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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신한복 저고리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통해 추출된 신한복 저고리 디자인을 기본으로 하여 신한

복 저고리 원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한복 저고리 생산에 기본이 되는 패턴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고자 한다. 연구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CLO 3D와 DC Suite 5.1 프로그램이며, 분석에는 SPSS 26.0을 

활용하였다. 1차 외관평가를 통해 낮게 평가된 부분을 수정하여 어깨폭, 소매길이, 소매통, 앞단의 겹침 분량

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2차 외관평가결과 저고리길이, 소매길이, 밑단둘레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었다. 

최종 신한복 저고리 패턴은 앞면, 뒷면, 옆면의 모든 항목에서 4.60이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발된 신

한복 저고리 패턴은 20대 전반 여성의 체형에 맞추어져 있고 소재에 대한 고려 없이 3D 시뮬레이션 상에서

의 일반적인 Physical parameter값에 맞추어 제작되었다. 따라서 향후 발전된 연구에서는 소재별, 저고리의 

길이별, 연령별 신한복 저고리 패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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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한류와 사극 열풍으로 인해 국내외에서 한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

고 있다. 특히, BTS와 블랙 핑크 등 한류 스타들의 한복 착용으로 

MZ세대 사이에서도 한복에 대한 관심 및 착용이 많아지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한복’을 검색하면 166만여 건의 게시물이 검색되

고, ‘#한복스타그램’, ‘#한복대여’ 등 관련 게시물도 수십만 건에 

달한다[1]. 21세기 트렌드에 맞춰 비단 저고리 대신 한복 셔츠와 

한복 니트, 긴 속치마 대신 허리 치마와 원피스로 새로운 한복 트렌드가 

생겨났다. 본 연구에서는 신한복 저고리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통해 

추출된 신한복 저고리 디자인을 기본으로 하여 신한복 저고리 원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한복 저고리 생산에 기본이 되는 패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Study Methods

1. Design of New Hanbok Jeogori

본 연구를 위한 신한복 저고리의 디자인은 선행연구[2]를 통해 

가장 선호하는 부위를 적용하여 완성된 디자인을 사용하였다<Fig.1>.

2. Program

본 연구는 패턴을 제작한 후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한 착의평가를 

위해 CLO 3D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패턴 제작을 위해 3D Studio의 

DC Suite Ver. 5.1 프로그램의 2D 패턴창을 활용하였다.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9권 제2호 (2021. 7)

296

Fig. 1. Design of Jeogori

3. Pattern

본 연구의 패턴은 선행연구[3]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K브랜드 패턴을 기본으로 개발하였다.

4. Data Analysis

본 연구의 외관평가는 SPSS 26.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Results

1차 패턴은 시판 신한복 저고리 패턴 분석을 통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선정된 K브랜드의 저고리 패턴을 기본원형을 변형하여 제작하

였다. 3D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CLO를 통해 우리나라 20대 전반 

여성의 체형으로 제작한 버츄얼 모델에 착용시켜 외관평가 및 의복압 

평가를 실시하였다. 1차 평가 결과, 어깨부위의 수정이 요구되어 

어깨끝점을 1.0cm 안으로 들여서 진동둘레를 다시 정리하여 어깨폭을 

조정하였다. 또, 소매길이, 소매통 등에서도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 

소매길이는 1.5cm 줄여주고 소매통은 밑단 양쪽 끝에서 0.5cm씩 

줄여서 패턴을 수정하였다. 앞단의 겹침 분량을 1cm 줄여 총 9.0cm로 

조정하였다. 2차 평가 결과, 저고리길이가 다소 길다는 평가와 밑단둘

레 여유가 많고 소매길이가 길다는 평가가 있어 앞뒤저고리길이를 

1.0cm 줄여서 패턴을 수정하였고, 소매길이도 1.0cm 줄여 주었다. 

밑단둘레는 프린세스라인에서 각각 0.2cm씩 줄여 총 1.6cm가 작게 

패턴을 수정하였다. 최종 신한복 저고리를 3차원 시뮬레이션 시킨 

후, 외관평가를 실시하였다. 최종 신한복 저고리의 외관평가 결과, 

앞면, 뒷면, 옆면의 모든 항목에서 4.60이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종 신한복 저고리의 의복압을 살펴보면, 여밈고정부위를 제외하고 

모든 부위가 연두색과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의복압이 높은 부위 

없이 편안하게 잘 맞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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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inal 3D Simulation of Jeogori

IV. Conclusions

개발된 신한복 저고리 패턴은 20대 전반 여성의 체형에 맞추어져 

있고 소재에 대한 고려 없이 3D 시뮬레이션 상에서의 일반적인 

Physical parameter값에 맞추어 제작되었다. 또, 실제 착의실험이 

아닌 가상 착의실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발전된 연구에서는 소재별, 저고리의 길이별, 

연령별 신한복 저고리 패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착의실험을 통한 수정사항 도출 및 착용감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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