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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청소년기는 인생주기 중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성숙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청소

년기는 자신과 또래 집단의 용모와 의복에 큰 관심을 갖는 시기이며, 의복이 자아정체감 또는 사회

성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26, 41]. 

Kim과 Choi [20]는 청소년들의 의류 소비가 과거에 비해 활성화되고 있으나, 국내 의류 시장은 

청소년들을 위한 의류 상품 개발이나 판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Uh 등[46]은 청

소년의 체형 특징이 기성복 제조 산업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청소년용 의류가 

성인용 의류의 치수 체계에 따라 제작, 판매되고 있으나 청소년의 체형은 성인의 체형과 다르므로 

청소년의 고유한 체형 특징을 반영한 의류 치수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의복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옷 패턴(pattern)의 설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다양한 스타일의 옷 패

턴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인체에 잘 맞는 길 원형의 설계가 필요하다. 길 원형의 맞음새(fit)는 착용 

테스트 과정을 통해 섬세하게 평가한다. 의복 원형의 맞음새를 평가하는 착용 테스트는 주로 착용자

가 착용감을 평가하거나 전문 평가단이 착용 상태를 관찰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의복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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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평가 연구는 착용 테스트 과정에서 신체를 연구자가 직

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찰하는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원형 설계 

연구는 청소년보다는 트윈세대[10, 44], 20-30대[5, 19, 29, 36, 

42], 중년[23, 40, 43], 노년[21, 28, 39]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자신의 신체 변화에 민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패턴 착용감 테스트 수행의 어려움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3차원 가상 착의 기술은 의복과 

인체의 밀착 정도를 컴퓨터로 확인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패

턴의 맞음새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여자 

청소년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하여 3차원 가상 착의 프로그램을 통해 여자 청소년에게 적

합한 길 원형 개발의 필요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론적 배경

1. 여자 청소년의 신체 성장 특성 

여자 청소년의 신체 성숙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으며 이들의 체

형이 서구화된 체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선행연구[1, 4, 8] 결과

는 여자 청소년의 체형 특성을 연구하여 이들에게 만족스러운 의

복을 제공하는 방안 제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청소년기에는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이러한 신체적

인 변화는 청소년들이 신체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는 요소

이다[3]. 여자 청소년들은 대략 12-13세경 2차 성징이 발현되나

[35] 최근에는 이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4, 8]. 

청소년의 체형이 성인과 유사해지는 신체 성숙 시기에 대한 논

의는 연구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Ro와 Lee [37]는 여

자 청소년들이 여성스러운 인체 실루엣이 나타나는 시기가 만 16

세와 만 17세라고 주장하였다. 여자 청소년의 인체 실루엣 변화 

과정에 대한 논의에서 Lee와 Hahm [22]은 14세, 15세부터 신체 

성장이 느려지고 16세에 이르면 성장이 거의 완료된다고 하였고, 

허리와 엉덩이의 굴곡은 15세 이후부터 뚜렷해지며, 가슴부터 둔

부에 이르는 전체적인 인체 실루엣이 성숙한 여성의 실루엣을 보

이는 연령은 18세부터라고 하였다. Kim과 Lee [17]는 허리둘레

는 서서히 성장하는 반면, 젖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는 특정 시기

에 비교적 급격하게 성장한다고 하였다. 

2. 청소년용 의류 설계 연구의 필요성

의복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개인의 개성

이나 자아를 표현하는 도구이다. 자아를 표현하는 도구로서 의복

의 중요성은 특히 청소년기에 높다[41]. 청소년 의류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교복의 디자인이나 치수의 적절성, 체형 유형 분류나 특

이 체형 청소년의 의류 개발 연구이다. 교복 패턴에 대한 연구로

는 남자 청소년용 교복 패턴 연구[2], 비만 체형 청소년을 위한 의

류 패턴 연구[31, 38], 여자 고등학생의 하반신 체형 분석을 바탕

으로 한 교복 패턴 연구[12], 그리고 여자 중학생의 체형 분석을 

바탕으로 한 교복 패턴 연구[15]가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신체 성숙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최근 이루어진 청소년 

측정 데이터를 사용한 패턴 설계의 연구는 활발하지 않으며, 대부

분의 연구가 교복 패턴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디자

인의 의류 설계에 기초로 사용될 수 있는 길 원형 패턴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3. 의복 맞음새 평가 

컴퓨터를 활용한 의류 제조 기술은 패턴의 설계, 그레이딩, 마

킹 등 생산업무의 자동화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최근에

는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통해 다양한 연령에 대한 3차

원 인체 형상 스캔 데이터의 수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3차원 인체형상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의류 생산 준비 단계에서 스타일 검토 시간 단축을 

위해 3차원 가상 착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샘플 품평회 추진 등 3

차원 가상 착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3차원 가상 착의 프로그램

에 사용되는 기술은 평면으로 제작한 패턴을 실제 제작 전에 3차

원 가상 모델에게 착의시켜서 완성도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

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복 맞음새는 착용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착용

감 평가와 전문 평가자가 피험자의 실험복 착의 상태를 외관으로 

보고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왔다[14, 15, 21].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발전에 따라 줄자나 마틴 계측기를 이용한 전통적인 

인체 치수 측정 조사를 3차원 인체 스캔 기술이 대신하게 됨에 따

라 3차원 인체 스캔 장비와 데이터의 특징을 파악하거나[6, 11] 3

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를 의류 패턴 설계에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9, 33, 45]. 의류 패턴의 인체 적합성을 검증

하는 의복 맞음새 평가 단계에서도 3차원 가상 착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의복의 인체 적합성을 평가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는 컴퓨터 맵핑 및 시뮬레이션 기술 발전의 뒷받침이라 볼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한 3차원 가상 착의 평가 시스템 

사용 예는 연구시기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변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초기에는 i-Virds [30, 31], i-designer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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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34]의 사용이 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CLO 3D [9, 16, 46]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3차원 가상 착의 프로그램에서 맞음새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

하는 평가 항목으로는 외관 이미지, 공극량, 의복압 등 다양하다. 

선행연구자들은 자세별로 변화하는 의복압을 분석하여 남성 팬츠 

패턴의 맞음새를 검증하기도 하였고[16], 다양한 남성용 셔츠 패

Method
Item

Key dimension Draft

A. Miyoshi (2002) [32] ·Waist back length
·Bust circumference
·Waist circumference

 

B. Lee (1996) [24] ·Waist back length
·Bust circumference
·Waist circumference
·Neck point to breast point

C. Uh and Kim (1999) [47] ·Waist back length
·Bust circumference
·Waist circumference
·Neck point to breast point

 

Figure 1.   Pattern making methods. C.B, center back; B, bust circumference; B.P., bust point; C.F, center front; B.L., bust line; W.L., waist line; W, waist circum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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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을 3차원 가상 모델에 착의시킬 때 예측되는 패턴의 응력값과 

접촉점, 투시도 등을 비교하여 남성용 셔츠 패턴의 핏의 차이를 

예측하기도 하였다[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자 청소년의 바

디스 원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최근 인체측정사업인 제

6차 사이즈코리아(Size Korea)에서 제공하는 3차원 인체 형상 데

이터에서 선정한 가상 모델에게 실험용으로 제작한 길 원형을 3

차원 가상 착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착의 실험하였다. 

연구방법

1. 데이터 선정

여자 청소년 집단의 신체 발달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만 15세부터 만 17세를 피험자 연령으로 선정하였다[13]. 제6

차 사이즈코리아의 여자 청소년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n=351)

에서 청소년의 분포가 집중된 젖가슴둘레(77.5-87.5 cm)와 키

(157.5-162.4 cm)에 속하며 측면자세가 바른 피험자의 3차

원 인체 형상 스캔 데이터를 선정하였다. 의류 표준 산업 규격

인 KS K 9401:2009에서 제시한 의류 치수 호칭 79-160, 82-

160, 85-160호에 속하며, 자세는 바른 자세인 피험자로 한정하

였다. 본 연구는 기성복에서 사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길 원형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바른 자세를 대표 피험자 선정의 자세로 제한

하였다. 바른 자세에 대한 기준은 선행연구[45]에서 제시한 귀구

슬점에서 내린 수직선이 어깨관절의 중심과 배 두께를 이등분하

는 점을 지나는 자세로 정의하였다. 3차원 스캔 자료는 사이즈별

로 1개씩 선정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

여 제6차 사이즈코리아의 20대 여성(n=208) 데이터에서도 여자 

청소년 집단과 동일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차원 스캔 데이터를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Table 1에서와 같이 총 3개

의 여자 청소년 데이터와 3개의 20대 여성 3차원 스캔 데이터를 

선정하였다.

2. 실험용 길 원형 설계

선정된 6개의 3차원 인체스캔 데이터의 신체 치수를 적용하

여 실험용 길 원형을 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성복의 특성

상 KS 규격에서 제시하는 주요 신체 치수인 젖가슴 둘레와 키

를 적용하는 장촌식 제도법을 사용하였다. 제도 방법으로는 대

학 교육 및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Miyoshi [32], Lee [24], Uh 

와 Kim [47]의 길 원형 설계 방법을 채택하였다. 길 원형 설계 방

법은 Table 2에서와 같이 젖가슴둘레 치수를 비례식으로 사용하

여 기초선 너비(basic line width), 앞품(front width), 뒤품(back 

width), 겨드랑너비(axillary width), 진동깊이(armscye depth), 

진동너비(axillary width), 앞중심길이(front waist length)를 산

출하여 사용하는 장촌식 방식이었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3가지 

길 원형 제도법은 등길이와 젖가슴둘레를 이용하여 제도하므로 

최소한의 신체 치수를 사용하여 원형을 제작하는 단순함이 장점

이나 각 부위의 치수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길 원형을 제도하는 

단촌식 제도법보다는 개인의 체형에 따라 맞음새의 문제점이 나

타날 수 있다. 

연구원형을 제도한 3가지 원형의 특징은 Figure 1과 같다. 

Dimension

Front Back

Waist front length Waist back length

Basic line width

Front width Back width

Front neck width Back neck width

Shoulder angle (F) Shoulder angle (B)

Waist width (F) Waist width (B)

Axillary width (F) Axillary width (B)

Armscye depth

Shoulder length

Neck point to breast point -

1/2 (Breast point to breast point) -

Figure 2. Dimensions of experimental patterns (sample B). C.B, center back; L, length; B.P., breast point; C.F, center front; F, front; B,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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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원형은 본 연구에서 선정한 3가지 길 원형 제도 방법 중 허

리다트의 수가 가장 많았다. 가슴선 길이와 허리선 길이의 차이

를 앞, 옆, 뒤에 여러 개의 허리다트로 분산하여 배치하였다. 구

체적으로는 뒤 허리다트의 분량(53%)을 앞 허리다트 분량(29%)

보다 크게 설정하였다. 또한 앞과 뒤의 옆선 쪽 허리다트의 높

이를 가슴선보다 더 높게 위치시켰다. 앞길에는 허리다트 외

에 암홀다트를 사용하였으며, 암홀다트량은 젖가슴둘레(breast 

circumference, B) 치수에서 산출한 분량인 (B/4-2.5)°를 사용하

Table 2. Calculating Formula in Pattern Dimensions 

Dimension
Method

A B C

Basic line width B/2+6.0 3/5B+3.0 B/2+4.0

Front width B/8+6.2 2B/10+1.5 B/6+3.0

Back width B/8+7.4 2B/10-.75 B/6+4.3

Axillary width - B/10+2.25 -

Armscye depth B/12+13.7 B/10+10.5 B/4

Waist front length Waist back length + 3/40B-9.3 Waist back length + B/20 Waist back length - B/24-1.5 

Front neck width B/24+3.4 B/20+3.5 B/12

Back neck width B/24+3.6 B/20+2.5 B/12

Neck point to breast point - B/6+11.5 B/6+11.5

1/2 (Breast point to breast point) B/16+3.1 B/10+.5 -

Unit, cm.
B, breast circumference.

Table 1. Representative Subjects of Adolescents and 20’s 

Dimension
Size

79-160 82-160 85-160 79-160 82-160 85-160

Ad Stature 161.3 158.4 161.3

           

Bust circumference  80.5  82.8  85.3

Underbust circumference  66.2  70.8  73.7

Waist circumference  64.8  67.9  69.5

Hip circumference  93.5  92.2  91.3

Body mass index (kg/m2)  19.1  19.8  20.8

20’s Stature 158.5 158.5 161.5

         

Bust circumference  79.9  82.6  83.5

Underbust circumference  70.3  71.4  72.5

Waist circumference  65.4  66.0  69.5

Hip circumference  88.1  90.2  90.5

Body mass index (kg/m2)  19.5  20.5  19.8

Unit, cm.
Ad,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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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B원형의 앞길은 젖꼭지점(breast point)을 중심으로 어깨에서 

가슴선까지 위치하는 어깨 다트와 허리에서 가슴선까지 위치하는 

허리다트를 사용하였다. 뒷길은 어깨다트 대신 암홀다트를 사용

하였다. 2개의 뒤허리다트의 너비는 1.5-3.0 cm의 일정한 범위

로 사용하였다.

C원형은 젖꼭지점까지 크고 길게 이어지는 옆선다트, 뒤 어깨

다트, 그리고 두 개의 큰 허리다트를 사용하는 원형이다. 앞길에 

옆선다트가 있으며, 옆선다트 배치에 따른 옆선길이 감소를 보충

하기 위해 가슴 처짐분(B/24 cm)을 앞중심길이에 추가 설정하였

다. 어깨다트는 어깨 길이의 중심에서 7.0-8.0 cm의 길이로 설

정하였다.

위와 같은 특징을 지닌 3종의 패턴을 각각 청소년과 20대 성

인용 3개 사이즈(79-160, 82-160, 85-160)로 제작하였으며,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패턴의 17개 부위 치수를 비교, 분

석하였다.

3. 3차원 가상 착의 평가

3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3가지 사이즈로 제도한 길 원형을 해

당 피험자의 3차원 스캔 형상에 가상 피팅하여 평가하였다. 사용

한 3차원 가상 착의 프로그램은 CLO 3D (CLO Virtual, Seoul, 

Korea)이었고, 선택한 직물은 CLO 3D에서 면의 물성과 가장 흡

사하다고 제시한 R_cotton_Cloth_CLO_V1로 설정하였다. 

3차원 가상 착의 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직물의 변형 정

도(예상 직물 변형률, %)는 색상 맵으로 표시하였다. 색상 맵을 

크게 3가지 색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적색은 여유량이 부족

하여 직물 경사와 위사 교차각 변형이 예상되는 것을 의미하며, 

녹색은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의미하고, 보라색은 지나치게 여

유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색상으로 직물 변형을 나타

내는 맵의 산술적인 값을 파악하기 위하여 16개 신체 계측점에

서 예상 직물 변형률을 산출하였다. Figure 3에서 보는바와 같

이 계측점은 목둘레선, 앞품선, 뒤품선, 가슴선, 허리선, 진동둘

레선, 앞중심선, 뒤중심선이 교차하는 점과 젖꼭지점 등 총 16개 

측정점이었다.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상 의복의 투명도를 

20%로 설정하여,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에 표시한 계측점을 정

확하게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

하여 5회 반복하여 가상 의복을 탈의하고, 다시 착의시켜서 측정

하였다.

4. 자료분석

예상 직물 변형률은 반복 측정한 값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비

교하였다. 청소년과 20대 여성 집단의 예상 직물 변형률 차이는 

비모수 검증법인 Mann-Whitney U-test로 분석하였다. 

결과 및 논의

1. 제도 방법별 원형 크기

3가지 방법으로 각각 제도한 실험용 원형들은 같은 신체치수

를 적용하여 제작하였어도 크기가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 Table 3

에서 보면 청소년용 원형을 중심으로 비교하면 기초선 너비는 A

원형이 B원형과 C원형보다 약 2.0 cm 크게 제도되었다. 몸판너

비를 앞품, 뒤품, 겨드랑너비로 나누어 비교하면, 앞품은 B원형

이 A원형보다 1.0-1.3 cm 크고, C원형보다 .7-1.0 cm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뒤품은 C원형이 가장 컸다. 겨드랑너비는 전체적으

로 A원형이 가장 크고, B원형이 가장 작았다. 앞과 뒤의 크기를 

비교하면, A원형과 C원형은 앞이 뒤보다 크고, B원형은 뒤가 앞

보다 더 크게 제도되었다. 허리너비(waist width)는 A원형이 가

장 크고, 앞 너비가 뒤 너비보다 작았다. B원형은 앞 너비가 뒤 너

비보다 컸으며, C원형은 앞과 뒤 너비가 동일하였다. 

진동깊이는 B원형이 가장 짧았다. A원형과 C원형은 진동깊이

가 20.1-21.3 cm이었으나, B원형은 18.6-19.0 cm이었다.

앞중심길이는 A원형이 가장 길고 C원형이 가장 짧았다. A원

형이 B원형보다 .8-1.2 cm 길었고 C원형보다는 1.7-2.5 cm 더 

길었다. 

앞목너비(front neck width)는 B원형이 가장 컸으나 뒷목너비

(back neck width)는 가장 작았다. A원형은 뒷목너비가 앞목너

비보다 .2 cm 컸고, C원형은 앞목너비와 뒷목너비가 동일하였다. 

어깨선 길이(shoulder length)는 C원형이 가장 길었고 B원형

이 가장 짧았다. 어깨각도(shoulder angle)는 3가지 원형 모두 앞

보다 뒤가 4°-8° 더 크게 제도되었다. B원형과 C원형은 제도 후 

어깨 각도가 결정되었으나 A원형은 모든 사이즈에서 동일한 어깨

각도를 사용하였다(앞 어깨 각도, 22°; 뒤 어깨 각도, 18°). 

유장(neck point to breast point)을 설정하는 방법은 제도 방

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B원형과 C원형은 실측치를 반영하여 

제도하였고, A원형은 제도 과정에서 유장이 결정되는 방식을 사

용하였다. 그 결과, A원형의 유장은 신체 치수보다 짧게 제도되

었다. 좌우 유폭 (breast point to breast point)은 A원형이 B원형

이나 C원형보다 더 길게 제도되었다. 

다트 각도는 앞 허리다트(front waist dart), 뒤 허리다트(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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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st dart), 앞가슴다트(front bust dart), 뒤 어깨다트와 암홀다

트(back shoulder dart & armhole dart)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Table 4에서 보면 허리다트의 각도는 제도 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났다. A와 B원형은 각각 2개씩 제도된 뒤 허리다트 각도를 합

하면 뒤 각도가 앞 각도보다 큰 원형이었다. 반면 C원형은 뒤 각

도가 앞 각도보다 현저하게 작았다. 유방의 실루엣을 표현하는 가

슴다트는 A원형은 18°-19° 크기의 암홀다트를 사용하였고, B원

형과 C원형은 13°-15°의 앞 어깨다트와 옆선다트를 사용하였다. 

등 어깨 부위의 인체 실루엣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뒤 어깨다트는 

A원형이 가장 큰 각도(11°-12°)를 나타냈고, C원형이 9°-10°, B

원형이 8°-9°를 나타냈다.

2. 3차원 가상 착의 시스템을 이용한 착의 평가

가상 착의 평가 시스템을 통해 측정한 예상 직물 변형 분포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Figure 4를 보면 패턴 제작 방법이나 사이즈

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직물 변형률 분포 범위는 너무 넓게 잡으

Table 3. Measurements of Experimental Patterns 

Dimension
Size

79-160 82-160 85-160
A B C A B C A B C

Basic line width (cm) Ad 46.2 44.3 44.2 47.4 45.5 45.4 48.6 46.9 46.6

20’s 45.6 43.7 43.7 47.1 45.1 45.2 47.2 45.9 45.7

Front width (cm) Ad 16.3 17.1 16.3 16.6 17.7 16.8 16.9 18.0 17.2

20’s 16.0 17.0 16.3 16.5 17.7 16.7 16.5 17.8 17.0

Back width (cm) Ad 15.9 15.4 16.9 16.3 15.8 17.4 16.3 16.3 18.5

20’s 16.0 15.2 16.7 16.2 15.8 17.2 16.5 15.9 17.4

Axillary width (F, cm) Ad  7.0  4.3  5.7  7.4  4.5  6.0  7.5  4.7  6.0

20’s  7.0  3.9  5.6  7.4  4.4  5.9  7.6  4.5  6.0

Axillary width (B, cm) Ad  5.0  5.9  4.3  5.2  6.1  4.4  5.5  6.2  4.7

20’s  5.0  6.2  4.4  5.2  5.9  4.6  5.3  6.2  4.6

Armscye depth (cm) Ad 20.4 18.6 20.1 20.6 18.8 20.7 20.7 19.0 21.3

20’s 20.3 18.5 19.8 20.5 18.6 20.7 20.6 18.7 20.7

Waist front length (cm) Ad 32.9 32.1 30.6 34.3 33.3 32.0 31.5 30.3 29.0

20’s 34.5 34.0 32.6 34.6 33.6 32.4 35.4 34.3 32.9

Waist width (F, cm) Ad 19.9 18.7 17.2 20.5 19.6 17.9 21.1 20.0 18.3

20’s 19.9 18.4 17.3 20.4 19.3 17.5 20.9 20.1 18.2

Waist width (B, cm) Ad 15.5 15.7 17.2 16.3 16.2 17.9 16.6 16.6 18.3

20’s 15.7 16.0 17.3 15.6 15.7 17.5 16.3 16.3 18.2

Neck width (F, cm) Ad  6.7  7.5  6.7  6.8  7.6  6.9  6.9  7.7  7.1

20’s  6.7  7.4  6.6  6.8  7.6  6.8  6.8  7.6  6.9

Neck width (B, cm) Ad  6.9  6.5  6.7  7.0  6.6  6.9  7.1  6.7  7.1

20’s  6.9  6.4  6.6  7.0  6.6  6.8  7.0  6.6  6.9

Shoulder length (cm) Ad 12.0 11.7 12.5 12.5 12.2 12.7 12.5 12.3 12.8

20’s 12.0 11.6 12.4 12.4 12.0 12.5 12.3 12.0 12.7

Shoulder angle (F, °) Ad 22.0 22.0 19.0 22.0 24.0 20.0 22.0 21.0 19.0

20’s 22.0 24.0 19.0 22.0 22.0 20.0 22.0 21.0 20.0

Shoulder angle (B, °) Ad 18.0 17.0 19.0 18.0 16.0 19.0 18.0 16.0 19.0

20’s 18.0 18.0 19.0 18.0 17.0 20.0 18.0 17.0 19.0

Neck point to breast point (cm) Ad 24.5 24.9 24.9 24.8 25.3 25.3 25.4 25.7 25.7

20’s 24.2 24.8 24.8 24.9 25.2 25.2 25.0 25.4 25.4

1/2 (Breast point to breast point) (cm) Ad 8.8 8.5 8.5 9.0 8.7 8.9 9.0 9.0 8.9

20’s 8.6 8.5 8.6 9.0 8.8 8.7 9.1 8.9 8.9

Ad, adolescents; F, front; B,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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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부위 별 차이가 잘 나타나지 않으므로 100%±3%로 범위를 지

정하여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대체로 여자 청소년용 원형이 20

대 여성의 길 원형보다 목둘레와 등 어깨 부위에서 직물 변형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용 79-160 사이즈 길 원형

은 B원형과 C원형이 등, 어깨, 목둘레에서 예상 직물 변형률이 높

았다. C원형은 앞 옆선다트를 사용하여 짧아진 옆선의 길이를 보

상하기 위하여 옆선과 앞중심 길이에 다트 너비에 해당하는 길이

(B/24)를 증가시켰으나, 가상 착의 시 앞 허리둘레선이 위로 올라

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은 85-160 사이즈에서 두드

러지게 나타났다. 

Table 4. Dart Angle of Experimental Patterns 

Dimension

Size

79-160 82-160 85-160

A B C A B C A B C

Waist dart (F) Ad 11  9 11 10  8 10 13 10 14

20’s  9  8  9 10  9 12  9  7  9

Waist dart (B) Ad 16 16  5 15 16  4 18 18  6

20’s 13 14  4 16 15  5 13 14  3

Bust dart (F) Ad 18 13 14 18 15 14 19 13 14

20’s 18 14 13 18 13 14 18 13 14

Shoulder/armhole dart (B) Ad 11  8 10 11  8 10 12  8  9

20’s 11  8 10 11  8  9 11  9  9

Unit, °.
F, front; Ad, adolescents; B, back. 

Front Back

              

a Lateral neck (right) i Anterior axilla
b Lateral shoulder (right) j Posterior axilla
c Mid-shoulder (front) k Nipple (right)
d Mid-shoulder (back) l Cross point of the breast line and the center front length
e Anterior neck m Lateral waist (right)
f Posterior neck n Anterior waist 
g Cross point of the front chest line and the armhole line o Posterior waist 
h Cross point of the back chest line and the armhole line p Scapula

Figure 3. Landmarks for stress distribution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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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9-160 사이즈

예상 직물 변형률의 부위 별 분포는 Table 5와 같다. A원형은 

Figure 4의 색상으로 표현된 분포도에서는 직물 변형이 두드러지

게 관찰되지는 않았으나, 계측점을 지정하여 측정한 결과에서는 

앞품점(g)에서 여자 청소년용 원형(102.42%)의 예상 직물 변형

이 20대 여성용 원형(100.32%)보다 높게 나타났다(p＜.01). B원

형에서 여자 청소년용 원형의 직물 변형률이 가장 높게 예측된 부

위는 옆목점(a, 105.10%)이었다. 이 외에도 앞품점(103.34%), 앞

목점(e, 102.60%), 겨드랑앞점(i, 102.24%), 견갑점(p)에서 비교

적 높은 변형률이 나타났다. C원형은 가장 많은 부위에서 여자 청

소년용 원형의 예상 직물 변형률이 높았다. 겨드랑앞점(106.14%)

과 앞품점(104.08%)에서 높았고, 옆목점, 어깨가쪽점(b), 어

깨앞점(c), 어깨뒷점(d), 앞목점, 견갑점에서도 비교적 높았다

(102.02%-102.78%). 

2) 82-160 사이즈

다른 사이즈에 비해 예상 직물 변형률이 낮았다. Table 6을 보

면 A원형은 가장 낮았다. B원형은 앞목점에서 예상 직물 변형률

이 높았다(여자 청소년용 102.42%, 20대 여성용 102.92%). 여

자 청소년용과 20대 여성용에서 약간 다르게 나타난 부위는 다

음과 같다. 청소년용 원형은 어깨가쪽점(102.88%)과 겨드랑앞점

(102.94%)에서 예상 직물 변형률이 높았고 20대 여성용 원형은 

앞품점(102.22%)과 겨드랑뒷점(j, 102.46%)에서 예상 직물 변형

률이 높았다. C원형은 청소년용 원형에서 앞품점(102.10%)과 겨

드랑앞점(102.05%) 부위에서 예상 직물 변형률이 높게 나타났다.

3) 85-160 사이즈

가장 큰 사이즈인 85-160 사이즈 원형은 청소년용의 예상 직

물 변형율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7을 보면 청소년용 A원형은 겨

드랑앞점(103.54%), 옆목점(102.54%), 어깨뒷점(105.06%), 견

갑점에서 높았다. 청소년용 B원형은 겨드랑앞점(109.40%)과 앞

품점(103.52%), 앞목점(102.14%)에서 높았다. 20대 여성용 원형

Size
Method

A B C
79-160 Ad

20’s

82-160 Ad

20’s

85-160 Ad

20’s

Figure 4. Stress distribution map in 3D CLO virtual fitting (CLO Virtual, Seoul, Korea). Ad,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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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겨드랑앞점(105.58%)과 앞목점(102.88%), 앞품점(102.46%)

에서 예상 직물 변형율이 높게 나타났다. C원형은 청소년용이 겨

드랑앞점(110.14%), 겨드랑뒷점(102.94%), 앞품점(102.30%)에

서 높은 예상 직물 변형률을 나타냈다. 반면 20대 여성용 A원형

과 C원형은 직물 변형률이 낮았다.

이상의 결과는 사이즈에 따라 결과가 다름을 보여준다. 82-

160 사이즈는 맞음새가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79-160 사이즈는 

B원형이나 C원형 제도 방식으로 제작한 길 원형이 잘 맞지 않음

을 보여준다. 85-160 사이즈도 청소년용 길 원형은 등 어깨와 진

동 부위에서 잘 맞지 않음을 보여준다. 

결론

본 연구는 일반 여성용 길 원형 제작 방법을 여자 청소년용 길 

원형 제작에 적용하였을 때 예측되는 문제점을 검증하였다. 79-

160, 82-160, 85-160의 3개 사이즈 길 원형을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3가지 원형제작 방법으로 제작하여 해당 사이즈의 

여성용 길 원형이 여자 청소년에게도 적합한 것인지 검증하였다. 

국가 표준 데이터인 제6차 사이즈 코리아의 3차원 인체 스캔 자

료에서 피험자의 인체 스캔 형상을 이용하여 제작한 길 원형을 3

차원 가상 착의시켜 맞음새를 비교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길 원형 제도 방식이나 사이즈에 따라 맞음새의 우수성이 다

르게 나타났다. 청소년용 길 원형 제작에 가장 적합한 패턴으로 

평가된 A원형은 허리다트를 앞, 뒤, 옆으로 분산시키고, 옆선 부

근의 허리 다트 길이를 가슴선 위로 길게 올라오게 하여 허리와 

젖가슴아래둘레 부위를 안정적으로 감싸는 형태이었다. B원형은 

앞목, 앞겨드랑, 앞품에서 맞음새 문제가 있었으며, C원형은 앞겨

드랑과 앞품 부위에서 맞음새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길 원형 제작 방식이라 하더라도 사이즈에 따라서도 맞

Table 5. Distribution of Stress Value 

Point

Subject (size 79-160)

Pattern A Pattern B Pattern C

Mean (SD)
U-test

Mean (SD)
U-test

Mean (SD)
U-test

Ad 20’s Ad 20’s Ad 20’s

a 101.06 (.30) 100.72 (.27) 4.500 105.10 (.07) 101.32 (.30)  .000** 102.78 (.65) 101.36 (.76) 2.000*

b 100.30 (.19) 100.18 (.08) 6.000 100.82 (.13) 100.38 (.20)  .000** 102.14 (1.02) 100.18 (.20)  .000**

c 100.38 (.41)  99.86 (.05) 5.000  99.28 (.08) 99.52 (.44)  5.000 102.44 (.35)  99.66 (.25)  .000**

d 101.60 (.53) 100.44 (.11)  .000** 101.34 (.11) 100.22 (.22)  .000** 102.60 (.38) 100.22 (.08)  .000**

e 101.20 (.00) 100.44 (.11)  .000** 102.60 (.10) 101.50 (.37)  .000** 102.02 (.31) 101.82 (.75) 11.000

f 100.26 (.05) 100.66 (.05)  .000**  99.94 (.05) 100.14 (.05)  .000** 101.22 (.29) 100.18 (.11)  .000**

g 102.42 (.05) 100.52 (.04)  .000** 103.34 (.39) 101.76 (.48)  .000** 104.08 (.08) 100.30 (.10)  .000**

h 100.06 (.40)  99.94 (.09) 3.000*  99.94 (.09) 101.76 (.48)  .000** 100.14 (.11)  99.96 (.05) 1.500*

i 100.64 (.40) 100.52 (.23) 9.500 102.24 (.51) 101.60 (.40)  .000** 106.14 (1.29) 101.18 (.08)  .000**

j  98.12 (.28) 100.14 (.09)  .000** 101.14 (.94) 101.58 (.13) 10.000 101.06 (.36)  98.82 (.16)  .000**

k  99.74 (.48) 100.02 (.04) 6.500  99.84 (.05) 100.02 (.04)  .000** 100.30 (.19)  99.96 (.05)  .000**

l  99.96 (.05)  99.92 (.08) 9.000  99.84 (.05)  99.94 (.05)  3.000  99.32 (.29)  99.82 (.16) 1.500*

m  99.28 (1.17) 100.00 (.00) 10.000 100.46 (.30) 100.20 (.07)  7.000 101.68 (1.92)  99.96 (.05)  .000**

n 100.00 (.00) 100.00 (.00) 12.500  99.98 (.04) 100.00 (.00) 10.000  99.00 (1.90) 100.00 (.00) 5.000

o 100.00 (.00) 100.00 (.00) 12.500 100.00 (.00) 100.00 (.00) 12.500 100.18 (.08) 100.00 (.00)  .000**

p 100.62 (.08) 100.04 (.05)  .000** 102.04 (.17) 100.10 (.07)  .000** 102.68 (.08) 100.10 (.07)  .000**

Unit, %. 
■, over 101.00%; ■, over 102.00%; Ad, adolescents; a, lateral neck (right); b, lateral shoulder (right); c, mid-shoulder (front); d, mid-shoulder (back); e, anterior neck; f, 

posterior neck; g, cross point of the front chest line and the armhole line; h, cross point of the back chest line and the armhole line; i, anterior axilla; j, posterior axilla; k, 
nipple (right); l, cross point of the breast line and the center front length; m, lateral waist (right); n, anterior waist; o, posterior waist; p, scapula.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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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새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82-160 사이즈는 3가지 길 원

형 제작 방식에서 비교적 우수하였으며, 79-160 사이즈는 B원형

과 C원형의 맞음새가 좋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인체측정사업을 통해 산업에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의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와 3차원 가상 착의 방법

을 사용하여 여성용 길 원형 설계 방법이 여자 청소년에게도 적합

한 길 원형인지를 검토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여자 청소년이 20

대 여성보다 길 원형의 맞음새 문제점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

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은 길원형의 

맞음새를 간편하게 파악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자신의 신체를 타인에게 보이는 것에 대한 거

부감이 큰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일정 주기로 국민의 신체 치수나 형태를 수집

하여 국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산업계와 학계의 연구에 활

용하도록 제시되는 사이즈코리아 자료를 사용하였다.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는 최소한의 옷, 즉 속옷의 형태인 실

험복을 착용한 신체 형상이라는 점에서 길 원형의 맞음새를 평가

하는 도구로 활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3차원 가상 착의라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므

로 문제점 발생의 가능성 정도를 검토한 결과로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패션 산업 현장에서의 사용이 증가하는 3차원 가상 착의 기

술을 패턴의 맞음새를 검증하는 기술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신뢰도를 더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3차

원 가상 착의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예상 직물 변형률을 사용하

여 패턴의 맞음새를 평가하는 방법의 유용성과 직물 변형률의 적

용 범위, 옷감의 특징 변화에 따른 맞음새의 변화, 바른 자세 외에 

다양한 자세를 가진 체형의 피험자에 대하여 더 심층적으로 연구

해야 할 것이다.

Table 6. Distribution of Stress Value 

Point

Subject (size 82-160)

Pattern A Pattern B Pattern C
Mean (SD )

U -test
Mean (SD )

U -test
Mean (SD )

U -test
Ad 20’s Ad 20’s Ad 20’s

a 100.06 (.09) 101.10 (.48)  .000** 100.24 (.09) 101.78 (.08)  .000** 100.28 (.04) 100.90 (.07)  .000**

b 100.72 (.11)  99.88 (.08)  .000** 102.94 (.09) 100.20 (.07)  .000** 101.04 (.36)  99.94 (.05)  .000**

c  99.98 (.08)  99.90 (.10)  7.000  99.92 (.08)  99.68 (.16) 2.500*  99.86 (.05)  99.82 (.08)  9.000

d 100.22 (.08) 100.26 (.15) 11.500  99.96 (.11) 101.20 (.19)  .000** 100.98 (.51) 101.02 (.29) 11.000

e 100.86 (.36) 100.70 (.41) 11.000 102.42 (.30) 102.92 (.83) 9.000 100.44 (.15) 101.48 (.35)  .000**

f  98.88 (.23) 100.42 (.08)  .000**  98.20 (.57)  99.98 (.04)  .000**  98.98 (.67)  99.92 (.08) 4.000

g 101.60 (.29) 100.10 (.07)  .000** 101.78 (.18) 102.22 (.38)  .000** 102.10 (.07) 100.38 (.08)  .000**

h 100.18 (10.04) 100.28 (.19)  8.500 100.62 (.20) 100.44 (.15) 5.000** 100.34 (.17) 100.08 (.04)  .000**

i 101.18 (.15) 100.18 (.16)  .000** 102.88 (.08) 101.66 (.40)  .000** 102.06 (.60) 101.40 (.37) 1.500**

j  94.82 (3.05)  99.78 (.08)  .000**  96.94 (.51) 102.46 (.27)  .000** 100.14 (.60)  99.72 (.53) 1.500**

k 100.02 (.08)  99.90 (.07)  3.500* 100.16 (.05) 101.45 (.34)  .000** 100.00 (.00) 100.82 (.04)  .000**

l 100.00 (.00)  99.76 (.17)  2.500* 100.40 (.07)  99.96 (.05)  .000** 100.02 (.04)  99.92 (.08) 4.000*

m 100.00 (.00) 100.66 (.31)  .000**  99.86 (.09) 100.66 (.17)  .000** 99.52
 (.29)

 99.96 (.05)  .000**

n 100.20 (.07) 100.18 (.04) 10.500 100.14 (.09) 99.94 (.09) 1.500* 100.68 (.08) 100.12 (.04)  .000**

o 100.00 (.00) 100.00 (.00) 12.500 100.04 (.05) 100.04 (.89)  .000**  99.90 (.14) 100.00 (.00) 7.500

p 100.34 (.21) 100.08 (.08)  4.000 100.48 (.08) 100.40 (.07) 6.000 100.48 (.13) 100.68 (.08) 2.000*

Unit, %.
■, over 101.00%; ■, over 102.00%; Ad, adolescents; a, lateral neck (right); b, lateral shoulder (right); c, mid-shoulder (front); d, mid-shoulder (back); e, anterior neck; f, 

posterior neck; g, cross point of the front chest line and the armhole line; h, cross point of the back chest line and the armhole line; i, anterior axilla; j, posterior axilla; k, 
nipple (right); l, cross point of the breast line and the center front length; m, lateral waist (right); n, anterior waist; o, posterior waist; p, scapula.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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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102.06 (.18) 100.48 (.13)  .000** 101.32 (.08) 100.52 (.08)  .000** 101.72 (.44) 100.66 (.11)  .000**

e 100.80 (.34) 100.24 (.15) 2.500* 102.14 (.42) 100.80 (.10)  .000** 100.54 (.15) 101.60 (.55)  .000**

f 101.96 (.47) 100.62 (.13)  .000** 101.24 (.05) 100.40 (.07)  .000** 101.60 (.07) 100.54 (.09)  .000**

g 101.98 (.11) 101.50 (.32) 1.000* 103.52 (.41) 102.46 (.73) 2.000* 102.30 (.21) 102.08 (1.06) 7.000

h  99.88 (.13) 100.06 (.05) 2.000* 100.06 (.05) 100.12 (.11) 8.500 100.02 (.04) 100.18 (.13) 1.500*

i 103.54 (.19)  99.84 (.05)  .000** 109.40 (2.21) 105.58 (.38) 4.000 110.14 (.84)  99.92 (.11)  .000**

j 100.48 (.16) 101.64 (.13)  .000** 98.16 (.69) 100.15 (.13)  .000** 102.94 (.41) 101.22 (.51)  .000**

k  99.88 (.04)  99.78 (.04)  2.000* 100.18 (.13) 101.16 (.73)  .000** 100.64 (.15) 100.32 (.08)  .000**

l  99.98 (.04) 100.00 (.00) 10.000 100.00 (.00) 100.62 (.08)  .000**  99.68 (.08) 100.00 (.00)  .000**

m 101.34 (.11) 100.14 (.11)  .000** 100.14 (.05) 100.90 (.16)  .000** 100.88 (.13) 100.06 (.89)  .000**

n 100.06 (.05) 100.02 (.04) 7.500 100.14 (.09) 100.00 (.00) 2.500*  99.76 (.09) 100.00 (.00)  .000**

o 100.02 (.04)  99.98 (.04) 8.000 100.10 (.00) 100.00 (.00)  .000** 100.14 (.05) 100.38 (.16) 1.000*

p 102.28 (.11) 100.88 (.08)  .000** 100.32 (.08) 101.12 (.13)  .000** 100.02 (1.40) 100.92 (.13) 5.000

Unit, %.
■, over 101.00%; ■, over 102.00%; Ad, adolescents; a, lateral neck-right; b, lateral shoulder (right); c, mid-shoulder (front); d, mid-shoulder (back); e, anterior neck; f, 

posterior neck; g, cross point of the front chest line and the armhole line; h, cross point of the back chest line and the armhole line; i, anterior axilla; j, posterior axilla; k, 
nipple (right); l, cross point of the breast line and the center front length; m, lateral waist (right); n, anterior waist; o, posterior waist; p, scapula.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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