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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results of virtual clothing simulation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the lat-

eral neck point as well as the front and back shoulder inclination angles of the bodice foundation. Lim's

(2016) (S) and Lee's (1999) method (L) were selected as the different setting for the lateral neck point. S1,

S2, L1 and L2 were developed by changing the shoulder inclination angles. The SND and LND were dev-

eloped by removing the darts in the S and L,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SND1, SND2, LND1, and LND2

were developed with different shoulder inclination angles. The results of S and L were similar with only

slight differences observed in the armhole shape. However, the results of SND and LND were very differ-

ent. The patterns of the S series were similar to each other, but the patterns of the L series were different. In

addition, the patterns of the SND and LND series could not find a similar trend.

Key words: Bodice foundation, Shoulder inclination angles, Lateral neck point, 3D virtual simulation; 길

원형, 어깨각도, 목옆점, 3차원 가상착의

I. 서 론

의복은 인체를 보호해주는 하나의 도구이며, 우리의 삶

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미적 ·실용적 가치가 공존하는 아

이템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의복은 인체를 보호하는

기본적 개념을 뛰어넘어 과학적 신기술 기능이 접목된

스마트웨어로서 4차 혁명 시대의 핵심이 되고 있다. 따라

서 모델리스트는 지속적으로 인체에 보다 적합한 패턴

을 개발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이 과정에

서 무엇보다 인체의 이해 위에 패턴설계가 이루어져야하

며, 2차원 패턴이 3차원 인체 위에 착장되었을 때 나타나

는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 길원형이란 상

의 제작 시 기초가 되는 패턴으로 인체계측으로부터 얻

은 치수에 인간의 동적 기능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기

초 여유분을 넣은 것을 말한다(Kang & Suh, 2002). 또한

팔이 제외된 인체상의를 커버하기 위한 기본 패턴으로

셔츠나 재킷, 점퍼, 원피스 등의 아이템 개발 시 필수적

인 패턴이다.

길원형 관련 연구는 연령, 체형, 성별 등으로 구분지

어 원형개발 및 기존 원형과의 비교분석, 착의관능평가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원형개발 연구의 예로는 20대 전

반 여성을 대상으로 인체특성을 반영한 원형개발(Lee &

Lim, 2000), 플러스 사이즈 성인 여성의 상반신 분석 후

이에 적합한 원형설계(Yoon et al., 2013), 중년여성의 체

형에 맞는 원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기존 원형들을 선정

하여 체형별 착의평가 및 수정을 통해 패턴개발(Je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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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hm, 2000), 상반신 체형과 원형과의 관계를 파악한 후

맞음새가 우수한 원형제작(Lee & Lee, 2008), 20대 여성

의 체형분류 후 각각에 맞는 밀착형 길원형 개발(Shin &

Sohn, 2013) 등이 있으며, 착의대상에게 적합한 새로운 패

턴을 제안하는 것이 공통적이다. 그 밖에도 국내에서 사

용 빈도가 높은 원형설계법의 비교분석을 토대로 실험원

형을 설계하여 적합성 검증(Oh, 2012), 3차원 인체형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인 여성의 체형유형별로 타이트 핏

토르소(Torso) 원형개발(Yoon, 2013) 등도 있다. 한편 원

형비교분석 연구로는 신문화식과 세꼴리식 여성복 원형

비교(Choi & Kim, 2003), 국내 남성복 업체의 기본 원형

사용 현황과 남성복 상의 원형비교(Li & Shim, 2007), 기

존의 원형을 수집하여 차이점과 적합성을 비교분석(Kim

et al., 2000; Moon, 2010), 성인 여성용 길원형의 형태 및

치수, 착장 상태의 맞음새 등 3D 가상착의 시스템을 이

용하여 비교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착의관

능평가 연구로는 시판되고 있는 길원형의 설계와 착의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 각 부위의 치수와 각도 측정에 의

해 새로운 평가방법을 제시한 연구(Hong, 2015), 상의 실

험복을 제작하여 가상착의와 실제착의 간의 체형별 맞음

새 정도의 외관 유사도를 평가한 연구(Kim et al., 2014),

국내 13종의 상의 원형의 고찰을 통해 실험원형을 제작

한 후 착의평가하여 새로운 패턴을 설계한 연구(Yun &

Park, 2011), 진동깊이에 따른 길원형의 동작적합성 연구

(Hu et al., 2000), 의복원형의 외관과 맞음새를 위한 관능

평가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Choi, 2002) 등이 진행되었

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연구들이 조건에 따라 최

적의 길원형 설계나 착의현상 등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길원형에서 주요한 변인의 변화에 따라 착의현상이 어

떻게 달라지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길원형의 제도방법은 매우 다양하여 기

존의 많은 연구들이 제도법에 따른 완성된 의복에 대한

비교연구를 많이 해왔지만, 2차원 상에서 패턴만 비교하

거나, 각각의 다른 설계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착의결과

를 분석하다 보니 복합적인 착의현상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정확하게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길원형에서 어깨는 의복을 지지해주기 때문에 형태적

합성이 중요하고, 더불어 목은 심미성과 동시에 적절한

피트성이 요구되는 부위라고 언급되고 있다(Kim & Cho,

1999). 또한 목과 어깨의 형태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함

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Nakazawa, 1996/

1999). 이에 본 연구에서는 2차원 패턴과 3차원 착의 사

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기초 연구로써 20대 여성을 위한

길원형의 목옆점 위치와 어깨각도에 초점을 맞추어 이

변인의 변화에 따른 착의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는 추후 길원형 2차원 패턴설계 시 변인에 따라 달라지

는 착의형상정보를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 제

작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길원형 패턴설계

본 연구에 사용한 길원형은 다양한 제도방법 중 목옆

점 설정방법이 다른 임사여식; S(Lim, 2016)와 이승렬식;

L(Lee, 1999)을 선정하였다. S는 세꼴리식, L은 문화식

을 기본으로 한국인의 체형에 맞게 변형된 기본 패턴이

다. 길원형 제도에 필요한 인체치수는 가장 최근이면서

측정인원이 많은 2010년 제6차 Size Korea 20대 초반

여성의 평균 인체사이즈를 기준으로 하였고(Korean Ag-

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0), <Ta-

ble 1>에 길원형 제도에 사용한 20대 여성 인체치수항목

을 나타내었다. 또한 길원형 S와 L에서 가슴다트를 M.P

시켜 없앤 SND, LND도 연구패턴으로 추가하였다. 이

때 모든 패턴은 등길이, 진동깊이, 어깨길이, 옆선, 전체

길이는 같도록 설계를 하였다. S와 L의 패턴설계법은

<Fig. 1>에, SND와 LND 패턴설계법은 <Fig. 2>에 나

타내었다. 설계 시 기준이 되는 가슴둘레는 평균 인체사

이즈인 41.5cm, 사용하였고, 유장과 유폭은 브래지어 착

용에 의한 보정을 감안하여 각각 24.0cm, 8.5cm를 적용

하였다. 그리고 S와 L은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리다트는 사용하지 않았다.

Table 1. Reference sizes of 20s body model used in this study from the 6th Size Korea 2010    (Unit: cm)

Items Stature  Chest Cir. Bust Cir.  Neck point to breast point Bust point-bust point Waist Cir. Hip Cir.

 Mean 160.4 82.7 82.9 25.2 17.8 69.4 91.4

S.D 005.3 04.7 05.6 01.9 01.4 05.9 04.5

Cir.: Circum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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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옆점, 앞과 뒤 어깨경사각도 조합에 따른 패

턴설계

앞서 설계된 S와 L을 기준으로 앞과 뒤의 어깨경사

각도 조합을 변화시켜 S1, S2, L1, L2 패턴을 추가로 설

계하였다. 그리고 SND, LND를 기준으로 앞과 뒤의 어

깨경사각도를 변화시켜 SND1, SND2, LND1, LND2 패

턴을 설계하였다. 즉, 기준이 되는 길원형 설계법으로부

Fig. 1. Bodice foundation of S and L patterns.

Fig. 2. Bodice foundation of SND and LND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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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앞어깨각도를 증가시키면 뒤어깨각도는 감소시키고,

그 반대의 방법으로 변인을 조합하여 앞과 뒤 어깨각도

의 평균은 패턴설계법에 상관없이 같도록 하였다. 결과

적으로 길원형 설계법과 어깨경사각도 변인에 의해 총

12개(S, S1, S2, L, L1, L2, SND, SND1, SND2, LND,

LND1, LND2)의 패턴이 설계되었다. 각 2차원 패턴 상

에서 앞어깨각도, 뒤어깨각도, 앞어깨각도와 뒤어깨각도

합의 평균, 앞판과 뒤판의 목옆점 높이 차이는 정리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이때 앞판과 뒤판의 목옆점 높

이 차이는 앞판과 뒤판의 겨드랑이점을 일치시킨 후 앞

판과 뒤판 목옆점 위치에서 수직길이를 측정하였다.

3. 패턴설계법에 따른 가상착의

패턴에 따른 착의결과는 가상착의 프로그램인 3D

CLO(CLO virtual fashion Inc., Korea)를 사용하였다. 아

바타는 2010년 제6차 Size Korea 20대 초반 인체 평균

(KATS, 2010)과 동일하도록 <Table 1>에 제시된 가슴둘

레,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수치에 맞추어 변

경하였다. 소재 물성은 기본 초기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가상착의 시 결과가 달라지는 요인이 최소화되도록 프

로그램의 자동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였다. 즉

모든 패턴을 가상착의 시 아바타의 배치 포인트는 같은

위치를 사용하였고, 가상착의된 결과를 임의로 편집하

지 않았다.

4. 패턴별 차이 분석을 위한 3차원 측정항목

길원형의 목옆점과, 앞과 뒤의 어깨경사각도 조합으

로 설계된 각 패턴의 가상착의 시의 객관적인 데이터 분

석을 위해 3차원 역설계 프로그램(Geomagic Design X,

3D Systems, Inc, Korea)을 활용하였다. 가상착의가 완

성된 3차원 데이터의 형식을 변환시켜 역설계 프로그램

으로 보낸 후 의복 상에서의 앞목너비(FNW), 앞목깊이

(FND), 뒤목너비(BNW), 뒤목높이(BND), 목옆점과 어

깨끝점 사이의 수직길이(DBS), 목둘레면적(ANC), 진동

둘레면적(AAC), 진동깊이(AD), 전제 부피(TV)를 분석

하였다. 단, 면적과 부피 측정 시에는 3차원 곡선을 fill

holes 메뉴를 사용하여 곡면으로 바꾼 후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하였다. 분석항목의 설명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III. 연구결과

1. 길원형 설계법에 따른 3차원 가상착의 이미지

길원형 설계법에 따라 달라지는 3차원 가상착의 결과

의 변형률 분포와 접촉점을 <Table 4>에 정리하였다. 변

형률 분포는 외부압력에 의해 의복에 가해지는 신축 정

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초록색은 신축성이 없는 것이고,

빨간색에 가까워질수록 더 신축이 되는 것을 나타낸다.

Table 2. The difference between the front and back shoulder angles and the height difference between the front

and the back of lateral neck point according to the bodice patterns

Items

Patterns
Front shoulder angle Back shoulder angle

(Front shoulder angles +

back shoulder angle)/2

Height difference between front

and back of lateral neck point

S 18° 15° 17° 0.0cm

S1 23° 10° 17° 0.0cm

S2 13° 20° 17° 0.0cm

L 22° 15° 19° 2.9cm

L1 27° 10° 19° 2.9cm

L2 17° 20° 19° 2.9cm

SND 24° 21° 23° 1.0cm

SND1 19° 26° 23° 1.0cm

SND2 29° 16° 23° 1.0cm

LND 23° 17° 20° 1.9cm

LND1 18° 22° 20° 1.9cm

LND2 28° 12° 20° 1.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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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surement items after 3D virtual simulation according to the bodice patterns

Code Definition Measurement

FNW Front neck width

FND Front neck depth

BNW Back neck width

BND Back neck depth

DBS Vertical distance between back neck and shoulder point

ANC Area of neck circumference

AAC Area of armhole circumference

AD Armhole depth

TV Total volume



길원형의 목옆점 위치와 어깨각도 변화에 따른 가상착의 비교

– 1007 –

Table 4. Strain map and contact points of the result of 3D virtual simulation according to the bodice patterns

Images

Patterns
Front view Side view Top view Back view

S

S1

S2

L

L1

L2

SND

SND1

SND2

LND

LND1

LND2



한국의류학회지 Vol. 42 No. 6, 2018

– 1008 –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바타와 의복의 접촉

은 어깨, 목둘레, 가슴 위쪽, 견갑 부위로 패턴의 종류에

따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단 L1만

정면 뷰에서 위쪽 가슴과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변형률 분포에서는 패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

는데 S1, S2, LND1, LND2는 목둘레 부위에서, L1은 어

깨끝부분과 진동에서, SND1, SND2는 어깨 전반에서 상

대적으로 변형이 좀 더 나타났다. 이에 대한 보다 객관

적인 분석은 다른 결과와 연결하여 뒤에서 다시 논하고

자 한다.

2. 3차원 가상착의 시 목너비와 목깊이 및 높이 변

화

총 12개의 패턴을 가상착의 실행 후 3차원 프로그램(Ge-

omagic Design X, 3D Systems, Inc, Korea)과 연계하여

측정한 데이터 결과 중 패턴에 따른 목너비와 목깊이 및

높이의 관계를 2차원 패턴수치와 함께 <Table 5>에 정리

하였다. S, S1, S2의 경우 3차원 가상착의 시 앞목너비

(FNW), 앞목깊이(FND)는 2차원 패턴설계 시의 수치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뒤목

너비(BNW)는 2차원 수치보다 작아졌고, 반면 뒤목높이

(BND)는 커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즉, 앞과 뒤

의 목옆점의 위치가 같은 상태로 패턴을 설계하면서 앞

과 뒤의 어깨경사각도의 평균만 같으면 목둘레 부위의

착의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러나 L, L1, L2의 경우에는 앞목너비(FNW)와 뒤목너비

(BNW)는 작아지고, 앞목깊이(FND)와 뒤목높이(BND)

는 커졌다. 그런데 S, S1, S2와는 달리 패턴에 따라 변화

하는 양이 달랐는데 L1이 유난히 앞목너비(FNW)와 뒤

목너비(BNW)가 작아졌다. L1은 2차원 패턴설계 시 앞

어깨각도(27°)는 크게 하고, 뒤어깨각도(10°)는 작게 한

것으로 앞과 뒤 목옆점의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앞어깨

각도를 크게, 뒤어깨각도를 작게 하는 것은 착용 후의

결과를 다르게 하므로 주의가 필요함을 설명해주는 결

과였다.

반면 SND, SND1, SND2는 앞목너비(FNW)는 작아

졌고, 앞목깊이(FND)는 유사하였으며, 뒤목너비(BNW)

는 작아지고, 뒤목높이는 커졌다. LND, LND1, LND2의

경우는 앞목너비(FNW)는 작아졌고, 앞목깊이(FND)는

커졌으며, 뒤목너비(BNW)는 작아지고, 뒤목높이(BND)

는 커지는 경향으로 패턴 간의 차이는 적었다.

3. 3차원 가상착의 시 목옆점과 어깨끝점 사이의

수직길이, 목둘레면적, 진동둘레면적, 진동깊

이, 부피 변화

목옆점과 어깨끝점 사이의 수직길이(DBS), 진동깊이

(AD), 목둘레면적(ANC), 진동둘레면적(AAC), 전체 부피

(TV)의 착의결과를 <Table 6>에 정리하였다. 이때 2차원

패턴에서 앞과 뒤 어깨끝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그 선

의 중점에서 겨드랑이점까지의 직선길이(AD-2D)를 측

정하여 3차원 착의현상과 비교하기 위해 추가하였다. 먼

저 S와 L의 착의결과는 목옆점 설정방법이 달랐음에도

Table 5. Front and back neck width and height on 2D patterns and after 3D virtual simulation

Items

Patterns
FNW-2D FND-2D BNW-2D BND-2D FNW-3D FND-3D BNW-3D BND-3D

S 6.2cm 7.4cm 7.1cm 2.4cm 6.4cm 7.7cm 6.2cm 3.6cm

S1 6.2cm 7.4cm 7.1cm 2.4cm 6.5cm 7.7cm 6.5cm 4.3cm

S2 6.2cm 7.4cm 7.1cm 2.4cm 6.5cm 7.6cm 6.5cm 4.1cm

L 7.0cm 7.4cm 7.4cm 2.4cm 6.6cm 7.8cm 6.2cm 4.4cm

L1 7.0cm 7.4cm 7.4cm 2.4cm 5.4cm 7.7cm 5.4cm 4.6cm

L2 7.0cm 7.4cm 7.4cm 2.4cm 6.4cm 7.7cm 6.5cm 3.6cm

SND 7.7cm 7.4cm 7.4cm 2.4cm 6.4cm 7.7cm 6.3cm 3.8cm

SND1 7.7cm 7.4cm 7.4cm 2.4cm 6.5cm 7.5cm 6.4cm 5.3cm

SND2 7.7cm 7.4cm 7.4cm 2.4cm 6.2cm 7.9cm 6.2cm 4.6cm

LND 7.4cm 7.5cm 7.9cm 2.4cm 6.5cm 7.6cm 6.4cm 4.6cm

LND1 7.4cm 7.5cm 7.9cm 2.4cm 6.6cm 8.1cm 6.3cm 4.8cm

LND2 7.4cm 7.5cm 7.9cm 2.4cm 6.7cm 8.0cm 6.4cm 4.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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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이 대부분 유사하였으며, 진동둘레면적(AAC)

에서 L이 S에 비해 약 9.0cm
2
, 전체 부피(TV)에서 약

216.0cm
3 
작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패턴 모두 공통적

으로 2차원 설계 시 진동깊이(AD-2D)보다 착의 시 진

동깊이(AD)가 약 2.0cm 작아지는 현상도 관찰할 수 있

었다. 그러나 SND와 LND의 비교에서는 진동둘레면적

(AAC)이 LND가 SND에 비해 약 14.0cm
2
 작았고, 진동

깊이(AD)도 약 1.0cm 작았으며, 전체 부피(TV)는 494.0cm
3

크게 측정되어, 두 패턴의 착의현상은 다소 차이가 있음

은 알 수 있었다. 다만 공통적으로 두 패턴 모두 2차원

설계 시 진동깊이(AD-2D)보다 착의 시 진동깊이(AD)가

약 2.5cm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S계열(S, S1, S2)의 경우 목옆점과 어깨끝점 사이

의 수직길이(DBS), 진동깊이(AD), 목둘레면적(ANC), 진

동둘레면적(AAC), 전체 부피(TV)가 유사하였으나, L계

열(L, L1, L2)에서는 L1이 다소 다른 수치를 보였다. 그

리고 SND계열(SND, SND1, SND2)에서는 SND2가 LND

계열(LND, LND1, LND2)에서는 LND가 모든 항목에서

다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착의 시 형성되는 부피는 S계열(S, S1, S2)이 L계

열(L, L1, L2)보다 컸으며, SND계열(SND, SND1, SND2)

이 L계열(L, L1, L2)보다 작았다. 이 또한 패턴설계 시 이

와 같은 정보를 활용하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S~S2, L~L2 착의결과를 <Table 7>

에 나타내었다. 먼저 S와 L을 비교하면 <Table 7>에서 보

는 바와 같이 S의 목옆점이 L보다 약 0.4cm 높게, 어깨

끝점은 S가 약 0.6cm 중심쪽에 위치하였고 <Table 6>

에서도 나타났듯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그러나 겨드

랑점은 약 1.0cm 떨어져 위치하였으며, 진동둘레의 형상

이 S가 중심쪽이면서 아래쪽으로 더 공간을 만드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목둘레 형상은 두 패턴 간에 유사하였

고 어깨길이도 같았다. 즉, L과 S는 진동둘레 형상이 약

간 다르고, 생성되는 부피가 L이 다소 작으며, 어깨끝점

이 L이 0.6cm 정도 어깨끝점쪽에 위치하나 진동과 목

둘레 형상은 유사한 착의결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S, S1, S2의 착의결과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

았다. 앞과 뒤의 어깨각도가 바뀌어도 목옆점과 겨드랑

이점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수치적으로 패턴 간

0.5cm 이내에 위치하였다. S2의 어깨끝점이 가장 뒤쪽에

위치하였는데, 이 패턴은 S, S1에 비해 뒤어깨각도가 가

장 크고, 앞어깨각도가 가장 작게 설계된 것이었다. 따라

서 가슴다트가 있으면서 앞과 뒤 목옆점의 위치를 같게

설정하는 패턴에서는 착의 시 어깨끝점을 뒤로 보내려

면 뒤어깨각도를 크게 하고 앞어깨각도를 작게 하면 됨

을 알 수 있었다.

반면 L, L1, L2의 착의결과는 L과 L2는 비슷하고, L1

은 확연히 차이가 나타났다. L1은 목옆점과 어깨끝점 모

두 중심쪽으로 이동하였으며, 겨드랑이점도 L이나 L2

에 비해 상당히 올라가 위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L1의

경우 거리 상 다른 두 패턴과 목옆점은 약 1.0cm, 어깨끝

점은 약 1.5cm, 겨드랑점은 약 1.3cm 차이가 있었다. 앞

서 살펴본 변형률 분포에서도 L1은 어깨끝부분에서 변

Table 6. Various length and area after 3D virtual simulation according to pattern variables

Items

Patterns
AD-2D DBS ANC AAC AD TV

S 18.1cm 3.0cm 121.2cm
2

152.5cm
2

16.1cm 19,805.0cm
3

S1 18.1cm 3.5cm 121.4cm
2

153.0cm
2

16.1cm 19,849.0cm
3

S2 18.1cm 3.2cm 122.6cm
2

152.0cm
2

16.3cm 19,780.0cm
3

L 17.6cm 3.2cm 125.5cm
2

143.2cm
2

16.1cm 19,589.0cm
3

L1 17.6cm 2.8cm 117.8cm
2

133.5cm
2

15.2cm 19,064.0cm
3

L2 17.6cm 3.0cm 124.1cm
2

143.4cm
2

15.7cm 19,736.0cm
3

SND 18.5cm 3.7cm 123.6cm
2

158.1cm
2

16.0cm 19,317.0cm
3

SND1 18.5cm 3.9cm 125.6cm
2

157.3cm
2

16.1cm 19,349.0cm
3

SND2 18.5cm 2.7cm 125.7cm
2

155.2cm
2

16.9cm 19,213.0cm
3

LND 18.2cm 3.9cm 128.7cm
2

144.0cm
2

15.2cm 19,811.0cm
3

LND1 18.2cm 2.8cm 128.9cm
2

141.2cm
2

15.8cm 19,514.0cm
3

LND2 18.2cm 3.1cm 128.9cm
2

141.5cm
2

15.8cm 19,559.0c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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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L1은 앞어깨각도

가 27°로 다른 패턴에 비해 크게, 뒤어깨각도는 10°로

작게 설계되어 이것이 착의결과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즉, 앞과 뒤 목옆점 위치를 다르게 설계할 경

우 앞어깨경사각도가 크면서 뒤어깨각도가 작으면 착

의형상에 변형되니 이를 주의해야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가슴다트가 있으며 앞과 뒤 목옆점의

위치가 같으면 앞과 뒤의 어깨각도 평균이 같도록 패턴

을 변형하는 것은 착의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나,

앞과 뒤 목옆점의 위치가 다르다면 앞과 뒤 어깨각도 평

균이 같아도 진동의 형상이나 어깨끝점의 변화는 물론

목둘레의 형상도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다트가 없는 원형 SND와 LND 및 각 원형의 변형인

Table 7. Armhole and neck circumference of S, S1, S2, L, L1, and L2 method after 3D virtual simulation

Images

Patterns
Front view Side view Top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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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D1, SND2, NND1, LND2의 착의현상을 <Table 8>에

정리하였다. SND와 LND의 착의결과는 목둘레의 형상

은 비슷했고, 진동둘레의 형상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진

동깊이는 SND가 깊었으며, 진동면적도 다소 컸다. 그러

나 형성된 부피는 LND가 더 컸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어깨끝점과 목옆점의 위치는 LND가 SND보다 모두 약

0.3cm 앞에 위치하였다. 두 패턴의 기준이었던 S와 L의

착의형태가 비슷해도 가슴다트를 없애는 과정에서 2차

원 설계 상에서 앞과 뒤 목옆점 높이 차이는 SND는 1.0cm,

LND는 1.9cm로 바뀌고, 뒤어깨각도는 각각 21°(SND),

17°(LND)가 되었으며, 앞어깨각도는 거의 유사하였다.

뒤어깨각도가 약간 컸던 SND가 어깨선이 봉합되면서 어

깨끝점이 더 앞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앞과 뒤

목옆점의 높이 차이가 작아서 오히려 약간 뒤에 형성된

Table 8. Armhole and neck circumference of SND, SND1, SND2, LND, LND1, and LND2 method after 3D virtual

simulation

Images

Patterns
Front view Side view Top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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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SND, SND1, SND2의 비교에서는 SND, SND1

은 유사하고, SND2만 다소 목옆점과 어깨끝점의 높이

차가 작아지고, 진동깊이가 길어졌으며, 착의부피가 감

소하였다. 특이한 점은 SND2는 옆면 뷰에서 관찰하면

뒤목점이 SND, SND1보다 아래에 위치하였다. 즉, 앞어

깨각도를 크게 하고, 뒤어깨각도를 작게 패턴설계를 변

경하는 것은 착의결과를 달라지게 하는 원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LND, LND1, LND2의 경우에는 LND의 착

의결과가 약간 다르고, LND1과 LND2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LND1, LND2의 어깨경사의 변화가 진동깊이를

조금 깊어지게 하고, 뒤목점이 LND보다 낮은 위치에 있

도록 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추가적으로 12개의 패턴

에 따른 어깨끝점, 겨드랑점, 목옆점 위치 변화를 <Fig.

3>에, 가슴둘레 단면도를 비교하여 <Table 9>에 나타내

었다. 신문화식과 세꼴리식 착의공극량을 비교한 기존

Fig. 3. 3D position according to patterns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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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Choi & Kim, 2003)에서는 가슴둘레의 공극량에서

세꼴리식이 약 1.0cm 이내이긴 하지만 크게 조사되었는

데, 신문화식과 세꼴리식에 기반한 L과 S는 가슴둘레 단

면도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다

른 패턴들도 가슴둘레 단면도는 유사하였다. 즉 앞과 뒤

목옆점 위치, 어깨각도의 변화는 가슴둘레 단면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종합적으로 가슴다트가 있는 S를 원형으로 사용할 경

우 앞목너비 및 앞목깊이는 2차원 패턴설계 수치를 거의

유지하고, 뒤목너비와 진동깊이가 작아지면, 뒤목높이는

커졌다. L원형일 경우 2차원 패턴의 수치보다 앞목너비

와 뒤목너비, 진동깊이는 작아지고, 뒤목높이는 커지므

로 이를 고려하여 수치를 설정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S와 L은 착의형상이 대부분 유사하였고, 진동둘레 형상

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원형을 사용

하든 상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S와 L의 원형

에서 어깨경사각도에 변화를 줄 경우 앞과 뒤 목옆점의

위치가 다를 경우 앞어깨각도를 크게, 뒤어깨각도를 작

게 하게 되면(L1) 기본 원형과 착의결과가 달라짐을 유

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S와 L의 가슴다트를 목, 진동, 허

리로 M.P하여 공식화한 SND, LND는 모두 2차원 패턴

설계 시보다 3차원 착의 시 앞목너비와 뒤목너비는 작아

지고, 뒤목높이는 커지며, 진동깊이는 작아지므로 이에 대

한 정보도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SND와 LND

의 착의형상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디자인

핏(fit)에 따라 적합한 원형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

이다. 다만 SND에서 앞어깨각도는 크게 하고 뒤어깨각

도를 작게 하면(SND2) 착의형상이 달라지니 유의하면

좋을 것이다. LND의 경우에는 앞과 뒤 어깨경사각도 평

균만 같도록 패턴을 변형하면 LND와 달라지기는 하나

유사한 방향으로 변형됨을 알 수 있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길원형의 목옆점 위치와 어깨각도에

의한 가상착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을 도출하였다.

1. 세꼴리식 기반인 가슴다트가 있는 S패턴과 문화식

기반인 L패턴의 착의결과는 기본적으로 유사하였고, 진

동둘레면적과 형상 및 전체 부피에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S와 L에서 가슴다트를 M.P시켜 없앤

SND와 LND의 착의결과는 진동둘레면적과 형상, 진동

깊이, 전체 부피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가슴

다트가 있는 디자인의 제품을 제작할 때는 선호하는 원

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도 될 것이다. 그러나 다트가 없

는 루즈한 핏의 디자인 제품을 제작할 때는 두 패턴 사

Table 9. Cross section at bust line according to bodice patterns

S & L S & S1 & S2 L & L1 & L2

SND & LND SND & SND1 & SND2 LND & LND1 & LN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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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착의결과가 앞서 언급한 항목에서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디자인과 핏에 따라 다른 원형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2. 가슴다트가 있는 S는 2차원 패턴설계 시보다 3차원

착의 시 앞목너비 및 앞목깊이는 유사하였으나, 뒤목너

비와 진동깊이는 작아지고, 뒤목높이는 커졌다. L의 경

우 앞목너비와 뒤목너비, 진동깊이는 작아지고, 뒤목높

이는 커졌다. 특히 진동깊이는 S와 L 모두 공통적으로

2차원 패턴설계 시보다 착의 시 약 2.0cm 작아지므로 패

턴설계할 때 이를 고려하여 수치를 설정하면 좋을 것이

다.

3. 가슴다트가 없는 SND와 LND 패턴은 모두 2차원

패턴설계 시보다 3차원 착의 시 앞목너비와 뒤목너비는

작아지고, 뒤목높이는 커지며, 진동깊이는 작아지는 결

과를 보여주었다. 다만 SND, LND 모두 2차원 설계 시

진동깊이보다 착의 시 진동깊이가 약 2.5cm 작아짐으

로 이를 유의하여 패턴설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4. S계열의 패턴(S, S1, S2)은 앞과 뒤 어깨각도가 달라

도 그들의 평균이 같으면 착의결과는 유사하였으나, L계

열의 패턴(L, L1, L2)은 그렇지 않았다. 앞과 뒤 목옆점

높이 설정이 다를 경우 원하는 착의형상을 얻기 위해서

는 주의하면서 패턴을 변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앞어깨

각도를 크게 하고, 뒤어깨각도를 작게 하여 패턴을 변형

시키는 것은 착의결과를 다소 다르게 함으로 유의가 필

요함을 알 수 있었다.

5. SND계열의 패턴(SND, SND1, SND2)에서는 앞어

깨각도는 크게 하고 뒤어깨각도를 작게 하면(SND2) 착

의형상이 변화가 생겼고, LND계열의 패턴(LND, LND1,

LND2)의 경우에는 앞과 뒤 어깨경사각도 평균만 같도록

패턴을 변형하면 LND와 달라지기는 하나 유사한 방향

으로 변형이 됨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길원형 설계 시 앞과 뒤 목옆점의 설정은

기초 설계선으로써 이에 따라 다른 2차원 설계 변인이

변형되면 진동둘레 형상 및 깊이 등 다른 착의결과를 가

져옴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앞과 뒤 목옆점 위치, 어깨

각도의 변화는 가슴둘레 단면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두 가지 패턴의 어깨

각도별 변화를 살펴보았으므로 추후 다른 패턴방식과

변인을 추가하여 다르게 나타나는 착의현상 변화를 분

석하고, 소매가 달릴 경우 그 형상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추가하여 길원형 설계 시 착의형상정보를 제공

하는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 제작의 기초 자료로 활용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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