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션비즈니스�제25권� 3호�

―
ISSN� 1229-3350(Print)

ISSN� 2288-1867(Online)

―
J.� fash.� bus.� Vol.� 25,�

No.� 3:144-158,� July.� 2021�

https://doi.org/

10.12940/jfb.2021.25.3.144

거북목�증후군�체형의� 20대�여성의�상의�원형패턴�

개발

서유라*� ·� 김효숙†

*건국대학교�의류학과,� 건국대학교�의상디자인학과

Corresponding� author�

―
Hyosook� Kim

Tel� :� +82-2-450-3785

E-mail� :� kimsook@konkuk.ac.kr�

Development� of� a� Bodice� Block� for�Women� in� Their� 20s

with� a� Turtle� Neck� Syndrome� Body� Shape

Yoo� Ra� Seo*� ·� Hyo� Sook� Kim†

*Fashion,� konkuk� University,� Korea,

Dept.� of� Apparel� Design,� konkuk� University,� Korea

Keywords Abstract

3D� garment� simulation,

bodice� block� pattern,�

turtle�neck� syndrome�body� shape,

women� in� their� twenties

가상의류�시뮬레이션,�

상의�원형패턴,�

거북목�증후군�체형,� 20대�여성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bodice� block� suitable� for� women� in�

their� 20s� with� turtle� neck� syndrome.� The� problem� of� turtle� neck� syndrome�

body� type� was� derived� through� the� evaluation� of� bodice� blocks.� First,� the�

length� of� the� front� bodice� was� longer� and� the� length� of� the� back� bodice� was�

shorter.� Second,� the� front� neck� point,� back� neck� point,� and� the� shoulder� line�

were� not� in� place.� Third,� the� side� neck� was� pushed� up.� Fourth,� the� length� of�

armhole� was� long� and� it� floated.� Fifth,� the� front� hem� was� attached� to� the�

body� and� the� back� hem� was� away� from� the� body.� A� finally� developed� pattern�

was� designed� by� developing� four� test� patterns� to� solve� the� problem� that�

appeared� in� a� selected� bodice� pattern,� and� a� t-test�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difference� in� the� appearance� evaluation� by� virtual� clothing�

between� the� two� patterns,� bodice� block� and� the� development� pattern.�

According� to� the� result,� the� fit� was� not� good� from� the� side� body� because� the�

position� of� the� side� neck� point� was� not� in� a� plac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body� shape� of� turtle� neck� syndrome,� but� the� problems� of� the� anterior� neck�

position,� the� position� of� the� back� neck� point,� the� shoulder� line� position,� and�

the� armhole� shape� were� improved� in� the� developed�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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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현대인들은 컴퓨터와 모바일 사용 시간이 길어지고 잘못된 

자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체형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이

로 인해 거북목증후군의 인구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거북목 증후군은 목디스크 관련 질환 중 하나로 목의 앞 근

육이 길어지고 위쪽 근육이 짧아져 바른 체형보다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는 숙인 자세를 의미한다(Han & Park, 

2020).

  거북목 증후군은 10∼30대 젊은 층에서 특히 많이 나타

나고 있고 그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이며(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6), 특히 20대는 미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연령대임에도(Kim & Kim, 2010; 

Lee, 2014) 바른 체형보다 거북목 증후군 체형의 비중이 높

게 나타나고 있다(Kim, 2009). 

  거북목 증후군 체형은 바른 체형과 달리 목과 어깨가 앞

으로 향하고 등이 굽어 등면 견갑골 주변부의 돌출이 나타

나며, 앞길이는 짧고, 등길이가 긴 체형이다(Kim, 2015). 거

북목 증후군의 초기 체형은 목이 앞으로 숙여지는 특징이 

나타나지만, 증세가 지속될수록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져 등

이 굽고 어깨가 앞으로 말리면서 S자형의 척추 형태는 완만

한 일자 형태의 척추 형태로 변형된다(“Disease 

encyclopedia,” n.d.). 따라서 바른 체형을 기준으로 생산된 

의복은 특이 체형인 거북목 증후군 체형에는 맞음새가 좋지 

못하기에 체형적 변화가 이루어진 거북목 증후군 체형에 대

한 심미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거북목 증후군의 증세인 숙인 체형에 관한 분석 연구로는 

중·노년층을 위주로 한 연구(Kim, 2003; Lee & Lee, 2008; 

Park & Ryoo, 2004), 19∼64세 성인에 대한 연구(Kim, 

2000), 20대에 대한 연구(Kim, 2009; Kim & Lee, 2003), 

청소년에 대한 연구(Lee, 2002)가 있다. 숙인 체형 분석을 

바탕으로 한 패턴 개발 연구로는 성인의 체형 유형에 따른 

길원형과 칼라에 관한 연구(Kim, 2001; Seung, 2000)에서 

일부 다루고 있으나, 연령과 숙임 정도에 따른 체형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대의 거북목 증후군 체형 연구와 패턴 

개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20대 여성의 거북목 증후군 체

형의 맞음새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 심미적인 관점에서 거

북목 증후군 체형에 적합한 상의 원형패턴을 개발하는 것이

다. 패션에서 개인화 서비스가 확대되어 커스터마이제이션

(customization)이 보편화 되는 추세에 따라, 개발한 패턴 

원형은 거북목 체형의 여성들을 위해 맞음새가 좋은 다양한 

상의 아이템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에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패션산업 분야에

서 2D 캐드 프로그램과 함께 3D 가상착의 프로그램을 기

획단계에서부터 활용하고 있다. 3D 가상착의 프로그램은 디

자인 개발, 패턴 개발, 샘플 개발에 이르기까지 확대 사용되

어 제품 개발 공정 시간의 단축으로 제품 개발비 절감을 가

능하게 하며 패션산업의 빠른 변화에 맞춰 제품생산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해외 업체랑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밴더 회사의 경우, 물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샘플을 제작하

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작업 절차를 진행해왔으나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3D 가상착의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됨으로써 그 사용 비중이 확

대되고 있다. 또한, 3D 가상착의 프로그램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실제착의와 3D 가상착의의 외관평가 결과가 유사

한 것으로 나타나(Choi, Kim, & Kim, 2017; Kim, Yin, & 

Song, 2014; Lee & Sohn, 2012; Yoon, 2013), 많은 선행

연구에서 실제착의를 대체하여 3D 가상착의로 패턴 개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Y. Jeong, 2016; Kim, Hong, & 

Uh, 2014; Kim, Kim, & Park, 2014: Lim, 2019; Seong 

& Kim, 2020). 가상착의 프로그램의 가상모델의 사이즈는 

연구나 기업의 요구에 따라 변경이 쉽고 실제착의 피험자보

다 체형 사이즈의 정확도가 높아 연구 결과의 정확도도 높

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대 여성의 인체 계측 자료와 거북목 증

후군 체형 분석을 근거로 3D 가상착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상모델을 만들고 가상착의하는 방법으로 연구 진행하였다.

Ⅱ.�연구방법�및�절차�

1.� 연구�대상�및� 3D�가상모델�제작

본 연구는 사이즈 코리아의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사

업’(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5)

의 자료를 근거로 10개의 둘레 항목, 5개의 길이 항목, 5개

의 높이 항목인 총 20개 항목의 평균 치수를 산출하였다

(Table 1). 본 연구의 대상인 20∼29세 거북목 증후군 체형 

여성의 3D 가상모델 제작을 위해 가상착의 시스템인 CLO 

3D Standalone 6.1 ver 프로그램의 아바타 편집창에서 산출

한 평균 치수를 아바타에 적용하였다. 이때 가상모델의 가슴

둘레는 실제 모델과 달리 속옷을 착용하지 않음을 고려해

(Lee, & Lim, 2000) 속옷 착용 여부에 따른 가슴둘레의 차

이를 확인하고자 20대 여성 3인을 직접 계측하였다.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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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ody�Measurements� of�Women� in� their� 20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nit� :� cm)

Measurement� Item M Measurement� Item M

�Circu
m
fere

n
ce
�

Neck� circumference 37.1

Le
n
g
th

Biacromion� length 39.2

Chest� circumference 84.2 Waist� back� length 40.4

Waist� circumference 71.6 Waist� front� length 35.4

Hip� circumference 92.9 Arm� length 55.1

Upper� arm� circumference 25.4 Crotch� length 66.4

Elbow� circumference 24.1
H
eig

h
t
Waist� height 97.1

Midthigh� circumference 54.8 Hip� height 79.5

Calf� circumference 34.9 Crotch� height 73.8

Knee� circumference 35.3 Knee� height 41.5

Wrist� circumference 14.2 Stature 160.9

Figure� 1.
Created� Virtual� Model� with� Average� Dimensions

(taken� by� author)

Figure� 2.�
CVA�Measurement�Method

(taken� by� author)

결과, 평균 1cm의 차이로 나타나 가상모델의 가슴둘레를 신

체 치수보다 1cm 크게 적용하였다(Figure 1). 

  제작한 가상모델에 거북목 증후군 체형 구현을 위해 첫

째, ‘X-ray 관절점 보기’에서 각 부위의 필요한 관절점을 

이동하여 거북목 증후군 체형으로 가상모델을 수정하였다. 

이때 목 관절점의 각도는 거북목 증후군의 경증에 해당하는

CVA(Craniovertebral angle)를 52˚로 설정하였다. 이는 거

북목 증후군 체형의 의학적 판단 기준에 해당하며, CVA는 

측면에서 목뒤점과 귀구슬점을 연결한 선과 뒤 목뼈를 지나

는 수평선이 만나 형성된 각도를 의미한다(Kang, Yoon, 

Park, Lee, Kim, & Jung, 2012)(Figure 2).

  거북목 증후군 체형은 목과 어깨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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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ormation� of� a� Virtual� Model� of� Turtle�
Neck� Syndrome� through� Joint� Point�

Movement
(taken� by� author)

Figure� 4.�
Overlapping� of� Virtual� Model�
and� Turtle� Neck� Syndrome�

Body� Shape
(taken� by� author)

Figure� 5.
Completed� Virtual� Model� of
Turtle� Neck� Syndrome

(taken� by� author)

  

어 목의 각도로만 신체 변형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어깨와 

등의 숙인 체형으로 수정하였다(Figure 3). 

  둘째, 가상모델 체형의 목, 어깨, 등의 부위 외관의 변형 

기준이 될 수 있는, 본 연구의 대상인 거북목 증후군 체형

의 20대 실험자의 체형을 촬영하였다. 촬영한 거북목 증후

군 체형 사진과 가상모델 체형 사진을 Photoshop 프로그램

에서 중첩하여 체형의 유사도를 확인하며, 가상모델 체형을 

수정하여 최종 가상모델을 생성하였다(Figure 4, 5).

2.� 원형패턴�분석�및�제도�

거북목 증후군 체형을 위한 상의 원형패턴 개발을 교육용 

패턴 교재 중 산업체에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산업체용 

패턴을 개발한 교재에서 원형패턴 A(Lee, 2012), 원형패턴 

B(Kim, 2015), 원형패턴 C(Yoo, 2020)의 3종 패턴과 교육

현장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원형패턴 D(Bunka Fashion 

College, 2008) 패턴을 포함하여 총 4종을 선정하였다. 패턴

은 원형패턴 제작 시 착의 평가를 위해 앞중심선, 뒤중심선, 

가슴둘레선을 표시하여 YUCA CAD 프로그램 2.9ver을 사

용하여 제작하였으며(Figure 6), 패턴 중합도는 Figure 7과 

같다. 앞목깊이는 6.9∼7.5cm, 뒷목높이는 2.3∼2.5cm로 나

타났다. 진동깊이는 21.2∼21.5cm로 나타났다. 앞가슴둘레/2

는 23.2∼25cm, 뒤가슴둘레/2는 23.2∼23.5cm로 나타나, 

원형패턴D는 앞가슴둘레가 뒤가슴둘레보다 크게 설정된 것

으로 나타났다. 앞품은 16.5∼ 16.8cm, 뒤품은 17.8∼

18.1cm, 가슴다트는 2.5∼3.2cm, 어깨 다트는 0.6∼19cm로 

나타났다. 어깨너비는 38cm로 나타났다(Table 2). 다트는 

디자인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원형패턴D의 앞판 암홀 다트 

는 가슴 다트로, 원형패턴A·원형패턴B 뒤판의 암홀 다트는 

어깨 다트로 변형하여 제도하였다.

3.� 실험패턴�제도� �

첫째, 실험패턴 제작을 위해 원형패턴의 외관 착의 평가를 

실시하여 거북목 증후군 체형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

하였다. 1) 앞길이가 남고 뒷길이가 부족하다. 2) 앞목이 받

치고, 뒷목 위치가 낮다. 3) 어깨선은 뒤로 넘어간다. 4) 옆

목이 들뜬다. 5) 뒤암홀선이 들뜬다. 6) 앞 밑단이 몸에 붙

고 뒤 밑단이 들뜬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Liechty, Rasband, & Pottberg- 

Steineckert. 2016)에서 목이 앞으로 숙여져, 패턴의 목앞점 

위치가 인체의 목앞점보다 높아 목이 받치며 군주름이 생기

고 등과 어깨가 앞으로 말리면서 앞품은 남고 뒤품은 부족

하다는 체형 분석과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거북목 

증후군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젊은 층에서는 초기 체형이 주

로 나타나므로 신체의 변형 정도가 몸통 전체로 확대되지 

않고 목과 어깨 부위에 집중된다는 선행연구(Ryu, 2017)의 

분석 결과를 본 실험을 통해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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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ice� block� A�

(Lee,� 2012,� p.139)

Bodice� block� B�

(Kim,� 2015,� p.78)

Bodice� block� C�

(Yoo,� 2020,� p.133-134)

Bodice� block� D

(Bunka� Fashion� College,� 2008,� p.� 85)

Figure� 6.� Drafting� Bodice� Blocks

Figure� 7.� Superimposed� Figure� of� Bodice� Blocks�
(drawn� by�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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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Patternmaking� Formula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nit:� cm)

Bodice� Block A B C D

Neck� breadth� /� 2� (Front) B/12 B/12 B/20+3.4 C/24+3.4

Neck� breadth� /� 2� (Back) B/12+0.5 B/12 B/20+3.4 B/24+3.4+0.2

Neck� depth� (Front) B/12+0.5-0.6 B/12 B/20+2.4+0.8 B/24+3.4+0.5

Neck� depth� (Back) 2.5 (B/20)/3 2.5 2.4

Back� armhole� depth B/4 B/4 B/6+7 B/12+13.7

Waist� back� lengh 40.4 40.4 40.4 40.4

Front� chest� measurement� /� 2 B/4+2 B/4+2 B/4+2 25

Back� chest� measurement� /� 2 B/4+2 B/4+2 B/4+2 23,5

Front� interscye 16.5 16.8 16.5 B/8+6.2=16.8

Back� interscye 17.8 18.1 17.8 B/8+7.4=18

Chest� dart 3.2 2.5 3.2 5.4

Shoulder� darts 0.6 1.0 1.2 1.9

Shoulder� length� 38 38 38 38

  둘째, 파악한 이들 문제점 해결을 위해 원형패턴에서 길

이, 목, 어깨, 암홀 부위를 단계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1차 

실험패턴에서는 앞·뒷길 길이 불균형으로 생기는 가슴둘레선 

수평 항목의 불만족을 해결했으며, 2차 실험패턴에서는 목

앞점, 목뒤점 위치 항목의 문제점을 해결했다. 3차 실험패턴

에서는 어깨선 위치 항목의 문제점을 해결했으며, 4차 실험

패턴에서는 암홀선 형태 안정성 항목과 뒤 밑단둘레가 몸에

서 멀어지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였다(Figure 8).

4.� 착의평가�및�자료�분석

착의 평가를 위해 평가자는 박사과정 이상의 의복구성 전공

자 6인과 10년 이상 경력의 산업체 모델리스트 4인을 포함

한 10인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몸판의 맞음새를 위한 항목 

앞면 7항목, 옆면 10항목, 뒷면 7항목 총 24항목으로 외관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방법은 5점 리커트 척도법으로, ‘매

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평가하였다. 평가항목의 

분석을 위해 낮은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 내용을 구체

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외관평가 자료 분석은 SPSS WIN ver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균(M), 표준편차(S.D), 원형패턴들의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고, 다중비교

(multiple comparison)를 위해서 Duncan-test를 실시하였으

며, 원형패턴과 실험패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Ⅲ.�연구�결과�

1.� 원형�외관평가

원형 외관평가 결과, 앞면 5항목, 옆면 8항목, 뒷면 3항목에

서 유의수준 p<0.5에서 유의한 것으로 평가되고, 원형패턴 

B(3.3), 원형패턴 A(3.2), 원형패턴 C(3.1), 원형패턴 D(2.2) 

순으로 나타나, 원형패턴 B를 최종 원형패턴으로 선정하였

다(Figure 9, Table 3).

  앞면 전체 외관평가는 목너비 적합성·목앞점 위치 적합성 

항목을 제외한 6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모든 원형

에서 목너비 적합성 항목과 목앞점 위치 적합성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거북목 증후군 체형의 특징인 목

이 앞으로 빠지는 체형으로 인해 목너비가 넓어지고 바른체

형과 비교해 목앞점의 위치가 낮아 나타난 결과로 판단하였

다. 가슴둘레 수평·허리둘레 수평 항목에서 원형패턴 B가 가

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앞품 적합성 항목은 원형패턴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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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odice� Block� to� 1st� Test� Pattern 2.� 1st� Test� Pattern� to� 2nd� Test� Pattern

3.� 2nd� Test� Pattern� to� 3rd� Test� Pattern� 4.� 3rd� Test� Pattern� to� 4th� Test� Pattern

Figure� 8.� Steps� to�Modify� the� Pattern�
(drawn� by� author)

C가 유의한 수준에서 원형패턴 D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으

나, 앞품이 원형패턴 B가 조금 크게 설정되어 평균에서 조

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형패턴 D는 가슴둘레 여유분·

허리둘레 여유분 항목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전체 가슴둘레 여유분이 지나치게 크게 설정되었기 때문이

다. 

  옆면 전체 외관 평가는 원형패턴 B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2.6점으로 보통 이하로 평가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앞점 위치·목뒤점 위치 항목은 모든 원

형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고 어깨선 위치 항목은 원형패턴 C

가 다른 원형보다는 높게 평가되었으나, 1.9로 보통 이하로 

평가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길 길이 적합

성·뒷길 길이 적합성 항목에서 원형패턴 B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뒷길 길이 적합성 항목은 2.9

로 평가되고 앞길 길이와 뒷길 길이의 불균형으로 인해 앞 

밑단 부위가 몸에 붙고 뒤 밑단 부위는 몸에서 멀어지는 문

제가 나타났다. 또한, 암홀 형태 안정성 항목에서는 원형패

턴 B가 1.1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

로 나타났다. 

  뒷면 전체 외관 평가는 원형패턴 B(3.3a), A(3.2ab), 

C(3.1b), D(2.2c) 순으로 평가되었다. 목너비 적합성·목뒤점 

위치 적합성 항목에서는 4종의 원형패턴에서 2.4∼2.6점으

로 낮은 평가를 받아, 거북목 증후군 체형의 문제점으로 개

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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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ice� block� A

Bodice� block� B

Bodice� block� C

bodice� block� D

Figure� 9.� 3D� Virtual� Simulation� of� Bodice� Blocks
(taken� by�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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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ppearance� Evaluation�Made� with� Bodice� blocks

Evaluation� Item
A B C D

F
M S.D M S.D M S.D M S.D

Fro
n
t

Chest� circumference� horizontal�

degree
3.4b 0.70 4.2a 0.79 3.3b 0.48 2.0c 0.47 21.17***

Waistline� horizontal� degree 3.8ab 0.42 4.2a 0.42 3.7b 0.48 2.1c 0.57 37.61***

Neck� width 2.2 1.03 2.6 0.77 2.2 0.79 2.0 0.82 0.90

Anterior� neck� position 1.8 0.42 1.8 0.42 2.0 0.82 1.7 0.48 0.51

Front� width 4.5a 0.53 4.2a 0.63 4.4a 0.52 3.5b 1.18 3.49*

Bust� circumference 4.4a 0.52 4.3a 0.43 4.2a 0.63 1.7b 0.48 59.88***

Waist� circumference 4.4a 0.70 4.3a 0.67 4.5a 0.53 1.5b 0.53 56.24***

Mean 3.59a 0.22 3.74a 0.27 3.5a 0.22 2.04b 0.32 92.89***

Chest� circumference� horizontal�

degree
2.1b 0.32 3.0a 0.47 2.1b 0.32 1.5c 0.53 21.86***

Sid
e

Waistline� horizontal� degree 2.2b 0.79 2.9a 0.88 2.1b 0.74 1.5b 0.53 5.96**

Anterior� neck� position 1.6 0.52 1.7 0.67 1.6 0.52 1.6 0.52 0.08

Cervicale� position 1.7 0.48 1.8 0.63 1.7 0.48 1.7 0.48 0.09

Shoulder� line� position 1.8ab 0.42 1.8ab 0.42 1.9a 0.57 1.4b 0.52 2.08*

Front� bodice� length 2.4b 0.52 3.3a 0.67 2.4b 0.52 2.2b 0.42 8.31***

Back� bodice� length 2.0b 0.47 2.9a 0.74 2.1b 0.57 2.0b 0.47 5.80**

Bust� circumference 4.3a 0.48 3.7b 0.48 4.2ab 0.42 2.4c 0.84 22.53***

Waist� circumference 3.3a 0.82 3.6a 0.84 3.1a 0.74 2.1b 0.88 6.26**

Armhole 2.1b 0.32 1.1c 0.32 2.1b 0.32 4.8a 0.42 211.19***

Mean 2.4ab 0.28 2.6a 0.25 2.3bc 0.28 2.1c 0.17 6.45***

B
a
ck

Chest� circumference� horizontal�

degree
3.6 0.52 3.5 0.71 3.6 0.70 3.7 0.67 0.16

Waistline� horizontal� degree 3.0a 0.00 3.1a 0.32 2.9a 0.32 1.7b 0.48 39.62***

Anterior� neck� position 3.0 0.67 2.8 0.63 3.0 0.67 3.0 0.67 0.23

Cervicale� position 2.4 0.52 2.6 0.70 2.4 0.52 2.4 0.52 0.31

Back� width 3.2 0.42 3.5 0.97 3.1 0.57 3.6 0.70 1.17*

Bust� circumference 4.4a 0.52 4.2a 0.63 4.4a 0.52 2.2b 0.63 34.4***

Waist� circumference 4.4a 0.52 4.3a 0.48 4.3a 0.67 1.1b 0.32 99.13***

Mean 3.5a 0.13 3.5a 0.30 3.5a 0.20 2.46 0.26 46.51***

Total� M 3.2ab 0.14 3.3a 0.15 3.1b 0.16 2.2c 0.17 102.02***

 

*:� p<0.5,� **:� p<0.1,� ***:� p<0.01,� Duncan� test� :�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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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패턴

1) 실험패턴 개발

원형패턴 4종의 착의 결과 원형패턴 B가 선정되었고, 거북

1st� Test

2st� Test

3st� Test

4st� Test

Figure� 10.� 3D� Virtual� Simulation� of� Test� Patterns
(taken� by� author)

목 증후군 체형의 문제점으로 나타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총 4회의 실험을 통해 패턴 수정·보완하여 실험패턴을 설계

하였다(Figure 10).

  1차 실험은 앞길이가 길고 뒷길 길이가 짧은 문제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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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진동둘레선 윗부분의 앞길이를 줄이고, 뒷길이를 늘려

주었다. 앞판과 뒤판의 가슴둘레선 수평을 함께 고려해 앞길 

길이는 0.2cm 줄이고, 뒷길 길이는 0.4cm 늘렸다. 

  2차 실험은 목앞점 및 목뒷점 위치의 문제 해결을 위해 

목앞점을 0.5cm 내리고 목뒤점은 0.5cm 위로 올렸다. 

  3차 실험은 목옆이 들뜨는 문제 해결을 위해 목너비를 

0.2cm 줄이고, 어깨선 위치가 신체의 어깨 위치와 다른 문

제점 해결을 위해 앞판의 목옆점의 위치는 0.5cm 내리고 

뒤판의 목옆점은 0.5cm 올렸다. 목옆점 위치 수정만으로 어

깨선 위치가 개선되지 않아 앞판의 어깨선을 0.5cm 폭으로 

낮추고. 뒤판의 어깨선을 0.5cm 폭으로 올려 설계하였다.

  4차 실험은 뒤 암홀선 길이가 길어 나타나는 문제점 해결

을 위해 뒤판의 암홀선 길이를 1.5cm 줄이고 뒤 어깨 다트

의 길이를 8.7cm로 줄여 설정하였다. 뒤판의 밑단둘레가 몸

에서 멀어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뒤판의 가슴둘레와 허리둘

레를 1cm씩 줄여주었다. 최종 확정된 개발패턴과 원형패턴

의 중첩도는 Figure 11과 같다.

2) 개발패턴 외관평가 

개발패턴 외관평가 결과, 총 24항목 중 21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으며, 개발패턴(4.0)이 원형패턴(2.8)보다 개

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Bodice� block

----------

Developed� pattern

__________

Figure� 11.� Superimposed� Figure� of� Bodice� Block� and� Developed� Pattern�
(drawn� by� author)

  

앞면의 목너비 적합성 항목은 원형패턴(2.5)보다 개발패턴

(4.4)의 맞음새가 향상되었으며, 목앞점 위치 적합성 항목은 

앞길 길이를 줄이고 앞목점 위치를 내려 원형패턴(2.5)보다 

개발패턴(4.1)의 맞음새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옆면 전체 외관평가는 개발패턴(4.0)이 원형패턴(2.0)보다 

모든 항목에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어깨선 위치 항목

은 목옆점 위치는 앞판과 뒤판의 어깨 각도 수정과 앞판 어

깨선은 낮추고 뒤판 어깨선을 올려 원형패턴(1.3)보다 개발

패턴(4.4)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앞길 길이 적합성 항목과 

뒷길 길이 적합성 항목은 가슴둘레선 위쪽 앞길 길이를 줄

이고 뒷길 길이를 늘리는 것과 함께 목뒤점과 목옆점을 위

로 올려 문제점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둘레 여유분 

항목에서 앞판보다 뒤판의 여유분이 커 뒤 밑단둘레가 몸에

서 멀어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가슴둘레 및 허리둘레를 줄

여 원형패턴(1.5)보다 개발패턴(4.0)의 맞음새가 좋아진 것으

로 평가되었다. 암홀 형태 안정성 항목은 뒤 암홀이 뜨는 

문제가 있어 평가 항목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으로 

뒤 암홀선의 길이를 줄여 원형패턴 1.2에서 개발패턴 4.8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뒷면 전체 외관평가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수준 p<0.01에

서 유의하며, 원형패턴(2.3)보다 개발패턴(4.1)의 맞음새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슴둘레 수평 항목과 허리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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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ice� block

Developed� pattern

Figure� 12.� 3D� Virtual� Simulation� of� Bodice� Block� and� Developed� Pattern
(taken� by� author)

레 수평 항목은 뒷길 길이를 키워 수평 항목에서 모두 개선

되어 개발패턴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목너비 적합성 

항목은 앞면과 동일하게 목너비를 줄였고, 목뒤점 위치 적합

성 항목은 뒷길 길이와 목뒤점을 높여 원형보다 목뒤점의 

위치가 높아져 맞음새 불만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형패턴과 개발패턴의 가상착의 외관비교(Figure 12)를 

통한 외관평가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Ⅳ.�결론

본 연구는 현대인의 잘못된 자세로 인해 많이 나타나는 거

북목 증후군 체형의 20대 여성에 적합한 상의 원형패턴 개

발을 목적으로 하며, 가상착의 3D CLO 프로그램을 활용해 

연구 진행하였다. 

  상의 원형패턴 개발을 위해 교육용 상의 원형 4종을 선정

하여 패턴을 분석하고 가상착의 후, 외관평가를 실시하여 원

형패턴 B를 원형패턴으로 선정하였으며 외관평가 결과를 통

해 거북목 증후군 체형의 문제점 5가지를 도출하였다. 첫째,

앞길이가 남고 뒷길이가 부족하다. 둘째, 앞목이 받치고, 뒷

목 위치가 낮다. 셋째, 어깨선이 뒤로 넘어가 있다. 넷째, 옆

목이 들뜬다. 다섯째, 뒤 암홀의 길이가 길어 들뜬다. 여섯

째, 앞 밑단이 몸에 붙고 뒤 밑단은 들뜬다. 

  원형패턴 착의 결과 나타난 문제 해결을 위해 총 4번의 

실험으로 최종 개발패턴을 설계하였다. 1차 실험은 앞길 길

이가 길고, 뒷길 길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앞길이와 뒷길

이의 편차를 다양하게 실험하여, 앞길이 –0.2cm, 뒷길이 

+0.4cm로 수정하여 패턴 설계하였다. 

  2차 실험은 목앞점 위치와 목뒤점 위치의 불만족 해결을 

위해 목앞점과 목뒤점 편차를 다양하게 설계하여 목앞점은 

–0.8cm, 목뒤점은 +0.5cm로 수정하여 설계하였다. 목앞점

의 위치는 1차 실험과 2차 실험의 결과 원형패턴의 목앞점

에서 –1cm, 목뒤점은 +0.9cm의 결과를 가져왔다. 

  3차 실험은 어깨선의 위치 문제 해결을 위해 목옆점의 위

치를 앞판은 0.5cm 내리고, 뒤판은 0.5cm 올려 어깨 각도

에 변화를 주고, 앞판의 어깨선은 0.5cm 낮춰주고, 뒤판의 

어깨선은 0.5cm 높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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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ppearance� Evaluation� of� Bodice� Block� and� Developed� Pattern

Evaluation� Item
Bodice� block� Developed� Pattern

T-Value
M S.D M S.D

Fro
n
t

Chest� circumference� horizontal�

degree
4.0 0.67 4.3 0.68 1.00*

Waistline� horizontal� degree 4.0 0.67 4.3 0.68 1.00*

neck� width 2.5 0.53 4.4 0.70 6.86***

Anterior� neck� position 2.5 0.85 4.1 0.88 4.15***

Front� width 3.7 0.68 3.9 0.74 0.63

Bust� circumference 3.9 0.57 3.7 0.68 0.72

Waist� circumference 3.6 0.70 3.6 0.70 0.00

Mean 3.5 0.46 4.0 0.58 2.42*

Sid
e

Chest� circumference� horizontal�

degree
2.5 0.71 3.5 0.71 3.16**

Waistline� horizontal� degree 2.3 0.82 3.4 0.97 2.74**

Anterior� neck� position 1.9 0.57 3.7 0.48 7.64**

Cervicale� position 1.9 0.57 4.1 0.74 7.47***

Shoulder� line� position 1.3 0.48 4.4 0.70 11.54***

Front� bodice� length 3.0 0.67 3.9 0.57 3.25**

Back� bodice� length 1.8 0.42 3.9 0.74 7.81***

Bust� circumference 2.2 0.42 4.5 0.53 10.78***

Waist� circumference 1.5 0.53 4.0 0.47 11.18***

Armhole 1.2 0.42 4.8 0.42 19.09***

Mean 2.0 0.34 4.0 0.39 12.51***

B
a
ck

Chest� circumference� horizontal�

degree
2.3 0.82 4.0 0.47 8.14***

Waistline� horizontal� degree 2.2 0.78 4.2 0.79 5.67***

Anterior� neck� position 2.3 0.68 4.2 0.42 7.55***

Cervicale� position 2.2 0.79 4.1 0.32 7.07***

Back� width 2.8 0.79 3.9 0.32 4.09**

Bust� circumference 2.9 0.74 3.9 0.32 5.02***

Waist� circumference 3.0 0.67 4.0 0.47 3.87***

Mean 2.3 0.44 4.1 0.26 11.22***

Total� M 2.6 0.28 4.0 0.34 10.56**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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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실험은 암홀 형태 안정성 항목에서 뒤 암홀선의 길이

가 길어 남는 분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뒤 다트 끝점에서 

암홀선까지 가로선을 만들고 암홀선의 길이를 1.5cm 줄였고 

뒤 어깨 다트의 끝점 위치를 0.3cm 짧게 설정하였다. 뒤 밑

단의 중심부위가 몸에서 들뜨는 문제는 뒷길의 길이만으로 

해결되지 않아 뒤판의 가슴둘레와 허리둘레를 원형패턴보다 

1cm 줄여 설계하였다. 

  총 4번의 실험을 통해 앞판의 앞길이는 0.2cm 줄이고, 목

앞점 높이는 1cm 내렸으며, 목옆점의 위치를 0.5cm 내리고, 

어깨선을 0.5cm 낮췄다. 순차적으로 뒤판은 뒷길이를 

0.4cm 늘리고, 목뒤점과 목옆점을 0.5cm 올렸으며, 어깨선

을 0.5cm 앞쪽으로 이동시켰다. 뒤 암홀선 길이를 1.5cm 

줄이고 어깨 다트의 길이는 줄였으며, 가슴둘레와 허리둘레

를 1cm씩 줄여 개발패턴을 완성하였다.

  원형패턴과 최종 완성된 개발패턴에 대한 외관평가를 3D 

가상모델에 착의하여 두 패턴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실시한 결과, 24항목 중 21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개발패턴이 원형패턴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평

가되었다. 거북목 증후군 체형의 특성상 목의 위치로 인해 

옆면에서 맞음새가 좋지 않았으나, 목앞점 위치·목뒤점 위

치·어깨선 위치 항목의 문제점이 개발패턴에서 해결되었고, 

암홀 형태 안정성 항목은 원형패턴보다 개발패턴의 뒤판의 

어깨선 각도가 낮아져 개선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상의 원형패턴은 20대 거북목 증후군 

체형으로의 변형으로 인해 바른 체형을 위주로 제작되는 패

턴의 불만족으로 나타나는 맞음새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패

션산업의 고급화 전략에 따른 개인화 서비스 패턴 제작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20대 여성의 다수가 거북목 

증후군의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의 개발 절차를 바탕으로 거북목 증후군 체형의 진행 

단계에 따른 패턴 개발 연구가 추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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