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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suggest certain measurements of the skirt 

block pattern drafting process for the Korean female fashion models, with the 

aim to improve its fit. For this purpose, the study carried out an analysis of the 

lower body features of a dress form developed for the study. This form was 

representative of Korean female fashion models' body features. The study 

performed a cross-sectional analysis at waist and hip levels and measured the 

angles from the frontal and lateral silhouettes of the dress forms. The 

comparisons of the skirt block patterns developed through draping by the use 

of 2 types of the dress forms developed and existed and through drafting 

according to the current patternmaking method have led to noticeable findings 

in terms of implementation of the skirt block drafting process for the Korean 

female fashion model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vertical 

lengths between the levels at the front waist point and the side waist point in 

the patterns are 0.7cm; (2) the vertical length between the levels at the front 

waist point and the back waist point in the back panel is 0.7cm; (3) the 

horizontal lengths between the perpendicular line from the side hip point and 

the side waist point in patterns are within a range of 2.0 to 2.2cm; (4) the 

horizontal length between the original and the adjusted back waist points 

moved into the waist line, in a range of 0.0 to 1.0cm, differs whether the 

center back line would be folded or se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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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오늘날 전 세계 패션 산업은 제품의 정기적인 홍보 활동

으로 무대와 플로어 및 특정 장소에서 패션모델들이 의상

과 소품을 착용하여 보임으로써 디자이너와 브랜드의 신

제품과 유행 경향을 선보이는 패션쇼를 효율적인 매체로 

활용하고 있다 패션쇼가 효과적인 홍보매체가 된 이래로 . 

국내에서도 패션 트렌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의

류 업체와 관련 교육기관에서 패션모델을 통한 제품과 의

상을 소개하는 패션쇼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대학과 같. 

은 교육기관에서는 학생 디자이너들의 의상 작품 패션쇼

를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기법의 응용을 필요로 하는 의

류 디자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패션쇼 준비를 위해 . 

실제로 국내 의류 업체와 의상관련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선행연구 의 설문조사에 (Park, Lee & Choi, 2006)

의하면 원형 제작이나 기존의 디자인을 전개하는 목적으

로 평면제도 방식 응답자의 선택 을 사용하였고 복( 20% ) , 

잡한 형태나 좌 우 비대칭의 디자인을 전개하는 데에 인, 

대를 사용하는 입체패턴 방식 응답자의 선택 이 선( 50% )

호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렇게 입체재단 방법. 

을 통해 패턴을 인대 위에서 (Joseph-Armstrong, 2013)

직접 제작하는 데에 사용되거나 평면제도, (Gilewska, 

혹은 의복 제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평면제도2011) 

입체재단 병용 방법으로 개발된 패턴- (Gilewska, 2012) 

의 맞음새를 검토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는 인체의 차원 3

모델인 인대의 개발을 위해 다양한 연령대의 남 여성 인, 

대 개발에 대한 연구(Park & Suh, 1999; Lim & Kim, 

1999; Kim, Kwon & Suh, 1994; Koo & Lee, 2005; 

Suh & Oh, 2012; Kim & Choi, 2010; Suh, C. 2004; 

Yoo & Shim, 2006; Korean Ageny for Technology and 

가 국내에서 진행되어 왔다Standards [KATS], 2004) . 

이와 함께 특별히 패션쇼에 사용되는 국내 여성 패션모델

의 실제 체형 특징을 반영한 인대가 개발 되(Park, 2015)

었고 그를 활용한 길원형 입체 패턴을 제작하여 상반신 

체형 특징을 분석하여 제시 하고 있다 본 논(Park, 2017) . 

문에서는 그 후속 단계로서 선행 연구에서 개발한 국내 

여성 패션모델용 인대의 하반신 체형 특성을 고찰하여 제

시하고자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여성 패션, 

모델을 위한 스커트 원형 제도 과정에서 유의할 부위와 

치수를 제안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정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앞서 수행된 선행 연구 에서  (Park, 2015)

는 국내 여성 패션모델의 평균 인체치수를 가진 여성 모델 

인의 인체 계측치를 차원 스캔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5 3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토르소 형태의 입체재단용 인대를 

개발하였으며 치수를 보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개발 인대의 . 

체형적 특성을 인체 계측치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면 어깨가

쪽사이길이 젖꼭지사이수평길이 겨드랑: 36.0cm, : 16.6cm, 

앞벽사이길이 겨드랑뒤벽사이길이 목옆: 32.0cm, : 33.0cm, 

젖꼭지길이 목옆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 26.0cm, : 41.5cm, 

등길이 앞중심길이 어깨길이: 38.5cm, : 34.5cm, : 12.0cm, 

목밑둘레 젖가슴둘레 젖가슴아래둘레: 36.0cm, : 85.0cm, : 

허리둘레 엉덩이옆길이 엉덩이75.0cm, : 65.0cm, : 24.0cm, 

둘레 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발 인대의 인체계측 결: 90.0cm . 

과를 기존에 주로 사용하는 인대들의 인체계측 항목 별 치

수와 비교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항목은 목옆젖꼭지

길이로 나타났다 개발된 인대는 실제 모델들의 (Park, 2017). 

평균 치수를 바탕으로 하여 의 목옆젖꼭지길이를 보26.0cm

였으나 기존 인대들의 목옆젖꼭지길이 치수는 23.8 24.5cm∼

로 실제와 비교할 때 짧게 제작되어 유의한 길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발 인대의 실제적 목옆젖꼭지길이 치수는 기. 

존 인대에 입체재단방법으로 상의 패턴을 개발할 경우 가슴

둘레선 위부분의 길이에서 진동깊이를 포함하여 앞길이 상

부를 길게 보정해야 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이렇게 개발 인대가 상반신 목옆젖꼭지길이 치. 

수 측면에서는 맞음새를 개선하였으나 이와 함께 허리둘레

선이 높게 설치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대상으로 삼은 패션모델의 평균 키가 인 것에 177.5cm

비하여 상반신의 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와 연관하여 등길이

와  앞중심길이 항목이 각각 와 로 상대적으38.5cm 34.5cm

로 짧았고 인대 하반신의 엉덩이옆길이 항목은 로 24.0cm

기존 인대보다 더 길게 나타난 것과 실제 여성 4.0 5.5cm ∼

모델들의 엉덩이옆길이 평균 치수가 인 사실을 22.0 23.0cm∼

생각할 때 허리둘레선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치된 것으로 판, 

단하여 개발 인대의 허리둘레선을 아래로 내리도록 2.0cm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결정된 개발 인대의 인체 계측치는 . 

최종적으로 어깨가쪽사이길이 젖꼭지사이수평길이 겨드랑, , 

앞벽사이길이 겨드랑뒤벽사이길이 목옆젖꼭지길이 어깨길, , , 

이 목밑둘레 젖가슴둘레 젖가슴아래둘레 엉덩이둘레는 원, , , , 

래 개발된 치수와 동일하고 목옆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 

등길이 앞중심길이 허리둘레43.5cm, : 40.5cm, : 36.5cm, : 

항목은 증가하도록 그리고 엉덩이옆길이66.0cm : 22.0cm 

항목은 길이가 줄어들도록 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제작된 토르소   

형태의 국내 여성 패션모델용 개발 인대의 하반신 체형 특



32 패션비즈니스�제 권� 호� � � � � � 22 4

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인대를 선정하여 

비교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인대를 활용. 2 

하여 입체재단 방법으로 제작한 두 종류의 스커트 원형 패

턴을 비교 분석한 결과와 함께 개발 인대의 인체 계측치를 

적용하여 평면제도법으로 제작한 평면제도 스커트 원형을 

그 부위별 치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국

내 여성 패션모델을 위한 기본 스커트 원형을 제도하는 데

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성이 있는 항목과 치수를 도출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인대. 

의 하반신 단면형태와 각도와 같은 체형 특성을 스커트 원

형의 형태적 특성과 함께 고찰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고찰하여 제시하도록 하였다. 

(a) Dress form A: Developed dress form

(b) Dress form B: Existing dress form

Figure� 1.� Images� of� the� Torso-type�Dress� Forms� Selected� for� the� Study:� (a)�Dress� Form�A:�Developed�Dress� Form� that� Represents�
Korean�Female� Fashion�Models'� Body� Features� and� (b)�Dress� Form�B:� Existing�Dress� Form�Reported� as� Frequently�Used� in�South�Korea

(Park, 2015, p.166)

연구�방법II.�

연구�인대1.�

인체 계측치 분석1)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토르소 형태의 인대는 첫

째로 국내 전문 여성 패션모델의 체형을 반영하도록 개발

한 인대 이하 인대 와 둘째 국내에서 업체와 (Park, 2015) ( A) , 

교육기관에서 패션쇼 준비를 위해 패턴개발과 피팅 작업을 

위해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된(Park et al., 2006) 

성인 여성 체형의 국내 주문제작 기존 인대 이하 인대 이( B)

다 이들 종류의 인대를 앞 옆 뒷면에서 바라본 스. 2 , , 3D 

캔 이미지를 에 나타내었다Figure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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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종류의 토르소 형  Table 1 2 

태 여성용 인대의 상 하반신 인체 계측 항목을 그리고 , , 

에는 인체 계측과 관련한 기준점 및 기준선의 위치Figure 2

를 인대에 표시하여 나타내었다. 

하반신 인체 각도 분석2) 

Table� 1.� Body� Measurement� Items� of� the� Dress� Form�

Body� Section Body� Measurement� Items

Upper body

Biacromion length

Bust point to bust point

Front interscye length

Back interscye length

Neck point to breast point

Neck point to breast point to waist line

Waist back length

Waist front length

Shoulder length

Neck base circumference

Bust circumference 

Underbust circumference

Lower body

Waist circumference

Hip circumference

Waist to hip length

Figure� 2.� Reference� Points� and� Lines� for� Body� Measurements�
(Figure made by the author, 2018)

개발 인대 와 기존 인대 의 하반신 정면과 측면의 외곽 A B

실루엣을 이용하여 정면 실루엣에서는 옆허리선경사와 옆엉

덩이경사 각도를 측정하였고 측면 실루엣으로부터는 인대앞, 

면의 복부돌출경사와 인대 뒷면의 엉덩이높이 경사 각도를 

측정하여 비교함으로써 여성 패션모델용 인대의 체형 특성

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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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횡단면 형상 분석  3) 

개발 인대 와 기존 인대 의 하반신 주요 둘레인 허리둘A B

레선과 엉덩이둘레선 수준에서의 횡단면 형상을 추출한 이

미지를 중합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횡단면 형상을 각각 너비에 대한 두께의 비율을 계산하여 

함께 비교하였다. 

입체재단�방식�스커트�원형�패턴�제작2.�

본 연구에서 선택한 종류의 인대 하반신 형태의 차이에 2 

따른 스커트 패턴의 특징을 검토하기 위해 에서 나Table 2

타낸 것과 같은 섬유의 종류 두께와 무게 등의 물성을 가, 

진 평직으로 조성된 광목을 사용하여 입체재단 방식으로 전

개한 스커트 원형을 각각 스커트 원형 와 로 명명하였다A B . 

이들 입체재단 스커트 원형의 형태는 앞 뒤중심선을 기준으, 

로 인대의 오른쪽 부위만 덮는 으로 제작되었다half pattern . 

Table� 2.� Properties� of� Muslin� Used� for� Draping� Skirt� Patterns

Properties
Fabric

Composition
(%)

Weave
Weight
(g/ )㎡

Thickness
( )㎜

Count(thread/5 )�㎝

Warp Weft

Muslin Cotton(100) Plain 112.8 0.315 137 133

(a) Muslin skirt patterns A on the dress form A

(b) Muslin skirt patterns B on the dress form B

Figure� 3.� Front� and� Back�Muslin� Skirt� Patterns� Assembled�with� the� Seam� inside� Modeled� on� the� Dress� Forms� A� and� B

  

피복하는 길이 범위는 허리둘레선부터 치마길이 수준60cm 

까지의 하반신이며 옆선을 기준으로 앞 뒤판으로 구분되었, , 

다 스커트 원형 중심선과 만나는 엉덩이둘레선이 광목의 . 

과 일치하도록 고정하였고 스커트의 실루엣cross grain line

은 엉덩이둘레선에서 바닥과 수직을 이루는 실루엣H-line 

을 보이도록 하였다 허리다트의 위치는 인대의 . bust point

를 지나면서 허리둘레선에 대해 수직으로 형성된 프린세스 

라인과 만나는 앞허리둘레선 교차점에 개의 앞허리다트가 1

위치하도록 배치하였다 뒤판의 허리다트는 뒤허리둘레선의 . 

중심점의 위치에 개의 다트가 들어가게 하였으며 뒤허리다1

트의 중심선은 엉덩이둘레선과 수직을 이루도록 제작되었다. 

이때 시접은 광목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접은 후 바깥쪽에서 

접은 시접선을 따라 겉에서 핀으로 고정시키는 입체재단 봉

합 방식을 따랐으며 이렇게 제작한 스커트 원형의 광목패턴

을 인대에 착장시킨 상태를 에 나타내었다Figure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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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재단�방식�스커트�원형�패턴�제작�및�특징�분석�3.�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여성 패션모델을 위한 스커트 원형으로 

총 종류의 스커트 원형을 제작하여 분석하였다 국내 여3 . 

성 패션모델의 인체 특징을 반영한 인대 와 국내 주문제A

작 기존 인대 를 활용하여 입체재단 방법으로 제작한 스커B

트 원형 와 그리고 스커트 원형 평면제도 과정A B, (Lee & 

에 개발 인대 의 인체 계측치수를 적용하여 Nam, 2012) A

전개한 스커트 원형 패턴이 실험 스커트 원형들이며 최C , 

종적으로 이들 스커트 원형의 분석을 통해 결정된 사항을 

반영한 국내 여성 패션모델용 스커트 원형 제도 과정을 제

안하였다 에 연구에서 도입한 기존 스커트 원형 평. Figure 4

면제도 과정을 나타내었다.

입체재단�방식과�평면제도�방식�제작�스커트�원형�4.�

패턴�특징�분석� � � �

Figure� 4.� Flat� Pattern� Drafting� Process� for� Skirt� Block� Patterns�

본 연구를 위해 제작한 입체재단 스커트 원형 와 그리A B, 

고 평면제도 스커트 원형 패턴 내에서 패턴의 치수를 비C 

교하기 위한 기준점과 측정 부위 및 스커트 패턴 치수 측정 

부위에 대한 설명을 각각 와 에 나타내었Figure 5 Table 3

다. 

이를 살펴볼 때 먼저 스커트 원형의 허리둘레의 곡률과   , 

관련한 특징을 보여주는 허리앞중심점 수준과 앞 뒤판 허리, 

둘레선옆점 수준의 수직거리를 나타내는 측정 부위 항목인 

과 를 측정하였다 엉덩이둘레선옆점에서 수직으로 올(1) (9) . 

라간 옆선의 연장선에서 허리둘레선옆점까지 수평거리를 나

타낸 항목 와 을 그리고 앞 뒤판 허리다트 분량인 (2) (10) , , 

항목 와 를 측정한 결과와 함께 두 인대의 허리둘레(5) (15)

선과 엉덩이둘레선 횡단면의 모양과 각 너비와 두께 비율을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엉덩이옆길이와 복부의 돌출 정도에 . 

영항을 받은 앞허리다트 길이를 보이는 항목 과 엉덩이 (6)

돌출 정도와 관련한 뒤허리다트길이를 보이는 항목 을(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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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eference� Points� and� Parts� of� Skirt� Block� Patterns� for� Analysis

Table� 3.� Parts� to� Be�Measured�within� the� Front� and� Back� Skirt� Panels�

No.� Lengths� and� Distances� of� Parts� to� be�Measured Panels

(1) 
Vertical length between the levels of the front waist point and of the side waist point in the 

front skirt panel 

Front 

panel 

(2) 
Horizontal length between the perpendicular line from the side hip point and the side waist point 

in the front skirt panel 

(3) Distance between the front waist point and the front waist dart 

(4) Distance between the front waist dart and the side waist point 

(5) Amount of the front waist dart

(6) Length of the front waist dart

(7) Vertical length of the front waist dart end point above the hip line

(8) Front hip girth 

(9) 
Vertical length between the levels of the front waist point and of the side waist point in the 

back skirt panel 

Back 

panel 

(10) 
Horizontal length between the perpendicular line from the side hip point and the side waist point 

in the back skirt panel 

(11) Vertical length between the levels of the front waist point and of the back waist point  

(12) Horizontal length between the original back waist point and the adjusted back waist point 

(13) Distance between the back waist point and the back waist dart 

(14) Distance between the back waist dart point and the side waist point 

(15) Amount of the back waist dart

(16) Length of the back waist dart

(17) Vertical length of the back waist dart end point above the hip line

(18) Back hip g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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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이외에 복부의 전방 돌출 정도에 따른 뒤허리둘. 

레선의 처짐 정도는 허리앞중심점과 허리뒤중심점의 수준 

사이의 수직거리를 나타내는 항목 을 측정하여 살펴보(11)

았다 항목 는 인체의 뒤허리중심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 (12)

간 형태의 맞음새를 향상시키기 위해 엉덩이둘레선까지 사

선으로 모델링하는 경우 원래의 수직선인 뒤중심선에서 허, 

리둘레선 안쪽으로 들어가는 수평거리를 측정하였다 앞허리. 

둘레선 계측치를 보이는 항목 과 뒤허리둘레선 계측(3) (4), 

치를 보이는 항목 과 그리고 앞엉덩이둘레선 계측(13) (14), 

치인 항목 과 뒤엉덩이둘레선 계측치인 항목 을 측정(8) (18)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및�고찰III.�

연구�인대�특성�1.�

연구 인대 인체 계측치  1) 

Table� 4.� Comparison� of� the� Body� Measurements� of� Developed� Dress� Form� A� and� Exiting� Dress� Form� B� Highlighting� the� � �
� � � � � � � � � Lower� Body�Measurement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nit: cm)

Measurement� Items

Types� of� Dress� Forms The� Difference�
between�

Dress� Forms� A� and�
B

Dress� Form� A
(Developed)�

Dress� Form� B
(Existing)

Upper 

body

Biacromion length 36.0 36.0  0.0

Bust point to bust point 16.6 16.5  0.1

Front interscye length 32.0 31.0  1.0

Back interscye length 33.0 32.0  1.0

Neck point to breast point 26.0 24.0  2.0

Neck point to breast point to waist line 43.5 40.5  3.0

Waist back length 40.5 39.5  1.0

Waist front length 36.5 33.5  3.0

Shoulder length 12.0 12.0  0.0

Neck base circumference 36.0 36.0  0.0

Bust circumference 85.0 84.0  1.0

Underbust circumference 75.0 76.0 -1.0

Lower 

body

Waist circumference 66.0 65.0  1.0

Hip circumference 90.0 90.0  0.0

Waist to hip length 22.0 19.5  2.5

에는 선정된 종류의 인대 와 의 하반신 및 전Table 4 2 A B

체 인체 계측치를 함께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인대 별로 하. 

반신 주요 인체 계측치를 먼저 살펴보면 허리둘레(waist 

와 엉덩이둘레 에서 개발 circumference) (hip circumference)

인대 의 계측치가 각각 로 기존 인대 의 A 66.0cm, 90.0cm B

동일 항목의 계측치수인 와 비교할 때 각각 65.0cm, 90.0cm

더 크거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허리둘레와 엉1.0cm 

덩이둘레의 차이인 하드롭치가 개발 인대 의 경우는 A

기존 인대 는 로 나타났다 이에 엉덩이둘24.0cm, B 25.0cm . 

레에 대한 허리둘레의 백분율 측면에서 이 차이의 의미를 

살펴보면 개발 인대 의 엉덩이둘레에 대한 허리둘레의 백, A

분율은 기존 인대 의 경우는 로 기존 인대 73.3%, B 72.2%

의 허리둘레가 엉덩이둘레에 대해 조금 더 가는 것으로 분B

석되었다 엉덩이옆길이 항목에서 개발 . (waist to hip length) 

인대는 실제 여성 패션모델의 평균 인체 계측치와 유사한 

기존 인대의 치수는 22.0cm, 1 로 그 차이가 로 9.5cm 2.5cm

기존 인대 의 계측치가 실제 B 모델들의 평균치수인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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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교할 때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23.0cm . 

이외에 다른 인체 계측 항목들을 살펴본 내용으로는 어깨  

가쪽사이길이 와 젖꼭지사이수평길이(biacromion length)

어깨길이 실제 (bust point to bust point), (shoulder length; 

인체의 어깨 끝점이 아닌 인대의 팔막음판까지의 길이 목), 

밑둘레 항목에서 개발 인대 와 (neck base circumference) A

기존 인대 의 계측치가 동일하거나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B

정도인 차이로 유사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다음 항목0.1cm . 

들에서는 개발 인대 의 계측치가 기존 인대 의 계측치보A B

다 크게 나타났다 겨드랑앞벽사이길이. (front interscye 

와 겨드랑뒤벽사이길이 가 각length) (back interscye length)

각 목옆젖꼭지길이 가 1.0cm, (neck point to bust point)

목옆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2.0cm, (neck point to bust point 

등길이 앞to waist line), 3.0cm, (waist back length),1.0cm, 

중심길이 그리고 젖가슴둘레(waist front length), 3.0cm 

항목에서 컸다 젖가슴아래둘레(bust circumference) 1.0cm . 

항목은 기존 인대 의 것보다 (underbust circumference) B

개발 인대 의 계측치가 작은 것으로 계측되었다A 1.0cm . 

개발 인대 의 계측치는 실제 모델의 평균 계측치를 반영A

하도록 제작한 인대이므로 그 인체 계측 치수 측면에서 신

뢰할 수 있다. 

❚ Developed dress form A ❚ Existing dress form B

Figure� 6.� Lower� Body� Angles� in� Frontal� View� of� the� Dress� Forms� A� and� B
(Park, 2015, p.173)

  

연구 인대 하반신 인체 각도 2) 

인대 와 의 하반신 정면 실루엣으로부터 측정한 상복부A B

와 허리둘레선까지의 옆허리선경사 각도와 허리둘레선으로

부터 엉덩이둘레선 사이의 옆엉덩이경사 각도 결과를 

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에 인대Figure 6 . , Figure 7

의 측면 실루엣으로부터 측정한 복부돌출 경사와 엉덩이둘

레선을 기준으로 위엉덩이돌출 경사 및 아래엉덩이돌출경사 

각도와 같은 인체의 돌출 각도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정면 허리둘레선 위의 옆허리선경사 각도는 개발 인대   A: 

와 기존 인대 로 개발 인대 의 정면 옆허81.0° B: 78.4° A

리선경사가 기존 인대의 경사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것

은 두 인대 모두 같은 허리둘레 계측치를 가진 것을 감안할 

때 개발 인대의 허리 단면이 기존 인대 보다 더 원형에 가

까운 연구결과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정면 허리둘레선 아래. 

의 옆엉덩이둘레선경사 각도는 개발 인대 의 와 기A 64.3°

존 인대 의 로 개발 인대 의 정면 옆엉덩이둘레선B 75.4° A

경사가 기존 인대의 경사보다 더 급격하게 나타났으며 이러

한 옆허리선경사 각도의 인체 특징은 이후 입체재단 방식으

로 제작한 스커트 원형의 형태 분석에서 엉덩이둘레선 상의 , 

엉덩이둘레옆점과 수직을 이루는 선으로부터 허리둘레선의 

허리둘레선옆점까지 수평으로 들어간 거리 분량을 측정한 

연구 인대 를 활용한 스커트 원형 패턴의 계측치 A, B A, B 

비교 내용과 함께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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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ed dress form A ❚ Existing dress form B

Figure� 7.� Lower� Body� Angles� in� Lateral� View� of� the� Dress� Forms� A� and� B
(Park, 2015, p.172)

Developed dress form A❚ Existing dress form B❚

� Figure� 8.� Cross-sectional� Shapes� of� Lower� Bodies� of� Dress� Forms� A� and� B�
(Photos were taken by the author, 2017)

  

인대 측면 외곽선 실루엣에서 측정한 복부돌출경사 각도는 

개발 인대 의 경우 둔각으로 허리둘레가 하복부보A , 94.0° 

다 더 앞쪽으로 돌출되어 복부는 밋밋한 경사를 이루고 있

고 기존 인대 는 로 개발 인대보다 더 작게 측정되, B 82.0°

었는데 이것은 허리둘레선이 복부보다 안쪽으로 들어감으로

써 하복부가 튀어나온 형태를 보이는 것과 연관이 있다 인. 

대 뒷면의 엉덩이높이 경사 각도는 개발 인대 가 로 A 14.7°

기존 인대 의 보다 엉덩이높이 경사가 더 큰 것으로 B 7.0°

나타났다 이외에 측면 실루엣으로부터 엉덩이둘레선에서 인. 

대의 밑단까지 아래로 떨어지는 경사각도 결과 역시 개발 

인대 의 기존 인대 는 로 개발인대 의 엉A 13.0°, B 3.0° A

덩이둘레선 아래 경사 각도가 더 컸다.

연구 인대 하반신 횡단면 형상 3) 

개발 인대 와 기존 인대 의 하반신에서 주요 둘레인 A B

허리둘레선과 엉덩이둘레선 횡단면 형상을 추출하여 중합한 

결과를 에 나타내었다 이를 보면 개발 인대 의 Figure 8 . , A

하반신 둘레선 단면들은 보다 사실적인 형태를 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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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d dress form A’s ❚
Waist depth ÷ waist width × 100 = 81.5%

Existing dress form B’s ❚
Waist depth ÷ waist width × 100 = 78.7%

� Figure� 9.� Waist� Depth� Percentage� Rate� to�Waist� Width� of� Dress� Forms� A� and� B
(Photos were taken by the author, 2016)

Developed dress form A’s ❚
Hip depth ÷ Hip width × 100 = 63.0%

Existing dress form B’s ❚
Hip depth ÷ Hip width × 100 = 71.8%

Figure� 10.� Hip� Depth� Percentage� Rate� to� Hip�Width� of� Dress� Forms� A� and� B�
(Photos were taken by the author, 2018)

허리둘레선이 엉덩이둘레선 단면보다 몸의 앞쪽 방향으로 

돌출 배치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비해 기존 인대 , 

의 단면들은 허리둘레선과 엉덩이둘레선 단면의 인체 B

곡선이 단순하게 정리되었으며 허리둘레선과 엉덩이둘레선 

단면의 중심이 서로 비슷한 위치에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에서와 같이 개발 인대 의 허리둘레선 단면의   Figure 9 A

너비에 대한 두께의 백분율은 로 기존 인대 의 81.5% B

보다 허리너비에 대한 두께 비율이 더 크게 즉 개발78.7% , 

인대 의 허리둘레선 수평단면이 더 원형에 가까운것으로 A

분석되었다 의 엉덩이둘레선 단면 형태에서는 이. Figure 10

와 다른 특징을 보였다 개발 인대 의 엉덩이둘레선 수평. A

단면의 너비에 대한 두께의 비율은 이고 기존 인대 63.0% B

의 비율은 로 개발 인대 의 엉덩이둘레선 단면이 기71.8% A

존 인대 보다 너비는 넓고 두께는 얇은 더 납작한 형태임B

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이들 두 인대의 엉덩이둘레 계측치. 

는 동일한 이다90.0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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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대�활용�입체재단�2.� 스커트�원형�패턴�특징� �

 

국내 여성 패션모델의 체형 특성이 반영된 스커트 원형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개발 인대 와 기존 인대 를 활용A B

하여 동일한 입체재단 방법으로 제작한 스커트 원형 와 A B

를 연구방법에서 설정한 기준 부위 항목별로 참고(Figure 5 ) 

측정한 결과를 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Table 5 . 

스커트 원형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인대의 허리  

둘레 횡단면 곡률과 관련한 특징을 보여주는 허리앞중심점

과 허리둘레선옆점 수준 사이의 수직거리를 나타내는 측정 

부위 항목 과 를 살펴보았다 입체재단으로 제작한 스(1) (9) . 

커트 원형 의 항목 계측치는 각 로 스커트 A (1), (9) 0.7cm , 

원형 의 항목 계측치는 각 로 나타나 원형 B (1), (9) 0.4cm

의 계측치가 더 크다 개발 인대 의 허리둘레선 단면 곡A . A

률이 일 때 허리옆점과 허리앞점 수준 사이 수직거리81.5%

는 기존 인대 의 허리둘레선 단면 곡률이 일 0.7cm, B 78.7%

때 허리옆점과 허리앞점 수준 사이의 수직거리는 로 0.4cm

Table� 5.� Measurements� of� the� Parts� within� the� Draped� Skirt� Patterns� A� and� 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nit: cm)

Parts� of� the� Skirt� Block� Patterns

Measurements

Skirt� Patterns�
A

Skirt� Patterns�
B

(1) 0.7 0.4

(2) 2.2 1.7

(3) 7.8 7.7

(4) 9.8 9.8

(5) 3.4 3.6

(6) 15.0 12.0

(7) 7.7 7.5

(8) 23.2 22.7

(9) 0.7 0.4

(10) 2.0 1.8

(11) 0.7 0.5

(12) 1.0 1.0

(13) 7.8 7.7

(14) 7.8 7.8

(15) 3.8 4.5

(16) 16.0 14.0

(17) 7.0 5.5

(18) 22.2 22.8

  

나타난 것을 근거로 허리둘레 단면이 원형에 가까울수록 허

리옆점과 허리앞점 수준 사이의 수직거리는 더 증가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밖에 스커트 원형 앞 뒤판의 엉덩이둘레선옆점에서 옆  , 

선이 수직 연장된 선에서 허리둘레선옆점까지 안으로 들어

온 수평거리 분량을 측정한 항목 의 계측 결과와 (2), (10)

앞 뒤 허리다트 분량을 측정한 항목 및 의 계측 결, (5) (15)

과를 연구 인대의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에서의 횡단면 특

성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을 참조하. Figure 8~ Figure 10

면 개발 인대 의 허리둘레의 곡률은 기존 인대 보다 더 A B

원형에 가까우나 엉덩이둘레 횡단면의 곡률 은 기(: 63.0%)

존 인대 의 곡률보다 작게 즉 좌우로 길고 납작B(: 71.8%) , 

한 형태를 보임으로써 스커트 원형 의 엉덩이둘레선옆점과 A

허리둘레선옆점 사이의 수평거리가 증가하는 연구결과로 이

어졌다 스커트 원형 와 의 앞판 옆선에서 허리둘레선옆. A B

점까지 들어온 수평거리를 나타낸 항목 의 계측치는 (2) 각각 

와 로 스커트 원형 의 계측치가 원형 의계측치2.2cm 1.7cm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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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크게 나타났다 스커트 뒤판의 엉덩이둘레선옆점 수직. 

선에서 허리둘레선옆점까지 수평거리를 나타낸 항목 의 (10)

계측치는 각각 로 스커트 뒤판에서도 원형 2.0cm, 1.8cm A

의 계측치가 원형 의 계측치보다 크게 나타난 것이 위의 B

분석 결과를 뒷받침한다 앞허리다트 분량을 측정한 항목 . 

는 원형 의 계측치가 원형 는 로 원형 (5) A 3.4cm, B 3.6cm B

의 계측치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인대 의 허리둘레의 . A

곡률에 비해 엉덩이둘레의 곡률이 납작한 체형 특징에 더하

여 허리둘레가 엉덩이둘레보다 더 앞쪽으로 돌출되어 인대 

보다 밋밋한 복부경사 각도를 보인 체형이 영향을 미친 것B

으로 분석되었다 뒤허리다트 분량을 측정한 항목 의 결. (15)

과 원형 의 계측치가 는 로 원형 의 계측, A 3.8cm, B 4.5cm B

치가 크게 나타났다 이것 역시 인대 는 허리둘레의 곡률. A , 

에 비해 엉덩이둘레의 곡률이 로 작아 좌우로 81.5% 63.0%

긴 엉덩이둘레 단면을 나타낸 것에 비해 인대 는 허리둘레B

의 곡률과 엉덩이둘레의 곡률이 각각 와 로 인78.7% 71.8%

대 에 비해 상대적으로 곡률이 균일한 체형이 영향을 미A

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 뒤 허리다트 길이를 보이는 항목 과 의 측정결  , (6) (16)

과는 원형 가 각각 원형 가 A 15.0, 16.0cm, B 12.0, 14.0cm

로 원형 의 앞 뒤 허리다트 길이가 원형 의 경우보다 더 A , B

길게 나타났는데 이는 인대 의 엉덩이길이 인체계측 항목A

이 로 인대 의 보다 길게 나타난 결과로 인22.0cm B 19.5cm

한 것이다. 

허리앞중심점과 허리뒤중심점 수준 사이의 수직거리를 나  

타내는 항목 의 측정 결과는 원형 와 의 계측치가 (11) A B

각각 로 원형 가 더 깊게 나타났으며 이는 인0.7, 0.5cm A , 

대 에 비해 인대 의 허리둘레가 엉덩이둘레에 비해 전방B A

으로 돌출 정도가 더 큰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스. 

커트 원형 분석 항목 는 인대의 뒤허리중심 부분이 오(12)

목하게 들어간 형태의 맞음새를 향상시키기 위해 뒤중심선

을 엉덩이둘레선까지 사선으로 모델링하는 경우 원래의 뒤

허리중심점에서 허리둘레선 안쪽으로 들어가는 수평거리인

데 스커트 원형 와 모두 로 동일하게 측정되었다A B 1.0cm . 

이 밖에 앞허리둘레선 계측치를 보이는 항목 과 뒤(3) (4), 

허리둘레선 계측치를 보이는 항목 과 를 계측한 결(13) (14)

과 원형 와 모두 앞 뒤판 허리둘레의 차이는 뒤허리둘A B , 

레 앞허리둘레/2 = W/4 - 1.0(cm), /2 = W/4 + 1.0(cm)

와 같이 의 앞 뒤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스커트 패2.0cm , . 

턴의 앞엉덩이둘레선 계측치인 항목 과 뒤엉덩이둘레선 (8)

계측치인 항목 을 측정한 결과 원형 의 앞 뒤 엉덩이(18) B , 

둘레는 각각 과 로 앞 뒤 계측치가 동일한 것으22.7 22.8cm , 

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반하여 원형 의 엉덩이둘레는 앞A , 

뒤 차이가 로 앞엉덩이둘레가 뒤엉덩이둘레보다 오히1.0cm

려 크게 나타났다 이는 역시 허리둘레가 엉덩이둘레에 비해 . 

앞쪽으로 더 돌출된 체형 특징으로 인해 엉덩이둘레 계측치

가 앞판에 더 할당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는 평면제도법의 결과와 함께 고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

었다. 

국내�여성�패션모델�인체�계측치�활용�평면제도3.�

� � � 스커트�원형�패턴�특징� �

국내 여성 패션모델용 개발 인대의 인체 계측치를 적용하여 

의 평면제도법으로 전개한 스커트 원형 와 개발 Figure 4 C

인대를 활용 입체 재단한 스커트 원형 를 비교 분석하기 , A

위한 부위와 참고 사항은 에서 보는 대로 본 실험 Table 6

전에 입체재단으로 제작한 스커트 원형 와 를 분석한 항A B

목과 동일하다 스커트 원형 의 계측치를 원형 의 계측. C A

치와 함께 비교한 결과 입체재단 방법으로 제작한 원형 , A

의 경우 허리둘레 에 의 적은 여유량이 그리고 엉덩/2 0.2cm , 

이둘레 에 의 여유량이 주어져 둘레 항목에는 여유/2 0.0cm , 

량이 거의 부여되지 않은 반면 평면 제도 스커트 원형 에C

는 허리둘레 와 엉덩이둘레 에 각각 의 여유량이 들/2 /2 1.0cm

어간 결과를 보였다 이들 스커트 원형 와 의 둘레 치수. A C

의 여유량을 차치하고 앞 뒤 허리다트의 분량을 비교할 때, , 

제도된 원형 의 허리다트 분량이 입체 원형 의 허리다트 C A

분량보다 적게 나타난 이유는 엉덩이둘레선에서 수직으로 

연장된 옆선에서 허리옆점까지 들어온 수평거리 항목이 원

형 의 앞 뒤 패널 모두 로 원형 의 경우에 C , 2.6cm , A

로 나타난 것에 비해 더 컸기 때문일 것이다 실2.0~2.2cm . 

제 모델의 허리둘레 횡단면 곡률을 반영한 개발 인대를 활

용한 입체재단 원형이 보여준 앞 뒤 허리 다트 분량과 힙, 

커브 곡선 제도를 위해 옆허리점으로 들어오는 분량을 적용

하는 것이 보다 개선된 스커트 맞음새를 제공할 것으로 보

인다. 

허리둘레에서 인체의 뒤허리중심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간   

체형의 맞음새를 향상시키기 위해 뒤중심선에서 허리둘레선 

안쪽으로 들어간 수평거리를 나타내는 항목 에 대해 원(12)

형 의 측정치가 일 때 원형 는 로 이 분량A 1.0cm , C 0.0cm

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형 와 의 . A C

항목 의 계측 차이인 는 원형 의 경우 고스란히 (12) 1.0cm C

뒤허리다트 분량에 더하여졌을 것임을 고려할 때 원형 의 C

순수 뒤허리다트 분량은 실제 계측치인 에서 를 4.3cm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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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the�Measurements� of� the� Draped� and� the� Drafted� Skirt� Patterns� A� and� C� � � � � � � � � � � � � (unit: cm)

Parts� of� the� Skirt� Block� Patterns

Measurements

Skirt� Patterns�
A

Skirt� Patterns�
C

(1) 0.7 0.5

(2) 2.2 2.6

(3) 7.8 6.2

(4) 9.8 11.4

(5) 3.4 3.2

(6) 15.0 19.3

(7) 7.7 3.0

(8) 23.3 23.3

(9) 0.7 0.5

(10) 2.0 2.6

(11) 0.7 1.2

(12) 1.0 0.0

(13) 7.8 5.6

(14) 7.8 10.9

(15) 3.8 4.3

(16) 16.0 18.3

(17) 7.0 3.0

(18) 22.2 23.3

 

제한 로 원형 의 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3.3cm A 3.8cm

으며 이것도 앞허리다트의 분량과 마찬가지로 옆선에서 허

리옆점으로 들어간 분량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 

국내 여성 패션모델의 체형 특징과 인체 계측치를 고려하고 

둘레 항목에 부여하는 여유량의 분량을 배제한 조건에서 스

커트 원형을 제도할 때 주목할 항목은 여성 패션모델의 실

제 허리둘레선 횡단면의 곡률을 반영한 항목인 허리앞중심

점과 허리옆점 수준의 수직거리를 나타내는 측정 부위 항목 

과 그리고 스커트 원형 앞 뒤판의 엉덩이둘레선에서 (1) (9), , 

수직으로 연장된 옆선으로부터 허리둘레선옆점까지 안으로 

들어온 분량을 측정한 항목인 와 으로 분석되었으며(2) (10) , 

허리둘레선의 뒤처짐 분량을 나타내는 항목 과 복부돌(11)

출 경사와 엉덩이둘레 높이 경사를 반영함으로써 앞 뒤허리, 

다트의 길이를 결정하는 항목으로 고찰(6), (7), (16), (17) 

되었다 이 외에 스커트 원형 뒤중심선의 맞음새를 향상시키. 

기 위한 항목 는 스커트 뒤중심선이 접는선으로 제도되(12) 는

경우와 봉제선으로 제도되는 경우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론�및�제언IV.�

국내 여성 패션모델을 위한 스커트 원형을 제도하는 과정에

서 적용할 부위와 측정치를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토르소 형태 인대를 

사용하여 입체재단 방식으로 제작한 스트레이트 스커트 원

형의 특징을 기존의 평면 스커트 원형 제도 방법과 비교하

여 그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그것을 국내 여성 패션모. 

델의 체형 특징과 함께 고찰하여 스커트 제도 방법에 있어

서 적용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 

위하여 선행 연구에서 국내 여성 패션모델의 체형을 반영하

도록 개발된 토르소 형태 인대 개발 인대 를 사용하여 입( A)

체재단 방식으로 제작한 스커트 원형 를 기존의 제품으로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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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사용 하고 있는 국내 주문 제작 인(Park et al., 2006)

대 기존 인대 를 사용하여 동일한 입체재단 방법으로 모( B)

델링한 스커트 원형 와 비교 분석하였고 동시에 연구대상B

인 여성 패션모델의 하반신 각도와 횡단면 곡률과 같은 체

형 특징과도 함께 고찰하였다 개발된 국내 여성 패션모델용 . 

인대의 하반신 체형적 특징과 그를 활용한 여성용 스커트 

입체재단 원형의 형태적 특징을 개발 인대의 인체 계측치를 

적용하여 의 평면 제도법으로 제작한 Lee and Nam(2012)

스커트 원형 의 특성과 함께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C

최종적으로 국내 여성 패션모델을 위한 기본 스커트 원형을 

제도하는 데에 특별히 차별화하거나 유의할 필요성이 있는 

항목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두 종류의 연구 인대 와 의 하반  A B

신 인체 계측치 분석 결과 허리둘레 와 , (waist circumference)

엉덩이둘레 에서 개발 인대 의 계측치가 (hip circumference) A

각각 로 기존 인대 의 동일 항목 계측치수 66.0cm, 90.0cm B

과 비교할 때 각각 더 크거나 동일한 65.0cm, 90.0cm 1.0cm 

것으로 나타났으나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차이인 하드롭

치가 개발 인대 의 경우는 기존 인대 의 A 24.0cm, B

로 나타났다 이에 엉덩이둘레에 대한 허리둘레의 백25.0cm . 

분율 측면에서 이 차이의 의미를 살펴보면 개발 인대 의 , A

엉덩이둘레에 대한 허리둘레의 백분율은 기존 인대 73.3%, 

의 경우는 로 기존 인대 의 허리둘레가 엉덩이둘레B 72.2% B

에 대해 좀 더 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엉덩이옆길이 항목. 

에서 개발 인대는 실제 여성 패션모델의 평균 인체 계측치

와 유사한 기존 인대의 치수는 로 그 차이22.0cm, 19.5cm

가 로 기존 인대 의 치수가 실제 모델들의 평균치와 2.5cm B

비교할 때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인대 의 하반신 인체각도 분석 결과 인대 하반  A, B , 

신 정면 실루엣으로부터 측정한 상복부와 허리둘레선까지의 

옆허리선경사는 개발 인대 의 와 기존 인대 의 A 81.0° B

로 개발 인대 의 정면 옆허리선경사가 기존 인대의 78.4° A

경사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두 인대 모두 같은 허

리둘레 계측치를 가진 것을 감안할 때 개발 인대의 허리 단

면이 기존 인대 보다 더 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보게끔 하는 

연구결과이다 정면 허리둘레선으로부터 엉덩이둘레선 사이. 

의 옆엉덩이경사 각도는 개발 인대 의 와 기존 인대 A 64.3°

의 로 개발 인대 의 정면 옆엉덩이둘레선경사가 B 75.4° A

기존 인대의 경사보다 더 급격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사 

각도의 체형 특징은 이후 입체재단 및 평면제도 방식으로 

제작한 스커트 원형의 형태 분석에서 엉덩이둘레선에서 수, 

직으로 연장된 옆선으로부터 허리둘레선의 허리옆점까지 수

평으로 들어간 거리 분량을 측정한 항목의 계측치 비교 결

과와 함께 고찰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대 측면의 . 

외곽선 실루엣으로부터 측정한 복부돌출경사 각도는 개발 

인대 는 로 복부가 허리둘레선에서부터 밋밋한 경사A 94.0°

를 이루고 있고 기존 인대 는 로 허리둘레선에서 , B 82.0°

시작한 하복부 돌출 정도가 개발 인대보다 더 크게 나타났

다 인대 뒷면의 허리둘레선으로부터 엉덩이높이 경사 각도. 

는 개발 인대 가 로 기존 인대 의 보다 허리A 14.7° B 7.0°

둘레선에서부터 엉덩이높이까지 경사가 더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이 외에 측면 실루엣으로부터 엉덩이둘레선에서 인대. 

의 밑단까지 아래로 떨어지는 경사각도 측정 결과 역시 개

발 인대 가 기존 인대 로 개발인대 의 A 13.0°, B, 3.0° A

엉덩이둘레선 아래 경사 각도가 더 컸다. 

연구 인대 하반신 둘레 수평 횡단면 형상을 분석한 결과  , 

개발 인대 의 하반신 둘레선 단면들은 보다 사실적인 형A

태를 띠고 복부가 엉덩이둘레선 단면보다 몸 앞쪽으로 돌출

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비해 기존 인대 의 단면들, B

은 허리둘레선과 엉덩이둘레선 단면의 인체 곡선이 단순화

되었으며 허리둘레선 단면과 엉덩이둘레선 단면의 중심이 

유사하게 배치된 것이 특징이었다 개발 인대 의 허리둘레. A

선 단면의 너비에 대한 두께의 백분율은 로 기존 인81.5%

대 의 보다 허리너비에 대한 두께 비율이 더 크게B 78.7% , 

즉 개발 인대 의 허리둘레선 수평단면이 더 원형에 가까A

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엉덩이둘레선 단면 형태에서는 이와 . 

다른 특징을 보였다 개발 인대 의 엉덩이둘레선 단면의 . A

너비에 대한 두께의 비율은 이고 기존 인대 의 비율63.0% B

은 로 개발 인대 의 엉덩이둘레선 기준 단면이 기존 71.8% A

인대 보다 더 납작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B . 

입체재단으로 제작한 스커트 원형 와 의 차이는 허리  A B

둘레선과 엉덩이둘레선의 단면형상을 분석한 곡률의 결과를 

함께 고찰할 때 스커트 원형 의 원형에 더 가까운 허리둘, A

레선과 원형 에 비해 상대적으로 곡률이 작은 엉덩이둘레B

선 단면 형상이 옆선에서 허리옆점까지 들어온 수평거리를 

나타낸 와 항목의 계측치들이 더 크게 나타난 결과(2) (10) 

와 연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허리둘레선이 엉덩이. 

둘레선의 위치에 비해 몸 앞쪽으로 돌출 정도가 더 큼에 따

라 복부돌출각도가 밋밋하였던 개발인대 의 앞허리다트 분A

량은 그 허리둘레의 곡률이 큼에도 불구하고 원형 와 유사B

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허리둘레 전방돌출체형이 

원형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여성 패션. 

모델의 인체 특징을 반영한 인대를 사용하여 입체재단으로 

제작한 스커트 원형 와 개발 인대의 인체 계측치를 적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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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Skirt� Block� Pattern� Drafting� Process� for� Korean� Female� Fashion�Models

  

하여 평면 제도한 스커트 원형 의 치수를 분석한 결과 입C

체재단 제작 원형 의 경우 평면 제도 원형 와 비교할 때 A C

둘레 항목에 여유량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차이를 보였으며, 

옆선에서 허리옆점까지 들어온 수평거리가 각각 2.0/2.2cm

와 로 원형 의 경우가 더 적게 나타났다2.6cm A .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의 고찰에 따라 국내 여성 패션모

델의 체형 특징과 인체 계측치를 고려하고 둘레 항목에 부

여하는 여유량의 분량을 기존 평면제도 방법과 동일하게 

부여하는 조건에서 스커트 원형을 제도하는 과정에서 적용

할 치수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항목별 , 측정치를 Figure 11

에 나타내었다.

여성 패션모델용 스커트 원형 제도에서 고려할 항목과 치  

수는 여성 패션모델의 실제 허리둘레선 횡단면의 곡률을 반

영한 항목인 허리앞중심점과 허리옆점 수준 사이의 수직거리

를 나타내는 측정 부위 항목 과 이며 이를 각 (1) (9) 0.7cm

로 그리고 스커트 원형 앞 뒤판의 엉덩이둘레선옆점의 수, , 

직선에서 허리둘레선옆점까지 수평 안으로 들어온 분량을 

측정한 항목 을 꼽았고 이의 치수 범위로는 (2), (10)

허리둘레선의 뒤처짐 분량을 나타내는 항목 2.0~2.2cm, 

의 치수로는 가 제안되었다 복부돌출경사와 연관(11) 0.7cm . 

된 앞허리다트의 길이를 결정하는 항목 의 치수로서 (6), (7)

각각 와 를 엉덩이둘레높이 경사를 반영한 뒤15.0cm 7.4cm , 

허리다트의 길이를 결정하는 항목 과 의 치수로는 (16) (17)

각각 와 가 제안되었으며 이는 패션모델의 실16.0cm 5.8cm

제 엉덩이길이 계측치를 고려함으로써 일반 체형을 위한 기

성복 인체계측치를 대상으로 한 제도법에서 제시한 치수보

다 더 실제적인 지침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외에 스커. 

트 원형 뒤중심선의 맞음새를 향상시키기 위해 뒤허리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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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허리둘레선 안쪽으로 들어오는 분량인 항목 는 스(12)

커트 뒤중심선이 접는선으로 제도되는 경우에 와 봉0.0cm , 

제선으로 제도되는 경우에 로 원형의 활용에 따라 차1.0cm

별적으로 적용되도록 제안하였다 향후 본 연구의 여성 패션. 

모델의 인체 계측치를 활용하여 평면제도 방법으로 개발한 

스커트 원형을 활용한 결과와 일반적인 기성복 사이즈와 비

교하는 연구가 추가로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질 계획이다 이. 

는 패션쇼에 사용될 의상의 스커트 패턴 제작을 위해 기성

복 사이즈 패턴에서 직접 수정하는 데에 참고할 만한 유용

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패션쇼 의상 제작 과정의 효율 향

상과 결과를 개선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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