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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2016년에는 비만율이 1975년

과 비교하여 세계적으로 약 3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2016년 자료를 살펴보면 18세 이상 성인 중 19억 인구

가 과체중이며 6.5억 인구가 비만으로 나타나 전 세계 

인구 중에 39%가 과체중이고 13%가 비만인 것으로 나

타났다(WHO, 2020). 한국 또한 2016년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건강검진통계연보 결과에 따르면 2012년 비

만 여성의 비율이 25.9%로부터 2013년 26.2%, 2015년 

26.9%, 2016년 27.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보공단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

vice]”, 2017). 특히 20~30대 초고도비만율은 2002년 

0.2%에서 2013년 0.49%로 상승하였으며, 12년간에 

2.9배 증가하였다. 고도비만은 같은 기간 2.5%에서 

4.22%로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도비만 비

율을 연령층으로 나누어 보면 20~30대 젊은 연령층

에서 증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남성보다 여성

의 증가율이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20~30대 

젊은 연령층의 비만 비율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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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Seo, 2014). 비만은 세계적인 문

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20~30대의 비만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 젊은 연령층의 비만에 대한 관

심이 더욱 필요하다.

현대 의학에서 비만의 정의는 체내에 지방조직이 

지나치게 과다한 상태를 말한다. 특히 글리세린이 많

이 쌓여서 생기는 상태를 말한다. 음식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신진대사의 변화 때문에 체지방이 체내

에 과잉 축적되어 몸무게가 지나치게 증가하여 인체 

병리, 변화를 야기한다(Lee, 2011). 섭취한 칼로리의 

총량과 소모하는 칼로리의 총량이 불균형 상태, 즉 

섭취 칼로리가 소모 칼로리를 넘는 상태에서 체지방

이 지나치게 증가하여 비만이 발생한다(“비만치료 

지침 2012 [Obesity guidelines 2012]”, 2012).

비만 체형을 위한 의복 개발을 위해 비만을 정확

하게 판정하는 기준은 매우 중요하다. 오차를 최소

화하기 위해 비만을 나타내는 지수만으로 비만을 판

단하기 보다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실제 치수와 

비만 지수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Yoon, 2008). 그러

므로 비만의 판정방법은 상대 체중에 의한 방법, 체

격 지수에 의한 방법, 인체 측정에 의한 방법 등이 사

용되고 있다(Oh, 2011). 의류학 분야 선행연구에서 

비만인의 의복 설계를 위해 비만을 판정하는 기준으

로 Vervaeck 지수, BMI(Body Mass Index) 지수, Rӧhrer 

지수, 비만도 등을 사용하고 있다. BMI는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

양한 비만 판정 지수 중 의류학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BMI 지수를 기준으로 비만을 판별하

였다. 대한비만학회에서 정한 진단기준에 따르면 비

만은 BMI에 따라 비만 전 단계(23kg/m2 이상~25kg/m2 

미만), 1단계 비만(25kg/m2 이상~30kg/m2 미만), 2단

계 비만(30kg/m2 이상~35kg/m2 미만), 3단계 비만(고

도비만, 35kg/m2 이상)으로 나눌 수 있다(“대한비만학

회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2019).

비만 여성을 위한 의복 연구는 1990년 이후부터 시

작되었지만(Choi & Lee, 1995), 여전히 기성복 시장

에서는 비만 체형을 위해 단순히 사이즈를 크게 생산

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비만 여성을 위한 의류 제품의 

치수 및 맞음새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Yoon et al., 2013). 그러므로 관련 의류 업체에서는 표

준 패턴으로는 잘 맞지 않는(Kim, 2002) 비만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파악하고 맞음새와 활동성, 심미성이 

우수한 패턴 개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20~30대의 여성은 임신 및 출산 그리고 수유를 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체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

날 수 있는 연령대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적 주체가 

되는 연령대이므로 스트레스와 식습관의 불균형으

로 인해 호르몬 변화도 심할 수 있어 비만이 쉽게 생

길 수 있다(Kim, 2009). 비만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 

때문에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감소하여 사회활동에 

소극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복으로 신체의 결점

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Yoon, 

2008).

블라우스는 여러 가지 소재로 다양한 디자인을 만

들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즐겨 입는 의복 형

태 중 하나이다. 특히, 현대 사회 여성은 사회활동이 활

발하고 정장을 착용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20~30대 여

성들의 직장생활에서 유용하게 착용할 수 있는 블라

우스를 본 연구의 아이템으로 선정하였다. 블라우스

는 가벼운 느낌의 소재를 사용하여 만든 상반신 의복

으로 단품으로 입거나 슈트 속에 착용한다. 예전에

는 블라우스 위에는 상의를 걸쳐야 정상적인 옷차림

이 되었으나 19세기 후반에 테일러 슈트가 여성복으

로 인정됨에 따라 캐쥬얼 한 옷차림의 경우에는 블라

우스만 입어도 가능하게 되었다. 블라우스를 하의 

속에 넣어 입으면 턱 인 블라우스(Tuck-in blouse), 또

는 언더 블라우스(Under blouse)라 하고, 하의 속으로 

넣어 입지 않으면 오버 블라우스(Over blouse)라 한

다(Jeong & Chung, 2011). 

블라우스는 일상에서 가장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사

회활동 시 착용하기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심미성

이 우수하고 신체 결점을 커버해 줄 수 있는 20~30대 

비만 여성을 위한 블라우스 패턴 개발은 매우 중요하

다. 20~30대를 타깃으로 한 여성복 브랜드는 기성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만, 비만 체형의 여

성들은 체형의 결점은 보완하고 시각적으로 날씬해 

보이며, 디자인 선호도가 높은 기성복을 찾기 곤란

한 상황이다. 따라서, 비만 체형의 여성들은 정상 체

형의 여성들보다 외관상 아름답고 활동성이 편안한 

블라우스 개발에 대한 니즈가 더욱 높을 것으로 사료

된다(Kim, 2007).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표준 체형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패턴으로 20~30대 비만 여성의 의복을 제작

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존 교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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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을 수정 및 보완하여 심미적으로 우수하고 맞음

새가 개선된 블라우스 원형 패턴을 제안하고자 한다.

II.연구방법및절차

1. 연구대상 선정 

연구대상 선정과 비만 여성의 신체 치수 특징을 이

해하기 위해 2015년 Size Korea 제7차 한국인 인체치

수조사의 직접측정 자료에서 BMI 18.5kg/m2 이상의 

20~30대 여성 총 1,344명을 대상으로 그룹별 분포도

와 평균값을 분석하였다(Korea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5). 본 연구에서는 1, 2, 3단

계 비만 BMI 그룹 여성을 모두 합한 총 179명의 비만 

여성의 신체 치수를 참고하여 착의적합성 평가를 위

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BMI 구간에 따른 인원 

분포 결과는 <Table 1>과 같다.

2. 비만 여성에 대한 선호 디자인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비만 여성 블라우스 선호도를 조사

하기 위해서 20~30대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총 110명의 응답자 중에서 BMI 지

수가 25kg/m2 미만으로 측정된 14명을 제외한 96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선호 디자인 사항 5문

항의 구성 및 응답 방법은 <Table 2>와 같으며 결과 

분석은 SPSS 24.0 for Window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처리하였다. 

3. 패턴 설계 및 착의적합성 평가 

1) 기존 블라우스 원형 패턴 수집 및 비교

블라우스 종류와 패턴 제도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프린세스 라인 블라

우스 패턴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블라우스 패턴 

개발을 위한 원형 패턴의 선정기준은 앞 ·뒤진동 프

린세스 라인이 있으며 서로 디자인이 유사한 교육

용 블라우스 원형 패턴 3종을 선정하였다. 패턴 A는 

�패턴의 정석�(Lee, 2012), 패턴 B는 �여성복 패턴 

설계�(Kim, 2015), 패턴 C는 �여성복 패턴메이킹�

(Kim, 2016)의 교재를 기준으로 하였다. 

2) 연구대상자 선정 및 1차 실험복 제작 

BMI 25kg/m2 이상의 집단 중에서 BMI, 키, 몸무게

와 블라우스 패턴에 필요한 허리둘레, 젖가슴둘레, 

엉덩이둘레의 평균 치수를 위주로 제7차 Size Korea

Classification BMI (kg/m2) Frequency (N) Percentage (%) 

Normal & Pre-obesity stage 18.5≦BMI<25 1,018 75.7

Stage1 obesity 25≦BMI<30 140 10.4

Stage2 obesity 30≦BMI<35 26 1.9

Stage3 obesity BMI≥35 13 1.0

Total 1,344 100.0

*BMI = Weight(kg) / Height(m)2

Adapted from 대한비만학회 진료지침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care guidelines] (2019). http://www.kosso.or.kr

Table 1. BMI of the frequency distribution

Assessments Question type No. of Question

Preference

of blouse

Shirt collar, wing collar, open collar, flat collar, peter pan collar, flat collar, sailor 

collar, tie collar, ribbon collar, frill collar

Single 

choice
5

Neckline position 

Cuffs shape 

Detail 

Total length 

Table 2. Blouse design 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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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S, 2015)의 비만 BMI 그룹의 평균값과 유사한 

20~30대 성인여성 3인을 착의평가를 위한 연구대상

자로 선정하였다(Table 3). 블라우스 패턴 개발을 위

해 필요한 둘레 항목 7개, 길이 항목 3개, 너비 항목 

2개, 키, 몸무게 총 14개 항목을 직접 계측하였다(KA-

TS, 2015). 선정된 교육용 교재에서 블라우스 패턴을 

참고하여 총 3종 블라우스 패턴을 연구대상 신체 치

수를 사용하여 실험복을 제작하였다. 

3) 1차 착의적합성 평가

착의적합성 평가는 연구대상자 집단과 전문가 집

단을 나누어 실시하였다. 평가 항목의 구성은 여유

분 관련 12개 문항, 디자인 관련 9개 문항으로 총 21개 

항목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 집단은 각

각 3종 실험복을 직접 착용한 뒤 평가를 진행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의류학 석사 이상의 전공자, 전공 교수 

총 1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대상자가 각각 3종 

실험복을 착용하고 있는 앞면, 뒷면, 측면 사진을 보

고 평가하였다. 평가 항목의 구성은 앞면 13항목, 뒷

면 11항목, 옆면 8항목, 소매 7항목, 칼라 2항목의 총 

41개 항목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블라우스의 외관평가의 방법은 선행연구(Nam, 

2017)를 참고하여 실시하였으며, 설문문항은 5점 척

도로 구성하였다. 3점이 ‘적당하다’로 가장 최적의 의

미이며, 5점으로 갈수록 ‘매우 넉넉, 매우 긴, 옆선 쪽

으로 치우친, 뒤중심 쪽으로 치우친, 매우 높은, 매우 

큰(넓은)’을 의미하였고, 1점으로 갈수록 ‘매우 부족, 

매우 짧은, 앞중심 쪽으로 치우친, 매우 낮은, 매우 작

은(좁은)’을 의미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척도는 상반

된 두 개의 형용사를 양방향 끝점에 표시하고 평가시

킨 ‘어의차이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를 사용

하였다. 결과 분석은 ‘치수만족도’와 ‘치수적합도’의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치수만족도’

는 패턴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

한 평가로 비만 여성에게 가장 만족도 높은 패턴을 선

별하기 위한 분석이다. ‘치수만족도’는 평가 점수를 

1→1점, 2→2점, 3→3점, 4→2점, 5→1점으로 다시 코

딩하여 3점과 가까울수록 패턴에 대해 만족도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치수적합도’는 패턴의 짧거나(작

거나) 혹은 긴 것(큰 것)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패

턴을 수정하기 위한 분석으로 1→1점, 2→2점, 3→3점, 

4→4점, 5→5점으로 그대로 사용하여 3점에 가까울

수록 만족하며, 1점으로 갈수록 짧거나 작다는 문제

점, 5점으로 갈수록 길거나 크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

을 의미한다.

착의적합성 평가의 결과는 SPSS 24.0 for Windows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3종의 실험 블라우스 간 

통계학적 유의차 확인하기 위해 비모수 3집단 대응

표본 분석에 해당되는 Friedman Test를 실시하였다.

4) 2차 연구 패턴 실험복 제작 및 최종 패턴 제안 

연구대상자 집단과 전문가 집단의 착의적합성 평

가 결과를 종합하여 부위별 맞음새의 문제점을 분석

하고 가장 우수한 패턴을 선별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2차 연구 패턴의 설계는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1차 

교육용 패턴을 수정 및 보완하여 3명의 연구대상자

를 위해 각각 한 벌씩 총 3벌의 2차 연구 패턴 실험복

을 제작하였다. 2차 연구 패턴의 착의적합성 평가는 

1차 평가한 항목과 같으며, 1차 착의적합성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존 교육용 패턴과 2차 연구 패

턴을 비교하여 통계적 유의차를 살펴보았다. 비모수 

2집단 대응표본 분석에 해당되는 Wilcoxon Test를 실

시하였고 평가 결과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연구 패턴을 제안하였다.

Parts Participant 1 Participant 2 Participant 3

Bust circumference 103.4 104.0 102.0

Waist circumference 88.4 93.6 92.0

Hip circumference 103.4 109.5 108.8

Biacromial breadth 40.0 40.0 44.0

Chest width (Interscye) 37.0 37.0 39.0

Arm length 54.5 52.5 50.5

Table 3. Body measurements of participants Unit: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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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연구결과

1. 선호 디자인 조사 결과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블라우스의 디자인 

선호도 조사 결과, 네크라인의 위치는 낮은 위치(38명, 

39.6%), 칼라의 스타일은 오픈 칼라(23명, 24.0%), 커

프스 스타일은 스퀘어 투 버튼 커프스(30명, 31.3%), 선

호 블라우스 전체길이는 엉덩이둘레선(30명, 31.3%)

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위한 

블라우스 디자인은 앞 ·뒤판에 암홀 프린세스 라인

을 기본으로 하였고,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선호

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을 기반으로 블라우스 디

자인을 선정하였다.

2. 교육용 블라우스 원형 패턴 설계

선정된 3종 패턴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각 항목별 수치 및 산출식을 비교한 자료는 <Table 4>

와 같다. 

패턴 설계를 위해 패턴 교재에서 제시하는 제도법

을 대부분 따랐으나 제도법은 평균 체형 여성을 기준

으로 고안되었기 때문에 일부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 패턴 A의 경우 비만 여성의 신체 치수를 그대

로 적용하여 패턴을 설계할 경우 B.P.점이 너무 올라

가거나, 진동둘레 모양과 프린세스 라인 위치가 자연

스럽지 않고 소매 밑단너비가 너무 커지는 등의 문제

점이 나타났다. 패턴 B는 비만 여성의 신체 치수를 적

용하여 패턴을 설계할 경우, B.P.점이 너무 올라가는 

Part Pattern A Pattern B Pattern C

Total length 60 61 58

Waist back length 38 38 38

Hip length 19 19 18~20

Scye depth B/4‒1 B/4 B/4

Biacromial breadth 20 Biacromial breadth/2 Biacromial breadth/2

Neck breadth*
Front: 7 adjusted to B/12+0.5 Front: B/12 Front: B/12

Back: B/12+0.5 Back: B/12 Back: B/12

Neck depth
Front: 8 Front: B/12 Front: B/12

Back: 2.5 Back: B/36 Back: B/36

Front and back interscye 

length
Front interscye length/2 Front interscye length/2 Front interscye length/2

Bust circumference B/4+2 B/4+2 B/4+1.5

Waist circumference -

Front:

W/4+2.5(dart)+3.2(ease)
-

Back:

W/4+2.5(dart)+2(ease)

Hip circumference - H/4+1.3 H/4+1.5

Bust point (Length/width)* 24.5/17 ￫ adjusted to 27.5/20 24/18 ￫ adjusted to 27/20 24/18 ￫ adjusted to 28/20

Sleeve

Sleeve length Arm length Arm length Arm length

Elbow location 31.5 Sleeve length/2+2.5 Arm length/4+3~4

Front armhole/

Back armhole

Front armhole‒0.6~1 Front armhole‒0.3 Front armhole‒0.5

Back armhole‒0.6~1 Back armhole‒0.3 Back armhole‒0.5

Sleeve cap height Armhole/‒1 Armhole/4+2.5 Armhole/3–2~3

Wrist circumference 

(Cuffs)
21.5 20.5 18.0

*: Indicates pattern drafting method adjusted from the original method.

Table 4. Comparison of pattern drafting method Unit: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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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었다. C는 B.P.점 위치, 프린세스 라인 위치, 

뒤판 암홀선 제도, 팔꿈치 위치에 대한 부분이 문제

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일부 

패턴식을 수정하여 제도하였다. 3종 교육용 패턴 중

에서는 유장과 유폭에 대한 문제점은 3종 모두 짧은 

것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비만 체형 여성과 

정상 체형 여성의 체형적 특징 차이에 의한 것으로 사

료된다.

패턴 설계는 <Table 4>의 젖가슴둘레(B), 허리둘레

(W), 엉덩이둘레(H), 팔길이(arm length), 가슴너비(in-

terscye)의 주요 치수는 연구대상자 신체 치수를 사용

하였다. 어깨너비(biacrominal)의 경우 패턴 A는 제시

하는 치수가 있었으며 패턴 B와 C의 경우는 계산식

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자 어깨너비 치수

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등길이의 경우에는 3종 패

턴 교재 모두에서 동일하게 제시하는 등길이 치수인 

38cm를 적용하였다.

연구대상자 1의 인체 치수를 반영한 패턴 A, B, C

는 <Table 5>와 같다.

1차 교육용 패턴 실험복은 선정된 3종의 패턴 제도

법을 바탕으로 연구대상 3인의 신체 측정 치수를 기준

으로 실험복 각 3벌씩, 총 9벌의 실험복을 제작하였다. 

선정된 디자인 및 피험자 착장 사진은 <Table 6>과 같다.

3. 비만 여성을 위한 패턴 설계 및 착의평가 결과

1) 연구대상자 집단 1차 착의적합성 평가 

연구대상자 집단의 블라우스에 대한 치수만족도

와 치수적합도의 결과는 <Table 7>‒<Table 8>과 같다.

치수만족도 결과는 <Table 7>과 같으며, 모든 항

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평균이 

3.00점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므로 

Flat sketch Detail 

Collar : Open collar Fabric : Muslin

Cuffs : Square two-Button cuffs Fiber (%) : Cotton 100

Length : Hip line length Weaving method : Plain weave

Detail : Straight bottom hem Thickness (mm) : 0.33

Princess Line : Back and front Weight (g/m2) : 14.863

Participant 1 Participant 2 Participant 3

<A> <B> <C> <A> <B> <C> <A> <B> <C>

Table 6. Study blouse

Pattern A Pattern B Pattern C

Table 5. Educational patterns A, B, an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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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값을 비교하여 치수만족도를 비교하였다. 패턴 A

의 여유분 항목에서는 어깨길이, 가슴둘레, 커프스둘

레, 몸판의 전체적 여유분 항목에서 3종 교육용 패턴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커프스둘레

는 3종 패턴 중에서 가장 점수는 높았지만 2.00점으

로 만족도가 높지는 않았다. 그 외 칼라 및 디자인에 관

한 문항에서는 칼라의 크기, 밑단라인의 형태, 허리

선의 위치, 소매길이, 블라우스 전체길이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평가했다. 패턴 B의 여유분 항목에서는 

3종 패턴 중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겨드랑

이둘레, 위팔둘레, 몸판 전체 여유분 항목에서 만족도

가 가장 높았다. 디자인 관련 항목에서는 네크라인 위

치, 커프스크기, 앞프린세스 라인 위치, 뒤프린세스 라

인 위치의 만족도가 높았다. 패턴 C의 여유분 항목에

서는 어깨길이, 목둘레,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

레, 밑단둘레, 겨드랑이둘레, 팔꿈치둘레의 항목에서 

3종 패턴 중에서 가장 만족한다고 평가되었으며, 다

른 패턴에 비해 여유분의 항목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겨드랑이둘레의 여유분에 대한 패턴 B와 패턴 C의 

만족도가 패턴 A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났지만 패턴 A, B, C 모두 겨드랑이둘레에 대한 만족

도는 2.00점 이하로 나타나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 항목에서는 커프스크기, 앞 ·뒤프

린세스 라인의 위치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3종의 교육용 패턴에서 연구대상자의 치수

만족도가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패턴 C, 패턴 B, 패

턴 A의 순으로 나타났다.

치수적합도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외관평가 결과

는 <Table 8>과 같다. 연한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은 

각 문항 중에서 평균값이 2.50점 이하로 여유분이 부

Measurements
Mean (S.D.) Friedman

χ 2

Pattern A Pattern B Pattern C

1. Shoulder length 2.67 ( .58) 2.33( .58) 2.67 ( .58) .667

2. Neck circumference 2.33 ( .58) 2.67 ( .58) 3.00 ( .00) 1.000

3. Bust circumference 2.67 ( .00) 2.67 ( .58) 2.33 ( .58) .667

4. Waist circumference (Natural indentation) 2.33 ( .58) 2.67 ( .58) 2.67 ( .58) 1.000

5. Waist circumference (Indentation) 2.00 ( .00) 2.00 ( .00) 2.67 ( .58) 4.000

6. Hip circumference 2.33 ( .00) 2.67 ( .58) 2.67 ( .58) .667

7. Bottom hem circumference 2.67 ( .58) 2.67 ( .58) 3.00 ( .00) 2.000

8. Armscye circumference 1.67 ( .58) 2.00 ( .00) 2.00 ( .00) 2.000

9. Upper arm circumference 2.00 ( .00) 2.33 ( .58) 2.00 ( .00) 2.000

10. Elbow circumference 2.00 ( .00) 2.00 ( .00) 2.67 ( .58) 4.000

11. Cuffs circumference 2.00 ( .00) 1.67 ( .58) 1.00 ( .00) 4.667

12. Overall body ease 2.67 ( .58) 2.67 ( .58) 2.33 ( .58) .667

13. Collar size 3.00 ( .00) 2.67 ( .58) 2.67 ( .58) 2.000

14. Neckline position 2.67 ( .58) 3.00 ( .00) 2.67 ( .58) 2.000

15. Cuffs size 2.67 ( .58) 3.00 ( .00) 3.00 ( .00) 2.000

16. Shape of hem line 2.67 ( .58) 2.33 ( .58) 2.33 ( .58) 1.000

17. Front princess line position 2.33 ( .58) 3.00 ( .00) 3.00 ( .00) 4.000

18. Back princess line position 2.67 ( .58) 3.00 ( .00) 3.00 ( .00) 3.000

19. Waistline position 3.00 ( .00) 2.33 ( .58) 2.67 ( .58) 3.000

20. Sleeve length 3.00 ( .00) 2.00 ( .00) 2.00 ( .00) 6.000

21. Total length 3.00 ( .00) 2.33 ( .58) 1.67 ( .58) 5.000

        : Optimal satisfaction values (Closest to 3 points)

Table 7. Participant evaluation of appearance: satisfaction measurement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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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다고 응답한 항목이고, 짙은 음영은 3.50점 이상

으로 여유분이 넉넉하다고 응답한 항목이다. 패턴 A

의 여유분 관련 항목은 엉덩이둘레(3.67)와 겨드랑

이둘레(4.33)의 여유분이 약간 넉넉하다고 응답이 

나왔으며, 커프스둘레(2.00)의 여유분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패턴 B의 경우 어깨길이(3.67), 겨드

랑이둘레(4.00), 위팔둘레(3.67), 팔꿈치둘레(4.00)의 

여유분이 넉넉하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커프스둘레

(1.67)의 여유분은 매우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타났

다. 패턴 C에서는 가슴둘레(2.33)의 여유분은 약간 

부족하게, 커프스둘레(1.00)의 여유분은 매우 부족하

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겨드랑이둘레(4.00), 위팔둘

레(3.67), 몸판 전체 여유분(3.67)은 넉넉하다고 평가

되었다.

칼라의 크기는 패턴 A(3.00)의 만족도가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 관련 항목은 패턴 A에서

는 앞프린세스 라인 위치(3.67)가 약간 옆선으로 치

우친다고 평가를 받았으며, 패턴 B의 경우 소매길이

(2.00)와 블라우스 전체길이(2.33)가 짧은 것으로 평

가되었다. 패턴 C의 경우는 밑단라인의 형태(2.33)가 

약간 직선적이라는 결과가 나타났고, 소매길이(2.00)

와 블라우스 전체길이(1.67)가 약간 짧은 것으로 평

Measurements
Mean (S.D.) Friedman

χ 2

Pattern A Pattern B Pattern C

1. Shoulder length 3.33 (  .58) 3.67 (  .58) 2.67 (  .58) 2.600

2. Neck circumference 2.67 (  .58) 3.00 (  .00) 2.67 (  .58) 1.000

3. Bust circumference 2.67 (  .58) 2.67 (  .58) 2.33 (1.16) 2.000

4. Waist circumference (Natural indentation) 3.00 (  .58) 3.33 (  .58) 3.33 (  .58)   .286

5. Waist circumference (Indentation) 3.33 (1.16) 3.33 (1.16) 3.33 (  .58)   .000

6. Hip circumference 3.67 (  .58) 3.33 (  .58) 3.33 (1.16)   .667

7. Bottom hem circumference 2.67 (  .58) 2.67 (  .58) 3.00 (  .00) 2.000

8. Armscye circumference 4.33 (  .58) 4.00 (  .00) 4.00 (  .00) 2.000

9. Upper arm circumference 3.33 (1.16) 3.67 (  .58) 3.67 (  .58)   .000

10. Elbow circumference 3.33 (  .58) 4.00 (  .00) 3.00 (  .00)   .368

11. Cuffs circumference 2.00 (  .00) 1.67 (  .58) 1.00 (  .00) 4.667

12. Overall body ease 2.67 (  .58) 2.67 (  .58) 3.67 (  .58) 3.000

13. Collar size 3.00 (  .00) 2.67 (  .58) 3.33 (  .58) 2.000

14. Neckline position 3.33 (  .58) 3.00 (  .00) 3.33 (  .58) 2.000

15. Cuffs size 2.67 (  .58) 3.00 (  .00) 3.00 (  .00) 2.000

16. Shape of hem line 3.33 (  .00) 3.00 (  .00) 2.33 (1.16) 2.000

17. Front princess line position 3.67 (  .58) 3.00 (  .00) 3.00 (  .00) 4.000

18. Back princess line position 3.33 (  .58) 3.00 (  .00) 3.00 (  .00) 2.000

19. Waistline position 2.67 (  .58) 3.00 (1.00) 2.67 (  .58)   .286

20. Sleeve length 3.00 (  .00) 2.00 (  .00) 2.00 (  .00) 6.000

21. Total length 3.00 (  .00) 2.33 (  .58) 1.67 (  .58) 5.000

        : Less than 2.5 point 

        : More than 3.5 point

1: Short (small, low, tight, narrow, moved towards center/back, straight)

2: Slightly short (small, low, tight, narrow, moved towards center/back, straight)

3: Optimal 

4: Slightly long (big, high, loose, wide, moved towards side/front, curved)

5: Long (big, high, loose, wide, moved towards side/front, curved)

Table 8. Participant evaluation of appearance: comprehensive size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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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었다. 

외관평가 결과, 특히 겨드랑이둘레 부분에서 3종

의 교육용 패턴 모두 4.00점을 받아 겨드랑부위의 여

유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위팔둘레, 커프스둘레, 소매길이, 블라

우스 전체길이 등의 항목에서는 비만 여성을 위한 패

턴 설계 시 특히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여 설계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패턴 A와 B의 경우 몸판 전체 여유분에서는 2.67점

을 받아 다소 여유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

부 항목에서는 3.00점 이상으로 나타난 항목도 있기 

때문에 패턴 설계 시 부위별로 분석하고 여유분을 증

감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턴 C의 경우는 전체

적인 여유분이 3.67점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여유분이 

많거나 길이가 긴 경향으로 해석되었다.

2) 전문가 집단 1차 착의적합성 평가

전문가 집단의 블라우스에 대한 치수만족도와 치

수적합도의 결과는 <Table 9>‒<Table 10>과 같다. 

블라우스에 대한 치수만족도의 결과는 <Table 9>

와 같으며, 평균이 3.00점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가슴둘레선의 경우는 3개 패턴 모두 

2.03~2.27점으로 비교적 만족도가 낮았으며, 그중 패

턴 B가 2.27점으로 가장 높았다. 허리둘레선의 경우

는 패턴 C의 만족도가 2.50점으로 3종 교육용 패턴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유분의 경우는 앞 ·뒤겨드랑이둘레, 앞 ·옆가

슴둘레, 앞허리둘레, 배둘레, 옆엉덩이둘레, 뒤밑단

둘레, 앞과 뒤품의 항목에서 3종의 패턴 중 패턴 C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겨드랑이

둘레는 패턴 C가 가장 만족스럽게 나타났지만 2.10점

으로 비교적 만족도가 낮았다. 옆허리둘레, 앞엉덩

이둘레, 앞밑단둘레의 항목에서 패턴 A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패턴 B는 뒤허리둘레와 뒤엉덩

이둘레의 항목만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앞목너비는 패턴 C의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뒤목

너비에서는 패턴 B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어깨 항목에서는 앞어깨길이에 대한 패턴 B

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뒤어깨길이는 패턴 A에

서 2.57점으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어깨선 위치는 패턴 C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패턴으로 나타났다. 

진동의 경우 패턴 A, B, C 모두 2.50점 이하로 평가

되어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패턴 A의 앞군주

름(2.33)과 뒤군주름(2.03)의 만족도가 모두 낮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앞군주름의 만족도는 패턴 B(2.43)

와 C(2.43)가 높게 나타났고 뒤군주름의 만족도는 패

턴 B가 2.17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블라우스 

전체길이는 패턴 A의 앞면과 옆면의 길이에서 만족

도가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뒤길이에서

는 패턴 B가 가장 높다는 평가가 나타났다. 

앞프린세스 라인의 위치는 패턴 C가 가장 높은 만

족도를 받았고, 뒤프린세스 라인의 위치에서는 패턴 

A와 패턴 B가 높은 만족도를 받았다. 

소매에 관한 항목에서는 소매산 높이, 위팔둘레 

여유분, 팔꿈치둘레 여유분과 소매의 전체적인 여유

분에서 패턴 C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 받

았다. 패턴 A는 소매길이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

며, 손목둘레(2.47) 여유분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칼라 항목에서는 패턴 B가 비교적으로 만

족스럽다고 평가되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유분과 소매 항목에서는 

패턴 C가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다음으로 패

턴 B와 패턴 A가 유사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패턴 C 역시, 전반적으로 보면 

가슴둘레 기준선, 뒤겨드랑이둘레, 진동부위, 손목둘

레 여유분, 칼라크기의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나 기존 

교육용 패턴으로 비만 여성을 위한 패턴 제도 시 문

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치수적합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외관평가 결과

는 <Table 10>과 같다. 연한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은 

각 문항 중에서 평균값이 2.50점 이하로 여유분이 부

족하다고 응답한 항목이고, 짙은 음영은 3.50점 이

상으로 여유분이 넉넉하다고 응답한 항목이다. 기

준선 수평 정도 결과, 패턴 A, B, C 모두 가슴둘레와 

허리둘레 기준선이 모두 뒤쪽으로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유분 분석 결과, 패턴 A는 앞겨드랑이둘레(3.67)

와 뒤겨드랑이둘레(3.87), 뒤품 (3.57)의 여유분이 약

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패턴 B에서는 앞겨드랑

이둘레(3.50), 뒤겨드랑이둘레(3.77)의 여유분이 약

간 많다고 나타났으며, 패턴 C에서는 뒤겨드랑이둘

레(3.70)와 뒤품(3.51)의 여유분이 비교적 많은 것으

로 평가되었다. 패턴 B의 앞허리둘레(2.50) 여유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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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s
Mean (S.D.) Friedman

χ2

Pattern A Pattern B Pattern C

Bust circumference line 2.03 ( .62) 2.27 ( .45) 2.23 ( .43)   7.226*

Waist circumference line 2.23 ( .63) 2.47 ( .57) 2.50 ( .51)   .677

Armscye circumference
Front 2.27 ( .45) 2.50 ( .57) 2.60 ( .50) 8.931

Back 1.93 ( .45) 2.03 ( .49) 2.10 ( .61) 2.036

Bust circumference
Front 2.63 ( .56) 2.43 ( .57) 2.70 ( .53)   6.582*

Side 2.70 ( .47) 2.50 ( .51) 2.80 ( .41)  10.500**

Waist circumference

(Natural indentation)

Front 2.63 ( .56) 2.43 ( .57) 2.80 ( .41) 7.729

Side 2.70 ( .47) 2.43 ( .68) 2.67 ( .48) 4.308

Back 2.50 ( .57) 2.60 ( .50) 2.50 ( .57)  .500

Waist circumference (Indentation) 2.33 ( .84) 2.37 ( .77) 2.90 ( .31)   14.778**

Hip circumference

Front 2.90 ( .31) 2.63 ( .50) 2.60 ( .56) 5.818

Side 2.50 ( .51) 2.47 ( .63) 2.77 ( .50) 5.729

Back 2.70 ( .47) 2.83 ( .38) 2.77 ( .43) 2.182

Bottom hem

circumference

Front 2.80 ( .41) 2.57 ( .50) 2.60 ( .62) 3.700

Back 2.63 ( .49) 2.77 ( .43) 2.93 ( .37) 5.692

Interscye, Front 2.57 ( .50) 2.47 ( .63) 2.67 ( .55) 2.980

Interscye, Back 2.63 ( .49) 2.77 ( .43) 2.87 ( .35) 2.310

Front neck breadth 2.67 ( .48) 2.53 ( .63) 2.87 ( .35)  8.000*

Back neck breadth 2.50 ( .51) 2.70 ( .47) 2.57 ( .50) 2.800

Front shoulder length 2.67 ( .48) 2.77 ( .50) 2.70 ( .54)   .737

Back shoulder length 2.57 ( .50) 2.53 ( .51) 2.48 ( .57)   .353

Shoulder seam position 2.43 ( .57) 2.57 ( .50) 2.63 ( .56) 2.985

Wrinkles at front armhole 2.33 ( .61) 2.43 ( .50) 2.43 ( .63)   .543

Wrinkles at back armhole 2.03 ( .56) 2.17 ( .46) 1.90 ( .61) 3.964

Front total length 2.60 ( .50) 2.53 ( .57) 2.43 ( .63) 1.240

Side total length 2.63 ( .50) 2.47 ( .51) 2.60 ( .50) 3.500

Back total length 2.53 ( .51) 2.70 ( .54) 2.50 ( .51) 3.862

Front princess line 2.23 ( .43) 2.67 ( .48) 2.80 ( .41)     20.609***

Back princess line 2.83 ( .38) 2.83 ( .38) 2.67 ( .48) 3.333

Sleeve length 2.73 ( .45) 2.67 ( .48) 2.63 ( .49)   .824

Sleeve cap height 2.37 ( .56) 2.53 ( .51) 2.70 ( .47) 5.851

Upper arm circumference 2.40 ( .62) 2.31 ( .54) 2.57 ( .63) 3.970

Elbow circumference 2.41 ( .57) 2.53 ( .57) 2.73 ( .52) 4.727

Wrist circumference 2.47 ( .72) 2.37 ( .56) 2.27 ( .79) 1.932

Overall sleeve ease 2.57 ( .59) 2.57 ( .50) 2.60 ( .56)   .100

Collar size 2.37 ( .62) 2.47 ( .51) 2.40 ( .62)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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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timal satisfaction values (Closest to 3 points)

Table 9. Expert evaluation of appearance: satisfaction measurement 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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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s
Mean (S.D.) Friedman

χ2

Pattern A Pattern B Pattern C

Bust circumference line 2.43 (1.01) 2.33 ( .54) 2.30 ( .54)   .333

Waist circumference line 2.37 ( .77) 2.60 ( .67) 2.50 ( .51) 3.701

Armscye circumference
Front 3.67 ( . 55) 3.50 ( .57) 3.40 ( .50) 5.621

Back 3.87 ( .78) 3.77 ( .77) 3.70 ( .84)   .889

Bust circumference

Front 2.97 ( .55) 2.70 ( .65) 2.80 ( .41) 2.862

Side 3.00 ( .59) 2.79 ( .69) 2.75 ( .44) 4.550

Back 2.77 ( .63) 2.77 ( .78) 3.13 ( .43)   7.967*

Waist circumference (Natural indentation)
Front 2.90 ( .55) 2.50 ( .73) 3.07 ( .58)     18.145***

Back 3.23 ( .73) 3.13 ( .63) 3.10 ( .76)   .179

Waist circumference (Indentation) 2.40 ( .89) 2.63 ( .93) 3.10 ( .31)  11.474**

Hip circumference

Front 2.97 ( .32) 2.83 ( .59) 3.33 ( .61)   12.746**

Side 2.70 ( .65) 2.60 ( .72) 2.97 ( .57)    7.433*

Back 2.70 ( .47) 2.83 ( .38) 3.03 ( .49)    11.706**

Shirts bottom circumference
Front 3.00 ( .46) 3.03 ( .67) 3.40 ( .62)    7.871*

Back 2.63 ( .49) 2.77 ( .43) 2.93 ( .37)      9.385**

Interscye, Front 3.17 ( .65) 2.93 ( .83) 3.20 ( .61) 3.404

Interscye, Back 3.57 ( .63) 3.43 ( .77) 3.51 ( .68)   .567

Front neck breadth 2.93 ( .58) 2.53 ( .63) 3.00 ( .37)   14.475**

Back neck breadth 3.23 ( .70) 3.17 ( .53) 3.43 ( .50) 5.200

Front shoulder length 3.13 ( .57) 3.03 ( .30) 3.23 ( .57)   1.793*

Back shoulder length 3.23 ( .63) 3.33 ( .61) 3.52 ( .57) 5.765

Shoulder seam position 2.83 ( .79) 2.90 ( .66) 3.25 ( .63)   6.107*

Wrinkles at front armhole 3.53 ( .73) 3.37 ( .70) 3.23 ( .73)   .718

Wrinkles at back armhole 3.83 ( .74) 3.63 ( .72) 4.03 ( .72) 8.127

Front total length 2.60 ( .50) 2.60 ( .62) 2.43 ( .63) 1.960

Side total length 2.63 ( .50) 2.53 ( .57) 2.73 ( .62) 4.500

Back total length 2.53 ( .51) 2.70 ( .54) 2.46 ( .59) 2.542

Front princess line 3.63 ( .62) 2.73 ( .52) 3.20 ( .41)     26.425***

Back princess line 3.03 ( .41) 2.97 ( .41) 3.33 ( .48)    11.375**

Arm length 2.80 ( .48) 2.80 ( .55) 3.10 ( .61) 5.207

Sleeve cap height 2.70 ( .79) 3.13 ( .68) 3.23 ( .51)    11.200**

Upper arm circumference 3.47 ( .73) 3.55 ( .69) 3.37 ( .71) 1.486

Elbow circumference 3.52 ( .63) 3.40 ( .62) 3.27 ( .52) 2.853

Wrist circumference 2.60 ( .72) 2.50 ( .68) 2.33 ( .84) 2.984

Sleeve of looseness 3.23 ( .70) 3.17 ( .65) 3.07 ( .69) 1.258

Collar size 3.30 ( .84) 3.40 ( .62) 3.53 ( .68) 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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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ss than 2.5 point 

        : More than 3.5 point

1: Short (small, low, tight, narrow, moved towards center/back, straight)

2: Slightly short (small, low, tight, narrow, moved towards center/back, straight)

3: Optimal

4: Slightly long (big, high, loose, wide, moved towards side/front, curved)

5: Long (big, high, loose, wide, moved towards side/front, curved)

Table 10. Expert evaluation of appearance: comprehensive size 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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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작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패턴 A에서는 배둘

레(2.40)의 여유분이 약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앞목너비와 뒤목너비는 대체적으로 적당한 것으

로 나타났다. 뒤어깨길이(3.52)는 패턴 C가 길다고 

평가되었다. 진동 항목 경우는 패턴 A에서는 앞 ·뒤

군주름 모두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패턴 B와 C

에서는 뒤군주름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블라우스 전체길이는 패턴 C가 앞길이(2.43), 뒤

길이(2.46)의 길이가 비교적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

났고, 전반적으로 패턴 A, B, C 모두 앞 ·옆 ·뒤의 블

라우스 전체길이에 대하 평균값이 2.00점대로 나타

나 짧다고 느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앞프린세스 

라인의 위치(3.63)는 패턴 A에서 다소 앞중심 쪽으로 

치우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소매의 경우는 패턴 B에서는 위팔둘레(3.55)와 패

턴 A에서는 팔꿈치둘레(3.52)의 여유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패턴 B(2.50)와 패턴 C(2.33)에

서 손목둘레 여유분이 적다고 평가되었다. 칼라의 크

기는 패턴 C(3.53)가 크다고 평가되었으며, 3종 패턴 

모두 평가 결과 3.00점 이상으로 나타나 칼라의 크기

가 약간 크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패턴 종합평가 및 기존 교육용 패턴 선정

연구대상자와 전문가 집단의 착의평가 결과를 통

하여 3종의 블라우스 패턴 중 패턴 C의 맞음새가 가

장 우수하고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패턴 C를 기준으로 착의평가 결과를 반영하

여 패턴을 수정하여 2차 연구 패턴을 설계하였다. 패

턴 C의 원형 패턴 제도법은 <Fig. 1>과 같다.

치수만족도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연구

대상자 집단의 평가에서는 패턴 C에 대한 가슴둘레 

여유분, 겨드랑이둘레 여유분, 위팔둘레 여유분, 커

프스둘레 여유분, 소매길이, 블라우스 전체길이가 가

장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 집단은 허리

와 가슴둘레 기준선, 겨드랑이둘레 여유분, 허리둘레 

여유분, 엉덩이둘레 여유분, 어깨길이, 블라우스 전

체길이, 손목둘레 여유분, 칼라의 크기에 대해 가장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수적합도 결과를 종합

적으로 살펴보면 가슴둘레 여유분, 겨드랑이둘레 여

유분, 손목둘레 여유분이 약간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

Fig. 1. Pattern drafting method: Patter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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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허리둘레 여유분과 엉덩이둘레 여유분이 약간 넉

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블라우스 전체길이가 

짧고 칼라크기가 큰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1차 연구대상자 집단과 전문가 집단의 평가 결과

를 종합 분석하여 맞음새와 전체적인 외관이 가장 우

수했던 패턴 C를 기준으로 착용 시 문제점을 반영하

여 2차 연구 패턴을 설계하였다. 패턴 C의 수정 내용

은 <Table 11>, <Fig. 2>와 같다.

몸판 패턴에서 연구대상자 집단과 전문가 집단 모

두 겨드랑부위의 여유분이 크다고 평가하였으므로, 

앞 ·뒤진동깊이를 줄여 군주름이 최소화되도록 수

정하였다. 뒤판 어깨길이를 줄이도록 수정이 요구되

어 뒤어깨길이를 줄였으며, 시각적으로 어깨가 작게 

보이도록 앞어깨길이도 줄여 수정하였다. 앞 ·뒤품

의 군주름이 많다는 평가 결과로 인해 앞 ·뒤품의 수

정이 요구되었으며, 앞 ·뒤품의 분량을 줄여 수정하

였다. 블라우스의 전체적인 길이가 짧다는 평가를 받

아 길이를 길게 수정하였다. 뒤판은 전체적인 여유분

이 많아 군주름이 생겨 뒤중심허리선의 분량을 줄여 

여유분을 적당하게 수정하였다. 앞판의 가슴둘레부

위에 여유분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가슴둘레를 

늘려 활동성이 좋도록 수정하였다. 또한, 엉덩이둘레

의 여유분이 많다는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엉덩이

둘레 여유분을 줄여 수정하였고, 밑단라인의 형태는 

자연스럽게 직선에 가깝도록 수정하였다. 소매 패턴

의 경우 전체적으로 길이가 짧다는 평가를 받아 소매

길이를 늘리고, 팔꿈치둘레의 여유분을 줄였다. 손목

둘레의 여유분은 늘려서 팔의 활동성을 높이고 착용

감을 편안하게 하였다. 칼라 패턴은 크기가 크다고 

평가되었으므로 크기를 줄여 수정하였다.

4) 연구대상자 집단 2차 착의적합성 평가

2차 연구 패턴으로 제작한 2차 연구 패턴 실험복

에 대한 착의평가를 실시하였다. 통계적 비교는 교

육용 패턴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패턴 C의 착

의적합성 평가와 비교 분석하였다. 2차 연구 패턴 실

험복을 착용 사진은 <Table 12>와 같다. 평가는 1차 

착의적합성 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연

구대상자 집단과 전문가 집단의 통계적 유의차를 확

인하기 위해서 1차 교육용 패턴 C와 2차 연구 패턴에 

대하여 Wilcoxon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 집단의 블라우스에 대한 치수만족도

 Classification Modification detail

Body

A. Front bust circumference (B/4+1.5cm) → (B/4+2.5cm)

B. Hip circumference (H/4+1.5cm) → (H/4+1cm)

C. Back scye depth (B/4) → (B/4‒2cm)

D. Front scye depth (B/4) → (B/4‒2cm)

E. Back shoulder length (Shoulder length) → (Shoulder length‒1cm)

F. Front shoulder length (Shoulder length) → (Shoulder length‒1cm)

G. Back interscye, Length (Back interscye, Length/2) → (Back interscye, Length/2‒1cm)

H. Interscye, Front (Interscye, Front/2) → (Interscye, Front/2‒1cm)

I. CB waist (0cm → 1cm)

J. Back total length (58cm → 61cm)

K. Front total length (58cm → 61+2.5cm dart)

L. Shape of hem line (Curved → Straightened)

Sleeve & Collar

M. Upper arm circumference (1cm → 1.5cm)

N. Wrist circumference (18cm → 22cm)

O. Sleeve length (50.5cm → 55cm)

P. Collar height (Front: 8cm → 7cm, Back: 7cm → 6cm)

Table 11. Modifications of pattern C



20~30대 비만 여성을 위한 블라우스 패턴 개발

– 477 –

와 치수적합도의 결과는 <Table 13>‒<Table 14>와 같

다. <Table 13>의 치수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2종의 

블라우스 중 각 항목별로 맞음새 만족도가 높은 항목

을 연한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2차 연구 패턴이 1차 

교육용 패턴에 비해 치수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아

졌으며, 2차 연구 패턴이 어깨길이, 가슴둘레, 허리둘

레, 배둘레, 네크라인 위치의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에서 3점을 얻었다. 또한 1차 교육용 패턴에서 

만족도가 낮아 수정된 항목인 겨드랑이둘레, 위팔둘

레, 커프스둘레, 소매길이, 블라우스 전체길이의 항

목에서 2차 연구 패턴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

러나 어깨길이의 경우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고, 가

슴둘레의 경우는 2차 연구 패턴에서 수정되었지만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둘레, 배둘레, 

네크라인 위치의 경우도 1차 교육용 패턴과 같은 점

수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낮아진 원인을 치수적합도 

결과를 참고하여 분석하여 최종 패턴에서 수정이 필

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4>의 치수적합도의 결과, 1차 교육용 패

턴의 커프스둘레(1.00)는 여유분이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하였으나, 수정된 2차 연구 패턴(3.00)은 맞음새

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겨드랑이둘레(4.00)와 

몸판 전체 여유분(3.67)은 1차 교육용 패턴에서 여유

분이 많아 진동부위에 군주름이 많이 생긴다고 평가

되었으나, 2차 연구 패턴에서는 개선되었다. 디자인 

항목에서는 밑단라인의 형태, 소매길이와 블라우스 

전체길이가 약간 직선이(2.33)거나 짧다고(1.67) 평

가되었으나, 2차 연구 패턴에서 개선되었다. 어깨길

Participant 1 Participant 2 Participant 3

<Front> <Back> <Front> <Back> <Front> <Back>

Table 12. Participant second study blouse

Fig. 2. Comparison of pattern C and experimental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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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경우는 2.33점으로 1차 교육용 패턴보다 2차 연

구 패턴이 더 작다고 평가되었다. 가슴둘레의 여유

분은 1차 교육용 패턴에서 여유분이 적다고 평가되

어 2차 연구 패턴 수정 시 앞가슴둘레의 여유분을 늘

려 수정하였으나, 뒤품의 군주름을 최소화하기 위해 

뒤중심허리선의 분량을 줄인 것으로 인해 뒤판의 전

체 여유분이 약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종 패턴에서 뒤가슴둘레, 뒤품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전문가 집단 2차 착의적합성 평가

2차 전문가 집단의 블라우스에 대한 치수만족도

와 치수적합도의 결과는 다음 <Table 15>‒<Table 16>

과 같다.

치수만족도 분석 결과, 연구 패턴의 뒤겨드랑이둘

레, 뒤허리둘레, 뒤군주름, 뒤블라우스길이, 소매길

이, 팔꿈치둘레 여유분, 손목둘레 여유분, 칼라크기

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만족도가 높아진 문

항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차 연구 패턴이 1차 

교육용 패턴 C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항목의 수가 더 

많게 나타났다. 따라서 2차 연구 패턴으로 제작한 블

라우스의 맞음새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우수해진 것

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앞목너비의 경우는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지만 1차 교육용 패턴의 평균값이 더 높

아 만족도가 낮아져 패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2차 연구 패턴 중 가슴둘레와 뒤품의 평

균값이 2.50점 이하로 나타나 1차 교육용 패턴에 비

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최종 패턴에서 수정

Measurements
Mean (S.D.) Wilcoxon

zPattern C 2nd Pattern

1. Shoulder length 2.67 ( .58) 2.33 ( .58) ‒1.000

2. Neck circumference 3.00 ( .00) 3.00 ( .00)     .000

3. Bust circumference 2.33 ( .58) 2.67 ( .58)   ‒.577

4. Waist circumference (Natural indentation) 2.67 ( .58) 2.67 ( .58)    .000

5. Waist circumference (Indentation) 2.67 ( .58) 2.67 ( .58)    .000

6. Hip circumference 2.67 ( .58) 3.00 ( .00) ‒1.000

7. Bottom hem circumference 3.00 ( .00) 3.00 ( .00)     .000

8. Armscye circumference 2.00 ( .00) 3.00 ( .00) ‒1.732

9. Upper arm circumference 2.00 ( .00) 3.00 ( .00) ‒1.732

10. Elbow circumference 2.67 ( .58) 3.00 ( .00) ‒1.000

11. Cuffs circumference 1.00 ( .00) 3.00 ( .00) ‒1.732

12. Overall body ease 2.33 ( .58) 3.00 ( .00) ‒1.414

13. Collar size 2.67 ( .58) 3.00 ( .00) ‒1.000

14. Neckline position 2.67 ( .58) 2.67 ( .58)     .000

15. Cuffs size 3.00 ( .00) 3.00 ( .00)     .000

16. Shape of hem line 2.33 ( .58) 3.00 ( .00) ‒1.000

17. Front princess line position 3.00 ( .00) 3.00 ( .00)     .000

18. Back princess line position 3.00 ( .00) 3.00 ( .00)     .000

19. Waistline position 2.67 ( .58) 3.00 ( .00) ‒1.000

20. Sleeve length 2.00 ( .00) 3.00 ( .00) ‒1.732

21. Total length 1.67 ( .58) 3.00 ( .00) ‒1.633

        : Optimal satisfaction values (Closest to 3 points)

        : Less than 2.5 point (Second version)

Table 13. Participant evaluation of appearance: measurement satisfaction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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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6>의 치수적합도 분석 결과, 수정 항목인 

가슴둘레와 허리둘레 기준선, 앞겨드랑이둘레, 가슴

둘레, 뒤허리둘레, 앞엉덩이둘레, 앞어깨길이, 앞 ·

뒤군주름, 블라우스 전체길이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으며, 직접적으로 수정하지 않은 항목인 

배둘레, 어깨선 위치, 소매산 높이에서도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1차 교육용 패턴에서 수정된 가슴둘레

와 허리둘레의 기준선 만족도가 연구 패턴에서 유의

한 차이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교육용 패턴

에서 뒤겨드랑이둘레의 여유분(3.70), 뒤품의 여유분

(3.51)과 뒤진동부위의 군주름(4.03)이 넉넉하다고 

평가되었으며, 이를 보완하여 수정한 결과 2차 연구 

패턴에서 맞음새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뒤어깨

길이의 경우는 1차 교육용 패턴에서는 3.52점으로 약

간 길다고 응답하여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2차 연구 

패턴의 평가 결과 2.87점으로 나타나 개선되었지만 

다소 짧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최종 수정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차 교육용 패턴에서는 블

라우스 전체길이가 짧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2차 

연구 패턴에서는 앞 ·뒤 ·옆의 블라우스 전체길이가 

모두 3.00점에 가깝게 평가되어 개선된 것으로 나타

Measurements
Mean (S.D.) Wilcoxon

zPattern C 2nd Pattern

1. Shoulder length 2.67 ( .58) 2.33 ( .58) ‒1.577

2. Neck circumference 2.67 ( .58) 3.00 ( .00)  1.000

3. Bust circumference 2.33 (1.16) 2.67 ( .58)  1.000

4. Waist circumference (Natural indentation) 3.33 (0.58) 3.00 ( .00) ‒1.000

5. Waist circumference (Indentation) 3.33 (0.58) 3.00 ( .00) ‒1.000

6. Hip circumference 3.33 (1.16) 3.00 ( .00) ‒1.000

7. Bottom hem circumference 3.00 ( .00) 3.00 ( .00)    .000

8. Armscye circumference 4.00 ( .00) 3.00 ( .00) ‒1.732

9. Upper arm circumference 3.67 ( .58) 3.00 ( .00) ‒1.414

10. Elbow circumference 3.00 ( .00) 3.00 ( .00)    .000

11. Cuffs circumference 1.00 ( .00) 3.00 ( .00) ‒1.732

12. Overall body ease 3.67 ( .58) 3.00 ( .00) ‒1.414

13. Collar size 3.33 ( .58) 3.00 ( .00) ‒1.000

14. Neckline position 3.33 ( .58) 2.67 ( .58) ‒1.414

15. Cuffs size 3.00 ( .00) 3.00 ( .00)    .000

16. Shape of hem line 2.33 (1.16) 3.00 ( .00) ‒1.000

17. Front princess line position 3.00 ( .00) 3.00 ( .00)    .000

18. Back princess line position 3.00 ( .00) 3.00 ( .00)    .000

19. Waistline position 2.67 ( .58) 3.00 ( .00) ‒1.000

20. Sleeve length 2.00 ( .00) 3.00 ( .00) ‒1.732

21. Overall blouse length 1.67 ( .58) 3.00 ( .00) ‒1.633

        : Less than 2.5 point

        : More than 3.5 point

1: Short (small, low, tight, narrow, moved towards center/back, straight)

2: Slightly short (small, low, tight, narrow, moved towards center/back, straight)

3: Optimal

4: Slightly long (big, high, loose, wide, moved towards side/front, curved)

5: Long (big, high, loose, wide, moved towards side/front, curved)

Table 14. Participant evaluation of appearance: comprehensive size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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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s
Mean (S.D.) Wilcoxon

zPattern C 2nd Pattern

Bust circumference line 2.23 ( .43) 2.40 ( .50) ‒1.291

Waist circumference line 2.50 ( .51) 2.53 ( .51) ‒1.698

Armscye circumference
Front 2.60 ( .50) 2.77 ( .43) ‒1.291

Back 2.10 ( .61) 2.60 ( .50)     ‒2.982**

Bust circumference
Front 2.70 ( .53) 2.63 ( .49)   ‒.632

Back 2.80 ( .41) 2.70 ( .47)   ‒.832

Waist circumference

Front 2.80 ( .41) 2.80 ( .41)     .000

Side 2.67 ( .48) 2.80 ( .41) ‒1.000

Back 2.50 ( .57) 2.80 ( .41)   ‒2.065*

Waist circumference (Indentation) 2.90 ( .31) 2.87 ( .35)    ‒.378

Hip circumference

Front 2.60 ( .56) 2.80 ( .41) ‒1.897

Side 2.77 ( .50) 2.80 ( .41)    ‒.277

Back 2.77 ( .43) 2.83 ( .38)    ‒.632

Shirts bottom circumference
Front 2.60 ( .62) 2.83 ( .38) ‒1.615

Back 2.93 ( .37) 2.80 ( .41)   ‒.816

Interscye, Front 2.67 ( .55) 2.67 ( .48)     .000

Interscye, Back 2.87 ( .35) 2.67 ( .48) ‒1.335

Front neck breadth 2.87 ( .35) 2.60 ( .50)   ‒2.309*

Back neck breadth 2.57 ( .50) 2.77 ( .50) ‒1.500

Front shoulder length 2.70 ( .54) 2.77 ( .50)   1.500

Back shoulder length 2.48 ( .57) 2.73 ( .45) ‒1.528

Shoulder seam position 2.63 ( .56) 2.87 ( .35) ‒1.941

Wrinkles at front armhole 2.43 ( .63) 2.63 ( .50) ‒1.292

Wrinkles at back armhole 1.90 ( .61) 2.40 ( .50)     ‒2.696**

Front total length 2.43 ( .63) 2.70 ( .60) ‒1.886

Side total length 2.60 ( .50) 2.57 ( .57)   ‒.243

Back total length 2.50 ( .51) 2.77 ( .43)   ‒2.138*

Front princess line 2.80 ( .41) 2.90 ( .31) ‒1.134

Back princess line 2.67 ( .48) 2.80 ( .41) ‒1.414

Sleeve length 2.63 ( .49) 2.80 ( .48)     ‒1.667**

Sleeve cap height 2.70 ( .47) 2.80 ( .41) ‒1.000

Upper arm circumference 2.57 ( .63) 2.53 ( .57)   ‒.185

Elbow circumference 2.73 ( .52) 2.83 ( .38)     ‒.832*

Wrist circumference 2.27 ( .79) 2.77 ( .43)     ‒2.950**

Overall sleeve ease 2.60 ( .56) 2.73 ( .45) ‒1.069

Collar size 2.40 ( .62) 2.87 ( .35)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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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timal satisfaction values (Closest to 3 points)

         : Less than 2.5 point

         : Items with significant difference

Table 15. Expert evaluation of appearance: measurement satisfaction 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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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s
Mean (S.D.) Wilcoxon

zPattern C 2nd Pattern

Bust circumference 2.30 ( .54) 2.67 ( .71)     ‒2.979**

Waist circumference line 2.50 ( .51) 2.53 ( .51)     ‒3.464**

Armscye circumference
Front 3.40 ( .50) 3.03 ( .49)     ‒3.116**

Back 3.70 ( .84) 3.13 ( .63) ‒1.108

Bust circumference
Front 2.80 ( .41) 2.63 ( .49)   ‒2.295*

Back 2.75 ( .44) 2.70 ( .47)   ‒2.357*

Waist circumference (Natural indentation)

Front 3.13 ( .43) 2.93 ( .45)   ‒.632

Side 3.07 ( .58) 2.93 ( .45) ‒1.604

Back 3.10 ( .76) 2.93 ( .45) ‒1.890

Waist circumference (Indentation) 3.10 ( .31) 2.93 ( .37)     ‒3.207**

Hip circumference

Front 3.33 ( .61) 2.93 ( .45)     ‒2.696**

Side 2.97 ( .57) 2.93 ( .45)   ‒.775

Back 3.03 ( .49) 2.83 ( .45)     .000

Shirts bottom circumference
Front 3.40 ( .62) 2.97 ( .41)   ‒.707

Back 2.93 ( .37) 2.87 ( .43) ‒1.508

Interscye, Front 3.20 ( .61) 2.87 ( .57)   ‒.832

Interscye, Back 3.51 ( .68) 3.00 ( .59) ‒1.387

Front neck breadth 3.00 ( .37) 2.60 ( .50)    ‒.221

Back neck breadth 3.43 ( .50) 2.77 ( .50)    ‒.832

Front shoulder length 3.23 ( .57) 2.76 ( .44)     ‒3.010**

Back shoulder length 3.52 ( .57) 2.87 ( .51)   ‒.535

Shoulder seam position 3.25 ( .63) 3.07 ( .37)     ‒3.398**

Wrinkles at front armhole 3.23 ( .73) 3.23 ( .57)   ‒2.556*

Wrinkles at back armhole 4.03 ( .72) 3.13 ( .78)       ‒3.944***

Front total length 2.43 ( .63) 3.03 ( .67)       ‒3.508***

Side total length 2.73 ( .62) 2.83 ( .70)     ‒3.424**

Back total length 2.46 ( .59) 2.97 ( .49)     ‒2.598**

Front princess line 3.20 ( .41) 3.03 ( .32)   ‒.816

Back princess line 3.33 ( .48) 3.13 ( .43) ‒1.732

Sleeve length 3.10 ( .61) 3.20 ( .48) ‒1.184

Sleeve cap height 3.23 ( .51) 3.07 ( .45)   ‒2.295*

Upper arm circumference 3.37 ( .71) 3.33 ( .66) ‒1.951

Elbow circumference 3.27 ( .52) 3.17 ( .38)   ‒.428

Wrist circumference 2.33 ( .84) 3.03 ( .49)   ‒.832

Overall sleeve ease 3.07 ( .69) 3.13 ( .51) ‒1.000

Collar size 3.53 ( .68) 3.00 ( .37)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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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ss than 2.5 point 

         : More than 3.5 point

         : Items with significant difference

1: Short (small, low, tight, narrow, moved towards center/back, straight)

2: Slightly short (small, low, tight, narrow, moved towards center/back, straight)

3: Optimal

4: Slightly long (big, high, loose, wide, moved towards side/front, curved)

5: Long (big, high, loose, wide, moved towards side/front, curved)

Table 16. Expert evaluation of appearance: comprehensive size 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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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또한, 손목둘레(2.33)의 항목에서도 1차 교육용 

패턴에서 작다고 응답하였으나 2차 연구 패턴에서 

3.03점으로 평가되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칼라

크기(3.53)의 항목에서도 1차 교육용 패턴에서는 약

간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2차 연구 패턴에서 3.00점

으로 평가되어 크게 개선되었다. 따라서 2차 연구 패

턴이 1차 교육용 패턴에 비해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뒤군주름의 치수적합

도가 높아진 것은 비만 여성의 가슴둘레는 크지만 진

동깊이는 가슴둘레에 비례하여 커질 수 없기 때문에 

진동깊이를 줄여 2차 연구 패턴을 수정하였기 때문

에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2차 연구 패턴에서 가슴둘레에 대한 치수만족도

가 기존 교육용 패턴에 비해 오히려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2차 연구 패턴 수정 시 뒤중심허리선의 분량

을 줄여 뒤품의 군주름이 감소하고 뒤판 전체적인 외

관이 좋아졌으나 뒤품의 여유분량을 많이 줄여 여유

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최종 

패턴 설계 시에는 2차 연구 패턴에서 몇 가지 만족도

가 낮은 문항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4. 블라우스 최종 연구 패턴 제안 

최종 패턴 제도법은 <Fig. 3>, <Table 17>과 같다. 

어깨길이가 연구대상자 집단과 전문가 집단의 평가 

결과, 약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깨길이는 2차 연

구 패턴을 기준으로 0.5cm를 늘려 (어깨길이‒1cm → 

어깨길이‒0.5cm)로 수정하였다. 패턴 C를 기준으로 

한 2차 연구 패턴 제작 시 앞가슴둘레를 (B/4+1.5cm 

→ B/4+2.5cm)로 수정해서 앞가슴둘레의 여유분이 

총 2cm를 늘렸지만 뒤중심허리선 분량에서는 (0 → 

1cm)로 수정해서 뒤의 여유분이 줄었기 때문에 뒤판

의 여유분이 부족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최종 연구 패턴에서는 뒤가슴둘레를 (B/4+1.5cm 

→ B/4+2.5cm)로 1cm 늘려 수정하였다. 또한, 뒤어깨길

이는 연구 패턴에서(어깨길이 → 어깨길이‒1cm) 1cm

를 줄였으며, 뒤품은 (등너비 → 등너비‒1cm)로 수정

하여 1cm를 줄였기 때문에 뒤품의 군주름이 줄었지

만 뒤품이 시각적으로 작게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Fig. 3. Final experimental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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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종 연구 패턴에서는 뒤품을 (등너비‒1cm → 

등너비‒0.5cm)로 0.5cm를 늘렸으며, 앞품도 뒤품과 

동일하게 수정하였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비만 판정기준 BMI 지수에 따라 25kg/m2 

이상의 20~30대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블라우스 패

턴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연

구 블라우스 디자인을 선정하기 위해 비만 여성 소비

자의 착용 실태 및 디자인 선호도에 대하여 조사하였

으며, 이어 기존의 교육용 패턴으로 블라우스를 제

작하여 착의적합성 평가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함으로

써 비만 여성의 체형에 맞는 블라우스 패턴을 제안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만 여성의 평균 체형에 맞는 블라우스 패턴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육용 블라우스 기본 원형 3종의 

패턴을 선정하였고, 1차 교육용 패턴 실험복을 제작 

전에 3종 교육용 패턴에 대한 제도를 실시하였다.

3종의 기존 교육용 패턴으로 제작한 블라우스를 

3명의 연구대상자에게 착의실험을 하였다. 연구대

상자 집단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착의적합성 평

가를 실시하여 패턴별 맞음새가 가장 우수한 교육용 

패턴을 선별하였다. 그 결과 패턴 C가 만족도가 가장 

높은 패턴으로 선정되었다.

패턴 C를 기준으로 연구대상자와 전문가 집단의 

착의평가 결과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정리하

여 2차 연구 패턴을 설계하였다. 수정 항목으로는 몸

판에서는 앞가슴둘레, 앞 ·뒤엉덩이둘레, 뒤품에서

는 착의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여유분을 가감하여 수

정하였으며, 앞 ·뒤진동깊이, 블라우스 전체길이, 앞

·뒤어깨길이, 밑단라인의 형태를 수정하였다. 소매 

패턴에서는 위팔둘레와 손목둘레의 여유분을 수정, 

소매길이를 수정하였고, 칼라 패턴에서는 칼라의 크

기를 수정하였다.

2차 연구 패턴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용 패턴 C의 착의적합성 평가 결과와 통계적으

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패턴 C에 비해 2차 연

구 패턴 이 대부분의 수정된 항목에서 치수만족도와 

치수적합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어깨길이, 가

슴둘레와 뒤품의 여유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

로 나타나 해당 항목은 수정하여 최종 연구 패턴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25kg/m2 이상의 20~30대 비만 여성의 평

균 사이즈에 근접한 3인을 선발하여 연구를 진행하

였다. 따라서 개인별로 체형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켜 적용하기에는 더 많은 연구

대상자들을 통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한, 연구대상자로 선별된 3인 각각의 인체 치수를 반

영하여 패턴을 제도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기

성복에 적용하기 위해 비만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인체 치수를 반영한 최종 연구 패턴의 착의검증 및 

특정 기성복 사이즈를 착용하는 연구대상의 착의검

증 등 다양한 실험을 통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앞으로 비만 여성의 다양한 연령대와 연령

구간, 체형 유형별, 비만 단계에 따른 세분화, 블라우

스 외 다양한 선호 아이템 등의 주제로 비만 여성의 

신체 결점은 보완하고 맞음새 및 활동성이 우수한 패

턴 및 의류 제품 개발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비만 여성의 신체 결점은 

Division Final experimental pattern Division Final experimental pattern

Back total length 61 Front and back interscye length Interscye length/2‒0.5

Front total length 63.5 Bust circumference B/4+2.5

Waist back length 38 Bust Point (Length/width) 28/20

Hip length 19 Sleeve length 57

Scye depth B/4‒2 Elbow location 30

Biacromial breadth 20 F.A.H/B.A.H F.A.H‒0.5

Neck breadth B/12
Sleeve cap height

B.A.H‒0.5

Neck depth
Front: B/12 A.H/3‒2

Back: (B/12)/3 Wrist circumference 23

Table 17. Experimental pattern drafting method Unit: cm



한국의류학회지 Vol. 44 No. 3, 2020

– 484 –

보완하고, 활동이 편안한 최적의 패턴을 개발하기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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