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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help develop an optimized sizing system for the military winter jackets of Ko-

rean males. First, we conducted a survey on the supply rate of military winter jackets and the wearing of

suitable size jackets in order to identify problems in the current sizing system. We next developed a new siz-

ing system generation method to satisfy the coverage rate and appropriate size number: Hybrid of Grid with

Optimiz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1. The survey indicated that a 90 (chest girth) size is neces-

sary; in addition, a one-step large size jacket fit well as a right size jacket. 2. We developed three optimized

sizing systems for Korean male military winter jackets using the Hybrid of Grid with an optimization method

and suggested one of them as a final new sizing system. The new sizing system consisted of two primary

dimension: chest girth and stature. It has a 14 size number and its extended coverage rate is larger than the

current sizing system and it has a 90 (chest girth) size. It also selected an optimized size for the area of low

population density. The new sizing system is therefore considered very effective for Korean male soldiers

military winter jackets.

Key words: Military winter jacket, Sizing system, Grid method, Optimization method, Coverage rate; 군

방한복, 치수체계, 격자방법, 최적화 방법, 커버율

I. 서 론

군용 방한복은 동절기에 착용하는 의복으로써 현재

운용되는 구성상 방상 외피(방한복 상의 외피)와 방상 내

피(방한복 상의 내피)로 구성되며 통칭하여 방한복으로

칭하고 있다. 군용 방한복은 외부의 한랭 환경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보호기능성 및 쾌적성을 만족해야 하

며, 또한 군복무 시 취하는 일반 동작 및 전투훈련동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동작기능성 또한 만족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성들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소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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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공학적인 패턴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적절한 사이즈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 방한복은 피복류 호칭 및 치수표에 관한 국방규격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14)에서 중피트성 의복

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의 치수체계는 신형 전투복 치

수체계와 통합성이 있도록 개발되었다. 현 전투복 치수

체계에서 대표치수는 키-가슴둘레-화장의 세 가지로서

총 37개의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으며(Ministry of Natio-

nal Defense, 2015), 현 방한복의 대표치수는 신형 전투

복의 대표치수에서 화장을 제외한 키-가슴둘레 두 가지

를 사용하고 있다. 방한복의 치수간격은 신형 전투복의

치수간격과 동일한 간격을 사용하여 총 14개의 사이즈

로 이루어져 있다(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13).

이러한 신형 전투복과 현 방한복을 포함한 국방피복류

의 치수체계는 ‘차세대 국방섬유 기술개발 협력사업’(Mi-

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3)에서 개발된 것

이며, 우선 개인 장구인 신형 전투복 개발에 적용하여 운

용 시험 등을 거쳐 전력화되었다. 그러나 이후 현 방한복

에 대해서 군으로부터 소재의 보온성 및 방 ·투습성, 탈

부착 등 운용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고, 지난

2014년부터 이에 대한 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에 따라, 개선된 소재에 적합하면서도 활동성 및 운용성

을 개선할 수 있는 신형 방한복의 치수체계 및 패턴에 대

한 개발도 새롭게 필요하게 되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기성복에서 치수체계를 수립할

때에는, 모든 사이즈를 수용하는 사이즈 구간을 만들기

에는 비용이 높이지고 생산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사이즈만 선택해서 치수체계를 만들고 수

요가 적은 사이즈는 과감히 배제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

한다. 일반인 고객은 특정 상품에서 본인에게 맞는 사이

즈가 없으면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가 있는 다른 상품을

선택하거나 맞춤서비스 등 다양한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인 대상 의복과 달리, 군용 의복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가 없다고 해서 입지 않

아도 되는 선택적인 의복이 아니므로, 치수체계 수립 시

최대한 모든 사이즈를 커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러나 또한 군수물자의 관리효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

고 모든 사이즈 범위를 커버하기 위해서 사이즈 개수를

무한히 늘일 수는 없기 때문에 군용 의복의 치수체계 개

발을 위해서는 기성복에서와는 다른 방법이 요구된다.

기존 치수체계 개발 연구방법은 대표적으로 격자기법,

최적화 기법 등이 있다. 격자기법은 중요변수와 설계허

용공차(치수간격)를 사용해 인구분포 전반에 산포된 격

자를 형성한 후, 목표수용률(예: 95%)을 만족할 때까지

인체 출현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격자들을 대표격자

(Representative grid)로 선정하는 방법이다(Jung & You,

2007). 의류학의 치수체계 개발연구들에서는 각 격자의

출현율이 일정 기준값(예: 2%) 이상이 되는 격자를 대표

격자로 선정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해왔다. 최적화 기법

을 사용한 연구에는 McCulloch et al.(1998), K. M. Choi

et al.(2009)의 손실점수(Loss score)를 적용한 연구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격자방법과 최적화 방법을

혼합한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치수체계를 개

발함으로써 사이즈 개수를 많이 늘어나지 않게 하면서

도 배제되는 사이즈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군용 의복의 특

수성을 고려한 군방한복의 신 사이즈 체계를 개발하고

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남자 군인 방한복의 치수체계 개발을

위해서 ‘차세대 국방섬유 기술개발 협력사업’(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3)의 남자 군인 측정

데이터(대상 인원 수 1,430명, 연령 19~60세)를 사용하

였다. 이 후, 표기의 간결성을 위해서 ‘차세대 국방섬유

기술개발 협력사업’의 남자 군인 측정데이터를 ‘남자 군

인 측정데이터’로 명명하기로 한다.

2. 현 남자 군인 방한복 및 전투복의 보급률 및 착

용실태 조사방법

현 치수체계에서 불필요한 사이즈나, 추가할 필요가

있는 사이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 군방한복의 보급률

을 분석하였다. 보급률 분석을 위해서 국방부로부터 현

방한복 및 전투복의 사이즈별 보급률 데이터(대략 2014년)

를 확보하여 기준치수인 키, 가슴둘레의 각 구간별로 보

급률을 파악하였다. 또한 군장병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착용실태 설

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적합사이즈 착용여부에 따라 치

수적합성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치수적

합성 평가 설문도 실시하였다. 치수적합성 평가 설문은

설문대상자가 방한복 상의를 착의하고 총 14개 항목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설문대상

자들은 여유량이 적당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1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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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중에서 선택하였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일 경우에는 불편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였다. 설문항목 중에서 자신의 신

체 가슴둘레를 적는 항목은 설문대상자들이 자신의 정

확한 신체 가슴둘레를 알지 못함으로 현장에서 설문대

상자들로 하여금 상의는 내의만 입도록 한 상태에서 연

구자가 현장에서 가슴둘레를 직접 측정하여 그 값을 기

입하도록 하였다. 이 설문은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2015년

11월에 군부대 현장 방문을 통하여 123명의 군장병을 대

상으로 실시되었다.

3. 신 치수체계를 위한 대표치수 선정

본 연구에서는 방한복 신 치수체계를 위한 대표치수

로서 가슴둘레와 키를 선정하였다. 이는 우선적으로 현

방한복의 치수체계의 대표치수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신 치수체계에 도입에 의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

적이 있다. 또한 가슴둘레와 키가 각각 인체의 수평크

기와 수직크기를 잘 대표하며, 치수항목의 일반성 및 대

중성을 고려할 때 대표항목으로써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4.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의

하면 다음과 같다.

· 커버율: 사이즈 체계를 이루는 선택된 사이즈에 속

하는 인원의 전체 인원에 대한 비율을 의미함

· 확장커버 구간: 선택된 사이즈 이외의 구간 중에서

선택된 사이즈에 흡수될 수 있는 주변사이즈 구간을 의

미함,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실제사이즈보다 한 단계 더

큰 사이즈를 착용할 수 있다는 개념을 도입하여 선택된

사이즈보다 한 단계 작은 사이즈들을 확장커버 구간으

로 정의하였음

· 확장커버율: 커버율+확장커버 구간에 속하는 인원

의 전체 인원에 대한 비율

· 손실함수: 방한복 치수가 신체크기에 맞지 않은 정

도를 나타내는 실수의 함수

· 최적화: 손실함수의 값을 최소화하는 방한복 치수

체계를 수리적으로 찾는 것

· 최적화 사이즈: 출현율 기반의 선택사이즈들 이외

의 범위에서 최적화 수식을 이용하여 추가로 선택된 사

이즈

· 중심사이즈: 출현율 기반의 선택사이즈들 이외의 범

위에서 주변 확장커버 구간의 출현율을 다 합한 값이 일

정 기준 출현율 이상이 되는 사이즈 구간

5. 격자 ·최적화 혼합기법을 이용한 치수체계 개

발방법

본 연구에서는 군방한복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 치수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격자 ·최적화 혼합기법(Hybrid

of Grid with Optimization)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이

방법에서 1단계로는 격자기법을 사용하여 출현율이 높

은 기본 치수체계 구간을 선택하고, 2단계에서는 기본

치수체계에 흡수될 수 있는 확장커버 구간을 계산하며,

3단계에서는 1, 2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에서 최적

화 방법을 이용한 구간을 선택하며, <Fig. 1>에 흐름도를

제시하였다.

1) 1단계: 기본 치수구간 설정

격자기법을 이용하여 인구밀도가 높은 영역에 대해서

기준출현율 이상을 보이는 구간을 기본 치수체계로 설정

한다.

기준출현율을 설정하기 위해서 기존에 남성 상의 치수

체계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최종 사이즈 구간 선

정을 위한 출현율 기준으로서 2% 이상(Kim, 1999)을 사

용하고 있었고, 여성 유니폼의 사이즈 구간 선정을 위한

출현율 기준도 2% 이상(Y. L. Choi et al., 2009)으로 하고

있었다. 방화복의 사이즈 구간 선정을 위해서 3% 이상

을 기준으로 한 연구도 있었다(Han et al., 2009). 본 연구

에서는 방한복과 방화복 모두 가슴둘레 여유량이 20~

25cm로서 같은 피트성을 요구한다고 판단하여서 방한

복 사이즈 구간의 기준으로서 출현율 3% 이상을 기준으

로 하였다.

2) 2단계: 확장커버 구간 계산

본 연구에서는 한 치수 큰 방한복을 착용한다는 확장

커버(수용) 개념을 적용하였다. 이는 피트성만을 고려할

때는 최적은 아니지만 방한복이 여유가 많은 의복으로

서 피트성이 높게 요구되지 않으며, 군의 피복 관리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 사이즈 개수를 줄여야 한다는 현실적

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다. 본 연구에

서는 확장커버의 기준을 작은 단계가 1단계(5cm) 더 큰

옷을 착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 확장커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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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이용하여 1단계의 기본 치수체계에 포함되지 않

은 영역 중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계산한다. 이때

작은 사이즈들이 포함되게 된다.

3) 3단계: 최적화 구간 설정

1, 2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큰 치수의 군인을 수용하기

위해서 손실함수 기반 최적화(Nelder-Mead algorithm) 기

법을 적용하여 최적의 구간을 선택하여 최적화 사이즈

로 하였다. 이때, 최적의 구간 크기는 10cm(기본치수간

격 5cm+확장치수 간격 5cm)로 하였다. 손실함수 기반

최적화 기법의 수식은 <Fig. 3>에 제시하였다. 격자들의

최적 위치는 <Eq. 1>의 최적화 모델을 활용하여 모든 사

람들에 대한 손실점수의 합을 최소화도록 결정된다. 각

사람의 손실 점수는 해당 사람이 격자 내부에 위치하는

지 여부에 따라 다른 수식으로 정량화된다. 격자 내부에

위치한 사람의 손실점수는 해당 사람이 격자의 중심으

로부터 떨어진 Euclidean 거리로 계산된다. 반면, 격자 외

부에 위치한 사람에 대한 손실점수는 격자 중심에서 떨

어진 거리와 관계없이 격자의 크기(=치수간격)로 계산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격자 ·최적화 혼합기법의 치수체계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손쉽게 치수체계를 개발할 수 있

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Matlab을 이

용하여 개발하였으며, 프로그램의 명칭은 ‘Size Optimi-

zer’로 정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사용자 화면을 <Fig.

2>에 제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Grid의 간격 및 Op-

timization시 확장수용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Fig. 2(a)>

는 기본 치수체계(빨간 테두리)와 확장수용 범위(파란 테

Fig. 1. Hybrid of Grid with Optimiz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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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가 계산된 화면으로서 각 구간에 치수중앙점과 출

현율이 표기되며, 화면상단에는 커버율, 확장커버율(확

장수용율), 총 사이즈 개수가 표기된다. <Fig. 2(b)>는 최

적화 구간(초록색 테두리)이 계산된 화면이다.

• Objective function

• Loss function

Li = y × min(Euclidean(xi, G)) +

    (1 − y) × size interval ...... Eq. 1.

n = number of people

xi = i
th
 individual

G = new sizing grids

6. 격자 ·중심구간 혼합기법을 이용한 치수체계

개발방법

격자 ·중심구간 혼합기법(Hybrid of Grid with Cent-

ral Section)의 개념은 우선적으로 격자기법을 사용하여

출현율이 높은 구간을 선택하고 그 외 구간에서 주변 확

장커버 구간의 출현율을 다 합했을 때 일정 기준 이상이

되는 중심사이즈를 추가사이즈로 선택해 나가는 것이

다. 구체적인 방법을 아래에 설명하였다(Fig. 3).

1, 2단계는 위의 격자 ·최적화 혼합기법에서 설명한

1, 2단계와 같다. <Fig. 3>에서 굵은 실선 테두리 구간이

1단계의 기본 치수구간, 굵은 화살표 구간이 2단계의 확

장커버 구간에 해당한다.

3단계로 1, 2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큰 치수의 군인을

수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중심사이즈를
minf Li

i=1

n

∑=

y
1 if min Euclidean xi G,( )( ) size interval<
0 otherwise⎩

⎨
⎧

Fig. 2. Sizing system development software (Size Optimizer) based on Hybrid of Grid with Optimization.

Fig. 3. Hybrid of Grid with the Central Sec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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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해 나간다. <Fig. 3>에서 굵은 점선 테두리 구간이

이에 해당한다. 3단계의 자세한 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1, 2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구간 중에서 특정 키 구

간에서 가슴둘레가 가장 작은 구간을 선택한다. 본 연구

에서는 키 185구간에서 먼저 구간 a를 선택하였다. 중

심사이즈를 선택할 때에 키 구간은 현 전투복 구간(168

~185)과 통합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163, 192구간은 배

제하기로 하였다.

② ‘중심구간 기준값1’을 정한다. ‘중심사이즈 기준

값’은 연구자 주관에 의해 정하며, 본 연구에서는 기본

구간 선택기준인 3%로 정하였다.

③ 확장커버 개념을 적용하여 a보다 키와 가슴둘레

가 한 단계씩 작은 구간의 출현율을 다 합했을 때의 값

인 ‘확장구간 출현율 합’이 ‘중심사이즈 기준값1’ 이상

이면 중심사이즈에 포함시킨다. <Fig. 3>에서 구간 a, b,

c는 확장구간 출현율의 합이 3% 미만이므로 배제하고

다음 구간 d로 이동한다.

④ 구간 d는 구간 c와 합쳐서 3% 이상이 되므로 중심

사이즈로 정한다. 구간 c는 확장구간이 된다. 구간 e는

주변구간이 모두 선택구간이 되었고, 단독으로도 3% 미

만이므로 배제하고 다음 구간 f로 이동한다.

⑤ 구간 f는 주변구간 e, i를 합해서 3% 이상이 되므

로 중심사이즈로 정한다. 구간 e, i는 확장구간이 된다.

⑥ 구간 g, h는 주변구간을 합해서 3% 미만이므로 그

대로 다음 구간으로 이동한다. 여기까지 키 185구간은

다 검토하였으므로 다음 구간은 한 단계 작은 키 구간

인 키 178구간에서 기본구간, 확장구간, 중심구간 사이

즈에 포함되지 않은 j가 된다.

⑦ 구간 j, k, l은 주변구간을 합해서 3% 미만이므로

그대로 다음 구간 l로 이동한다.

⑧ 구간 m은 주변구간 l, o, p를 합해서 3% 이상이 되

므로 중심사이즈로 정한다. 구간 l, o, p는 확장구간이

된다.

⑨ 남은 구간들은 주변구간을 합해서 3% 이상이 되는

곳이 없으므로 3단계를 종료한다.

4단계로 1, 2, 3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큰 치수의 군인

을 수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중심사이즈

를 선택해 나간다. <Fig. 3>에서 가는 점선 테두리 구간

이 이에 해당한다.

① ‘중심사이즈 기준값’을 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를 1%로 정하였다.

② 위와 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 남은 구간 중에서 h

가 중심사이즈로 선택된다.

최종 확장커버율은 ‘기본 치수구간(굶은 실선 테두리),

중심사이즈(점선 테두리), 확장구간(화살표 구간)’의 출

현율을 모두 더한 값으로 한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현 남자 군인 방한복 및 전투복의 보급률 및 착

용실태 조사결과

1) 방한복 및 전투복의 보급률 분석결과

가슴둘레 사이즈에 따른 방한복과 전투복 보급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a)>는

방한복에 대한 보급비율이며, <Table 1(b)>는 전투복에

대한 보급비율이다. 방한복에서 가장 작은 가슴둘레 사

이즈인 95사이즈에 68.3%로 심각하게 편중되어 보급되

고 있었으며, 전투복에서 가장 작은 가슴둘레 사이즈인

90사이즈에는 24.6%가 보급되고 있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방한복에도 90사이즈에서 20.0% 이상의 수요가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90사이즈의 추가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키 사이즈에 따른 방한복과 전투복 보급비율을 분석

한 결과, 전투복과 방한복 모두 가장 작은 키 사이즈인

168에 20.0% 이상이 보급되고 있었으며, 가장 큰 키 사

이즈인 185에는 각각 8.7%, 6.4%의 보급률을 보였다. 이

를 통해서 볼 때, 길이 맞음새 향상을 위해서는 168 이

하에 더 작은 키 구간의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확장커버 개념을 적용하면 작은 키의 사람들이

168사이즈의 의복을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효율성

및 사이즈 개수를 줄이는 것을 고려한다면 현행대로 168

을 키의 최하위 구간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다.

2) 방한복 적합사이즈 착용실태 조사결과

군장병들이 방한복을 본인의 신체치수에 맞게 착용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 착용하고 있는 방한

복 내피의 호칭에 나타난 가슴둘레와 본인의 가슴둘레

인체치수와의 차이(내피-인체)를 구하고, 이 차이가 −2.5

~2.5cm일 때를 적합한 사이즈 착용으로 간주하였다. 적

합사이즈의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

이즈 구간의 범위를 정할 때 중심사이즈의 위, 아래로

사이즈 간격의 절반까지로 하므로, 가슴둘레 사이즈 간

격인 5cm의 절반인 2.5cm를 위, 아래 범위로 한 것이다.

방한복 적합사이즈 착용실태 분석의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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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는 인원은 전체의 42.3%

인 52명이었으며, 62.0%는 큰 사이즈를, 7.0%는 작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었다. 방한복을 크게 착용하고 있

는 인원들이 비율이 높은 원인은, 한 사이즈 크게 착용

하는 집단의 평균 가슴둘레가 92cm, 두 사이즈 크게 착

용하는 집단의 평균 가슴둘레가 88cm로서 현 방한복의

치수체계에서의 가장 작은 가슴둘레 사이즈가 95이므

로 이보다 작은 군인들이 모두 95 이상의 사이즈를 착용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작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는 인원은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가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작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지급을 잘

못 받았거나 또는 착용 중에 체형이 변화하였기 때문일

Table 1. Supply rate of current military winter jackets and combat jackets for Korean males

(a) Military winter jackets

Stature
Total

168 173 178 185

Chest girth

95 15.9% 37.0% 13.6% 1.8% 068.3%

100 04.5% 08.4% 06.2% 2.2% 021.3%

105 01.0% 03.3% 02.4% 1.4% 008.1%

110 000.0%

115 01.3% 1.0% 002.3%

Total 21.4% 50.0% 22.2% 6.4% 100.0%

(b) Military combat jackets

Stature
Total

168 173 178 185

Chest girth

90 07.7% 11.5% 05.0% 0.4% 024.6%

95 10.0% 14.7% 11.4% 2.1% 038.2%

100 03.7% 09.3% 09.3% 2.3% 024.6%

105 00.5% 02.2% 04.2% 2.9% 009.8%

110 00.2% 00.3% 00.9% 0.7% 002.1%

115 00.1% 00.3% 0.2% 000.6%

120 00.1% 000.1%

125 0.1% 000.1%

130 0.0% 000.0%

135 0.0%

145 0.0%

160 0.0%

Total 22.1% 38.1% 31.2% 8.7% 100.0%

Table 2. Survey results on wearing of suitable size jacket

Wearing type
Difference of chest girth

(jacket-body)

Average height

(cm)

Average chest girth

(cm)

Number of subjects

n (%)

Small ≤−2.5cm 179.0 105.0 009 (007.3)

Appropriate −2.5-2.5cm 176.1 097.0 052 (042.3)

One size large 2.5-7.5cm 175.5 092.0 031 (025.2)

Two size large >7.5cm 174.0 088.0 031 (025.2)

Total 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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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3) 방한복 적합사이즈 착용여부에 따른 치수적합성 비

교결과

방한복 적합사이즈 착용실태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네

가지의 착용유형인 작음, 적합, 한 사이즈 큼, 두 사이즈

큼 간에 치수적합성 설문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네 가

지 착용유형 간에 치수적합성 평가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치수항목별로 다중비교인 Duncan's test

를 실시하였다(Table 3). Duncan's test를 실시할 때에 집

단 간에 인원 수가 같지 않음으로 집단크기의 조화평균

이 사용되었다.

내피에서 네 가지 착용유형 간에 평균을 비교한 결과,

11개 항목에서 네 가지 착용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품, 소매길이, 목둘레 3개 항

목에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한 사이즈 큼 그룹이

더 좋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내피에

서 한 사이즈 큰 것을 착용하는 것에 무리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가지 착용유형 중에서 모든 항목을 평균

한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은 작음이었으며, 두 사이즈 이

상 큼은 그 다음으로 낮았다.

외피에서 네 가지 착용유형 간에 평균을 비교한 결과,

9개 항목에서 네 가지 착용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품, 앞품, 가슴둘레, 허리둘레,

목둘레 5개 항목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약간의 차

이를 보인 항목들에서 모두 작음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

였으며, 그 다음 적합, 한 사이즈 큼 그 다음 두 사이즈 이

상 큼 순으로 낮아졌다. 적합과 한 사이즈 큼 간에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외피에서도 내

피와 마찬가지로 한 사이즈 큰 것을 착용하는 것에 무리

Table 3. Comparison of size suitability according to wearing type

Wearing type

Item

Inner jacket Outer jacket

Small
Appro-

priate

One size

large

Two size

large F
Small

Appro-

priate

One size

large

Two size

large F

(n=9) (n=52) (n=31) (n=31) (n=9) (n=52) (n=31) (n=31)

Total length 2.8 (1.2) 3.3 (1.0) 3.2 (1.0) 3.2 ( .8) .710 3.4 (1.2) 3.3 (1.2) 3.0 (1.2) 3.1 (0.8) .892

Shoulder width 3.3 (1.2) 3.5 (0.8) 3.6 (0.9) 3.4 (0.6) .503 3.9 (0.6) 3.7 (0.9) 3.6 (0.8) 3.4 (0.8) 1.552

Interscye, back 3.3 (1.2) 3.4 (0.9) 3.4 (0.8) 3.3 (0.6) .044
3.8 (0.8)

B

3.6 (0.9)

AB 

3.4 (0.9)

AB

3.2 (0.8)

A
2.181

Sleeve length 2.9 (1.1) 3.2 (1.1) 3.2 (1.1) 3.2 (0.7) .332 3.2 (1.1) 3.5 (0.9) 3.3 (1.0) 3.2 (0.8) 1.021

Armhole 3.0 (1.3) 3.5 (0.9) 3.5 (0.9) 3.4 (0.6) .969 3.3 (1.0) 3.7 (0.9) 3.5 (1.0) 3.2 (0.8) 2.062

Interscye, front
3.1 (1.2)

A

3.5 (0.8)

AB 

3.6 (0.8)

B

3.5 (0.5)

AB 
1.180

3.9 (0.6)

B 

3.6 (0.9)

AB

3.6 (0.8)

AB

3.2 (0.6)

A
2.531

Chest girth 3.2 (1.1) 3.7 (0.8) 3.6 (0.9) 3.4 (0.6) 2.325
4.0 (0.5)

B

3.5 (0.9)

AB

3.5 (0.8)

AB

3.3 (0.6)

A
2.221

Waist girth 3.2 (1.1) 3.5 (0.9) 3.4 (0.9) 3.4 (0.6) .429
3.7 (0.9)

B 

3.3 (1.0)

AB 

3.3 (1.0)

AB 

3.0 (0.7)

A
1.718

Hem girth 3.1 (1.2) 3.3 (1.0) 3.4 (1.1) 3.2 (0.7) .313 3.4 (0.9) 3.3 (1.1) 3.3 (1.1) 3.0 (0.8) .856

Sleeve biceps

girth

3.2 (1.1)

A

3.6 (0.8)

AB

3.8 (0.6)

B

3.5 (0.5)

AB
2.272 3.7 (0.9) 3.7 (0.8) 3.6 (0.8) 3.3 (0.7) 1.969

Elbow girth 3.2 (1.1) 3.5 (0.9) 3.6 (0.7) 3.4 (0.6) .865 3.6 (0.9) 3.7 (0.7) 3.5 (0.8) 3.3 (0.6) 2.520

Sleeve hem girth 2.9 (1.5) 3.5 (1.1) 3.5 (1.1) 3.4 (0.8) .871 3.3 (1.4) 3.7 (0.8) 3.4 (0.9) 3.3 (0.7) 2.157

Collar height 3.1 (1.2) 3.4 (1.0) 3.5 (1.0) 3.4 (0.8) .368 4.0 (0.7) 3.6 (0.9) 3.6 (0.7) 3.5 (0.6) .822

Neck girth
3.1 (1.1)

A

3.5 (1.0)

AB

3.7 (0.9)

B

3.5 (0.5)

AB
1.194

4.0 (0.7)

B

3.7 (0.9)

AB

3.7 (0.7)

AB

3.5 (0.7)

A
1.480

Average 3.1 3.5 3.5 3.4 3.7 3.6 3.5 3.2

Different alphabet indicates that they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of probability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C).

No alphabet indicates that they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of probability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961 –



188 한국의류학회지 Vol. 40 No. 5, 2016

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작음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을 통해 현재 외피의 여유분이 전반적으로 큰 것

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추후 패턴개발 시에 참고

하여 여유분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작음이 적

합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들은 총 길이, 어깨너비, 뒤

품, 앞품, 가슴둘레, 허리둘레, 밑단둘레, 칼라높이, 목둘

레로서 주로 소매를 제외한 몸통에 관련된 부위였다.

2. 남자 군인 방한복 신 치수체계 개발결과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격자 ·최적

화 혼합기법과 격자 ·중심구간 혼합기법 이용하여서 세

가지의 방한복 최적 치수체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

서 치수체계를 개발할 때에 목표는 사이즈 개수가 현행

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확장커버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하였으며, 먼저 2~3개의 치수체계를 개발한 뒤

이들을 비교하여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최종 한 개를

신 치수체계로 제안하였다. 개발된 최적 치수체계들은

<Fig. 4>에 제시하였다. 이후부터는 ‘개발된 최적 치수

체계’를 줄여서 ‘SS(Sizing System)’이라고 명명하였다.

SS1<Fig. 4(b)>은 격자 ·최적화 혼합기법을 사용한

치수체계로서 격자기법(출현율)에 의한 기본 치수체계

10개 구간과 최적화 방법에 의한 4개 구간을 합쳐서 총

14개의 구간으로 이루어진 치수체계이다. SS2<Fig. 4(c)>

Fig. 4. Developed sizing system for Korean military winter jac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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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격자 ·최적화 혼합기법을 사용한 치수체계로서 SS1

과 마찬가지로 기본 치수체계는 10개 구간이며 최적화

구간은 5개로서 총 15개의 사이즈 구간으로 이루어진

다. 이 치수체계는 SS1보다 사이즈 개수를 1개 더 늘린

것으로서 SS1에 비해서 최적화 치수가 1개 더 늘었을 때

커버율 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목적과 또한 키가 작고 가슴둘레가 큰 체

형을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SS3<Fig. 4(d)>은 격자 ·중심구간 혼합기법을 사용하여

개발한 치수체계로서 기본 치수체계 10개 구간과 중심

구간 방법에 의한 4개 구간을 합쳐서 총 14개 구간으로

이루어진다. CSS<Fig. 4(a)>는 현 방한복의 치수체계로

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치수체계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함께 제시하였다.

이 세 가지 치수체계(SS)들의 사이즈 개수, 커버율 및

확장커버율을 비교한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개발한 치수체계 세 가지와 현행 치

수체계를 비교해 볼 때, SS1, SS3은 사이즈 개수가 14개

로서 현행 치수체계의 사이즈 개수와 같았고 SS2는 15개

로 한 개 더 많았다. 커버율은 현행 치수체계가 가장 높

았으며, 확장커버율은 SS2가 가장 높았다. 가슴둘레 구

간을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치수체계들은 현

치수체계에는 없는 가슴둘레 90사이즈 구간이 포함되

어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위의 현 방한복 및 전투

복 보급률 분석결과에서 현 방한복이 95사이즈에 과도

하게 집중되어있었던 현상을 해소할 수 있으며, 비교적

높은 분포율을 보이는 90사이즈 장병들에 대한 맞음새

를 향상시킬 수 있는 치수체계라고 판단된다.

1) 최종 치수체계 추천안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세 가지의 최적 치수체계 중에

서 가장 추천할 만한 한 가지를 선정하여 남자 군인 방

한복의 신 치수체계로 제안하였다. 치수체계들을 비교

하고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커버율보다는 확장커버

율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자 한다. 이는 위의 ‘방한복 적

합사이즈 착용여부에 따른 치수적합성 비교결과’에서

한사이즈 큰 방한복을 착용한 설문응답자들의 점수가

적합사이즈를 착용한 점수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인

것을 참고해 볼 때, 확장커버율을 기준으로 치수체계를

제안하는 것이 적은 사이즈 개수로 많은 인원을 만족하

게 할 수 있는 타당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최종 치수체계를 추천하기 위해서 각 치수체계를 비교

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것을 선택해 나가는 방법을 사용

하였으며 자세한 과정은 아래와 같다.

현행 치수체계는 SS1, SS3와 비교해서 사이즈 개수가

같지만 확장커버율이 낮으므로 선택에서 배제한다.

SS1안, SS2안 모두 가슴둘레와 키의 정적상관이 고

려되고 인구밀도가 낮은 구간에 대해서는 최적의 구간

이 선택되어있다.

SS2안은 SS1안에 비해 키가 작고 가슴이 큰 체형을

커버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이즈 개수가 1개 늘어난데

비해서 확장커버율이 0.6%밖에 향상되지 않았으므로

선태에서 배제하였다.

SS3은 SS1안과 비교할 때, 사이즈 개수와 확장커버율

이 같고, 가슴둘레가 현재 전투복 보급이 되고 있는 120

까지 커버된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SS1에 비해 사

이즈 분포가 고르지 않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남군의 인

체 치수데이터 상에서는 최외곽에 극단치수의 가슴둘레

120에서의 출현율이 0%이므로 중심사이즈로 선택하기

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배제하였다.

SS1 경우 현행 치수체계와 비교하여 총 사이즈의 개수

는 같으나 확장커버율을 기존대비 0.7% 향상시켰으며,

무엇보다 가슴둘레와 키의 정적상관이 고려되었다. 인구

밀도가 낮은 확장커버율에 포함되지 않은 큰 사이즈의

영역에 대해서는 최적화 방법을 이용하여 최적의 구간이

선택되어있으므로 착용만족도가 높은 치수체계라고 판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SS1을 방한

복의 신 치수체계로 추천하고자 한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방한복의 신 치수체계를 개발하기 위

Table 4. Comparison of size number and coverage rate among developed sizing systems

Sizing system Number of size Coverage rate (%) Extended coverage rate (%)

CSS (Current Sizing System) 14 74.5 96.5

SS1 14 70.9 97.2

SS2 15 71.5 97.8

SS3 14 73.8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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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먼저 현 방한복의 실태를 파악하고, 다음으로 최대

한 모든 사이즈를 커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도 또한

군수물자의 관리효율성을 위해 사이즈 개수를 많이 늘

리기 힘든 군용 의복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격자방법과

최적화 방법을 혼합한 치수체계 수립방법을 개발하였

다. 현 방한복의 실태와 개발된 치수체계의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현 방한복 및 전투복의 보급률 분석결과, 방한복에

서 가장 작은 가슴둘레 사이즈인 95사이즈에 높은 비율

로 편중되어 보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투복에서 가장 작은 가슴둘레 사이즈인 90사이즈에도

상당한 비율로 보급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방한복에도

90사이즈의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2. 방한복 적합사이즈 착용실태 조사결과, 적합한 사

이즈를 착용하고 있는 인원과 큰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

는 인원이 대략 각각 반반 정도였다. 방한복을 크게 착

용하고 있는 인원이 많은 원인은 현 방한복의 치수체계

에서 최소 가슴둘레 사이즈가 95인데 반해서 이보다 작

은 가슴둘레를 가진 군장병들이 많기 때문이었다.

방한복의 네 가지의 착용유형인 작음, 적합, 한 사이즈

큼, 두 사이즈 큼 간에 치수적합성 설문결과를 비교하여

본 결과, 내피에서 적합과 한사이즈 큼 간에는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한 사이즈 큰 것을 착용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피에서도 적합

과 한 사이즈 큼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한 사이즈 큰 것을 착용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확

장커버율 개념을 방한복에 사용하는 것의 정당성을 뒷

받침한다고 판단된다.

3. 본 연구에서는 가슴둘레와 키를 대표치수로 하고,

격자방법과 최적화 방법을 혼합한 방법을 적용하여 세

가지의 방한복 최적 치수체계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세

가지 최적 치수체계를 현 치수체계와 비교해 볼 때, 확

장커버율이 증가하였으며, 현 치수체계에는 없는 가슴

둘레 90사이즈 구간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현 방한복이

95사이즈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으며, 90사이즈 장병들에 대한 맞음새를 향상시킬 수

있는 치수체계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최

적 치수체계 중에서 최종 한 가지를 신 치수체계로 추

천하였으며, 최종으로 추천된 신 치수체계는 현 치수체

계에 비해서 사이즈 개수는 동일한데 비해서 확장커버

율이 증가하였으며, 가슴둘레와 키의 정적상관이 고려

되었고, 인구밀도가 낮은 영역에 대해서는 최적화된 사

이즈 구간이 선택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치수체계라고 판

단된다. 신 치수체계는 현 치수체계에 비해서 커버율은

감소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커버율보다는 확장커버율

에 더 중점을 두어 확장커버율이 더 높은 치수체계를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방한복이 피트성이

낮은 의복에 속하며, 또한 적은 사이즈 개수로 많은 인원

을 만족시켜야 하는 군과 같은 특수 집단의 만족을 높이

기에는 커버율보다는 확장커버율이 더 높은 것이 더 만

족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격자방법과 최적화 방법을 혼합

한 치수체계 수립방법은 사이즈 개수와 확장커버율을

종합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이 방

법을 다양한 복종에 적용한다면 많은 복종에 대해서 효

율성이 높은 치수체계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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