨스쿠버용 웨트수트에 가장 적절한 패턴     

의 축소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는 것이며, 도출된      

연구결과는 영세한 국내 생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      

도록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II.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문제

첫째, 3D 스캔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작한 연구인대     

에서 추출한 스킨스쿠버용 웨트수트 패턴에 소재의     

신축성에 따른 다양한 축소율을 적용한 웨트수트의     

의복압을 측정하여 국내 30대 남성 표준체형에 적합      

한 웨트수트 패턴의 적절한 축소율을 선정한다.

둘째, 다양한 패턴 축소율로 제작한 웨트수트의 주      

관적·동작기능성 착용실험을 통해 웨트수트 패턴을 위     

한 가장 적합한 축소율과 의복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인대 및 웨트수트 디자인 패턴

1) 연구인대

연구인대는 2004사이즈코리아에서 국내 30대 남성    

의 표준체형으로 제시한 치수대로 국내 인대제작업체     

M사에 의뢰하여 상하일체형으로 제작하였으며, 국내    

30대 남성과 연구인대의 주요 부위 치수는 <Table 4>     

에 제시하였다.

2) 디자인 및 디자인 패턴 제작

연구 스킨스쿠버용 웨트수트(이하 웨트수트로 칭    

함) 디자인은 향후 생산업체에서 쉽게 활용될 수 있     

도록, 시판되는 웨트수트 디자인의 특징과 소비자 선     

호도를 조사한 선행연구결과(Choi & Jeong, 2009)를     

참고하였으며, 자세한 디자인 도식화는 <Fig. 1>에 제     

시하였다.

연구 웨트수트 디자인은 시판되고 있는 가장 일반     

적인 형태인 상하일체형으로 라글란 소매, 프린세스     

라인, 뒤지퍼가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소비자가 선호     

하는 디테일을 반영하여 목둘레, 손목, 발목부위 지퍼     

와 허리부위 가로 절개선은 삽입하지 않았다. 또한     

샅부위, 겨드랑이부위 등 인체에 밀착되어야 수중에     

서 보다 더 나은 착용감을 가질 수 있도록 <Fig. 2>에서     

와 같이 소매, 어깨부위에 다트를 삽입하였다. 패턴제     

작법은 인체에 피트되어야 하는 상하일체형 웨트수     

트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평면재단법보다는     

입체재단법을 활용하였다.

인대의 기준선은 2004사이즈코리아 신체 측정부위    

를 기준으로 7mm 면 테이프에 핀을 이용하여 목둘     

레,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진동둘레, 상완     

둘레, 팔꿈치둘레, 손목둘레, 무릎둘레, 앞중심선, 뒤     

Fig. 1. Design diagram of the wet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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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선, 옆선을 표시하였다. 디자인 선은 2mm 두께      

의 빨간색 접착 라인 테잎을 이용하였으며 자세한 치       

수는 <Fig. 2>에 표시하였다.

드레이핑은 30수 머슬린으로 바디스 앞, 옆, 뒤, 소       

매, 다리, 칼라의 순으로 실시하였으며, 머슬린 패턴      

을 다시 Gerber CAD 시스템으로 디지타이징하여 패      

턴을 수정하였으며 결과는 <Fig. 5>에 제시하였다.

2. 실험 웨트수트 제작

1) 실험 웨트수트 패턴 축소율

선행연구(Choi, 2011)에서 개발한 연구인대를 통해    

얻은 디자인 패턴을 이용하여 웨트수트에 가장 적절      

한 축소율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은 선행연구(Jeong,     

2006)에서 신축성이 있는 남성용 웨트수트 제작시 가      

장 착용감이 우수한 것으로 2차원 패턴 제작시 제시       

한 가로 방향 12%, 세로 방향 7%의 패턴 축소율을        

참고로 하였다. 하지만 웨트수트 소재인 네오프렌은     

인장 강도가 크고 5mm로 두껍기 때문에, 신장율만 가     

지고 패턴의 축소율을 고려한다면 웨트수트를 입고     

벗을 때 상당한 양의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착용     

자체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스킨스쿠버 웨트수트 패턴의 축소율은 수영     

복, 사이클복과 같은 일반적인 밀착 웨트수트 소재에     

비해 신장율이 우수하지만, 인장강도와 두께 등을 고     

려해 볼 때 세로 방향 7%, 가로 방향 12%를 최대값으     

로 하여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결정하였다. 축     

소율이 전혀 없고 30대 표준체형 웨트수트의 디자인     

패턴 A를 기준으로 B패턴(X: 4%, Y: 3%), C패턴(X:     

8%, Y: 5%), D패턴(X: 12%, Y: 7%)의 4단계로 A패     

턴에서 D패턴으로 갈수록 축소율은 커지고, 패턴의 면     

적은 작아지도록 설정하였다. A패턴에 <Table 1>에     

따른 축소율을 적용하여 그레이딩한 패턴은 <Fig. 6>     

에 제시하였다.

2) 실험 웨트수트 소재 

실험 웨트수트 제작에 사용된 소재는 선행연구결과     

(Choi & Jeong, 2009)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국산 제품으로 가운데 네오프렌이     

있고, 양쪽에 나일론과 폴리우레탄으로 된 직물이 접     

착된 형태로 검정색 양면지를 사용하였으며, 정확한     

혼용율과 물성시험결과는 <Table 2>−<Table 3>에 제     

시하였다.

Fig. 2. Design line of the wetsuit.

Table 2. Fabric composition for the wetsuit (Unit: %) 

 Right Side Middle Side Wrong Side

Sample Nylon 86.8, Polyurethane 13.2 Neoprene 100 Nylon 87.0, Polyurethane 13.0

Table 3. Results of the fabric property test

 Sample Weight Thickness
Tensile 

Strength

Tensile

Elongation

Hydrostatic 

pressure
Stiffness Drape

Thermal

Insulation

Air

permeability

Wale
11826g/m

2
5.24mm

290N 312.0%
557kPa

57.4 mm
0.967 49.8%

1cm
2
/m/cm

2
 

belowCourse 460N 377.9% 64.2 mm

Table 1. Reduction rates of the wetsuit patterns

(Unit: %) 

 Type of Pattern   

Direction

A

pattern

B

pattern

C

pattern

D

pattern

Warp 0% 4% 8% 12%

Weft 0% 3% 5% 7%
– 1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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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착용실험

1) 의복압 평가

연구실험복의 객관적인 수축 정도를 평가하기 위     

하여 연구 인대 및 인체와 바디수트 사이 간의 의복        

압을 측정하고자 하고자 부드러운 주머니에 공기를     

넣고 이것을 인체의 원하는 부위에 붙여 압력을 측정하       

는 의복압 측정기인 AMI3037-10(AMI Techno, Co, Ltd.,      

Korea)를 사용하였으며, 장비의 이동이 불가능하여 실     

온에서 건조한 상태의 웨트수트로 평가하였다.

측정부위는 <Fig.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어깨, 상       

완, 겨드랑이, 가슴, 샅, 허벅지, 무릎, 발목, 손목 9개        

로 설정하였다. 상하일체형인 웨트수트의 특성상 더     

많은 부위를 측정해야 하지만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는        

센서의 한계와 큰 인장강도 때문에 착용이 쉽지 않은       

점과 선행연구(Jeong, 2006)를 참고하여 인체의 동작     

에 의해 신장과 축소에 관여할만한 부위로 정하였다.

2) 착의평가

착의평가는 웨트수트의 특성상 객관성 있는 평가를     

위해 스킨스쿠버 강사 자격증이 있는 자로 한정하였으      

며, 국내 30대 남성의 표준체형에 대한 표준편차가 따       

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표준체형 치수와 ±3cm       

범위 내의 치수를 가진 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치수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주관적 맞음새 평가는 의복압을 측정하는 부위와     

동일한 9개 부위에 대하여 축소율이 다르게 적용된 4가       

지 실험복과 호흡기 등 장비를 차례대로 착용한 후, 동        

작기능별 평가 후 마지막으로 각 부위별 맞음새에 대     

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동작기능별 평가는 수중에서의 활동성과 착용감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온 20
o

, 깊이 5m로 서울 잠실에 위     

치한 스킨스쿠버 전용 풀에서 실시하였다. 피험자는     

실험복을 착용한 후, 1회 잠수하여 <Fig. 4>와 같은     

동작을 물속에서 10회 실시한 후, 물 밖에서 평가지     

를 작성하였으며, 피험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4벌의     

실험복을 입고 총 4회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주관적 맞음새와 동작기능별 평가지는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적절한 것으로 평     

가하였으며, 결과는 <Table 7>−<Table 8>와 같았다.

4. 분석

자료의 분석은 통계 패키지 SPSSWIN Ver. 17.0을     

사용하였다. 평가자 간의 각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     

을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구하였으며, 전체 착     

장 평가항목별 각 패턴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     

원분산분석(One way-ANOVA) 검증을 하였으며, SNK    

다중범위 테스트(Student-Newman-Keul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패턴과 축소율 간의 차이를 사후 검     

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디자인 패턴과 축소율 적용 패턴 

연구인대에 드레이핑을 통해 추출한 웨트수트 디     

자인 패턴은 <Fig. 5>에 제시하였다. 바디스 패턴 앞     

(Front), 뒤(Back), 옆(Side 1, Side 2), 종아리부위 앞,     

뒤(Front Leg, Back Leg), 무릎(Knee), 뒤중심 지퍼     

(Center Back), 샅부위(Crotch), 소매(Sleeve), 칼라(Top    

collar, Under collar) 총 12피스로 제작하였다.

디자인 패턴 A에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Fig. 3. Measurement points of the wetsuit for clothing 

pressure.

Fig. 4. Motion type of the fi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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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Body size of standard dummy for 30's men and subject (Unit: cm) 

Part
Size of prototype dummy and

2004 size Korea
Subject A Subject B Subject C

Height

Cervical Height 145.8 - - -

Shoulder Height 139.4 - - -

Axilla Height 126.9 - - -

Hip Height 83.6 - - -

Crotch Height 77.5 - - -

Waist Height 105.0 - - -

Waist Height (Omphalion) 100.3 - - -

Knee Height 43.9 - - -

Width

Chest Breadth 31.9 - - -

Bust Breadth 30.8 - - -

Biacromial Breadth 40.1 - - -

Waist Breadth 28.4 - - -

Hip Width 33.2 - - -

Depth

Chest Depth 21.1 - - -

Bust Depth 22.2 - - -

Waist Depth 22.1 - - -

Hip Depth 24.0 - - -

Circumference

Neck Circumference 38.0 39.0 38.0 35.0

Chest Circumference 97.2 97.0 94.5 97.0

Bust Circumference 93.4 93.0 91.0 93.0

Waist Circumference 83.6 82.0 79.0 83.0

Waist Circumference (Omphalion) 84.9 - - -

Hip Circumference 95.2 98.0 96.0 96.0

Thigh Circumference 56.4 56.0 58.0 55.0

Knee Circumference 39.3 39.0 38.0 35.0

Calf Circumference 37.4 38.5 38.5 38.0

Ankle Circumference 26.0 26.0 26.5 26.0

Armscye Circumference 43.5 - - -

Upperarm Circumference 30.7 32.0 31.0 34.0

Elbow Circumference 28.8 26.0 25.0 27.0

Wrist Circumference 16.8 16.3 17.0 16.5

Length

Shoulder Length 13.3 13.5 14.0 14.0

Waist Back Length 42.8 43.0 43.0 42.0

Biacromial Length 43.7 45.0 43.0 42.0

Waist Front Length 35.8 - - -

Interscye, Front 36.6 38.0 36.0 37.0

Interscye Fold, Front 37.0 - - -

Interscye, Back 41.0 41.0 38.0 39.0

Interscye Fold, Back 39.6 - - -

Upperarm Length 33.2 33.0 33.5 32.0

Underarm Length 46.3 - - -

Crotch Length 76.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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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4가지 축소율을 적용하였다. A패턴(X: 0%,      

Y: 0%), B패턴(X: 4%, Y: 3%), C패턴(X: 8%, Y: 5%),         

D패턴(X: 12%, Y: 7%)으로 각 단계별로 X축 방향은     

4%, Y축 방향은 3%씩 축소율이 커지도록 패턴 제작     

을 하였으며, 그레이딩 된 상태는 <Fig. 6>에 제시하     

였다.

2. 의복압 평가결과

1) 인대 착용시 의복압

축소율이 다른 4종류의 실험복을 연구인대에 착용     

시켜 9개 부위별 의복압을 측정하였으며, 4가지 패턴     

에 따른 의복압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인대에 착용시 의복압은 모든 실험복에서 어깨, 발     

목, 손목, 허벅지, 상완부위 순으로 압력이 높게 나타     

났으며, 상대적으로 무릎, 겨드랑이, 샅부위 순으로 압     

력이 낮았다. 무릎부위를 제외하면 축소율이 커질수     

록, 즉 패턴이 작아질수록 의복압이 커지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인 의복압 평균은 축소율에 따     

라 큰 변화는 없지만 부위에 따른 의복압에는 큰 차이     

가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같은 축소율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부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필요     

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대 착용시 축소율에 따른 의복압의 변화는 <Fig. 7>     

에서 겨드랑이, 무릎, 샅부위를 제외하고는 축소율이 커     

질수록 의복압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겨드랑이, 샅부위     

의 의복압은 축소율이 가장 큰 D패턴보다 오히려 C패     

턴의 의복압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소재의 인장강도와 축소율 정도가 매우 크고, 팔을 30도     

밖에 올리지 못하는 연구인대의 제한적인 동작범위 때     

문에 샅부위와 겨드랑이부위까지 완전하게 밀착되지    

못하고 그 부분에 여유가 생긴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2) 피험자 착용시 의복압

축소율이 다른 4종류의 실험복을 피험자에게 착의     

시킨 후 센서부착이 어려운 샅부위는 대신 엉덩이 부     

위로 대신하고, 나머지는 인대 착용시와 동일한 8개     

부위에서 의복압을 측정하였으며, 부위별 압력값은    

Fig. 5. Wetsuit design patterns for the standard body 

type of 30's Korean men (1 square = 2.5 cm).

Fig. 6. Wetsuit grading patterns.

Table 5. Clothing pressure of 4 wetsuits worn on the dummy (Unit: Kpa) 

 Shoulder Upperarm Armscye Chest Crotch Thigh Knee Ankle Wrist Aver.

A pattern 4.58 3.14 0.41 1.22 3.01 4.34 0.14 5.49 4.51 1.31 

B pattern 5.07 3.49 1.87 1.65 2.97 3.81 0.01 4.86 5.74 3.61 

C pattern 5.65 3.69 1.25 2.85 1.03 4.55 0.01 6.99 6.23 3.22 

D pattern 6.18 3.86 0.29 3.41 −0.04 4.99 0.02 8.04 7.70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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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에 제시하였다. 

피험자 착용시 바디수트의 허벅지, 엉덩이부위를 제     

외하고는 모든 부위에서 축소율이 커질수록 의복압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평균값만을 본다면 축소       

율이 가로 방향 4%, 세로 방향 2% 증가할 때마다 의         

복압은 약 2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압      

이 가장 높은 부위는 인대 착용시와 유사하게 발목,       

어깨, 손목, 무릎부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슴, 겨      

드랑이, 상완부위가 비교적 낮았다. 

피험자 착용시 의복압의 변화량을 <Fig. 8>에서 살      

펴보면, 축소율 증가에 따라 의복압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벅지부위의 의복압이 이렇게 낮은 원인은     

실험 중 센서부착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 부위를 제외하면 인대 착용시 의복압의 변화와 비     

슷한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인대 착용시와는 달리 무릎     

에서 축소율 증가에 따라 의복압이 함께 증가하였다.

전체적인 의복압의 평균값은 인대 착용에 비해 피험     

자 착용시가 더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원인으로는     

인체의 피부나 근육에 의한 쿠션 작용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소재의 인장강도가 커서 인대에 착     

용시키기 보다는, 피험자가 직접 몸에 맞도록 착용하     

는 것이 더 용이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Table 6. Clothing pressure of 4 wetsuits worm on by subjects (Unit: Kpa) 

 Shoulder Upperarm Armscye Chest Hip Thigh Knee Ankle Wrist Aver.

A pattern 2.66 1.35 1.77 1.51 0.01 0.04 1.68 3.44 1.57 1.57

B pattern 3.13 2.71 2.25 2.20 0.80 0.03 2.95 4.26 3.54 2.43 

C pattern 4.77 3.00 2.27 2.31 0.82 0.04 3.47 5.05 4.66 2.93 

D pattern 5.22 3.60 2.36 2.44 0.91 0.04 4.00 5.39 5.22 3.24 

Fig. 8. Clothing pressure on wetsuits at 9 locations of the body.

Fig. 7. Clothing pressure on wetsuits at 9 locations of the du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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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착의평가 결과

1) 부위별 맞음새 평가 

축소율이 다른 4종류의 패턴으로 제작한 바디수트     

에 대해 의복압 측정부위에 대한 피험자의 주관적인      

맞음새 평가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착의평가인 맞음새 평가는 수중에서의 활동성을    

고려하여 실험복 착용 후 스킨스쿠버 전용 풀에서 동작       

을 한 후 평가하였다. 실험복의 착용상태는 <Fig. 9> −        

<Fig. 12>에 제시하였다.

부위별 맞음새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9개 부위 모      

두에서 패턴의 축소율에 따른 패턴의 유형별 유의차      

가 인정되었다. 모든 평가항목 중에서 B패턴(축소율 X:      

4%, Y: 3%)이 모든 부위에서 가장 맞음새가 좋은 것으        

로 평가를 받았으며, C패턴(X: 8%, Y: 5%)과 A패턴 (X:     

0%, Y: 0%)은 거의 비슷하며, 마지막으로 D패턴(X:     

12%, Y: 7%)의 맞음새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사후     

검증인 SNK 테스트 결과에서도 C패턴과 A패턴만     

같은 그룹으로 평가되었으며, 나머지는 서로 다른 그     

룹으로 분석되어 패턴의 축소률에 따라 신체부위별     

로 느끼는 맞음새가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선행연구(Choi & Jeong, 2009)에서 수입제품을     

포함한 바디수트의 부위별 맞음새 평가결과 주로 가슴     

둘레, 손목둘레, 허벅지둘레, 종아리둘레, 발목 둘레 등     

둘레 관련 항목에서 ‘조금 작다’라는 비율이 약간 높았     

으며, 특히 어깨길이는 ‘조금 길다’라는 항목이 77.1%로     

매우 높게 나타나 이 부위의 맞음새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C, D패턴을 제외한 패턴의 맞음새     

Fig. 9. Wetsuit by A pattern.

(Reduction rate: X: 0%, Y: 0%)

Fig. 10. Wetsuit by B pattern.

(Reduction rate: X: 4%, Y: 3%)

Table 7. The subjective fit test results (n=3 persons) 

Type of pattern  

Part

A B C D
F-value

M SD M SD M SD M SD

 Shoulder 3.00B 1.00 4.67A 0.57 3.33B 0.57 2.67C 1.53 47.20***

 Upperarm 3.33B 0.57 4.67A 0.57 3.33B 0.57 2.33C 1.15 43.00***

 Armscye 3.00B 0.00 4.33A 0.57 3.00B 1.00 2.33C 1.15 33.28***

 Chest 3.00B 0.00 4.67A 0.57 3.33B 1.15 2.33C 0.58 42.00***

 Hip 3.00B 0.00 4.33A 0.57 3.33B 1.00 2.67C 1.53 21.57***

 Thigh 3.00B 0.00 4.33A 0.57 3.00B 0.57 2.33C 1.15 28.00***

 Knee 3.33B 1.15 4.33A 0.57 3.33B 1.15 2.67C 1.53  25.89***

 Ankle 3.33B 1.15 4.00A 0.00 2.33B 0.58 1.00C 0.00  53.65***

 Wrist 3.00B 0.00 4.00A 0.00 2.33B 0.58 1.00C 0.00  63.00***

 Cronbach's Alpha α=0.78

*p<.05, **p<.01, ***p<.001 

Pattern reduction rate: A(X: 0%, Y: 0%), B(X: 4%, Y: 3%), C(X: 8%, Y: 5%), D(X: 12%, Y: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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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00 이상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B패턴의 맞음새는      

평균 4.33 이상으로 기성제품에 비해 높게 평가되었다.

선행연구(Jeong, 2006)에서 밀착 의류용 바디수트    

에 적절하다고 제시한 축소율인 X축 방향 12%, Y축 방        

향 7%는 본 연구에서는 D패턴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웨트수트 소재의 wale, course       

방향의 신장률이 각각 312.0%, 377.9%로 선행연구의     

16%, 20.5%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축소율이 가장       

큰 D패턴의 만족도가 높아야 하지만 다른 결과가 도       

출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웨트수트 소재인 네오프렌     

의 두께, 인장강도가 매우 크기 때문으로 동일한 축소       

율을 적용할 경우 의복압은 매우 높고, 맞음새에 대       

한 만족도도 낮게 평가되었다. 즉 착용실험에서도 피      

험자가 D패턴으로 제작한 웨트수트의 착용자체를 어     

려워하였다. 따라서 스킨스쿠버 웨트수트의 패턴 축     

소율은 수영복, 사이클복과 같은 일반 밀착 의류와 동       

일하게 적용해서는 안되며, 소재의 두께, 인장강도까     

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동작기능별 착용평가 분석 

축소율이 다른 4종류의 패턴으로 제작한 바디수트     

에 대한 동작기능별 착의평가결과는 <Table 8>에 제     

시하였다. 이번 착의평가는 수중에서의 활동성을 고     

려하여 실험복 착용 후 스킨스쿠버 전용 풀에서 동작     

을 한 후 평가하였다. 

동작기능별 평가결과를 <Table 8>에서 살펴보면,    

5개 동작항목에서 모두에서 부위별 맞음새 평가 결과     

와 마찬가지로 패턴의 축소율에 따른 유형별 유의차     

가 인정되었다. 모든 평가항목에서 B패턴의 점수가 가     

장 높았으며, 다음이 C패턴, A패턴, D패턴의 순이었다.     

선행연구(Choi & Jeong, 2009)에서 바디수트의 ‘활     

동성’에 대한 만족도 또한 2.93인 결과와 비교해 보     

Table 8. The motion fit test results (n=3 persons) 

Type of pattern  

Type of motion

A B C D
F-value

M SD M SD M SD M SD

 Lifting the arm forward 90° 2.33B 0.58 4.00A 0.00 3.00B 0.00 1.33C 0.58 22.67***

 Lifting the arm forward 180° 2.33B 0.58 4.00A 0.00 3.00C 0.00 1.00D 0.00 57.00***

 Bend 90° at the waist 3.00B 0.00 4.00A 0.00 3.00B 0.00 1.33C 0.58 44.00***

 Bend forward as much as possible 2.33B 0.58 4.00A 0.00 3.33A 0.58 1.33C 0.58 16.33***

Sitting and Standing 3.00B 0.00 4.00A 0.00 3.33B 0.58 1.00C 0.00 60.00***

 Reliability Coefficient α=0.85

***p<.001 

Pattern reduction rate: A(X: 0%, Y: 0%), B(X: 4%, Y: 3%), C(X: 8%, Y: 5%), D(X: 12%, Y: 7%)

Fig. 11. Wetsuit by C pattern.

(Reduction rate: X: 8%, Y: 5%)

Fig. 12. Wetsuit by D pattern.

(Reduction rate: X: 12%, Y: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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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B패턴의 만족도는 평균 4.00 이상으로 기존 제품       

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SNK 테스트 결과에서도 ‘팔       

을 앞으로 180
o

 올리기’ 항목에서 모든 패턴이 각각       

다른 그룹으로 분석되었으며, 다른 동작에서는 A, C      

패턴이 같은 그룹으로 나타나, 패턴의 축소율에 따라      

동작기능별 평가가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본 연구의 착의평가에 대한 통계적 분석결과      

는 스킨스쿠버 웨트수트의 소재, 실험방법의 특수성,     

그리고 비용 등의 이유로 피험자의 선정에 어려움이      

많아 일반적인 착용실험에 비해 실험 case 수가 작기       

때문에, 결과의 적용에는 제한적임을 미리 밝혀둔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3D 스캔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작한 국내      

30대 남성의 표준체형 연구인대에서 디자인 패턴을     

추출하여, 웨트수트에 가장 적절한 패턴의 축소율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에 따른 결     

론과 제안점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4가지 다른 축소율에 따라 제작한 웨트수트      

의 인대 착용시 의복압 측정결과는 무릎부위를 제외하      

면 축소율이 커질수록 의복압 커졌으나, 전체적인 의      

복압 평균은 축소율에 따라 큰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부위에 따른 의복압에는 큰 차이가 보여지고 있어, 축       

소율을 부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피험자 착용시 의복압 측정결과는 허벅지, 엉      

덩이부위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위에서 평균적으로 축     

소율이 가로 방향 4%, 세로 방향 2% 증가할 때마다 의         

복압은 약 20%씩 증가하였다. 전체적인 피험자 착용      

시 의복압 평균값은 인대 착용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       

며, 이러한 원인으로는 인체의 피부나 근육에 의한      

쿠션 작용과 소재의 신축성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축소율이 다른 4종류의 웨트수트에 대한 피      

험자의 주관적인 맞음새 평가결과는 모든 부위에서     

패턴의 축소율에 따른 부위에 따른 유형별 유의차가      

인정되었으며, 축소율이 X축 방향 4%, Y축 방향 3%       

인 B패턴의 맞음새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이것은      

신축성이 클수록 패턴의 축소율도 비례하여 커져야     

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것으로 스킨스쿠     

버 웨트수트는 소재의 신장률뿐만 아니라 두께, 인장      

강도까지 함께 고려해서 패턴의 축소율을 적용해야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쩨, 동작기능별 착의평가는 5개 동작항목 모두에     

서 패턴의 축소율에 따른 유형별 유의차가 인정되었     

으며, B패턴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따라서, 국내     

30대 남성 표준체형에 적합하고 수중에서의 착용감이     

가장 좋은 패턴의 축소율은 X축 방향 4%, Y축 방향     

3%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이 축소율은 본 실     

험에 사용한 소재의 두께, 인장강도, 신장률과 유사한     

것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또한 피험자의     

체형에 따라 본 연구에 제시된 의복압과 착용감은 달     

라질 수 있다.

후속연구는 전체적인 패턴 축소율뿐만 아니라, 수     

중 동작에 용이한 부위별 축소율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며, 지속적으로 스킨스쿠버 동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여성용 웨트수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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