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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esented functional designs for development of functional compression wear for men in their

forties based on body muscles as well as designed 2D patterns using 3D standard body form data of men in

their forties. Patterns with an optimal stretch rate were proposed through a comfort evaluation. Different

material was used for different areas such as the sports ability strengthening areas including body parts that

often move for sports (such as the shoulders, abdomen and lower arm), areas that require ventilation for per-

spiration (such as the chest and back center, and armpits), and stable form areas (such as the chest, waist

and elbows). The front and back surface areas of the developed pattern was an average 102.4% size com-

pared to the body surface area.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90% reduction pattern showed changes in pre-

ssure value according to area of movement, had the best breathability when worn, and had the best, most

comfortable fit compared to the other subjects. The clothing pressure values of the pattern were around 22.1-

23.4mmHg for the arm area (which has a big movement range and has many muscles) and 10.4-11.8mmHg

for chest and abdomen areas related to major organs and breathing, indicating appropriate clothing pressure.

A compression wear top pattern with pressure appropriate to the target age range and excellent appropriate-

ness for the body form will be developed for men in their forties. A study method will be proposed to de-

velop design technology for ergonomic compression wear tops with excellent fit and comfort.

Key words: Compression wear, Men in their forties, Nude 3D pattern, Optimal stretch rate, Clothing pre-

ssure; 컴프레션 웨어, 40대 남성, 누드 입체패턴, 최적 신축률, 의복압

I. 서 론

최근 기능성 의복의 열풍이 스포츠 의류 업계에 확산

된 데 이어 최근에는 패션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

며 대부분의 패션 브랜드들이 최소한 기능성 제품 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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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선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기능성 스포츠 의복 중

에서 운동선수는 물론 최근에 일반인들에게 각광 받고

있는 제품이 컴프레션 웨어이다. 컴프레션 웨어란, 오래

서있어야 하거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사람에게 특

히 유용한 서포트와 다양한 정도의 압박을 제공하는 제

품으로, 피부마찰과 발진을 방지하기 위해 운동 중에 착

용하기도 하고, 근육이 굳는 현상을 방지하고 회복시간

을 단축시키기 위해 운동 후에 착용하기도 한다(“Comp-

ression garment”, 2014). 이러한 컴프레션 웨어를 운동 시

착용함으로써 피부에 안정적으로 밀착되어 혈류와 근

육 산소공급을 촉진시켜 운동효과를 극대화시켜주고 원

활한 움직임과 완벽한 착용감을 제공해 운동 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스포츠 레저 인

구가 급증하면서 기능성 컴프레션 웨어에 대한 일반 소

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기능성

제품 브랜드는 물론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들까지 기

능성 컴프레션 웨어 시장에 잇따라 진출하면서 시장이

팽창하고 대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 ·장년층에서 자기 체형의 변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적인 생활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식습관의 변화와 운동량 증가로 이

어져 최근 중 ·장년층의 몸무게와 허리둘레가 줄어들고

체형이 서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 ·장년층 중

에서도 40대는 체형이 급격히 변화되고 다양해지는 연

령층이며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마켓에서의 구매력이 있

는 층이므로 40대 체형을 고려한 컴프레션 웨어의 개발

은 그 필요성이 있으며 상품에 대한 경쟁력도 있다고 판

단된다.

컴프레션 웨어는 착용하였을 때 피부를 보호하고 몸

을 쾌적하게 유지시켜주며 피로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

으며 몸의 자세를 교정하고 근육 진동억제로 지구력을

향상시키며 부위별 압박감으로 관절 부위를 지지해 부

상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졌다. 또한 신체 근육 형성

에 따라 입체패턴을 적용해 각 운동에 맞도록 최소의

에너지로 최고의 운동효과를 낼 수 있으며 공기 투과성

이 뛰어난 소재를 사용하여 일정 체온을 유지시켜 주거

나 냉감효과를 얻을 수 있고, 신축성이 높아 근육의 탄

력성을 높이는 기능성 제품이다(Kim, 2012).

이와 같은 건강에 대한 관심과 스포츠 시장의 성장은

밀착형 스포츠 웨어의 정보기술화를 촉진시키고 다양

한 분야에서 관심있게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의복 내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밀착 의복 개발

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Jeong(2006a)은 인체의 3차원

스캔 데이터를 이용한 밀착 바디 슈트를 개발하고 압력

값을 참고로 밀착패턴을 위한 최적 축소율을 제안하였

고, Jeong(2006b)은 Size Korea 2004를 이용하여 맞음새

가 우수한 20대 남성용 밀착 팬츠 제도방법과 축소율을

고찰하였다. Jeong and Hong(2006)은 Triangle Simpli-

fication을 통해 상의 밀착형 패턴을 연구하였고, Choi

(2004)는 여자 사이클 선수들을 위한 투피스형 사이클복

패턴을, Do(2008)는 20대 성인 남성의 모터사이클복 패

턴 설계방법을 제안하였다. Jeong et al.(2010)은 휴대용

심전도 기기와 직물형 전극을 이용한 생체정보측정용

밀착 의복(상의)을 개발하였고, Kim et al.(2012)은 니트

소재 신축률을 적용한 밀착형 스포츠 웨어 상의 설계 방

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연구대상은 20대

로 제한적이었고 개발패턴의 디자인 및 절개선 설정과

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으며 밀착 의복 기본 원

형패턴 개발에 그친 연구가 많았다. 착의평가를 실시한

연구에서도 의복압과 주관적 평가결과만으로 밀착 의복

의 기능성을 고찰한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아직 다양한

아이템으로의 적용은 미흡한 실정이며 컴프레션 웨어

에 관한 연구는 3차원 인체 데이터의 활용방법, 생리실

험, 인체공학적 의복 개발 등 관련 응용기술의 개발로 이

어질 수 있어 의류 산업에서도 그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40대 남성

을 위한 기능성 컴프레션 웨어의 개발을 위해 선행연구

에서 조사된 디자인 및 소재를 바탕으로 운동 시 사용되

는 인체 근육에 기초한 기능성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그

리고 40대 남성 3차원 표준 인체 형상 데이터로부터 2차

원 패턴을 설계하였고 최적 신축률 패턴을 선정하기 위

한 형태 적합성 및 착의평가를 통해 최적 패턴 신축률을

제안하고자 한다. 40대 남성을 대상으로 타겟 연령대에

적합한 압박감과 인체 형태 적합성이 우수한 컴프레션

웨어 상의 패턴을 개발하고 착용쾌적성이 높은 인간공

학적 컴프레션 웨어 상의 설계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컴프레션 웨어의 사이즈 설정

컴프레션 웨어의 상의 사이즈 체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40세에서 49세의 남성 435명(Korean Agency for Techno-

logy and Standards [KATS], 2010)의 인체 측정치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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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의의 기본 인체 치수 항목인 가슴둘레와 키 항목

에 대해 5cm 간격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이즈

의 설정은 3% 이상의 다빈도 구간을 우선하고 대량생

산을 위한 그레이딩 편차와 커버율을 높이기 위하여 계

단식 흐름을 유지하도록 하고 큰 사이즈에 대한 수요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컴프레션 웨어 디자인 수집 및 설정

선행연구(Lee et al., 2014)의 결과에 따라 현재 국내외

에서 컴프레션 웨어를 생산 판매 중인 14개의 브랜드 중,

상의 18개에 대한 컴프레션 웨어 제품을 대상으로 디자

인 절개선을 조사 ·분석하여 디자인 절개선의 다빈도 구

간을 도출하였다. 또한 근육 맵핑 표준 인체 형상을 이용

하여 인체의 근육과 관절 위치에 기초한 기능적인 절개

선을 설정하여 최종 디자인을 설정하였다.

3. 표준 인체 형상 모델을 이용한 누드 입체패턴

전개

입체패턴 전개에 필요한 40대 남성 표준 인체 형상은

Fitenbody & Dong Seoul College(2009)가 공동 개발한

인체 형상을 이용하여 남성 표피 근육패턴을 맵핑하여

가상 인체 근육 모델을 개발하였다. 표준 인체 형상의

사이즈는 키 170.0cm, 가슴둘레 95.6cm, 배꼽수준허리

둘레 83.0cm, 엉덩이둘레 95.0cm로 중심사이즈와 근접

하다.

40대 남성 표준 인체 형상의 3차원 근육 모델 점군(po-

int cloud) 데이터를 기초로 평면(surface) 형태로 전환하

여 선정된 컴프레션 웨어 디자인 절개선을 커브로 생성

하였다. 패턴 블록별 3차원 인체 형상의 특징점을 지나

는 가로 기준선과 세로선을 대각선으로 연결하여 삼각

화하였고, 인체의 곡률을 고려하여 곡률이 작은 부위는

큰 삼각형으로, 어깨 ·소매 부위와 같이 인체의 곡률이

큰 부위는 작은 삼각형으로 구획화하였다. 구획화된 삼

각형의 평면화는 Grid Method를 이용하여 삼각 평면의

벌어짐과 겹침이 최소가 되도록 배열하고 3차원 인체

형상의 입체패턴을 2차원으로 평면화하여 전개한 후 축

률 100%의 체표평면 전개도를 작성하였다.

근육 모델을 이용하여 디자인 커브를 분리하는 작업

은 Rapidform XOR 3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3D 삼각화 패턴의 2D 평면화 작업은 Autocad 플러그인

프로그램인 Grid Method Analyzer를 사용하였다(Choi

et al., 2006). 최종 어패럴 패턴 작업은 상용 CAD 시스

템인 YUKA Pattern Making Program을 사용하여 최종

패턴을 제작하였다. 이상의 방법으로 3차원 인체 표준

형상의 체표평면 전개도에 기초한 중심사이즈(95-170)

40대 남성 누드 입체패턴(축률 100% 패턴)을 개발하였

다.

최적 신축률 패턴 선정을 위한 착의실험을 하기에 앞

서 개발된 누드 입체패턴의 기본적인 착용상태를 확인

하기 위해 예비착의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복 제작에

의한 봉제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겨드랑이, 어깨

뼈 부위 패턴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곡선을 완만

히 수정하고 상 ·하의 실험복의 길이 비례나 동작 시 몸

판길이의 여유량을 고려해 총장을 5cm 길게 수정하였

으며 활동 시 어깨 눌림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삼각근 부

위 패턴에 여유량을 주어 예비착의실험을 통한 패턴의

기초적인 수정을 하였다.

4. 최적 신축률 패턴 선정 및 착의평가

누드 입체패턴에서 단계별 축률을 적용시켜 40대 남

성이 적절한 압박감으로 만족도 높고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는 컴프레션 웨어의 최적 축률을 도출하기 위해 착

의평가를 실시하였다. 착의실험의 피험자는 운동경험

과 운동 시 컴프레션 웨어를 착용한 경험이 있는 운동동

호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운동 시 압박감에 대한

운동효과를 평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단, 운동동호회의

구성원은 중심사이즈인 가슴둘레 95cm, 키 170cm의 대

상자의 수가 적어 가슴둘레 100cm, 키 175cm인 40대 남

성 5인을 임의표집하였고 피험자의 기본인체 측정치수

는 <Table 1>과 같다. 따라서 실험의는 중심사이즈 누드

입체패턴을 100-175사이즈로 그레이딩하여 사용하였다.

개발된 컴프레션 웨어의 최적 신축률을 파악하기 위해

패턴의 폭 방향으로 상의 100%, 90%, 80%, 70% 축소율

을 적용하여 4종류의 실험복을 제작하였고 무작위로 축

소패턴 실험복을 착용하게 하였다. 착의평가 종류로는

직접계측(랜드마크 20부위), 3D 스캔(랜드마크 20부위),

의복압(센서 5부위: 가슴위 돌출점, 윗배, 어깨뼈, 윗팔 돌

출점, 아래팔 돌출점), 온습도(센서 2부위씩: 가슴중앙,

등중앙),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측정, 9점 척도의 주관

적 관능평가를 실시하였다. 컴프레션 웨어인 실험복은

신축성이 강한 소재로 제작되어 인체 밀착도가 높으므

로 외관 차이를 평가하기가 어려워 외부 관능평가에서

제외하였다. 측정환경은 20±1
o

C, 50±5%RH, 0.5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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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착의평가에 필요한

각 실험의 기기사양은 <Table 2>에, 의복압 및 온습도

측정 시 동작은 <Fig. 1>에 제시하였다.

설문지는 착용감에 관한 질문(6문항), 통기성에 관한

질문(3문항), 압박감에 관한 질문(5문항), 만족도에 관한

질문(1문항) 등 모두 15개의 주관적 평가언어를 이용

하여 수행하였다.

5. 표준 인체 형상에 의한 기준패턴 적합성 검토

착의평가 피험자들의 평균 인체 치수<Table 1>에 가

장 근접한 피험자 2명을 선정하여 그들의 3차원 인체 형

상을 바탕으로 패턴 변형율을 분석하기 위해 CLO 3D

2011 3.83 Program을 사용하였다. 피험자 2명의 3차원

인체 형상에 축소패턴 실험복별 가상 피팅을 하였고 착

의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기준패턴의 적합성을 검토하

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컴프레션 웨어의 사이즈 개발

컴프레션 웨어 상의 사이즈 체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6차 Size Korea 직접측정치 자료(KATS, 2010) 중 40세

에서 49세 남성(n=435명)을 대상으로 가슴둘레와 키 항

목을 5cm 간격으로 교차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

다. 가슴둘레와 키를 교차분석한 결과, 3% 이상의 다빈

도 구간은 총 13개 구간이었고 가슴둘레 항목의 3% 이상

의 다빈도 구간은 85~110cm 구간으로 총 6개 구간이었

으며, 키 항목의 3% 이상의 다빈도 구간은 160~180cm

구간으로 총 5개 구간이었다. 교차분석 결과에서의 다

빈도 구간이 가슴둘레 항목에서 4.48%의 빈도를 나타

내고 있는 가슴둘레 110cm 구간을 커버하고 있지 않아

110cm 구간의 수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최다빈도 구간은 가슴둘레 95cm, 키 170cm 구간으로

Table 2. Devices used for comfort evaluation

Category Direct measurement 3D scan Clothing pressure
Temperature

and humidity

Thermal

infrared camera

Device

specifications
Measuring tape

CARTESIA 3D

BODY SCANNER

(Space Vision)

 FGP-200

(Sensor:

Contacts C500)

TNI-LT-8B NEC R300SR-S

Fig. 1. Movements when measuring clothing press-

ure, temperature and humidity.

Table 1. Subject body measurements                                                           (N=5)

Category Average Standard deviation

Weight (kg) 76.5 1.864

Height (cm) 173.0 4.875

Chest girth (cm) 102.6 2.200

Waist girth at naval level (cm) 91.8 1.584

Chest girth-waist girth at naval level (cm) 10.8 2.990

Upper arm girth (cm) 33.0 1.029

Maximum lower arm girth (cm) 27.4 0.512

Outer shoulder width (cm) 44.9 2.928

Upper arm length (cm) 77.3 3.581

Arm length (cm) 101.5 4.094

Body fat (%) 17.4 1.826

BMI (kg/cm
2
) 25.7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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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를 나타내며 가슴둘레 구간에서 31.56%, 키 구간

에서 31.56%로 항목별로도 최다빈도 구간에 속해 40대

남성의 중심사이즈 구간으로 설정하였다. 신축성이 있

는 소재를 사용하는 컴프레션 웨어는 사이즈 커버율이

높으며 일반적으로 기성복 사이즈에서 남성 사이즈의

경우 가슴둘레 90cm부터 생산하고 있는 점과 110cm 구

간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가슴둘레 사이즈 범위는 90

~110cm로 결정하고 총 5개의 가슴둘레 사이즈를 설정

하였다. 키 구간의 설정은 대량생산에서 최소의 사이즈

로 커버율을 높이기 위하여 5% 이상 구간에서 작은 키

보다는 큰 키를 선정하여 같은 사이즈 내에서 키의 편

차에 의한 커버력을 높이도록 하고, 가슴둘레 구간을 기

준으로 계단식 흐름으로 효율적인 그레이딩 편차를 유

지하도록 설정하였다.

컴프레션 상의 사이즈는 최종 90-170, 95-170, 100-

175, 105-175, 110-180로 총 5개의 상의 사이즈를 설정

하였다. <Table 4>는 최종 설정된 상의 사이즈의 호칭

과 참고 인체 치수를 기초로 그레이딩 편차 개발을 위

하여 사이즈별로 조정된 참고 인체 치수 및 편차를 제시

한 것이다.

2. 표준 인체 형상 모델을 이용한 컴프레션 웨어

디자인 개발

선행연구(Lee et al., 2014) 결과에서 국내외 컴프레션

웨어 생산 브랜드 중 컴프레션 웨어 상의 18개 제품을

대상으로 디자인 절개선의 수와 위치를 조사하여 절개

선의 다빈도 구간을 추출하고 다빈도 구간별로 블록화

하여 피복면적, 신축률 적용 정도 및 올 방향 등을 조사

한 결과를 바탕으로, 남성 인체 부위별 근육 및 관절의

기능과 위치, 방향을 고려하여 기능적인 절개선을 설정

하고 각 블록별 올 방향을 적용하여 컴프레션 웨어를 디

자인하였다. 본 연구의 컴프레션 웨어 디자인 도식화를

40대 남성 표준 인체 형상의 근육 모델 위에 나타내었다

(Fig. 2). 상의의 앞면은 3개의 분절면으로 나누었고 측

면은 4개, 뒷면은 6개, 소매는 6개, 목밴드 1개의 분절

면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 사용한 소재로는 기능성 의복 제작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고신축 스트레치 소재 중 물성이 다른 소

재 3종류를 선정하였고 패턴 블록별 근육의 역할과 놓

임 방향을 고려하여 소재를 배치함으로써 부위별 압박

량의 차별화를 고려하였다(Table 5). 상의 근육의 역할을

살펴보면 앞삼각근과 가시아래근, 상완두갈래근은 운동

량이 큰 어깨와 팔운동에 사용되고 넓은등근과 승모근

은 허리와 목의 자세유지에, 배곧은근과 배바깥빗근은

몸통굽히기와 서 있는 자세유지에 주로 사용되는 근육

이다. 또한 소재는 크게 어깨, 배, 등과 같은 운동량이 큰

운동력 강화 부위와 가슴 · 등중심, 겨드랑이와 같은 땀

배출이 필요한 통기성 부위, 가슴, 허리, 팔과 같은 형태

안정 부위로 나누어 소재를 사용하였고 가공 시 흡한속

건 기능과 향균 기능을 추가하여 컴프레션 웨어의 기능

적인 면을 강화하였다.

Table 3. Top size specifications spread (chest girth-height)                                  (Unit: %)

Chest girth

Height
80 85 90 95 100 105 110 115 120 125 135 Total

150 0.21 0.21

155 0.21 0.21 0.21 0.43 0.21 1.28

160 0.21 0.43 2.56 4.69 1.71 0.21 9.81

165 0.43 3.20 6.82 7.46 6.40 1.92 0.64 26.87

170 0.43 2.35 5.12 10.23 7.89 4.90 0.64 31.56

175 0.85 2.56 7.04 5.12 4.48 2.13 0.21 0.21 22.60

180 0.21 0.43 1.28 3.20 0.64 1.07 6.82

185 0.21 0.43 0.21 0.85

 Total 1.28 7.25 17.70 31.56 24.95 12.37 4.48 0.21 0.21 100.00

Block (red): High frequency proportion range above 3%

Block (blue): Total frequency proportion of items in accordance with size-cover ratio

Line (red): The most frequent area

Line (blue): Area set by height and chest girth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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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 인체 형상 모델을 이용한 누드 입체패턴

전개 결과

40대 남성 표준 인체 형상에 컴프레션 웨어 디자인의

커브선을 생성(1단계)하고 인체 형상의 특징점을 지나는

3차원 기준 절개선과 곡률을 고려하여 생성된 3차원 삼

각 메쉬(2단계)를 Grid Method를 이용하여 2차원 평면

으로 벌어짐과 겹침이 최소화되도록 배열하여 체표평면

전개도(3단계)를 작성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본 연

구의 컴프레션 웨어 상의는 라글란 슬리브이므로 몸판

과 소매가 이어지는 어깨 부위의 경우 곡률이 심하고 삼

각형이 다른 부위에 비해 많이 벌어지는 현상이 생긴다.

Table 4. Top size designation and referenced body measurements                         (Unit: cm)

Category
Specific

category
Body measurement

Size

deviationLetter designation S M L XL 2XL

Measurement category 90-170 95-170 100-175 105-175 110-180

Standard body

measurement

Chest girth 90 95 100 105 110 5.0

Height 170 170 175 175 180 5.0

Referenced

body

measurement

Measure-

ment

category

Body

measure-

ment

Adjusted

measure-

ment

Body 

measure

ment

Adjusted 

measure

ment

Body 

measure

ment

Adjusted 

measure

ment

Body 

measure

ment

Adjusted 

measure

ment

Body 

measure

ment

Adjusted 

measure

ment

Chest girth 90.7 90.0 95.3 95.0 99.2 100.0 104.7 105.0 110.6 110.0 5.0

Waist (M) 79.2 79.0 83.3 84.0 87.9 89.0 92.0 94.0 96.9 99.0 5.0

Waist girth

at naval

level

79.8 80.0 84.0 85.0 88.3 90.0 92.0 95.0 97.3 100.0 5.0

Back length 43.9 42.0 44.0 43.0 45.1 44.0 45.6 45.0 44.1 46.0 1.0

Upper

arm girth
28.9 29.5 30.2 31.0 31.4 32.5 33.4 34.0 35.1 35.5 1.5

Elbow girth 28.0 28.4 29.0 29.5 30.5 30.6 31.1 31.7 32.0 32.8 1.1

Wrist girth 16.4 16.5 16.9 17.0 17.3 17.5 17.9 18.0 18.6 18.5 0.5

Arm length 56.2 57.8 56.6 59.0 56.7 60.2 58.3 61.4 57.5 61.6 1.2

Upper

arm length
32.7 33.3 32.7 34.0 32.6 34.7 33.4 35.4 32.8 36.1 0.7

Lower

arm length
23.5 24.5 23.8 25.0 24.0 25.5 24.9 26.0 24.7 26.5 0.5

Fig. 2. Compression wear designed for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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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우도 삼각 평면의 벌어짐이 최소가 되도록

배열하고 진동 부위와 연결되는 곡률이 큰 부위에서 자

연스럽게 곡선으로 이어지도록 진행하였다. 3차원 인체

형상에서 얻어진 체표평면 전개도는 삼각형의 조합으로

짧은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의복의 패턴으로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여 각 절개 봉합선 위치에서 직선

과 스프라인곡선을 이용하여 패턴화하고 이를 마스터

패턴화시킬 수 있도록 예비착의실험을 통해 수정 ·보

완하였다(4단계). 이상의 방법으로 3차원 인체 표준 형상

의 체표평면 전개도에 기초한 중심사이즈인 40대 남성

누드 입체패턴(축률 100% 패턴)을 개발하였다(5단계).

<Table 6>에서 얻어진 누드 입체패턴과 3차원 인체

형상의 체표 간의 오차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표준 인체

형상에서의 디자인 커브선에 따른 부위별 체표면적과

2차원으로 평면화하여 전개한 패턴의 면적, 상대 크기,

증감률을 비교하였다(Table 7). 전개패턴의 앞 ·뒤판 전

체 면적은 체표면적에 비해 평균 102.4%로서 3차원 형

상의 표면적보다 2.4% 크다. 이는 삼각 메쉬를 전개하

는 과정에서 인체 곡면에 생기는 다트를 없애고 절개선

에 자연스러운 솔기곡선을 만드는 과정에서 메쉬 간의

공간이 남아 있어 면적이 늘어났다고 판단된다. 인체 곡

률과 디자인 절개선이 비교적 완만한 앞판의 배 부위

분절면이 체표면적과 패턴 면적에서 가장 적은 차이를

보였고 체표면적과 패턴 면적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보

인 부위는 겨드랑이 분절면으로 나타났다. 인체 곡률이

심하고 상체의 활동량에 큰 영향을 주는 겨드랑이의 경

우 3차원 인체 형상에서 얻어지는 형태 그대로를 패턴

에 도입하게 되면 착용 시 꽉 끼는 현상이 생겨 매우 불

편하게 된다. 축률에 따른 본 착용평가에 앞서 첫 시제

품 제작에 의한 착용평가의 착용감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나 겨드랑이 분절면의 형태와 곡선을 유지하면서

그 면적을 키우는 수정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겨드

랑이 면적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상체의 활동량이 가장 많은 어깨의 경우, 전개

패턴의 면적이 동 부위의 체표면적보다 작은 91%를 나

타냈지만 운동 시 어깨 근육을 잡아주어 운동효과를 높

여주는 역할이 필요하므로 면적에 대한 수정은 하지 않

았다. 체표면적과 패턴 면적의 차이는 부위에 따라 편차

가 있었지만 전체 평균이 비교적 작은 오차범위에 있

어 3차원 인체 형상 데이터를 2차원으로의 평면화한 과

정은 적절히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4. 최적 신축률 적용을 위한 착용평가 결과

1) 압박 정도에 따른 착용감

개발된 컴프레션 웨어의 최적 신축률을 파악하기 위

해 패턴의 폭 방향으로 상의 100%, 90%, 80%, 70% 축

소율을 적용하여 4종류의 실험복을 제작하였다. 암홀둘

레를 포함한 모든 절개선은 무시접 봉제인 오드람프로

봉제하였고 가슴과 등중심의 통기성 부위에는 웰딩 기

법으로 봉제하여 솔기를 최대한 납작하게 제작하여 착

용감을 좋게 하고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였다. 이와 같

이 운동 시 최상의 컨디션으로 운동력 강화를 위한 봉제

조건을 갖추어 제작된 실험복으로 착용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작에 따른 부위별 의복압 측정결과, 축률별 실험복

모두 5가지 동작 시 상반신 운동영역이 큰 위팔돌출 부

위의 압력값이 가장 높았고 윗배 부위의 압력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작별 의복압 결과 중 바로 선 자

세와 앞으로 나란히 자세 시 나타난 의복압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축률을 넣지

않는 실험복에 비하여 축률 70%의 실험복에서 압력 센

서 부위별 압력이 전체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고 100%

패턴의 경우 부위에 관계없이 압력값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축률 90%와 80% 패턴의 경우는 동작별

부위에 따라 압력값에도 변화를 보였다.

<Table 8>은 70, 80, 90, 100% 패턴의 부위별 의복압

유의확률 결과로, 축률이 다른 4종류의 실험복은 대부

Table 5. Materials used in the study

Mix rate

(%)
Density

Mass

(g/m
2
)

Tensile strength

(N)

Extension

percentage (%)

Measurement change

rate from washing (%)

Fabric 1

(solid)

Nylon 80.9

Polyurethane 19.1

Wale 138.8

Course 240.4
221.8

Wale 270

Course 400
 Course 157.2

Wale −0.5

Course −1.5

Fabric 2

(stripe)

Polyester 79.5

Polyurethane 20.5

Wale 156.6

Course 205.6
181.7

Wale 230

Course 250
Course 106.6

Wale −0.5

Course −0.5

Fabric 3

(Mesh)

Polyester 88.3

Polyurethane 11.7
204.0

Wale 330

Course 270
Course 120.0

Wale −1.5

Course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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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2D pattern development process using 3D body form data

Stage 1:

Design

curve

Front curve Side curve Back curve

Stage 2:

Triangulization

of 3D cutting

lines 

Design curves Front blocks Torso curves Side blocks Arm curves Back blocks

Stage 3:

2D pattern

Front 2D pattern Sleeve 2D pattern Back 2D pattern

Stage 4:

Pattern

corrections

Corrected front pattern Corrected sleeve pattern Corrected back pattern

Stage 5:

Nude 3D

pattern

Nude 3D front pattern Nude 3D sleeve pattern Nude 3D back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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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egment surface area ratios of 2D pattern based on 3D body form

Pattern
Number

of pattern

Body surface

area (cm
2
)

Pattern surface

area (cm
2
)

Comparative size

(%)

Percentage change

(%)

Front

1 0097.1 0090.7 093.4 −6.6

1 0683.4 0713.8 104.4 4.4

1 0023.9 0024.5 102.2 2.2

1 0725.8 0738.3 101.7 1.7

Side

2 0686.3 0642.4 093.6 −6.4

2 0203.5 0280.2 137.7 37.7

Sleeve

2 0435.8 0396.6 091.0 −9.0

2 0645.1 0694.2 107.6 7.6

2 0330.3 0339.5 102.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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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컴프레션 웨어의

사이즈 축률에 따라 인체 주요 부위의 의복압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축률별 실험복의 윗배 부위는 치

수 변화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ig. 3. Change in clothing pressure according to area when wearing compression wear.

Table 7. Continued

Pattern
Number

of pattern

Body surface

area (cm
2
)

Pattern surface

area (cm
2
)

Comparative size

(%)

Percentage change

(%)

Back

1 0075.0 0074.4 099.2 −0.8

1 0604.4 0643.4 106.5 6.5

1 0035.1 0034.7 098.8 −1.2

2 0154.0 0149.7 097.2 −2.8

1 1250.5 1211.9 096.9 −3.1

Average 5950.2 6034.2 102.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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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관적 관능평가의 9점 척도 중 압박감은

압박이 강한 쪽을 9점, 호흡은 호흡이 편한 쪽을 9점으

로 정하여 주관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 <Fig. 4>와 같다.

90% 축소패턴이 호흡이 가장 좋았고 압박이 가장 느껴

지지 않은 실험복은 상의 100% 패턴이었다. 부위별 압

박감에 관한 질문에서는 압박감이 느껴지는 쪽을 9점으

로 정해서 주관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의복압 결과와

같이 70%, 80% 축소패턴은 부위별 모두 압박을 강하게

느꼈지만 90% 축소패턴은 부위별로 느끼는 압박 정도

가 각각 차이가 있으며 전체적으로도 압박감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100% 패턴은 모든 부위가 압박이 보통

이거나 약하게 느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압박감이

너무 강하거나 너무 약하면 부위별 압박감의 차이를 판

단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90% 축

소패턴이 전체적으로 압박감도 있으면서 호흡도 편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온냉감에 따른 착용감

<Fig. 5>는 90% 축소패턴을 착용하고 바로 선 자세

에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피험자 사진과 실

험복별 측정 부위에 따른 체표온도의 변화를 나타낸 결

과이다. 축소패턴 상의 70%와 같이 가장 압력감이 심

한 패턴의 경우는 측정 부위에 관계없이 낮은 온도의

경향을 보였고, 가슴중앙 부위와 가슴돌출 부위의 온도

는 수평 위치에 있음에도 온도차가 많이 나타났다. 운동

중 땀 배출을 돕기 위한 벤틸레이션 효과로 가슴중앙

에 위치한 메쉬 공기구멍 부위는 가슴돌출 부위에 비해

확연히 낮은 온도를 나타내었다. 70%, 80%, 90%, 100%

패턴의 부위별 열화상 결과, 전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등중앙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0.5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여 같은 축소율 패턴 내에서

의 부위별 온도는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재에서 느껴지는 착용감 중 온냉감을 평가하는 항

목은 더운 쪽을 9점, 습윤감을 평가하는 항목은 습한 쪽

을 9점으로 정하였고 쾌적감을 평가하는 항목에서는 쾌

적한 쪽을 9점, 착용감은 착용감이 좋은 쪽을 9점으로

정하여 주관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 <Fig. 6>과 같이 나

타났다. 축률별 실험복 중 90% 축소패턴이 가장 따뜻

하면서 습윤감은 보통으로 느껴진다고 판단했고 90%

축소패턴은 비교대상들보다 착용감도 좋았고 쾌적하다

고 느꼈다. 습윤감에서는 100% 패턴이 비교대상들보다

춥고 건조하다고 느껴졌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열화상 카메라 측정결과와 달리 100% 패턴에

서 춥게 느껴지고 작은 온도 차이에서도 주관적 평가에

서는 압박 정도에 따라 온냉감, 습윤감, 쾌적감, 착용감

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동작별 부위에 따라 압력값에도 변화

를 보이고 착용 시 호흡이 가장 좋았으며 비교대상들보

Table 8. Significance level of clothing pressure accor-

ding to area of reduced pattern

Category F

Upper arm protrusion 99.042***

Lower arm protrusion 33.714***

Chest protrusion 11.204***

Upper abdomen 02.254***

Shoulder blade protrusion 10.503***

***p≤.001

Fig. 4. Pressure according to stretch rate and area,

and result of subjective comfort evaluation.

Fig. 5. Changes in thermal infrared camera accord-

ing to area when wearing compression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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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착용감이 좋고 쾌적하다고 느껴진 90% 축소패턴의

의복압 수치를 정리해 보면, 바로선 자세를 기준으로 위

팔돌출 부위가 22.1mmHg, 아래팔돌출 부위가 23.4mmHg,

가슴돌출 부위가 10.4mmHg, 윗배 부위가 11.8mmHg, 견

갑골돌출 부위가 14.7mmHg로 나타나, 운동범위가 크고

근육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팔부위에서는 약 22.1~23.4

mmHg, 주요 장기 및 호흡과 연관된 가슴 부위와 배 부위

는 10.4~11.8mmHg가 적정 의복압으로 도출되었다. 또

한 90% 축소패턴에 대해 동작별(바로 선 자세, 만세 자

세, 앞으로 나란히 자세, 양팔 벌리기 자세, 오른발 계단

자세, 허리굽히기 자세) 의복압 수치의 평균을 살펴보

면 <Table 9>와 같다. 동작별 평균 의복압 수치는 아래

팔, 윗팔, 견갑골돌출, 윗배, 가슴돌출 순으로 나타났고

이는 상체 운동 시 움직임이 가장 많은 팔 부위의 의복압

이 가장 높아 팔 근육을 지지해주고 가슴돌출 부위의 의

복압이 가장 낮게 설정되어 운동 시에도 편안한 호흡이

가능하므로 최적의 축률 패턴으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

된다. 이와 같이 쾌적하다고 판단된 부위별 의복압 수치

나 부위별 의복압 순위를 4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컴

프레션 웨어의 개발에 적용할 경우 운동 시 부위별 압박

감과 쾌적감을 느낄 수 있어 운동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본 연구는 40대 남성을 대상

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복압 수치는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

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축률별 실험복의 압박감, 착용감 이외에도 본 연구의

컴프레션 웨어 상의 제품의 몸판길이와 소매길이에 관

한 질문에는 실험복에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보통이라

고 답하였고 통기성을 위해 메쉬 소재를 사용한 가슴,

등, 겨드랑이 부위의 통기성에 관한 질문에서는 각 패턴

마다 부위별 통기성은 느껴진다고 답해 운동 시 통기성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패턴

별 통기성의 정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

복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에서는 전 패턴이 보통 이상

의 만족함으로 나타났고 70% 축소패턴이 가장 낮은 점

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컴프레션 웨어라 하더라도 전체

적으로 압박이 너무 강한 것에는 착용감과 압박감에 거

부감이 생기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총 6개인 관능평가 항목인 압박감, 호흡, 온냉감, 습

윤감, 쾌적감, 착용감의 평가점수를 이용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상관계수가 0.5 이상인 항목을 중심으로 컴프

레션 웨어 상의의 착용감 관계도를 나타내면 <Fig. 7>과

같다. 온냉감은 쾌적감과 습윤감에 상호영향을 받으며

착용감은 쾌적감과 호흡에 영향을 받았다. 즉, 컴프레션

웨어 상의를 착용했을 때의 쾌적감은 온냉감과 비례되

고 온냉감은 습윤감과 비례하여 쾌적감은 온냉감이나

Fig. 6. Results of subjective comfort evaluation based on materials.

Table 9. Average clothing pressure of optimal stretch

patterns according to movement

Rank Area
Average clothing pressure

(mmHg)

1 Lower arm 27.7

2 Upper arm 19.6

3 Shoulder blade protrusion 18.2

4 Upper abdomen 12.1

5 Chest protrusion 10.2
Fig. 7. Comfort relationship diagram of compress-

ion wear t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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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윤감으로 예측 가능하다고 분석할 수 있으며 전체 착

용감은 쾌적감과 호흡감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컴프레션 웨어 착용감

에 관한 분석은 쾌적감과 호흡감으로 예측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샘플수를 늘여 정량적

예측모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3) 형상자료에 따른 착용감 해석

3D 스캔을 통한 형태 적합성 실험은 가슴둘레를 기준

으로 분석하였다(Table 10). 누드상태는 형상이 인체의

입체곡선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 길이는 길고 면적은

작았으며 상의의 가슴둘레 부위는 90%와 80%가 거의

동일하고 둘레는 비율에 따라 10mm씩 줄어들었다.

이상의 착의평가 결과에서 90% 축소패턴은 상반신 운

동 영역이 큰 어깨와 소매 부위에서 패턴 변화율이 높게

나타나고 비교패턴에 비하여 부위별 압박감이 각각 다

르게 느껴지며 가슴돌출, 어깨뼈 등 운동력 강화 부위에

서 높은 온도를 유지하여 운동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고 판단되었다. 또한 90% 축소패턴은 주관적 관능평가

결과에서도 착용감이 가장 좋았고 비교대상들보다 쾌적

하다고 느껴졌다. 이는 컴프레션 웨어 상의의 피복면적

에 의한 평균 신축률이 85.7%인 결과와도 상응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Lee et al., 2014). 따라서 형태 적합성 실

험과 착의평가 결과, 4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컴프레션

웨어 상의 개발 시 최적 패턴 축률은 90%로 나타났다.

40대 남자 표준 인체 형상을 이용한 누드 입체패턴을

이용하여 최적 축률을 적용시켜 최종 기준패턴을 완성

하였고 봉제 공정 상의 애로 부위(넙다리 옆 부위, 무릎

안쪽 부위)를 고려하여 곡률을 완화시켰다. 시접은 허리

밴드와 웰딩 부위는 10mm, 오드람프 봉제 부위 7mm로

설정하여 최소량의 시접으로 피부와의 마찰을 줄여서

착용감을 높였다. 사이즈 그레이딩은 40대 남자 표준 인

체 형상의 사이즈인 가슴둘레 95cm, 배꼽수준 허리둘레

85cm의 M사이즈를 기준으로 S, L, XL, XXL의 4종류

전개하였다. 최적 축률인 상의 90% 패턴인 본 연구의

개발 컴프레션 웨어를 착용한 사진은 <Fig. 8>과 같다.

4) 최적 축률 패턴의 적합성 검토

패턴 변형율을 분석하기 위해 가상 봉제 과정을 거쳐

축소패턴 실험복별 가상 피팅을 하였고 착의평가 결과

와 비교하여 기준패턴의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를 <Ta-

ble 11>에 나타내었다. 가상 피팅 프로그램의 경우 겨드

랑이 부분의 안정된 피팅을 고려하여 선정한 모델의 윗

팔둘레를 조금 작게 설정하게 되므로 100% 패턴의 경

우 겨드랑이와 윗팔둘레에 여유가 생기는 현상이 나타

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컴프레션 웨어 상의는 운동량

이 큰 운동력 강화 부위와 땀 배출이 필요한 통기성 부

위, 형태 안정 부위로 나누어 설계하였기 때문에 가상 피

팅을 통한 패턴 변형율 결과에서도 전체적으로 부위별

압박감이 다르게 나타났고 그 정도의 차이는 70% 축소

패턴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어

깨와 소매 부위에 가장 많은 변형율이 나타나 상체 운동

시 주로 사용하는 어깨와 팔 근육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착의평가에서 부위별 압력값

Table 10. Top chest girth form analysis results

Chest girth
Area

(mm
2
)

Length

(mm)
Cross section

Nude (red) 81020 1070 

70% test garment (green) 81122 1054 

80% test garment (blue) 81098 1126 

90% test garment (pink) 81130 1126 

100% test garment (black) 82225 1074 

Fig. 8. Photographs of compression wear designed

for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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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르고 호흡과 착용감에서 가장 좋았던 90% 축소패

턴의 경우 호흡기관이 있는 상반신을 전체적으로 강하

지 않은 의복압이 부위별로 다르게 분포되고 있는 것을

가상 피팅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의 컴프레션 웨어의 개발에 있어서 부위별 소재 선정

및 최적 패턴 축률 제안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40대 남성을 위한 기능성 컴프레션 웨

어의 개발을 위해 인체 근육에 기초한 기능성 디자인을

제시하고 40대 남성 3차원 표준 인체 형상 데이터로부

터 2차원 패턴을 설계하여 최적 신축률 패턴을 선정하

기 위한 착의평가를 통해 40대 남성에 적합한 압박감과

인체 형태 적합성을 고려한 최적 패턴 신축률을 가진

40대 남성을 위한 인간 공학적 설계기반의 컴프레션 웨

어 상의를 개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컴프레션 웨어의 사이즈 개발 결과, 컴프레션 웨어 상

의 사이즈 스펙 분포율의 최다빈도 구간은 가슴둘레 95cm,

키 170cm 구간으로 10.23%를 나타내었고 컴프레션 웨

어 상의 사이즈는 총 5개로 설정하였다. 소재는 크게 어

깨, 배, 아래팔 부위와 같은 운동량이 큰 운동력 강화 부

위와 가슴 ·등중심, 겨드랑이와 같은 땀 배출이 필요한

통기성 부위, 가슴, 허리, 팔꿈치와 같은 형태 안정 부위

로 나누어 소재를 사용하였고 앞면은 3개의 분절면으로

나누었으며 측면은 4개, 뒷면은 6개, 소매는 6개, 목밴

드 1개의 분절면으로 나누었다.

누드 입체패턴에 따른 앞 ·뒤판 패턴 면적은 체표면

적에 비해 평균 102.4%로서 3차원 형상의 표면적보다

2.4% 커 3차원 인체 형상의 체표면적과 누드 입체패턴

면적의 차이는 부위에 따라 편차가 있었지만 전체 평균

이 비교적 작은 오차범위에 있었다. 또한 축률별 실험

복 모두 상반신 운동영역이 큰 위팔돌출 부위의 압력값

이 가장 높았고 윗배 부위의 압력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Table 11. Pattern change rate review results based on virtual fittings

Virtual sewing process
Pattern change rate

70% 80% 90% 100%

Subject A

Subjec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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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상의 70% 축소패턴과 같이 가장 압력감이 심

한 패턴의 경우는 측정 부위에 관계없이 낮은 온도의 경

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전반적으로 가슴돌출, 어

깨뼈 등 운동력 강화 부위에서 높은 온도를 유지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동작별 부위에 따라 압력값에도 변화

를 보이고 착용 시 호흡이 가장 좋았으며 비교대상들보

다 착용감이 좋고 쾌적하다고 느껴진 90% 축소패턴의

의복압 수치를 정리해 보면, 운동범위가 크고 근육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팔 부위에서는 약 22.1~23.4mmHg,

주요 장기 및 호흡과 연관된 가슴 부위와 배 부위는 10.4

~11.8mmHg로 나타나 적정 의복압으로 도출되었다. 또

한 가상 피팅에 의한 패턴 변형율 분석에서도 어깨와 소

매 부위에 가장 많은 변형율이 나타났고 90% 축소패턴

의 경우 전체적으로 강하지 않은 의복압이 부위별로 다

르게 분포되어 있어 부위별 소재 선정 및 최적 패턴 축

률 제안은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의의 경

우 주요 장기 및 호흡과 연관된 가슴 부위의 의복압과

근육 중심으로 이루어진 팔 부위의 의복압에 확연한 차

이를 보였고, 40대 남성의 경우 낮은 의복압을 선호하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상의 컴프레션 웨어 설계

시 중요한 사항으로, 연령대에 따라 부위별로 차별화된

의복압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20~30대나 운동선수를

위한 컴프레션 웨어의 경우는 본 연구의 결과보다 평균

의복압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착용쾌적감 및 맞음새가 우수한 40대 남성

을 위한 컴프레션 웨어 상의 개발을 위한 디자인 및 패

턴 전개방법, 최적 패턴 축률을 제안함으로써 기능성

컴프레션 웨어 제품 개발 및 상품화에 필요한 자료 및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신축성 밀착

의의 경우 한정된 사이즈로 20대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

으나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세분화된 제품 개발 연구가 요구된다. 컴프레션 웨

어는 체형의 형태 및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여 제작됨으

로써 운동 시 운동효과를 높여주는 기능을 돕는 의복이

므로 각 연령층별 체형과 착용감각이 고려된 컴프레션

웨어 패턴 개발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실험을 위해 야구동호회의 40대 남성을 대

상으로 선정한 결과, 야구의 특성 상 40대 남성의 중심

사이즈보다 다소 큰 사이즈의 피험자가 다빈도 구간으

로 나타나, 선호 운동에 따라 체형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연구의 진행에 있어 피험자의 선정에 따

른 연구제한점이 예상된다. 후속연구에서는 샘플수를

늘여 체형과 착용감성에 대한 정량적 예측모형이 가능

한 기능성 컴프레션 웨어 개발과 컴프레션 웨어 하의의

디자인과 제품 개발에 대해서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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