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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Originating in South Korea, Taekwondo has been globally popular among 

individuals who desire to improve their health in a unique fashion. The 

Taekwondo uniform, one of the essential factors within the sport, needs to 

possess both functionality and size suitability to support dynamic movements 

within Taekwondo.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evelopment of patterns in 

Taekwondo uniforms by suggesting patterns that reflect physical suitability 

derived from appearance tests and movement functionality tests of the 

uniforms. More specifically, we selected a sample uniform and conducted a 

dressing test, which considered both the aesthetics and the functionality of the 

garment. Then, we considered size suitability, which allowed us to design 

practical Taekwondo uniform patterns that encompassed more variation in body 

sizes of both men and women. The result of the dressing test was that 

women's uniforms typically required more factors compared to men's uniforms 

due to women's relatively smaller physiques. Based on this result, we revised 

the pattern to also encompass the minor differences in uniforms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end, the Taekwondo uniforms for women required more 

modifications than those for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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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현대사회에서는 웰빙과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스포츠를 통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많은 스. 

포츠 종목 중에서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태권도에 대해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태권도를 배우는 태, 

권도 교육생 인원의 증가와 다양해지는 연령층을 통해서 알 

수 있다(Yeom, 2006). 

현재의 태권도는 년 우리나라의 국기로 지정된 이후   1971

전 세계의 많은 국가로 태권도 사범들을 파견하여 세계 각

국에서 자리를 잡아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태권

도 인구가 확산되고 있다 년에는 서울 (Jeong, 2005). 1986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지정되었고 년에는 시드니 2000

올림픽에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Kang, 2002). 

이와 같이 태권도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세계로 뻗어가고 

있으며 발전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태권도를 스포츠로

써 높이 평가하고 있다(Lee & Choi, 2016).

오늘날의 태권도는 세계적인 스포츠로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 오늘날 태권도는 글로벌하게 세계로 도약하고 있으며 . 

국내에선 생활 스포츠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또한 역사가 . 

깊은 태권도복은 단순한 의복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Oh & 

이와 같은 태권도의 발전과 생활 스포츠로의 Choi, 2017). 

활성화를 통해 태권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따라서 태

권도를 수련할 때 착용하는 태권도복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

고 있다 태권도복은 운동복으로써 실용성과 운동기능성을 . 

가져야 하며 큰 움직임이 많은 태권도 동작을 고려하였을 

때 체계적인 표준 치수를 바탕으로 제작한 패턴이 필요하다

태권도복은 착장자의 신체 위에 바로 (Kim & Kim, 2014). 

착장하기 때문에 착용감과 신체적합성이 중요하며 태권도 

인구 연령층의 다양화를 고려한 동작기능성이 있는 실용적

인 패턴 개발이 필요하다 태권도복은 태권도 수련 시 큰 . , 

움직임에 방해받지 않도록 태권도복의 치수적합성을 고려해

야 한다(Lee, 2016). 

이처럼 태권도복의 치수개발과 디자인에 관한 연구가 있  

었지만 동작기능성과 같이 착의 평가를 통해 적합한 패턴을 

개발하는 연구는 미비하였다 따라서 동작기능성과 치수적합. 

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패턴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태권도복의 외관 평가와 동작기능성 평가  

를 통해 신체적합성을 고려한 태권도복 패턴을 제안함으로

써 실용적인 태권도복의 패턴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남성과 여. 

성 피험자의 태권도복 착의 평가를 통해 체형과 신체 사이

즈에서 남 녀가 구분되는 태권도복 패턴을 연구하여 제안하.

였다 본 연구는 태권도복 피험자 착의 평가를 통하여 동작. 

기능성과 신체적합성이 반영된 태권도복 패턴을 개발함으로

써 태권도복의 가치를 높여 스포츠 의류산업의 발전에 기여

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론적�배경II.�

태권도복의�정의와�특성1.�

태권도복은 태권도를 수련할 때 착용하는 의복으로 저고리, 

바지 띠로 구성되어 있다 태권도복은 무예 정신의 순수성, . 

을 상징하는 흰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심신 수련의 편의와 

일체감 도모를 위해 모든 수련생들은 같은 도복을 입어야 

한다 태권도복은 태권도 수련 및 태권도 관련 활동을 할 . 

때에만 착용해야 한다 또한 태권도 띠는 태권도복 위에 매. 

는 복장의 일부분으로써 그 색상에 따라 태권도 수련의 목

표와 기술 정도를 나타내는 상징이라 할 수 있다 허리에 . 

묶는 형태인 띠는 태권도복의 저고리 상의 와 바지 하의 를 ( ) ( )

하나로 연결해주고 단전 주위를 감싸서 그 주위의 근육들을 

조이는 역할을 한다 태권도복의 상의는 하늘 을 상징하며 . ‘ ’

하의는 땅 을 상징하고 띠는 사람 을 상징한다 또한 양쪽 ‘ ’ ‘ ’ . 

품 중 좌측품을 양기 를 의미하며 우측품은 음기( ) ( )陽氣 陰記
를 의미한다(www.kukkiwon.or.kr)(Kukkiwon, n.d.).

태권도복을 착용한 후 띠로 단전 부위를 두르게 되는데   

이는 양과 음이 만나는 기 의 장소인 단전으로 기를 모( )氣
으기 위한 것이며 이때 매듭지어지는 매듭의 각은 사람을 , 

상징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의미를 통해 태권도(Kim, 2008). 

복은 동양의 음양사상에 입각한 전통적인 의복임을 알 수 

있다(Figure 1).

태권도복�관련�선행연구2.�

태권도복과 관련 있는 선행연구들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는 태권도복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함께 . Choi(2013)

한국의 전통적 의미가 함유된 디자인을 개발하였고, 

는 신형 태권도복의 전통성 제언과 디자인 수정Choi(2014)

을 제안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신형 도복에 투영할 수 있는 . 

의미를 전통적인 관점에서 제안하여 태권도복의 디자인을 

수정하였다 은 역사적으로 태권도복 형태와 소재. Kim(2008)

의 변천과정을 조사하고 태권도복의 의미를 고찰하는 연구

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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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aekwondo� Uniform
(www.kukkiwon.or.kr)

는 태권도복의 철학적 고찰에 대한   Lim and Ahn(2012)

연구를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철학과와 역사에 태권도복을 

연관시켜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는 현재 . Yi and Kim(2007)

판매되고 있는 태권도복의 치수와 호칭 실태를 조사한 후에 

남 녀 키 구간별 측정항목의 차이를 분석하여 태권도복의 표.

준 치수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Kim and 

는 국내외에서 판매하는 도복의 치수체계와 패턴 Kim(2014)

디자인분석 소재 인지도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태권도복 , 

설정을 위한 패턴 및 소재와 치수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는 태권도복 소재에 따른 평가와 생리Kim and Choi(2004) , 

반응의 차이 주관적 감각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태권도복, . 

에 관련하여 의미 고찰과 디자인 개발 사용 실태분석 소재, , 

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신체적합성을 반영한 패턴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태권도복은 체형 및 활동에 적합한 신체적합성을 배려해  

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 평가를 통해 (Han & Choi, 2018). 

신체적합성을 고려한 태권도복 패턴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 

본 연구는 착용자가 만족하는 치수적합성과 동작기능성을 

반영한 맞음새를 찾아 남성과 여성의 구별되는 체형을 고려

한 태권도복 패턴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및�절차III.�

본 연구는 태권도복의 착의 평가를 통해 동작기능성과 치수

적합성을 반영한 태권도복 패턴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

었다 패턴 개발을 위해 실험도복을 선정한 후 착의 평가를 . 

진행하였는데 착의 평가는 외관 평가와 동작기능성 평가로 , 

나누어 실시하였다.

업체조사�및�실험도복�선정1.�

태권도복의 패턴 개발을 위해 태권도복을 제작하고 생산하

고 있는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나이키 아디. , 

다스 프로스펙스 무토 미즈노 르까프 스포탑 등에서 태, , , , , 

권도복을 판매하고 있으며 개의 업체 모두 온라인 판매를 7

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개의 업체에서는 오프라인 판매를 . 5

병행하고 있었다 개의 업체 중에서 세계태권도연(Table 1). 7

맹이 지정한 공인 태권도복을 제작하고 있는 사의 태권도C

복 패턴을 원형패턴으로 선정하였다 시판되고 있는 태권도. 

복의 사이즈 표기 분류는 와 같다 시판되고 있는 Table 2 . 

태권도복의 사이즈는 신장별로 사이즈가 나뉘어져 있다. 20

대 남성과 여성 피험자의 평균 신체치수에 맞는 사이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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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aekwondo� Uniform� Sales� Company� Research

Company Online� Sales Offline� Sales

A Co. 〇 〇
B Co. 〇 〇
C Co. 〇 〇
D Co. 〇 〇
E Co. 〇
F Co. 〇
G Co. 〇 〇

Table� 2.� Taekwondo� Uniform� Size

Size(cm) 150 160 170 180 190 200

Legth of the Arm
16.9”

(43cm)

18.1”

(46cm)

19.3”

(49cm)

20.5”

(52cm)

21.7”

(55cm)

22.8”

(58cm)

Legth of the Chest
20.9”

(53cm)

21.9”

(55.5cm)

22.6”

(57.5cm)

24.2”

(61.5cm)

25.2”

(64cm)

26.2”

(66.5cm)

Legth of the Top
27.2”

(69cm)

28.7”

(73cm)

30.3”

(77cm)

32.1”

(81.5cm)

33.5”

(85cm)

35”

(89cm)

Legth of the Waist
11”

(28cm)

11.4”

(29cm)

11.8”

(30cm)

12.2”

(31cm)

12.6”

(32cm)

13”

(33cm)

Legth of the Thigh
13”

(33cm)

13.4”

(34cm)

13.8”

(35cm)

14.6”

(37cm)

15”

(38cm)

15.4”

(39cm)

Legth of the Leg
35.4”

(90cm)

37.4”

(95cm)

39.4”

(100cm)

41.3”

(105cm)

43.3”

(110cm)

45.3”

(115cm)

Table� 3.� Comparison� of� Average� Physical� Dimensions� of� Subjects� and� Size� Korea

� � � � � � � � � � � � � � � � Size

Item

Size� Korea Subject

Male Female Male Female

Stature 174.2(cm) 160.9(cm) 175.1(cm) 160.2(cm)

Weight 71.1(kg) 55.1(kg) 72.3(kg) 54.2(kg)

Chest Circumference 95.5(cm) 85.0(cm) 95.9(cm) 84.6(cm)

Waist Circumference 79.8(cm) 70.9(cm) 80.5(cm) 69.8(cm)

Hip Circumference 95.3(cm) 92.7(cm) 95.9(cm) 93.0(cm)

태권도복을 선정하여 착의 평가 피험자의 태권도복 원형을 

사용하였다 피험자는 한국인인체치수조사(Figure 2, 3). (size 

의 제 차 인체치수조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남 녀 평korea) 6 .

균 사이즈의 오차 범위 내의 체형을 가진 대 남성 명20 5 , 

여성 명 총 명을 선정하였다 한국인인체치수조사5 , 10 . (size 

와 피험자의 평균 신체 치수는 과 같다 또한 korea) Table 3 . 

공인 태권도복과 일반 스포츠 브랜드에서 판매되고 있는 태

권도복 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사이즈 체계는 신장을 기

준으로 분류된다는 공통적 특징이 있었다 공인 태권도복에. 

서는 일반 스포츠 브랜드 태권도복에서와 달리 세계태권도, 

연맹 의 공식 지정 (World Taekwondo Federation [WTF])

마크의 유무와 소재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공인 태권도복은 . 

일반 폴리에스테르 소재만을 사용하는 일반 태권도복과는 

달리 움직임이 많은 부위에는 매쉬 소재를 사용하여 동작기

능성을 높였다는 특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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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 cm)

Figure� 2.�Male� Size� Taekwondo� Uniform-Originally� Pattern
(made by authors)

(Unit : cm)

Figure� 3.� Female� Size� Taekwondo� Uniform-Originally� Pattern
(made by authors) 



이하은� 최정욱� 동작기능성과�치수적합성을�반영한� 대�태권도복�패턴�연구�·� /� 20 � � � � � � 53

착의�평가2.�

착의 평가 실험에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통한 실

험 결과의 도출을 위하여 석사 이상의 의류디자인 전공자 5

명을 외관 평가자로 선정하였다 피험자는 한국인인체치수조. 

사 의 제 차 인체치수조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size korea) 6

남 녀 평균 사이즈의 오차 범위 내의 체형을 가진 대 남. 20

성 명 여성 명 총 명을 선정하였다 피험자 신체치수 5 , 5 , 10 . 

측정항목은 높이항목 둘레항목 길이항목으로 구분하였고 , , 

선정된 피험자의 신체치수와 의 제 차 인체치수size korea 6

조사 보고서의 평균 치수를 비교하였다 먼저 외관 평가는 . 

정자세의 남 녀 피험자 명을 관찰자 명이 직접 관찰하여 . 10 7

평가하였고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실험도복의 상의는 정면, 

후면 측면으로 구분하고 하의는 정면과 후면으로 나누어 , , 

평가를 실시하였다 외관 평가에 대한 결과는 통계 프. SPSS 

로그램의 윌콕슨 검정(Wilcoxon test 으로 분석하였다 외관 ) . 

평가의 평균값이 에 가까울수록 외관이 우수한 것으로 평‘3’

가하였다.

동작기능성 평가는 남 녀에 따른 동작기능성을 평가하기   , 

위하여 가지 태권도 기준자세를 각 회 후 실시하였다 동4 5 . 

작기능성 평가에 대한 결과는 통계 프로그램의 윌콕슨 SPSS 

검정 으로 분석하였다 동작기능성 평가의 평(Wilcoxon test) . 

균값이 에 가까울수록 동작기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3’

Figure� 4.� A� Photograph� of� a� Male� Subject� in� a� Sample� Uniform
(taken by authors)

를 실시하였다.

외관 평가1) 

외관 평가의 항목으로는 태권도복을 상의 하의로 구분하여 , 

기준선 여유분 전체적 맞음새를 평가하도록 항목을 구성하, , 

였다 외관 평가 방법은 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좁. 5 (Likert) ‘

다 매우짧다 매우낀다 매우낮다 매우내려간다 가 점 좁다· · · · ’ 1 , ‘ ·

짧다 낀다 낮다 내려간다 가 점 보통이다 수평이다 만족한· · · ’ 2 , ‘ · ·

다 가 점 넓다 길다 헐렁하다 높다 올라간다 가 점 매우’ 3 , ‘ · · · · ’ 4 , ‘

넓다 매우길다 매우헐렁하다 매우높다 매우올라간다 를 점으· · · · ’ 5

로 평가하였다 실험도복을 상의와 하의로 나누어 정면 후. , 

면 측면으로 각 항목을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Figure 

4, 5).

동작기능성 평가2) 

동작기능성 평가의 동작 자세는 태권도의 기본 기술 중 선

별하였다 동작으로는 기본 준비자세 금강지르기 옆차. ‘ ’, ‘ ’, ‘

기 뒤차기 가 있다 동작 평가는 각 동작에 따른 ’, ‘ ’ (Table 4). 

착용감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준 동작을 회 실시 후 평가하5

였다 실험도복에 대한 착장 평가는 태권도복의 부위별 여유. 

분 길이 위치 전체적인 맞음새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 , , 

였다 평가 방법은 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5 (Like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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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 Photograph� of� a� Female� Subject� in� a� Sample� Uniform
(taken by authors)

Table� 4.� Functionality� of�Movement� Evaluation� Posture

Figure�6.� Basic� preparation�posture
(www.kukkiwon.or.kr)

Figure� 7.� Geumgangjireugi
(www.kukkiwon.or.kr)

Figure� 8.� Yeopchagi
(www.kukkiwon.or.kr)

Figure� 9.� Dwichagi
(www.kukkiwon.or.kr)

연구�결과�및�고찰IV.�

외관�평가1.�

외관 평가는 정자세의 남 녀 피험자 명을 관찰자 명이 . 10 7

직접 관찰하여 평가하였고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실험도복의 

상의는 정면 후면 측면으로 구분하고 하의는 정면과 후면, , , 

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였다 외관 평가에 대한 결과는 . 

통계 프로그램의 윌콕슨 검정SPSS (Wilcoxon test 으로 분)

석하였다 외관 평가의 평균값이 에 가까울수록 외관이 . ‘3’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상의 외관 평가1) 

실험도복 상의의 외관 평가 결과는 여성의 경우 상의의 정

면 개의 항목 중에서 가슴둘레와 브레이크 포인트 위치 9 2

개 항목의 외관이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상의의 . 

정면 항목에서 남성은 개의 외관 항목이 모두 적절하다고 9

평가되었다 상의의 후면 개 항목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든 . 8

항목의 외관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측면 개의 항목 4

중 모든 항목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외관이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남성의 경우 측면의 항목 모두가 외관. 4

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되었다 에 (Table 5). Table 4 ‘Break 

은 태권도복의 브레이크 포인트의 위치를 나Line Position’



이하은� 최정욱� 동작기능성과�치수적합성을�반영한� 대�태권도복�패턴�연구�·� /� 20 � � � � � � 55

타내는 단어로 태권도복의 깃이 나눠지며 시작하는 부분을 

일컫는다 상의 외관 평가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적절. 

하지 않다고 평가한 항목 항목 더 많아서 남성 실험도복 2

패턴에 비해 외관이 우수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의 외관 평가 2) 

실험도복 하의의 외관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하의의 정면 7

개의 항목 중 남성의 경우에는 하의길이 바지부리 개 항, 2

목의 외관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되었으며 여성은 허리

둘레를 제외한 나머지 개 항목에서 외관이 적절하지 않다6

고 평가되었다 하의의 후면 개 항목에서는 남성의 경우. 7 , 

Table� 5.� Top� Appearance� Evaluation� -�Wilcoxon� test

� � � � � � � � � � � � � � � Pattern

Category

Male Female

Mean
±S.D

Wilcoxon
test

Mean
±S.D

Wilcoxon
test

F
r
o
n
t

Top length 3.43±0.787 -1.342 3.43±0.787 -1.342

Chest circumference 3.00±0.000 0.000 3.43±0.535 -1.732*

Waist circumference 3.00±0.000 0.000 3.29±0.488 -1.414

Hip circumference 3.00±0.000 0.000 3.14±0.378 -1.000

Shoulder breadth 3.00±0.000 0.000 3.14±0.378 -1.000

Armscye circumference 3.00±0.000 0.000 3.00±0.000 0.000

Side neck breadth 3.00±0.000 0.000 3.00±0.000 0.000

Break line position 3.00±0.000 0.000 2.00±0.816 -2.07**

Overall fit 3.00±0.000 0.000 3.14±0.378 -1.000

B
a
c
k

Back spare portion 3.14±0.690 -0.577 3.29±0.756 -1.000

Top length 2.43±0.787 -1.633 3.14±0.378 -1.000

Chest circumference 3.29±0.488 -1.414 3.14±0.378 -1.000

Waist circumference 3.14±0.378 -1.000 3.14±0.378 -1.000

Hip ircumference 3.00±0.577 0.000 3.14±0.378 -1.000

Shoulder breadth 3.00±0.000 0.000 3.00±0.000 0.000

Armscye circumference 3.00±0.000 0.000 3.00±0.000 0.000

Overall fit 3.14±0.378 -1.000 3.29±0.756 -1.000

S
i
d
e

Sleeve length 4.57±0.787 -2.333** 4.14±0.690 -2.271**

Sleeve circumference 4.14±0.378 -2.53** 4.57±0.535 -2.428**

Sleeve end circumference 4.71±0.488 -2.46** 4.71±0.488 -2.46**

Overall fit 4.14±0.378 -2.53** 4.14±0.378 -2.53**

(* : p<0.05, ** : p<0.01)

하의 길이와 바지부리 개 항목에서 외관이 적절하지 못하2

다고 평가되었으며 여성의 경우 허리둘레와 전체적 핏감을 , 

제외한 개 항목의 외관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되었다5 . 

하의 외관평가는 여성의 경우는 남성에 비해 적절하지 않  

다고 평가한 항목이 항목 더 많아 여성 패턴이 남성 패턴7

에 비해 외관이 우수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의의 . 

외관평가와 하의 외관평가 모두 남성에 비해 여성의 실험도

복의 외관평가 항목에서 더 많은 항목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되어 남성 패턴보다 여성의 패턴이 더 많은 부분에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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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ants� Appearance� Evaluation� -� Wilcoxon� test

� � � � � � � � � � � � � � Pattern

Category

Male Female

Mean
±S.D

Wilcoxon
test

Mean
±S.D

Wilcoxon
test

F
r
o
n
t

Pants length 3.86±0.378 -2.449** 3.43±0.535 -1.732*

Waist circumference 3.14±0.378 -1.000 3.29±0.488 -1.414

Hip circumference 3.29±0.488 -1.414 3.57±0.535 -2.000**

Knee circumference 3.14±0.378 -1.000 3.57±0.535 -2.000**

Pants breadth 3.14±0.378 -1.000 3.57±0.535 -2.000**

Pants end breadth 4.00±0.577 -2.333** 3.86±0.378 -2.449**

Overall fit 3.14±0.378 -1.000 3.43±0.535 -1.732*

B
a
c
k

Pants length 4.00±0.816 -2.07** 3.43±0.535 -1.732*

Waist circumference 3.14±0.378 -1.000 3.29±0.488 -1.414

Hip circumference 3.29±0.488 -1.414 3.57±0.535 -2.000**

Knee circumference 3.29±0.488 -1.414 3.57±0.535 -2.000**

Pants breadth 3.29±0.488 -1.414 3.57±0.535 -2.000**

Pants end breadth 4.00±0.577 -2.333** 3.86±0.378 -2.449**

Overall fit 3.29±0.488 -1.414 3.29±0.488 -1.414

(* : p<0.05, ** : p<0.01)

동작기능성�평가2.�

남 녀에 따른 동작기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가지 기준자. 4

세를 각 회 후 실시하였다 동작기능성 평가에 대한 결과5 . 

는 통계 프로그램의 윌콕슨 검정 으로 SPSS (Wilcoxon test)

분석하였다 동작기능성 평가의 평균값이 에 가까울수록. ‘3’

동작기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동작기능성 평가 결과를 원형 패턴 수정에 반영하기 위해   

동작기능성 평가 시 피험자를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동, 

작기능성 평가의 기준 동작별 동작기능성 부적합 항목을 비

교하였다(Table 7, 8).

착의 평가의 실험 결과를 실험도복 패턴 수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동작기능성 평가 기준 동작별로 동작기능성이 부적

합하다고 평가된 항목 비교의 결과와 전문가 외관평가 결과

를 남 녀 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부적합 항목 결과는.

와 같다Table 9 .

외관 평가와 동작기능성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패턴 상  

에서 수정이 필요한 항목은 남 녀 공통으로 하의길이 상의 . , 

길이 소매길이 소매둘레 소매부리둘레 바지부리둘레로 분, , , , 

석된다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하여 추가 항목이 많았으. 

나 외관 평가와 동작기능성 평가에서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 

평가된 브레이크 포인트의 위치를 패턴 상에서 추가적으로 

수정하였다. 

최종�태권도복�패턴�제안3.�

착의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남 녀 태권도복의 원형패턴을 .

수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 패턴의 경우 상의에서 상. , 

의길이를 줄여 수정하였고 소매길이는 기존 원형패2.5cm , 

턴의 길이에서 부 길이로 줄이기 위하여 원형패턴 소매길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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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의 길이로 줄여 수정하였다 소매둘레는 외관평가80% . 

와 동작기능성 평가에서 전체적으로 크다고 평가되어 소매

둘레는 줄이고 소매부리둘레는 줄여 수정하였1.5cm , 2cm 

다 하의길이는 소매길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원형패턴의 길. 

Table� 7.� Comparative� Table� of� Unsuitable� Test� Items� for� Each� Movement� in� Movement� Functionality� -�Male� Subjects

Male

Item Movement
Mean

(Wilcoxon� Z)
Item Movement

Mean
(Wilcoxon� Z)

Chest 

circum-ference

Basic posture 3.00(0.000)

Break line

position

Basic posture 2.80(-1.000)

Geumgangjireugi 3.20(-1.000) Geumgangjireugi 3.00(0.000)

Yeopchagi 3.00(0.000) Yeopchagi 2.80(-1.000)

Dwichagi 3.00(0.000) Dwichagi 2.00(-1.89*)

Waist 

circum-ference

Basic posture 3.00(0.000)

Top

length

Basic posture 3.80(-2.000**)

Geumgangjireugi 3.00(0.000) Geumgangjireugi 3.20(-1.000)

Yeopchagi 3.00(0.000) Yeopchagi 3.80(-2.000**)

Dwichagi 3.00(0.000) Dwichagi 4.00(-1.89*)

Hip 

circum-ference

Basic posture 3.00(0.000)

Pants

length

Basic posture 3.80(-2.000**)

Geumgangjireugi 3.00(0.000) Geumgangjireugi 4.00(-2.236**)

Yeopchagi 3.00(0.000) Yeopchagi 3.60(-1.732*)

Dwichagi 3.00(0.000) Dwichagi 3.00(0.000)

Crotch 

circum-ference

Basic posture 3.00(0.000)

Crotch length

Basic posture 3.00(0.000)

Geumgangjireugi 3.00(0.000) Geumgangjireugi 3.00(0.000)

Yeopchagi 3.00(0.000) Yeopchagi 3.00(0.000)

Dwichagi 3.00(0.000) Dwichagi 3.00(0.000)

Knee 

circum-ference

Basic posture 3.00(0.000)

Sleeve

length

Basic posture 4.80(-2.121**)

Geumgangjireugi 3.20(-1.000) Geumgangjireugi 3.00(0.000)

Yeopchagi 3.00(0.000) Yeopchagi 3.80(-2.000**)

Dwichagi 3.60(-1.732*) Dwichagi 4.00(-2.236**)

Pants

end

length

Basic posture 3.20(-1.000)

Armscye 

circumference

Basic posture 3.80(-2.000**)

Geumgangjireugi 3.40(-1.414) Geumgangjireugi 3.00(0.000)

Yeopchagi 3.80(-2.000**) Yeopchagi 3.00(0.000)

Dwichagi 3.80(-2.000**) Dwichagi 3.00(0.000)

Sleeve

circum-ference

Basic posture 4.20(-2.121**)

Side neck 

breadth

Basic posture 3.00(0.000)

Geumgangjireugi 4.20(-2.121**) Geumgangjireugi 3.00(0.000)

Yeopchagi 4.20(-2.121**) Yeopchagi 3.00(0.000)

Dwichagi 3.00(0.000) Dwichagi 3.00(0.000)

Waist

position

Basic posture 3.00(0.000)

( * : p<0.05, ** : p<0.01 )
Geumgangjireugi 3.00(0.000)

Yeopchagi 3.00(0.000)

Dwichagi 3.00(0.000)

이에서 부 길이로 줄이기 위하여 원형패턴 하의길이의 8

의 길이로 줄여 수정하였고 바지부리둘레는 줄여 80% , 2cm

수정하여 태권도 동작 시 동작기능성 부적합 문제와 외관상

에서 나타나는 부적절함을 수정하였다.



58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 � � � � � 24 4

Table� 8.� Comparative� Table� of� Unsuitable� Test� Items� for� Each� Movement� in� Movement� Functionality� -� Fale� Subjects

Female

Item Movement
Mean

(Wilcoxon� Z)
Item Movement

Mean
(Wilcoxon� Z)

Chest 

circum-ference

Basic posture 3.00(0.000)

Break line

position

Basic posture 1.80(-2.121**)

Geumgangjireugi 3.40(-1.414) Geumgangjireugi 1.60(-2.07**)

Yeopchagi 3.40(-1.414) Yeopchagi 1.60(-2.07**)

Dwichagi 4.00(-2.236**) Dwichagi 1.00(-2.236**)

Waist 

circum-ference

Basic posture 3.00(0.000)

Top

length

Basic posture 3.80(-2.000**)

Geumgangjireugi 3.00(0.000) Geumgangjireugi 3.60(-1.732*)

Yeopchagi 3.00(0.000) Yeopchagi 3.60(-1.732*)

Dwichagi 3.00(0.000) Dwichagi 3.40(-1.414)

Hip 

circum-ference

Basic posture 3.00(0.000)

Pants

length

Basic posture 4.20(-2.121**)

Geumgangjireugi 3.00(0.000) Geumgangjireugi 4.00(-2.236**)

Yeopchagi 3.00(0.000) Yeopchagi 3.80(-2.000**)

Dwichagi 3.00(0.000) Dwichagi 3.40(-1.414)

Crotch 

circum-ference

Basic posture 3.00(0.000)

Crotch length

Basic posture 3.20(-1.000)

Geumgangjireugi 3.00(0.000) Geumgangjireugi 3.00(0.000)

Yeopchagi 3.00(0.000) Yeopchagi 3.00(0.000)

Dwichagi 3.00(0.000) Dwichagi 3.00(0.000)

Knee 

circum-ference

Basic posture 3.00(0.000)

Sleeve

length

Basic posture 4.80(-2.121**)

Geumgangjireugi 3.20(-1.000) Geumgangjireugi 3.40(-1.414)

Yeopchagi 3.80(-2.000**) Yeopchagi 4.00(-2.236**)

Dwichagi 3.60(-1.732*) Dwichagi 3.80(-2.000**)

Pants

end

length

Basic posture 3.00(0.000)

Armscye 

circumference

Basic posture 3.60(-1.732*)

Geumgangjireugi 3.40(-1.414) Geumgangjireugi 2.80(-1.000)

Yeopchagi 3.80(-2.000**) Yeopchagi 3.00(0.000)

Dwichagi 3.80(-2.000**) Dwichagi 3.00(0.000)

Sleeve

circum-ference

Basic posture 4.20(-2.121**)

Side neck 

breadth

Basic posture 3.00(0.000)

Geumgangjireugi 4.20(-2.121**) Geumgangjireugi 3.00(0.000)

Yeopchagi 4.20(-2.121**) Yeopchagi 3.00(0.000)

Dwichagi 3.00(0.000) Dwichagi 3.00(0.000)

Waist

position

Basic posture 3.00(0.000)

( * : p<0.05, ** : p<0.01 )
Geumgangjireugi 3.00(0.000)

Yeopchagi 3.00(0.000)

Dwichagi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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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패턴의 경우 상의에서 상의길이는 줄여 수정  , 2.5cm 

하였고 남성 패턴에서와 동일하게 소매길이는 기존 원형패, 

턴의 길이에서 부 길이로 줄이기 위하여 원형패턴 전체 소8

매길이의 의 길이로 줄여 수정하였다 소매둘레는 80% . 2cm 

줄여주었고 소매부리둘레는 줄여 동작기능성 평가에, 2.5cm 

서 넓게 나온 소매를 전체적으로 수정하였다 여성 패턴의 . 

하의길이는 남성패턴과 동일하게 소매길이와 마찬가지로 기

존 원형패턴의 길이에서 부 길이로 줄이기 위하여 원형패8

턴의 하의길이의 의 길이로 줄여 수정하였고 바지부리80% , 

Table� 9.� Nonconformity� of� Appearance� and� Functional� Evaluations� by� Gender

Gender
Category

Male Female

Appearance evaluation

Sleeve length Sleeve length Chest circumference

Sleeve circumference Sleeve circumference Break line position

Sleeve end circumference Sleeve end circumference Hip circumference

Pants length Pants length Knee circumference

Pants end circumference Pants end circumference Pants breadth

Functionality of

movement

evaluation

Top length Top length Break line position

Pants length Pants length -

Sleeve length Sleeve length -

Sleeve circumference Sleeve circumference -

Table� 10.� Comparison� of� Changes� in� Taekwondo� Uniform� Patterns� by� Gender

� � � � � � � � � � � � � � Gender&Pattern

Category

Male

Originally� Pattern Corrections Final� Pattern

T
o
p

Top length 80 - 2.5 77.5

Chest circumference(F) B/4 + 9.4 - B/4 + 9.4

Chest circumference(B) B/4 + 9.2 - B/4 + 9.2

Armscye circumference(F) B/4 + 4.9 - B/4 + 4.9

Armscye circumference(B) B/4 + 9.7 - B/4 + 9.7

Sleeve length 47.5 * 0.8 38

Sleeve circumference 54.3/2 - 1.5 54.3/2 - 1.5

Sleeve end circumference 40/2 - 2 40/2 - 2

P
a
n
t
s

Pants length 99.5 * 0.8 79.6

Waist circumference (H-12)/2 + 9.5 - (H-12)/2 + 9.5

Hip circumference (H-12)/2 + 12.5 - (H-12)/2 + 12.5

Pants end circumference 43/2 - 2 43/2 - 2

둘레는 줄여 수정하였다 또한 여성패턴에서는 추가적2cm . 

으로 외관 평가와 동작기능성 평가에서 낮다고 평가된 브레

이크 포인트의 위치를 올려주어 수정하였다 남성보다 1cm . 

골격이 작고 둘레가 좁은 여성의 신체 치수를 고려하여 패

턴 수정 시 길이부위를 제외한 여성 패턴의 수정 부위를 , 

남성 패턴의 수정 치수보다 추가적으로 줄여 남성과 0.3cm 

여성의 다른 신체적 특징을 반영하여 패턴을 수정하여

최종패턴을 제안하였다(Table 10) (Figure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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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ntinued

� � � � � � � � � � � � � � Gender&Pattern

Category

Female

Originally� Pattern Corrections Final� Pattern

T
o
p

Top length 72.5 - 2.5 70

Chest circumference(F) B/4 + 7 - B/4 + 7

Chest circumference(B) B/4 + 6.7 - B/4 + 6.7

Break line position 31.5 + 1 31.5 + 1

Armscye circumference(F) B/4 + 4 - B/4 + 4

Armscye circumference(B) B/4 + 6.8 - B/4 + 6.8

Sleeve length 44.2 * 0.8 35.4

Sleeve circumference 49/2 - 2 49/2 - 2

Sleeve end circumference 36/2 - 2.5 36/2 - 2.5

P
a
n
t
s

Pants length 89 * 0.8 71.2

Waist circumference (H-12)/2 + 5.8 - (H-12)/2 + 5.8

Hip circumference (H-12)/2 + 9.8 - (H-12)/2 + 9.8

Pants end circumference 40.2/2 -2 40.2/2 - 2

Figure� 10.� Final� Male� Pattern
(made by authors)

결론V.�

본 연구는 객관적 착의 평가를 통해 착용자가 만족하는 신

체적합성과 동작기능성을 반영한 맞음새를 찾아 남성과 여

성의 구별되는 체형을 고려한 태권도복 패턴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패턴 제안을 위해 실험도복을 선정하고 착의 평가를. 

진행하였는데 착의 평가는 외관 평가와 동작기능성 평가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외관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  . 

의의 외관 평가는 경우는 여성의 상의 외관 평가 정면 개9

의 항목 중에서 가슴둘레와 브레이크 포인트 위치 개 항목2

의 외관이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상의 외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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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Final� Female� Pattern
(made by authors) 

가는 여성의 경우가 남성에 비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한 

항목이 항목 더 많아 남성 패턴에 비해 외관이 우수하지 2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측면 항목 중 모든 항. , 4

목에서 남성과 여성의 경우 모두 외관이 적절하지 않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측면항목에서 소매길이 소매통둘레 소매. , , 

부리둘레 전체적인 핏감이 남성과 여성 공통으로 외관이 적, 

절하지 않다고 평가되었다 소매길이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 

성 모두 길다 고 평가되었으며 소매통둘레와 소매부리둘레‘ ’

는 넓다 고 평가되었고 전체적인 핏감은 헐렁하다 고 평가‘ ’ , ‘ ’

되었다 실험도복 하의 의 외관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하의. ‘ ’

의 정면 항목 중 남성의 경우 하의길이 바지부리 항목의 7 , , 2

외관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되었으며 여성의 경우 허리, 

둘레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외관이 적절하지 않다고 6

평가되었다 하의 외관평가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 ,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한 항목이 항목 더 많아 남성 패턴에 7

비해 외관이 우수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의 외관 . 

평가 정면과 후면항목의 하의길이와 바지부리 항목은 남성

과 여성 공통으로 하의길이는 길다 바지부리는 넓다 고 ‘ ’, ‘ ’

평가되었다 상의의 외관평가와 하의 외관평가 모두 남성에 . 

비하여 여성의 실험도복의 외관 평가 항목에서 더 많은 항

목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되어 남성 실험도복 패턴보다 여

성의 실험도복 패턴이 더 많은 부분에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피험자 동작기능성 평가 결과 남성 피험자의   , 

동작기능성 부적합 항목은 항목이었으며 여성 피험자의 4 , 

동작기능성 부적합 항목은 항목 이었다 외관 평가와 동작5 .

기능성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패턴상의 수정이 필요한 항목

은 남 녀 공통으로 하의길이 상의길이 소매길이 소매둘레· , , , , 

소매부리둘레 바지부리둘레로 사료된다 여성의 경우에는 , . 

남성에 비하여 추가항목이 많았으나 외관평가와 동작기능성 , 

평가에서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된 브레이크 포인트의 

위치를 추가적으로 패턴 상에서 수정하였다 남성보다 골격. 

이 작고 둘레가 좁은 여성의 신체치수를 고려하여 패턴을 

수정할 때 길이부위를 제외한 여성 패턴의 수정 부위를 추

가적으로 줄여서 수정하여 남성과 여성의 다른 신체적 특징

을 반영하도록 패턴을 수정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착의 평가를 통해 동작기능성과 신체 

적합성을 고려하고 남 녀의 신체 치수 차이를 반영한 실용적.

인 태권도복 패턴을 제안함으로써 태권도복의 가치를 높임

과 동시에 우리나라 스포츠 의류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 

본 연구는 대의 평균 치수만을 기준으로 분석하였기 때문20

에 그 대상의 기준이 한정되어 있다 다양한 연령층의 신체. 

적 특성을 일반화하기 위하여 전 연령층의 신체특성과 사이

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또한 패턴 수정 시 간격으로 수치를 수정하며 . , 0.5cm 

얻은 착장자의 만족도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된 적합

한 수치를 패턴 수정에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외관 평가와 . 

동작기능성 평가 착장자의 만족도 조사 데이터 수치를 근거, 

로 실험도복 패턴을 수정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수정된 최종 

패턴을 바탕으로 한 맞음새 적합성에 대한 검증단계가 미비

하여 최종 패턴을 기반으로 착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데

이터와 수치를 적용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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