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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uniform pattern of obese junior-high school girls by using the virtual 

twin and 3D virtual garment simulation syste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by using 3D virtual garment 

simulation, new uniform pattern considered obese junior-high school girls was development. The basic numerical 

formula were as follows; bust girth=B/2+2.5, armhole depth=B/4, front waist girth=W/4+1.8, back waist girth= 

W/4+1, front hip girth=H/4+1, back hip girth=H/4+1, chest width=chest width+1.5, back width=back width+1 and 

back neck width 8cm.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new uniform pattern's appearance evaluation, it 

estimated more highly than existing pattern in silhouette and ease amount, confirming that new uniform pattern is 

appropriate for the obese junior-high school girls. Also, new uniform pattern was evaluated to allow proper space 

length of bust, waist, abdomen and hip. Virtual models production through 3D body scan data, pattern draft and 

virtual garment digital program were applied to prototypic design method so as to enhance the fitness of ready-made 

garments.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one of important basic data for ensuing studies that may utilize 3D 

virtual garment simulation system with 2D patterns, and also for future 3D pattern production program development. 

Key words: 3D virtual garment simulation(3D 가상 착의), uniform pattern(교복 패턴), obese junior-high school 

girls(비만 여중생), space length(공극길이). 

 

Ⅰ.   론

의복은 그들이 속한 집단으로부터 승인이나 인

정을 받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특히 청소년의 경우 

또래의 의복과 비슷하게 착용함으로써 사회적 안

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1) 그러나 비만 체형은 비

만하기 때문에 의복 구매 및 착용에 있어서도 소극

적이며, 기성복 업체들이 표준 체형을 대상으로 업

체별로 아이템별 패턴에 의해 의복을 제작하기 때

문에 본인에게 잘 맞는 호칭의 의복을 찾기가 어렵

고, 이에 따라 의복을 통한 또래집단에 소속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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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2) 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 과다한 스트레

스와 운동 부족 등으로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청소년의 비만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부각되

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3)이므로 비만 체형을 

위한 기성복 패턴 개발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성장 호르몬의 작용으로 

체형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며, 특히 

여중생 체형은 아동의 체형에서 성인에 가까운 체

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이므로 연령과 성별

에 따라 개인차가 큰 것이 특징이다. 성장기의 다

양한 체형 특성에도 불구하고 재개정된 의류제품 

KS 규격4)에서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는 달

리 체형 구분 없이 상반신 의복은 가슴둘레와 키, 

하반신 의복은 허리둘레와 키만으로 치수 규격을 

제시하고 있어, 비만인 여중생의 경우 표준 체형 기

준의 치수 규격에서는 본인의 체형에 잘 맞는 치수

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비만의 체형 특

성에 맞는 치수 체계 표준화 및 out-size 체형을 커

버할 수 있는 패턴 개발이 필요하다.5) 최근에는 어

패럴 캐드시스템과 3차원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패

턴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는데, 국내

에서도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를 활용한 3차원 패

턴 개발 연구6)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3차

원 패턴의 가상 착의는 제조업체가 예비 생산 단계

에서 패턴 제작만으로도 가상 모델에게 착용시켜

봄으로써 실제 샘플 제작으로 인한 시간적․경제

적 손실을 줄일 수 있어 합리적인 생산시스템 구축

을 가능하게 한다.7) 이와 같이 현재 연구․개발 중

인 3차원 인체 바디 모델의 표현기법, 3차원 인체 

계측, 3차원 가상 드레이핑, 3차원 패턴 등은 인터

넷 쇼핑의 시장 증대와 함께 그 비중이 점차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8) 특히 비만으로 인하여 외모

에 대한 자심감이 결여되어 있어 타인 앞에 나서기

를 주저하거나, 장시간 계측하기 어려운 장애인 의

복의 패턴 개발에 3차원 패턴과 가상 착의 시스템

이 적용된다면 다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가상 모델

을 생성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뿐 아니라9) 수작업으

로 이루어지던 여러 단계의 패턴 수정 단계를 줄일 

수 있어10) 다양한 치수와 체형을 커버할 수 있는 효

율적 의복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90년대 이후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복 차림이 부

활하게 되었고,11) 교복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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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권 1호 (2009), p. 88.

간의 경쟁 혹은 그 학교만의 특정함을 나타내기 위

해 그 동안 획일화되어 왔던 기존 교복과 달리 유

행과 캐주얼을 충분히 감안하여 개성미와 기능성

을 갖춘 소재 및 디자인이 선택되고 있다. 특히 여

중생은 미적인 관심의 증가로 표준 체형뿐 아니라 

비만 체형인 경우에도 몸의 결점을 감춤과 동시에 

몸매가 어느 정도 드러나는 몸에 붙는 교복 스타일

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으로써(2010년 07월 설

문조사) 비만 체형의 체형 특성을 커버할 수 있는 

교복 원형 개발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비만 인구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

으로 한 비만 체형의 패턴 개발 연구가 진행되어오

고 있으나, 비만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패턴 개발

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3D 가상 착의 

시스템인 iVirds 3.0 PB, D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만 여중생의 가상 모델을 제작하고, PAD 시스템

을 이용하여 교복 원형을 제도한 후 2차원 패턴을 

3차원으로 시뮬레이션 하여 가상 착의․보정함으

로써 비만 체형에 적합한 교복 원형을 설계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상 착

의를 활용한 일련의 연구과정을 통하여 가상 착의

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한계점을 파악하

여 가상 착의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시하

고, 향후 가상 착의 시스템 사용의 활용성을 높이

고자 한다.

Ⅱ. 연  방법 및 절차

1. 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자

료12)에서 제시한 만 12～14세 여중생 782명 중 비

만지수(BMI) 25kg/m2 이상 피험자 124명의 상반신 

직접계측치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표 1 참고). 

2.3D가상 델 제  및 가상 착

본 연구는 3D 가상 착의 시스템인 iVirds 3.0 P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상 모델을 제작하고,13) iVirds 

3.0 D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상 착의를 실시하

<표 1> 상반신 기술통계량               (단위: cm)

평균

항목

여중생

(782명)

비만

(124명)

높
이

키 157.70 158.64

어깨높이 126.59 127.80

겨드랑높이 117.70 118.31

허리높이 99.26 99.60

배꼽수준허리높이 94.01 94.13

엉덩이높이 78.95 79.30

길
이

앞중심길이 30.58 32.13

젖꼭지사이수평길이 16.86 18.68

목옆젖꼭지길이 23.21 25.47

어깨길이 12.43 12.68

팔길이 53.09 53.93

등길이 36.80 38.01

겨드랑앞벽사이길이 30.94 32.69

겨드랑뒤벽사이길이 36.31 38.32

너
비

어깨너비 34.94 36.35

젖가슴너비 25.91 28.75

허리너비 23.05 26.44

배꼽수준허리너비 26.07 29.77

엉덩이너비 31.33 33.74

둘
레

목밑둘레 35.96 38.00

젖가슴둘레 78.76 89.97

젖가슴아래둘레 69.13 76.92

허리둘레 65.84 76.73

배꼽수준허리둘레 71.39 83.18

엉덩이둘레 88.49 97.11

두
께

젖가슴두께 19.88 23.45

허리두께 17.28 20.76

배꼽수준허리두께 17.60 21.12

엉덩이두께 20.65 23.69

몸무게(kg) 50.65 63.88

비만지수(BMI) 20.29 25.34

허리엉덩이둘레비(WHR) 0.74 0.79

허리편평율1)  1.34 1.27

배꼽수준허리편평율 1.48 1.41

엉덩이편평율 1.52 1.42
1)
 편평율은 너비/두께 비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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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한국모델리즘산학교수협회, 브랜드패턴과 스쿨룩, (서울: 교학연구사, 2003), p. 317.

15) 김혜경, 권숙희, 김순자, 박은주, 서추연, 이숙녀, 전은경, 조정미, 피복인간공학 실험설계방법론, (서울: 교문

사, 2001), p. 368.

앞면 옆면 뒷면

<그림 1> 비만 체형 가상 모델.

였다. 가상 모델은 인체 스캔 데이터를 불러와 가

상 착의체로 활용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프

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본 바디를 불러온 후 둘레, 

길이 등의 인체 계측 정보를 입력하여 치수를 수정

하는 방법으로 비만 여중생의 인체 가상 모델(vir-

tual twin)을 제작하였다(그림 1 참고).

3.비  원  정 및 연  원  계 방법

여중생 교복의 경우 상의길이를 고려하여야 하

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상 착의를 위한 비교 원형으

로 한국모델리즘 산학교수협회14)에서 제시한 중학

생 여자 토루소 원형으로 선정하였다(그림 2 참고). 

비교 원형으로 실험의를 제작한 후 가상 착의를 실

<그림 2> 여자 중학생 토루소 원형.

  

(a) (b)

<그림 3> 공극량 측정방법.

시하였으며, 가상 착의 후 외관 사진 및 공극 상태 

등을 평가하여 비교 원형의 부위별 여유량 등을 단

계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최종 연구 원형

을 설계하였다. 

4.착  평가

의류학 전공자 20명을 전문 평가단으로 구성한 

후 토루소 비교 원형과 연구 원형의 가상 착의 앞

면, 옆면, 뒷면 사진을 동시에 보고 기준선 위치, 각 

부위의 여유량 등의 평가항목에 대해 아주 적당하

다(5점)-적당하다(4점)-보통이다(3점)-적당하지 않다  

(2점)-아주 적당하지 않다(1점)의 5점 척도로 평가

하게 하였다. 또한 가상 착의 상태에서의 여유량에 

대한 객관적, 정량적 검정을 위하여 젖가슴, 허리, 

배꼽수준허리, 엉덩이부위의 단면도를 채취하여〈그

림 3〉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공극량을 측정하였다. 

단면도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Cross section 메뉴

를 이용하여 원하는 부위의 단면을 마우스 드래그

하여 채취(a)하였으며, 공극길이는 Analyze section

에서 부위별 각도의 인체단면과 착의단면에 점을 찍

어 가로, 세로의 dx, dy값(b)으로 공극길이를 측정

하였다.
15)

Ⅲ. 연  결과 

1.비  원  가상 착  결과

PAD system를 사용하여 제도한 비교 원형을 iVirds 

3.0 Drape Simulator system에서 *.dxf 파일로 불러

온 후, 가상 봉제하여 가상 착의를 실시한 결과,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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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지영, op. cit., p. 89.

의 외관과 젖가슴, 허리, 배꼽수준허리, 엉덩이부위

의 단면도를〈그림 5〉및〈그림 6〉에 제시하였다. 

또한〈표 3〉및〈표 4〉는 착의 외관에 대한 5점 척

도 및 공극량 분석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비교 원

형과 연구 원형의 가상 착의 상태를 쉽게 비교하기 

위하여 비교 원형의 외관 및 단면도, 착의시 관능

검사 결과표를 연구 결과 3절에 연구 원형의 가상 

착의 결과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5〉에서는 가상 착의시 여유량에 따른 음

영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 비교 원형의 가상 착

의 앞면, 옆면 상태를 보면 젖가슴에서 배부위에 

이르면서 여유량이 작아 당기며 배부위의 실루엣

을 커버하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옆면

과 뒷면의 착의 외관을 보면 엉덩이부위 또한 적은 

여유량으로 당기는 현상을 보이며, 겨드랑점에서 

밑단까지의 옆선이 옆허리점 부위에서 무리하게 꺾

여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의 비교 원형의 외관

평가 결과에서도 젖가슴에서 엉덩이부위까지 여유

량의 적절성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배부위의 외관점수는 평균 1.65로 아주 낮은 것으

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허리와 엉덩이부위에 더 많

은 여유량을 설정함으로써 돌출된 배와 엉덩이부

위의 실루엣을 커버해야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분류된 비만 여중생의 경우 허

리둘레 및 배꼽수준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치수가 

전체 여중생의 치수보다 크고 허리～엉덩이에 이

르는 부위의 편평율이 전체 여중생의 평균값보다 

작아 단면이 동그란 형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옆면

의 진동둘레선의 파짐 정도에 대한 평가점수도 

1.90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그림 1〉의 비교 

원형의 제도방법에서 알 수 있듯이 비교 원형의 앞

품선 설정 방법은 인체계측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법으로, 젖가슴둘레의 치수에 비해 앞뒤품의 

치수가 상대적으로 작아 진동둘레선이 몸판쪽으로 

깊게 파져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젖가슴둘레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진동깊이는 

다소 길게 설정되어 젖가슴둘레선이 아래로 처지

며, 좌우 겨드랑부위의 들뜨는 분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관 평가 결과에서도 젖가

슴둘레선의 위치 및 진동깊이의 양에 대한 점수는 

2.65와 1.94로 낮게 평가되었다. 허리와 배부위는 

앞면이 돌출된 형상으로 착의시 뒷면보다 길이가 짧

고 들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앞처짐분의 적

절성은 2.40으로 낮게 평가되어 원형 설계시 가슴 

다트량과 앞처짐분을 증가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은 부위별 단면을 도화한 것이며,〈표 

4〉는 공극량 계측 결과이다. 젖가슴부위는 앞뒤중

심부에 여유량이 편중되어 있으며, 착의시 외관 평

가결과가 낮게 나타난 허리의 경우 앞뒤허리점과 

옆허리점을 포함한 FR 60～BR 60에 이르는 부위

와 FL 60～BL 60에 이르는 부위의 공극량은 현저

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착의 평가 결과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배꼽수준허리는 앞중심부인 F에

서의 공극량이 1.8mm로 다른 부위에 비해 적고 여

유량의 분포형태도 불규칙적으로 나타났다. 엉덩이

는 돌출된 엉덩이부위인 BL 0과 BR 0의 공극량은 

각각 1.5mm와 1.8mm로 나타났고, 앞중심부에 여

유량이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비교 원형에 대한 가상 착의 결과를 바탕

으로 비만 체형의 원형 설계시에는 젖가슴둘레선

의 위치, 젖가슴～엉덩이에 이르는 부위의 체형 특

성을 고려하여 여유량을 설정하고, 앞처짐분량, 진

동깊이 등에 대한 보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비교 원형에 대한 보정과 가상 착의를 반복하여 최

종 연구 원형을 설계하였다.  

2. 복 연  원  계

〈표 2〉와〈그림 4〉는 비교 원형을 보정하고, 가

상 착의하여 설계한 교복 연구 원형 계산식과 교복 

원형 제도법을 나타낸 것이다. 가상 착의 상태에서 

3D 패턴을 설계하는 것은 프로그램 기능상 미흡하

므로 수정 부분은 2D 상에서 점, 선, 면의 기능 툴

을 사용하여 패턴을 수정하거나 PAD 프로그램에

서 다시 파일을 불러들여 수정하는 방법으로 패턴

을 설계하였다.
16) 

연구 원형의 세로 기준선 중 상의길이와 등길이

는 비교 원형과 마찬가지로 실측치를 그대로 사용

하였다. 비만의 경우 젖가슴둘레선을 포함한 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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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의 치수가 전체 평균값보다 높은 값으로 젖가

슴둘레선이 아래로 처지고, 이에 따라 진동깊이도 

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 원형 설계시

에는 진동깊이 치수를 비교 원형보다 작게 설정하

여 보정과 가상 착의를 반복하면서 최종 B/4로 젖

가슴둘레선을 설정하였다. 

가로기준선은 앞뒤품선과 젖가슴둘레선, 허리둘

레선, 엉덩이둘레선으로 앞뒤품선은 실측치에 1～

1.5cm 여유분량을 더해주고, 젖가슴둘레선은 전체

치수를 B/2+2.5(앞 B/4+1.5, 뒤 B/4+1)로 설정하여 

비교 원형보다 젖가슴둘레 여유를 총 2.6cm 더해주

었다. 가상 착의시 옆허리점에서 무리하게 꺾임현상

이 발생하고, 공극량도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평가되

었으므로 옆허리점 삭제분량을 앞뒤 각각 0.5cm씩 

줄여서 패턴을 수정한 후 가상 착의 상태를 다시

<표 2> 교복 원형 계산식                (단위: cm)

원형

부위
비교 원형 연구 원형

진동깊이 B/4+1 B/4

앞품 실측치 실측치+1.5

뒤품 실측치 실측치+1

젖가슴둘레선
 앞 B/4+0.6 B/4+1.5

 뒤 B/4+0.6 B/4+1

허리둘레선
 앞 W/4+0.6 W/4+1.8

 뒤 W/4+0.6 W/4+1.5

목옆젖꼭지길이 25.4 실측치

젖꼭지사이수평길이 9 실측치

옆,뒤허리점 이동량 1.5 1

앞뒤목너비 7.6 8

앞목깊이 7.6 8

앞처짐분 2.5 2.8

진동둘레

 앞 앞품선
앞품선에서 0.5 

밖으로 이동

 뒤
뒤품선에서 0.5 

밖으로 이동

뒤품선에서 0.5 

밖으로 이동

뒤어깨길이
어깨너비

+다트분량 1.8
앞어깨길이

앞어깨길이
뒤어깨길이

－다트분량 
실측치

뒤어깨다트길이 8 7

<그림 4> 교복 연구 원형.

확인하였다. 배꼽수준허리부위에서 여유량에 대한 

평균점수도 아주 낮은 값으로 앞뒤허리둘레선의 여

유량을 각각 1.5cm, 1.8cm로 설정하여 허리에서 배

부위까지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형성하도록 패턴을 

수정하였다. 엉덩이부위는 뒷면에 당김현상을 완화

시키기 위하여 뒤허리중심에서의 삭제분량을 1cm

로 수정하였다. 배부위의 돌출로 앞면이 들뜨고 앞

처짐분에 대한 평가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앞처짐분량을 최종적으로 0.3cm 추가하여 2.8cm로 

설계하였다. 젖가슴둘레의 치수에 비해 앞품의 치

수가 상대적으로 작아 진동둘레선이 몸판 쪽으로 

깊게 파짐으로써 외관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

었다. 이에 따라 앞품 실측치에 여유분량 1.5cm를 

더해주어 앞품선을 설정하고, 다시 가상 착의 결과

에 따라 앞품선에서 0.5cm 밖으로 진동둘레선을 이

동하여 패턴을 보정하는 방법으로 최종 연구 원형 

치수를 산출하였다.  

3. 복 연  원  가상 착  결과

〈그림 5〉는 교복 연구 원형의 가상 착의 외관이

다. 앞면과 옆면의 착의상태를 보면 허리부위에서 

엉덩이선까지의 여유량을 더해 줌으로써 배부위를 

자연스럽게 감싸면서 돌출된 부위의 당김현상이 완

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외관 평가 결과에서도 배

부위의 여유량은 평균 4.20의 높은 점수로 비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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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원형
앞면 옆면 뒷면

비교

원형

연구

원형

<그림 5> 가상 착의 외관.

형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여중생의 경우에도 비만 체형은 젖가

<표 3> 가상 착의 외관평가                                                                          (n=20)

부위 항  목
평가점수

t-value
비교 원형 연구 원형

앞면

목둘레선 및 목깊이가 적당하다 2.55 3.15  －2.230*

어깨길이가 적당하다 2.90 3.20  －1.276

진동둘레의 여유량이 적당하다 2.55 4.05  －5.955*** 

앞품의 여유량이 적당하다 2.25 3.60    5.542***

젖가슴둘레의 위치가 적당하다 2.65 3.70  －4.230***

젖가슴부위의 여유량이 적당하다 2.00 3.55  －4.098***

허리부위의 여유량이 적당하다 2.20 3.35  －5.321***

배부위의 여유량이 적당하다 1.65 4.20 －11.799***

엉덩이부위의 여유량이 적당하다 2.35 3.45  －6.493***

옆면

진동둘레선의 파짐이 적당하다 1.90 4.10 －13.036***

진동깊이의 양이 적당하다 1.94 3.16  －8.514***

옆선의 위치가 적당하다 2.40 3.25  －3.847***

옆선이 수직이다 3.35 3.40    0.186

앞처짐분이 적당하다 2.40 3.15  －2.796*

뒷면

어깨길이가 적당하다 2.95 3.00  －0.188

진동둘레의 여유량이 적당하다 2.75 3.55  －2.784*

뒤품의 여유량이 적당하다 2.30 3.80  －6.639***

허리부위의 여유량이 적당하다 2.15 3.50  －5.423***

엉덩이부위의 여유량이 적당하다 2.00 3.90  －6.391***

* P<0.05, **P<0.01, ***P<0.001.

슴둘레 치수가 크므로 젖가슴둘레 치수에 의해 진

동깊이가 깊게 설정되고 있다. 따라서 비만 여중생

의 연구 원형 설계시에도 진동깊이를 줄여줌으로

써 정면 사진에서 겨드랑점부위의 굴곡이 완화되

고 젖가슴둘레선의 위치도 적절하게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품선의 여유량을 조정하고 진동둘레선을 몸판 

바깥쪽으로 이동하여 진동둘레선이 자연스러운 곡

선으로 수정되었다. 이 결과는 옆면의 비교 원형과 

연구 원형의 외관 사진에서 현저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외관 평가 결과에서 진동둘레선의 파짐 

정도에 대한 평가점수는 4.10으로 비교 원형보다 유

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뒷면의 외관에서 

비교 원형의 옆선이 옆허리점에서 꺾이는 현상은 옆

허리점 삭제분량을 줄임으로써 자연스러운 실루엣

을 형성하였고, 옆허리선 부위의 당김현상도 줄어

들었다. 앞처짐분을 추가함으로써 앞면의 배～엉덩



8 가상 착의 시스템에 의한 비만 여중생의 교복 원형 개발 복식문화연구

－ 252 －

이에 이르는 부위의 들뜸현상이 줄고, 뒤어깨다트 

길이를 줄여 뒤품의 여유를 더하고, 어깨다트 끝점

에서 진동부위로의 음영부분의 면적이 작아지고 

당김현상도 완화되었다. 어깨길이의 적절성은 두 

원형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연구 원형의 평

가점수는 3.00으로 다른 부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착의체의 팔의 위치에 따라 어깨가 

올라감으로써 어깨길이가 긴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

문이다. 연구 원형의 각 기준선의 여유량과 진동둘

레 파짐 정도, 진동깊이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에서 

p<0.001 수준에서 비교 원형보다 평균점수가 유의

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 원형의 여유량 및 

기준선 설정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구 원형의 적설성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로 착

의 단면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그림 

6〉과〈표 4〉에 제시하였다. 연구 원형의 젖가슴부

위 공극량은 가슴부위 체형 특성으로 앞뒤중심(F, 

B)에 여유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면의 부

위별 공극량의 분포는 비교 원형보다 고르게 나타

났다. 허리 단면도에서 옆허리점에 해당되는 SR 90

<표 4> 가상 착의시 부위별 공극량                                                              (단위: mm)

부위

원형
각도

젖가슴 허리 배꼽수준허리 엉덩이

비교 원형 연구 원형 비교 원형 연구 원형 비교 원형 연구 원형 비교 원형 연구 원형

앞면

FL 60〬 6.0 9.6 3.0 7.2 2.7 9.0 2.7 6.9

FL 30〬 5.1 8.7 6.0 7.5 2.4 12.6 4.8 9.6

FL 0〬 4.2 9.3 3.3 7.5 2.1 7.8 3.0 7.5

F 13.5 20.4 1.5 6.0 1.8 6.0 7.5 15.0

FR 0〬 2.7 9.3 3.6 6.6 2.7 8.7 7.5 8.1

FR 30〬 6.0 9.0 4.2 6.0 4.5 9.0 7.5 15.6

FR 60〬 4.5 7.8 2.1 4.5 4.8 9.0 7.8 11.7

옆면
SR 90〬 6.0 6.6 2.4 4.8 2.1 13.5 6.0 9.3

SL 90〬 6.3 8.7 1.8 9.6 4.2 10.5 6.0 9.6

뒷면

BL 60〬 7.2 9.0 4.5 9.0 8.7 13.5 4.2 6.0

BL 30〬 10.5 15.0 3.6 7.5 9.0 12.3 6.0 11.1

BL 0〬 9.0 15.6 1.8 7.5 3.0 9.0 1.5 7.8

B 13.5 19.2 3.0 7.5 6.0 12.0 3.9 6.0

BR 0〬 7.8 8.1 1.5 6.0 7.8 9.0 1.8 5.7

BR 30〬 13.2 15.0 1.2 4.8 5.1 9.6 5.1 7.8

BR 60〬 5.1 11.4 3.0 5.7 4.8 13.8 3.0 7.5

젖가슴 허리

배꼽수준허리 엉덩이

연구 원형   비교 원형  

<그림 6> 부위별 착의 단면도.

과 SL 90 부위의 공극량은 각각 4.8mm, 9.6mm로 

비교 원형보다 많은 양으로 고르게 분포됨으로써 

자연스러운 단면을 형성하였다. 배꼽수준허리는 앞

중심부인 F에서의 비교 원형 공극량이 1.8mm로 다

른 부위에 비해 현저히 적고 여유량의 분포 형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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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적으로 나타났으나, 연구 원형의 허리점 삭

제분량을 줄이고 허리에서 엉덩이까지의 여유량을 

늘려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배를 감싸는 단면형상을 

나타내었다. 엉덩이부위는 뒷면 여유량을 늘려줌으

로써 엉덩이 뒷면 돌출부위의 공극량이 증가하고, 

좌우 분포도 대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상의 

최종 연구 원형의 가상 착의 결과에서 비교 원형에 

비해 외관 평가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고 공극량 분

포가 고른 것으로 나타나, 3차원 가상공간에서 설

계한 연구 원형은 비만 여중생의 체형에 잘 맞는 

원형일 것으로 사료된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가상 착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만 여

중생의 체형에 적합한 교복디자인의 기초자료로 활

용할 교복 패턴을 개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 원형의 가상 착의 결과, 젖가슴에서 배

부위에 이르면서 여유량이 작아 당기며 배부위의 

실루엣을 커버하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허리와 엉덩이부위에 더 많은 여유량을 설정하여 

돌출된 배와 엉덩이부위의 실루엣을 커버해야함을 

알 수 있다. 진동둘레선의 파짐 정도에 대한 평가

는 유의적으로 낮은 값으로, 이는 비교 원형의 앞

품선 설정 방법이 인체 계측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법으로 젖가슴둘레의 치수에 비해 앞뒤품의 

치수가 상대적으로 작아 진동둘레선이 몸판 쪽으

로 깊게 파져 있기 때문이다. 비교 원형에 대한 가

상 착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만 체형의 원형 설계시

에는 젖가슴둘레선의 위치, 젖가슴～엉덩이에 이르

는 부위의 체형 특성을 고려하여 더 많은 여유량을 

설정하고, 앞처짐분량, 진동깊이 등에 대한 보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3차원 가상 착의 시스템에 의한 교복 연구 

원형 설계 결과, 앞품 실측치+1.5, 뒤품 실측치+1, 

진동깊이 B/4, 앞뒤가슴둘레 여유량은 각각 1.5cm, 

1cm, 앞뒤허리둘레 여유량은 각각 1.8cm, 1.5cm로 

설정하였다. 앞처짐분량은 최종 2.8cm로 설정하여 

들뜸현상을 막고 돌출된 배를 감싸도록 하였다. 가

상 착의시 옆허리점에서 무리하게 꺾임현상이 발

생하고 공극량도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

으므로 옆허리점 삭제분량을 앞뒤 각각 0.5cm씩 줄

여서 패턴을 수정하였다. 엉덩이부위는 뒷면 당김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뒤허리중심점에서의 삭

제분량을 1cm로 수정하였다. 진동둘레선이 몸판 쪽

으로 깊게 파짐으로써 외관이 좋지 않은 것으로 평

가되었으므로 앞품 실측치에 여유분량 1.5cm를 더

해주어 앞품선을 다시 설정하고, 앞품선에서 0.5cm 

밖으로 진동둘레선을 이동하여 가상 착의 결과에 

따라 패턴을 보정하는 방법으로 최종 연구 원형 치

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교복 연구 원형의 가상 착의 결과, 허리부

위에서 엉덩이선까지의 여유량을 더해 줌으로써 배

부위를 자연스럽게 감싸면서 돌출된 부위의 당김

현상이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진동깊이를 줄여 

앞겨드랑점 진동부위의 굴곡이 완화되었고, 젖가슴

둘레선의 위치도 적절하게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앞품선의 여유량을 조정하고 진동둘레선을 몸

판 바깥쪽으로 이동하여 진동둘레선이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수정되었다. 앞처짐분을 추가함으로써 앞

면의 배~엉덩이에 이르는 부위의 들뜸현상이 줄고 

뒤어깨다트 길이를 줄여 뒤품의 여유를 더하고, 어

깨다트 끝점에서 진동부위까지 음영부분의 면적이 

작아지고 당김현상도 완화되었다. 연구 원형의 각 

기준선의 여유량과 진동둘레 파짐 정도, 진동깊이

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에서 p<0.001 수준에서 비교 

원형보다 평균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나, 연구 원형의 여유량 및 기준선 설정이 타당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상 착의 시스템은 가상 착

의 상태에서 패턴 수정이 불가능하여 다시 2D 상태

의 패턴으로 불러와 수정함으로써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또한 가상 착의체는 정립자

세로 동작에 따른 공극량 분석 및 운동기능성 분석

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었으나, 일련의 연구과정을 

통한 제언은 3차원 가상 착의 및 패턴 제작 프로그

램 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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