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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develop a prototype of new Hanbok Cheollik one-piece based on design extracted 

through a preference survey on new Hanbok Cheollik one-piece. Through this, it was intended to provide 

information on patterns that are fundamental to the production of new Hanbok Cheollik one piece. The pattern 

of the experiment was produced by modifying D pattern, which was selected as excellent in the comparison 

of commercial Cheollik one-piece patterns. The SPSS 26.0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appearance 

evaluation of patterns. As a result of the 1st evaluation of appearance and garment pressure, the shoulder, 

sleeve length, skirt length and sleeve width required modification, reducing the sleeve length by 8.0cm and 

the sleeve width by 1.0cm in total. The length of the skirt was reduced by 5.0cm and the shoulder end point 

was reduced by 0.5cm on both sides to modify the shoulder width. As a result of the 2nd evaluation, the 

waist area, sleeve width, and skirt wrinkles were required to be corrected, reducing 2.0 cm waist width and 

1.0 cm sleeve width and removing wrinkles on the front center and side area. The final pattern was highly 

appreciated. In future studies, it is thought that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hrough study of Cheollik one-piece 

pattern according to material and age and the actual wearing experiment according to fabric and age. 

▸Key words: Cheollik one piece, Prototype, New hanbok, Customization

[요   약]

본 연구는 신한복 철릭 원피스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통해 추출된 신한복 철릭 원피스 디자인

의 신한복 철릭 원피스 원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신한복 철릭 원피스 생산의 기초가 

되는 패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시판 철릭 원피스 패턴 비교에서 우수한 것으로 선

정된 D패턴을 변형하여 실험의 패턴을 제작하였다. 패턴에 대한 외관평가 분석에는 SPSS 26.0 프

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외관 및 의복압에 대한 1차 평가 결과, 어깨, 소매길이, 치마길이, 소매통의 

수정이 요구되어 소매길이는 8.0cm를 줄이고 소매통은 총 1.0cm를 줄여 주었다. 치마길이도 5.0cm

를 줄이고 어깨끝점을 양쪽에서 0.5cm 안으로 들여 어깨폭을 줄여 주었다. 2차 평가결과, 허리부

위, 소매통, 치마 주름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어 허리 2.0cm, 소매통 1.0cm를 줄여 주고 앞중심과 

옆선 부위 주름을 제거하여 최종 패턴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1차, 2차, 3차 간에는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소재와 연령에 따른 철릭 원피스 원형 연구와 실제 제작된 의복의 

착의실험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철릭 원피스, 원형, 신한복, 커스터마이제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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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MZ세대를 중심으로 K-컬처, 전통문화에 주목하는 현상

이 두드러지면서 한복 또한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과

거에 한복은 명절이나 결혼식 같은 특별한 날에만 챙겨 입

는 옷으로 인식되어 한복을 제대로 입을 줄 아는 사람도 

드물었다. 하지만 지금의 한복은 ‘입고 싶다’, ‘입을만하

다’, ‘멋지다’, ‘자랑스럽다’, ‘탐난다’, ‘갖고 싶다’라고 인

식되어 이전의 한복 규칙을 깨는 새로운 모습으로 입혀지

고 있다. 2018년 방탄소년단이 고름을 풀고 옷섶을 풀어

헤친 차림으로 맨발로 춤을 추고, 한복 바지에 점퍼를 착

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복은 전 세계에 ‘아름다운 옷’

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또, 최근 가수 조권이 갓과 도포 차

림에 붉은 치맛단을 드러내고 7cm 굽의 꽃신을 신은 모습

을 보여주면서 남녀의 경계를 허물었다. 이처럼 한복은 시

대의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착용법, 성별에 따

른 경계가 없어지고 있다[1]. 

철릭은 고려 중엽 이후부터 착용되던 옷으로 상의와 주

름 잡은 치마를 허리 부근에서 연결하여 곧은 깃을 왼쪽에

서 오른쪽으로 교차하여 여미는 형태로 되어 있다. 임진왜

란 전후로 군복의 일종인 융복으로 사용되었다[2]. 이러한 

철릭이 현대에 와서 원피스로 입혀지면서 레이스, 망사, 

폴리에스테르 등 서양 복식에서 사용되는 원단을 사용하

여 실용성과 세탁편이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철릭 원피스

는 패션 한복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들이 시도하면 좋은 아

이템으로 추천되고 있다. 옷고름을 여며 원피스로 착용하

거나 옷고름을 풀어 재킷처럼 청바지, 치마 등 일상복에 

걸쳐서 착용하는 것도 철릭 원피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3]. 최근 젊은 층에서의 신한복 착용이 늘어나

면서 철릭 원피스는 소매, 스커트길이, 주름, 상의 디자인 

등 변화의 요소가 많아 인기를 끌고 있다.

전통적인 한복 패턴은 평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신

한복처럼 몸에 밀착되는 형태가 아니었으므로 맞음새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젊은 층에서 선호하는 

신한복의 경우에는 소재도 서양복의 소재인 면 혼방, 폴리

에스테르, 가죽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일상복으로 착용할 

때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서양복의 패턴이 사용되는 등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철릭 원피스 관련 연구로는 시판 철릭 원피스의 패턴을 

비교한 연구[4], 시판 철릭 원피스의 치수 분석 및 착의 평

가를 실시한 연구[5], 디자인에 관한 연구[6-8] 등이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철릭 원피스 디자인에 대한 

패턴 개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한복 철릭 원피스에 대한 선호

도 조사를 통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 철릭 원피스 

디자인을 기본으로 하여 신한복 철릭 원피스 원형을 개발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한복 철릭 원피스 생산에 기본

이 되는 패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Study Methods

1. Design of New Hanbok Jeogori

본 연구를 위한 신한복 철릭 원피스의 디자인은 설문조

사를 통해 부위별로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완

성된 최종 디자인을 사용하였다. 원피스길이는 120cm의 

긴 길이, A라인의 보통 핏이며, 프린세스라인과 허리 절개

선이 있는 디자인을 선호하였다. 5cm 폭의 둥근 깃을 가

지고 있으며 동정이 없고 2/3 겹침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

을 선호하였다. 또, 주름은 3-4cm 폭으로 되어 있고 셋인 

슬리브의 긴 소매를 선호하였다. 소매는 끝동이 달리고 고

름은 좁은 폭으로 가슴 부분에 한 개가 있으며 둥근 깃 모

양을 가진 디자인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철

릭 원피스 패턴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소매 

끝동과 고름은 생략하고 진행하였다<Fig. 1>.

Fig. 1. Design of Cheollik One Piece

2. Program

본 연구의 패턴 제작을 위해 3D Studio의 DC Suite 

Ver. 5.1을 사용하였다. 2D창에서 제작된 패턴을 DXF 파

일로 저장한 후 3D Simulation 프로그램인 CLO 3D에서 

불러들여 봉제 후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시뮬레이션 된 의

상의 정면, 후면, 측면을 jpg로 저장하여 착장 상태를 평가

하였으며, 의복압의 색분포도, mesh상태를 통해 맞음새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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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irtual Model

본 연구의 버추얼 모델은 사이즈코리아의 제7차 인체치

수조사보고서[9]의 20대 전반 평균 치수를 적용하여 제작

하였다<Table 1>, <Fig. 2>.

Part Size Part Size

Stature 160.9 Bust point-bust point 17.0

Waist front length 35.2 Neck circumference 32.5

Chest circumference 85.0 Bust circumference 84.1

Waist circumference 71.0 Shoulder length 11.5

Waist back length 40.1 Bishoulder length 37.4

Neck point to 

breast point
24.5 Arm length 55.2

Wrist circumference 14.2 Hip circumference 92.7

Table 1. Virtual model size
(unit: cm)

Front Side Back

Fig. 2. Virtual model

4. Pattern

본 연구의 신한복 철릭 원피스 패턴은 선행연구[10]의 

시판 패턴 비교를 통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된 D브랜드 패

턴을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D브랜드 패턴은 가슴둘레 

94.0cm, 뒤중심길이 90.0cm, 어깨폭 36.0cm, 어깨길이 

9.7cm, 뒤목둘레 18.6cm, 깃폭 3.5cm, 상의 옆선길이 

15.6cm, 앞밑단둘레 60.5cm, 뒤밑단둘레 43.0cm로 제작

되었다. 철릭 원피스 패턴 제작의 기본원형은 어패럴메이

킹[11]의 블라우스 원형을 사용하였다. 블라우스 원형을 

변형하여 D브랜드 철릭 원피스 패턴을 제작하였다

<Figure 3>.

5. Material Settings

본 연구의 소재 물성은 CLO 3D 소재 설정창에서 

Fabric_Matt로 설정하였다. 소재 입자 간격은 5.0으로 하

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Fig. 3. Pattern of Cheollik One Piece

6. Wearing Test

가상착의에 대한 외관평가는 2021년 7월 20일, 8월 3

일, 8월 16일 등 3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의복구성 전문가 

5명에 의해 LCD 32인치 모니터상에서 이루어졌다. 평가

항목은 앞 7항목, 뒤 3항목, 옆 3항목, 깃 4항목, 소매 4항

목, 치마 5항목, 전체 2항목 등 총 28항목으로 구성되었

다. Likert 5점 척도로 항목별 매우 적합 5점, 매우 부적합 

1점, 보통 3점으로 평가하였다<Table 2>.

Part No. Contents

Front

1 Is the front interscye fold right?

2 Does the bust circumference fit well?

3 Does the waist fit well?

4 Is the shoulder width appropriate?

5 Is the front fastening appropriate?

6 Is the upper length appropriate?

7 What is the overall appearance of the front?

Side

8 Is the waistline horizontal?

9 Is the hemline horizontal?

10 What is the overall appearance of the side?

Back

11 Is the back interscye fold right?

12 Does the back waist fit well?

13 What is the overall appearance of the back?

Collar

14 Is the high width appropriate?

15 Is the collar width appropriate?

16 Is the neck wrapping appropriate?

17 What is the overall appearance of collar?

Sleeve

18 Is the sleeve length appropriate?

19 Is the armhole length appropriate?

20 Is the width of the barae appropriate?

21 Is the width of sleeve hemline appropriate?

22 What is the overall appearance of sleeve?

Skirt

23 Is the location of the waistline appropriate?

24 Is the pleats size appropriate?

25 Is the skirt length appropriate?

26 What is the overall appearance of skirt?

Total
27 Is the top and bottom ratio appropriate?

28 How is the overall appearance?

Table 2. Evaluation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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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착의 의복압은 색분포도로 평가하였다. 빨강은 

100.00 칼로파스칼(kPa), 주황은 85.71 칼로파스칼, 노랑

은 71.43 칼로파스칼, 연두는 42.86 칼로파스칼, 하늘은 

28.57 칼로파스칼, 파랑은 0.00 칼로파스칼을 나타낸다.

7. Data Analysis

서양의복 기본 원형을 활용하여 신한복 철릭 원피스 패

턴을 제작한 후, 가상착의에 대한 외관평가, 색분포도와 

매쉬 상태를 통한 의복압 평가를 실시하였다. 외관평가는 

SPSS 26.0 program으로 기술통계분석, 유의차 검정, 신

뢰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III. Results

1. 1st New Hanbok Cheollik One Piece Pattern 

Drawing Method and Appearance Evaluation

1) 1st New Hanbok Cheollik One Piece Pattern 

Drafting

1차 신한복 철릭 원피스 패턴은 선행연구[10]에서 시판 

철릭 원피스 패턴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된 패턴을 어

패럴메이킹의 블라우스 원형[11]을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1) 상의 뒤몸판

① 허리선을 어패럴메이킹의 블라우스 원형에서 1cm 

위로 올려 그려준다. 

② 뒤어깨 다트를 생략한다.

③ 목옆점에서 2cm 파서 뒤목둘레선을 다시 그린다.

④ 목옆점에서 어깨길이 9.7cm가 되도록 어깨끝점을 

조정하여 진동둘레를 다시 그린다.

⑤ 진동둘레선을 따라 겨드랑점에서 11cm 올려서 허리

다트와 연결하여 프린세스라인을 그린다.

(2) 상의 앞몸판

① 블라우스 원형의 허리선에서 1cm를 위로 올려 허리

선을 다시 그려준다.

② 올린 허리선의 앞중심에서 7cm 나가서 앞여밈분을 

그려준다.

③ 여밈분 허리선에서 위로 9.5cm, 앞중심선 허리선에

서 위로 16.5cm 올려서 표시해준다.

④ 옆목점을 2cm를 판 후 앞중심선과 여밈분에 표시해

둔 점을 연결하여 앞목둘레선을 그린다.

⑤ 어깨길이 9.7cm가 되도록 어깨끝점을 조정하여 진

동둘레를 다시 그린다.

⑥ 가슴 다트를 MP시켜서 허리 다트와 합쳐준다.

⑦ 겨드랑점에서 진동둘레선을 따라 11cm 올려 그 지

점에서 허리 다트와 연결하여 프린세스라인을 그린다.

(3) 치마 뒤몸판

① 상의 뒤몸판의 허리둘레 치수를 잰다.

② 뒤중심 2cm를 띄우고 주름폭이 3cm가 되도록 6cm

의 주름 분량을 준다. 그리고 4cm를 띄우고 다시 주름 분

량 6cm를 준다. 

③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상의 뒤몸판의 허리둘레 치수

가 되도록 가로를 그려준다.

④ 치마 길이는 선호하는 길이가 120cm로 긴 기장을 

선호하여 상의길이 37cm를 제외한 83cm를 치마길이로 

설정한다.

(4) 치마 앞몸판

① 상의 앞몸판의 허리둘레 치수를 잰다.

② 앞옆선 2cm를 띄우고 주름폭이 3cm가 되도록 6cm

의 주름 분량을 준다. 그리고 4cm를 띄우고 다시 주름 분

량 6cm를 준다. 

③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상의 앞몸판의 허리둘레 치수

가 되도록 가로를 그려준다.

④ 치마 길이는 선호하는 길이가 120cm로 긴 기장을 

선호하여 상의길이 37cm를 제외한 83cm를 치마 길이로 

설정한다.

(5) 소매

① 소매 원형을 활용하여 소매단이 20cm가 되도록 소

매중심선에서 양쪽으로 10cm씩 나가 직선으로 연결한다.

② 팔꿈치선에서 1cm씩 안으로 들어가서 곡선으로 연

결해준다.

(6) 깃

① 앞뒤목둘레길이가 되도록 가로선을 그린다. 

② 깃폭을 5cm로 세로선을 그린다.

③ 끝부분을 곡선으로 굴려준다.

2) 1st New Hanbok Cheollik One Piece Appearance 

Evaluation

D패턴을 적용하여 1차 패턴을 제작하고 3차원 시뮬레

이션을 실시한 후 가상착의 철릭 원피스에 대한 외관평가

를 실시하였다. 앞면에 대한 평가에서 상의길이의 적절성

(3.2) 항목만 보통 정도의 평가를 받았고, 앞품의 적절성

(2.2), 가슴둘레의 적절성(2.4), 허리둘레의 적절성(2.0), 앞

여밈의 적절성(2.6), 전체적인 앞의 외관(2.0) 등은 부적합

으로 평가되었다. 옆면에 대한 평가에서 허리선의 수평

(3.4), 밑단선의 수평(3.4) 등의 항목은 보통으로 평가되었

고 전체적인 옆의 외관(2.2)은 부적합으로 평가되었다.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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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대한 평가에서는 뒤품의 적절성(2.4), 뒤허리의 적절

성(2.2), 전체적인 뒤의 외관(2.2) 등의 모든 항목에서 부적

합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깃에 대한 평가에서는 고

대 높이의 적절성(4.4), 깃 너비의 적절성(4.6), 목 감쌈의 

적절성(4.4), 전체적인 깃의 외관(4.4) 등 깃 부분은 모두 

적합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소매에 대한 평가에서는 소매

길이의 적절성(1.0), 소매수구 너비의 적절성(1.6), 전체적

인 소매 외관(1.4) 등의 항목은 매우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

되었고, 진동길이의 적절성(4.0), 소매 배래폭의 적절성

(4.2) 등의 항목은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치마에 대한 

평가에서 허리위치의 적절성(3.6), 주름폭의 적절성(3.2) 

등의 항목은 보통 이상으로 평가되었고, 치마길이의 적절

성(1.4), 전체적인 치마 외관(1.6) 등의 항목은 부적합한 것

으로 평가되었다. 기타로 상의와 치마 비율의 적절성(2.0), 

전체적인 외관(2.6) 등의 항목에서는 대체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Table 3>, <Fig. 4>.

Front Side Back

Fig. 4. 1st 3D Simulation of Cheollik One Piece

3) 1st New Hanbok Cheollik One Piece Pressure

3차원 시뮬레이션 1차 실험의의 의복압을 살펴보면 

<Fig. 5>와 같다. 

Front Side Back

Fig. 5. 1st Pressure of Cheollik One Piece

어깨부위는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85.71 칼로파스칼을 나

타냈고, 철릭 원피스의 상의부위는 42.86 칼로파스칼을 나

타내어 편안하게 잘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마부위는 

하늘색과 파랑색으로 표시되어 28.57 칼로파스칼과 0.00 칼

로파스칼을 나타내어 여유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소매 끝부

위는 소매가 길어 손에 걸려서 의복이 당겨서 빨강색과 주황

색으로 표시되어 85.71~100.00 칼로파스칼을 나타냈다.

Front Side Back

Fig. 6. 1st Mesh of Cheollik One Piece

매쉬 상태로 의복과 바디 사이의 간격을 살펴보면, 치마

부위와 상의부위, 소매부위 등에 전체적으로 여유가 많음

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옆모습을 통해서 상의부위에도 

앞뒤로 여유가 많음을 알 수 있다<Fig. 6>.

2. 2nd New Hanbok Cheollik One Piece Pattern 

Drafting and Appearance Evaluation

1) 2nd New Hanbok Cheollik One Piece Pattern 

Drafting

1차 패턴에 대한 3차원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어깨, 

소매길이, 치마길이, 소매통 등에 대한 수정사항이 도출되

었다. 먼저 어깨가 넓은 것으로 평가되어 어깨끝점을 0.5cm 

안으로 들여 진동둘레선을 다시 정리하여 어깨폭을 조정하

였다. 진동깊이는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 조정하지 않았다. 

또, 소매길이에 대해 매우 부적합으로 평가되어 소매길이를 

8.0cm 줄여 조정하였다. 소매통은 양쪽 옆에서 0.5cm씩 들

어와 총 1.0cm를 줄여 주었다. 너무 긴 것으로 평가되었던 

치마길이는 총 5.0cm를 줄여 길이를 조정하였다. 1차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2차 실험의 패턴을 완성하였다.

2) 2nd New Hanbok Cheollik One Piece Appearance 

Evaluation

1차 평가에 따라 수정된 2차 실험의를 3차원 시뮬레이

션 시킨 후, 외관평가를 실시하였다. 앞면에 대한 평가에

서 앞품의 적절성(4.0), 가슴둘레의 적절성(4.0), 어깨너비



130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의 적절성(4.0), 상의길이의 적절성(4.2) 등의 항목은 적합

으로 평가되었다. 앞여밈의 적절성(3.6), 전체적인 앞면의 

외관(3.2) 등의 항목에서는 보통 정도로 평가되었다. 그러

나 앞허리 맞음새(2.8) 항목은 보통보다 조금 낮게 평가되

어 수정이 필요하였다. 옆면에 대한 평가에서는 허리선의 

수평(4.2), 밑단선의 수평(4.2) 등의 항목은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전체적인 옆면의 외관(3.2) 항목은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뒷면에 대한 평가에서 뒤품의 적절성(3.8), 전

체적인 뒷면의 외관(3.2) 등의 항목은 보통 이상으로 평가

되었다. 그러나 뒤허리 맞음새(2.8) 항목은 보통보다 조금 

낮게 평가되었다. 깃에 대한 평가에서 고대 높이의 적절성

(4.2), 깃 폭의 적절성(4.4), 목 감쌈의 적절성(4.0), 깃의 

전체적인 외관(4.2) 등의 항목은 적합 이상으로 평가되었

다. 소매에 대한 평가에서 소매길이의 적절성(4.2), 진동길

이의 적절성(4.0), 배래너비의 적절성(4.0) 등의 항목은 적

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수구너비의 적절성(3.4), 소매 전

체적인 외관(3.6) 등의 항목은 보통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치마에 대한 평가에서 허리선의 적절성(4.4), 주름폭의 적

절성(4.4), 치마길이의 적절성(4.6) 등의 항목은 적합 이상

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치마 외관(3.4)은 보통

으로 평가되었다. 기타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상의와 치마 

비율의 적절성(4.2)은 적합으로 평가되었으나 전체적인 외

관(3.4)은 보통으로 평가되어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였다

<Table 3>, <Fig. 7>.

Front Side Back

Fig. 7. 2nd 3D Simulation of Cheollik One Piece

3) 2nd New Hanbok Cheollik One Piece Pressure 

2차 철릭 원피스의 의복압을 살펴보면, 1차 철릭 원피

스와 같이 어깨 부분만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85.71 칼로

파스칼을 나타냈다. 이는 치마의 주름 분량이 많아 옷의 

당겨 의복압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의 몸판 부위

는 연두색과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28.57~42.86 칼로 파스

칼을 나타냈다. 치마 부위는 여유가 많아 하늘색으로 표시

되어 28.57 칼로파스칼을 나타냈다<Fig. 8>.

매쉬 상태를 평가한 결과, 첫 번째 패턴보다는 소매길이

의 남음 없이 적절한 여유를 가지고 팔을 따라 잘 맞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옆모습에서 앞뒤 허리부위에 여유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Fig. 9>.

Front Side Back

Fig. 8. 2nd Pressure of Cheollik One Piece

Front Side Back

Fig. 9. 2nd Mesh of Cheollik One Piece

3. Final New Hanbok Cheollik One Piece 

Pattern Drafting and Appearance Evaluation

1) Final New Hanbok Cheollik One Piece Pattern 

Drafting 

1차, 2차 착의평가를 통해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의 패턴 

수정을 통하여 최종 패턴을 제작하였다. 2차 착의평가 결과 

치마주름이 너무 많아 오히려 뚱뚱해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

어 옆선부위와 앞중심 겹침 부위에 주름을 1개씩 제거하고 

패턴을 제작하였다. 또, 허리부위의 들뜸이 많아 허리를 프린

세스라인 양쪽에서 0.2cm씩, 뒤중심에서 0.2cm를 줄여 전

체 2cm를 줄여 패턴을 수정하였다. 또, 소매의 팔꿈치선에

서 양쪽 0.5cm씩을 줄여 소매 중간 부분의 통을 조정하였다. 

2) 3rd New Hanbok Cheollik One Piece Appearance 

Evaluation

최종 신한복 철릭 원피스 패턴을 제작하여 3차원 시뮬

레이션을 실시한 후, 외관을 평가하였다. 최종 신한복 철



Development of New Hanbok Cheollik One Piece Prototype   131

Part Evaluation item

Cheollik one piece

1st 2nd 3rd
F

Mean SD Mean SD Mean SD

Front

Is the front interscye fold right? 2.2b 0.45 4.0a 0.71 4.6a 0.55 23.40***

Does the bust circumference fit well? 2.4b 0.55 4.0a 0.71 4.6a 0.55 17.64***

Does the waist fit well? 2.0c 0.71 2.8b 0.45 4.4a 0.55 22.40***

Is the shoulder width appropriate? 1.8c 0.45 4.0b 0.71 4.8a 0.45 40.22***

Is the front fastening appropriate? 2.6c 0.55 3.6b 0.55 4.6a 0.55 16.67***

Is the upper length appropriate? 3.2b 0.45 4.2a 0.45 4.8a 0.45 16.33***

What is the overall appearance of the front? 2.0c 0.71 3.2b 0.45 4.6a 0.55 25.40***

Side

Is the waistline horizontal? 3.4b 0.55 4.2a 0.45 4.6a 0.55 7.00*

Is the hemline horizontal? 3.4b 0.55 4.2a 0.45 4.8a 0.45 10.57**

What is the overall appearance of the side? 2.2c 0.45 3.4b 0.55 4.8a 0.45 36.29***

Back

Is the back interscye fold right? 2.4c 0.55 3.8b 0.45 4.8a 0.45 31.14***

Does the back waist fit well? 2.4b 0.55 2.8b 0.45 4.8a 0.45 35.43***

What is the overall appearance of the back? 2.2c 0.45 3.2b 0.45 4.6a 0.55 31.14***

Collar

Is the high width appropriate? 4.4 0.55 4.2 0.45 4.8 0.45 2.00

Is the collar width appropriate? 4.6 0.55 4.4 0.55 4.8 0.45 0.75

Is the neck wrapping appropriate? 4.4 0.55 4.0 0.71 4.8 0.45 2.40

What is the overall appearance of collar? 4.4 0.55 4.2 0.45 4.8 0.45 2.00

Sleeve

Is the sleeve length appropriate? 1.0c 0.00 4.2b 0.45 4.8a 0.45 156.50***

Is the armhole length appropriate? 4.0 0.71 4.0 0.71 4.8 0.45 2.67

Is the width of the barae appropriate? 4.2 0.45 4.0 0.71 4.8 0.45 2.89

Is the width of sleeve hemline appropriate? 1.6c 0.55 3.4b 0.55 4.6a 0.55 38.00***

What is the overall appearance of sleeve? 1.4c 0.55 3.6b 0.55 5.0a 0.00 82.33***

Skirt

Is the location of the waistline appropriate? 3.6b 0.55 4.4a 0.55 4.8a 0.45 7.00*

Is the pleats size appropriate? 3.2b 0.45 4.4a 0.55 4.8a 0.55 14.86**

Is the skirt length appropriate? 1.4b 0.55 4.6a 0.55 4.8a 0.45 68.25***

What is the overall appearance of skirt? 1.6c 0.55 3.4b 0.55 4.8a 0.45 48.25***

Total
Is the top and bottom ratio appropriate? 2.0b 0.71 4.2a 0.45 4.8a 0.45 36.22***

How is the overall appearance? 2.6c 0.55 3.4b 0.55 4.8a 0.45 48.25***
*p<.05,  **p<.01, ***p<.001

Table 3. Appearance Evaluation of Cheollik One Piece

릭 원피스의 외관을 평가한 결과, 앞면, 옆면, 뒷면, 깃, 소

매, 치마, 기타 등의 모든 항목에서 4.4 이상으로 평가되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3>, <Fig. 10>.

Front Side Back

Fig. 10. 3rd 3D Simulation of Cheollik One Piece

3) Final New Hanbok Cheollik One Piece Pressure

최종 신한복 철릭 원피스의 의복압을 살펴보면, 어깨부

위는 여전히 주황색으로 평가되어 85.71 칼로파스칼을 나

타냈으나 1차와 2차에 비해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부위가 

다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치마의 주름수를 줄여

서 원피스의 무게를 줄여 주었기 때문으로 평가되었다. 상

의 몸판과 소매부위는 연두색과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28.57~42.86 칼로파스칼로 당기는 부위 없이 편안하게 잘 

맞음을 알 수 있다. 치마부위는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28.57 칼로파스칼의 의복압을 나타냈다<Fig. 11>.

Front Side Back

Fig. 11. 3rd Pressure of Cheollik One 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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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 Side Back

Fig. 12. 3rd Mesh of Cheollik One Piece

매쉬 상태를 살펴보면 앞뒤허리, 소매 등의 부위가 적당

히 여유있게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12>.

4) Comparison of New Hanbok Cheollik One Piece

1차와 2차, 최종 개발된 신한복 철릭 원피스의 외관평

가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고대 높이의 적절

성, 깃 폭의 적절성, 목 감쌈의 적절성, 전체적인 깃 외관, 

진동길이의 적절성, 배래너비의 적절성 등의 항목을 제외

하고, 모든 항목에서 1차, 2차, 최종 철릭 원피스 패턴 간

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1차 외관평가보다는 2차 외

관평가가, 2차 외관평가보다는 3차 외관평가가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나 최종 개발된 패턴의 맞음새가 가장 우수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4. Final New Hanbok Cheollik One Piece Pattern 

Drafting Methods

1) Back Bodice Pattern Drafting Methods of Cheollik 

One Piece

외관평가와 패턴 수정을 통해 최종 개발된 신한복 철릭 

원피스의 제도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의 뒤몸판 패턴 

제도법은 <Fig. 13>과 같다. 

① a-b 등길이에서 1cm를 빼서 수직선을 그려준다.

② b-e B/4+2cm로 가로선을 점b에 직각이 되도록 그

린다.

③ a-c B/4만큼 점a에서 내려서 직각으로 수평선을 그

린다. 

④ e-f b-e폭과 같게 c-f를 그리고 점e와 점f를 직선으

로 연결해준다.

⑤ a-i, c-h B/6+3cm 길이가 되도록 그려준다.

⑥ i-h 점i와 점h를 직선으로 연결해준다.

⑦ a-j B/12+1.5cm 폭으로 점j를 표시해준다.

⑧ j-k 점j에서 직각으로 B/32-0.5cm 올려서 점 k를 

찾는다. 

⑨ a-k 점a에서 어느 정도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 후 뒷

목둘레선을 그려준다.

⑩ i-m 점i에서 1.8cm를 내려서 점m을 표시한다.

⑪ m-l 점m에서 직각으로 2cm를 나가서 점l을 찾는다.

⑫ k-l 점k와 점l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어깨선을 그린다.

⑬ 점o k-l선상에서 어깨너비/2 길이가 되는 점o를 찾

는다.

⑭ 점p k-l선과 i-h선이 교차하는 지점 n을 찾은 후, 

n-h를 이등분하는 점p를 찾는다.

⑮ p-f 점p와 점f를 직선으로 연결한다.

◯16 h-q 점h에서 p-f선에 수선을 그려준다.

◯17 q-r h-q를 삼등분하는 점r을 찾는다.

◯18 o-p-r-f 점o, 점p, 점r, 점f를 연결하여 진동둘레선

을 그려준다.

◯19 f-g 점e에서 2cm 들어와 점g를 찾고 점f와 직선으

로 연결한다.

◯20 a-d 점b에서 0.5cm 안으로 들어와 점d를 찾고 점a

와 직선으로 연결한다.

Fig. 13. Back Bodice Pattern Drafting Methods of 

Cheollik One Piece

◯21 점t c-h선의 이등분점에서 옆선 쪽으로 1cm를 이동

하여 점t를 찾는다.

◯22 t-v 점t에서 수직선을 내린다.

◯23 u-v, w-v d-g 길이에서 W/4+1cm를 뺀 후, 이등분

하여 길이를 구한다.

◯24 t-u, t-w 점u와 점w를 점t에서 직선으로 연결하여 

뒤허리다트를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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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점s 점f에서 11cm를 올려 점s를 찾는다.

◯26 s-u, s-w 점s에서 뒤허리다트와 연결하는 프린세스

라인을 그려 뒤몸판을 완성한다<Fig. 14>.

Fig. 14. Back Bodice Pattern of Cheollik One Piece

2) Front Bodice Pattern Drawing Methods of 

Cheollik One Piece

최종 신한복 철릭원피스 상의 앞몸판 패턴 제도법은 

<Fig. 15>와 같다. 

① a-b 등길이-1cm로 그려준다.

② b-e B/4+2cm로 점b에서 직각으로 수평선을 그려준다. 

③ a-c B/4로 점c를 찾는다.

④ c-g 점c에서 직각으로 b-e와 같은 길이로 그린다.

⑤ g-e 점g와 점e를 직선으로 연결한다.

⑥ c-h B/6+2.2cm로 그린다. 

⑦ a-i c-h와 같은 길이로 그린다.

⑧ i-h 점i와 점h를 직선으로 연결한다.

⑨ a-k 점a에서 B/12+1.5cm 이동하여 점k를 찾는다.

⑩ a-j 점a에서 0.5cm 내려 점j를 찾는다.

⑪ j-l 점k에서 0.5cm를 내려 점l을 찾고 점j와 연결하

여 j-l선을 그린다.

⑫ u-v 점j와 점c의 이등분점 u에서 직각으로 6cm를 

그려준다.

⑬ c-t 점c에서 1.5cm를 나가 점t를 찾는다.

⑭ d-f b-e선을 평행으로 B/24만큼 내려서 f-d선을 그

려준다. 

⑮ e-f, b-d 점e와 점f, 점b와 점d를 직선으로 연결한다.

⑯ d-3 점d에서 앞겹침분 7cm를 수평으로 나가서 점3

을 찾는다. 

⑰ 3-4 점3에서 직각으로 9.5cm를 올려 그린다.

Fig. 15. Front Bodice Pattern Drafting Methods 

of Cheollik One Piece

⑱ 5-d 점d에서 16.5cm를 올려 점5를 찾는다.

⑲ l-v-t-5-4 점l, 점v, 점t, 점5, 점4를 곡선으로 연결

하여 앞목둘레선을 그린다. 

⑳ i-m 점i에서 2.5cm를 내려 점 m을 찾는다.

◯21 l-m 점l과 점m을 직선으로 연결한다.

◯22 점n a-b선에서 직각으로 어깨너비/2만큼 나가서 

m-l의 연장선에서 점n을 찾는다.

◯23 점o 점m와 점h의 삼등분점 o를 찾는다.

◯24 o-g 점o와 점g를 직선으로 연결한다.

◯25 p-h 점h에서 o-g선에 수선을 그린다.

◯26 점q p-h선의 이등분점을 찾는다.

◯27 n-o-q-g 점n, 점o, 점q, 점g를 자연스러운 곡선으

로 연결하여 앞진동둘레선을 그린다.

◯28 s-c 점c에서 젖꼭지점사이간격/2만큼 가서 점s를 

표시한다.

◯29 점w 점s에서 수직선을 그려놓고 점l에서 목옆젖꼭지

점길이만큼 되는 점w를 표시한다.

◯30 x-w 점w에서 옆선에 직각으로 선을 그린다.

◯31 x-y 점w에서 B/24만큼 내려 점y를 표시한다.

◯32 w-y 점w와 점y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가슴다트를 그

려준다. 

◯33 f-r 점f에서 2cm 들어와 점r을 찾는다.

◯34 g-r 점g와 점r을 직선으로 연결한다.

◯35 w-1 점w에서 수직선을 내려 밑단선과 만나는 점1을 

찾는다.

◯36 z-1, 1-2 다트 분량은 d-r길이에서 W/4+1cm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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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남는 길이를 이등분하여 점1에서 양쪽으로 나가서 점z

와 점2를 찾는다.

◯37 w-z, w-2 점w와 점z, 점w와 점2를 직선으로 연결하

여 허리다트를 그린다.

◯38 점o 점g에서 11cm를 올려 점o를 찾는다.

◯39 o-z, o-2 점o에서 허리다트와 연결하여 프린세스라

인을 그린다. 

◯40 프린세스라인을 절개한 후 x-y-w 가슴다트를 접는다.

◯41 선을 정리한 후 완성한다<Fig. 16>.

Fig. 16. Front Bodice Pattern of Cheollik One Piece

3) Back Skirt Pattern Drawing Methods of 

Cheollik One Piece

최종 신한복 철릭원피스 치마 뒤몸판 패턴 제도법은 

<Fig. 17>과 같다. 

① a-b 총길이에서 상의 뒤중심길이를 뺀 나머지 길이

를 그려준다. 긴 기장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115cm로 하

여 뒤중심길이 37cm를 뺀 78cm로 하였다.

② a-e 2cm를 이동하여 점e를 표시한다. 

③ e-f, f-g 주름폭 3cm로 표시한다. 

④ g-h 4cm를 띄운다.

⑤ h-i, i-j 주름폭 3cm로 표시한다.

⑥ j-k 4cm를 띄운다.

⑦ k-l, l-m 주름폭 3cm로 표시한다.

⑧ m-n 4cm를 띄운다.

⑨ n-o, o-p 주름폭 3cm로 표시한다.

⑩ p-c 상의 뒤몸판 허리에서 a-e, g-h, j-k, m-n 치

수를 뺀 나머지 치수로 그려준다.

⑪ c-d 점c를 수직으로 내려 78cm로 그린다.

⑫ b-d 점b와 점d를 연결하여 직선으로 그려 뒤몸판을 

완성한다<Fig. 18>. 

Fig. 17. Back Skirt Pattern Drafting Methods of 

Cheollik One Piece

Fig. 18. Back Skirt Pattern of Cheollik One Piece

4) Front Skirt Pattern Drawing Methods of 

Cheollik One Piece

최종 신한복 철릭원피스 치마 앞몸판 패턴 제도법은 

<Fig. 19>와 같다. 

① a-b 총길이에서 상의 뒤중심길이를 뺀 나머지 길이

를 그려준다. 긴 기장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115cm로 하

여 뒤중심길이 37cm를 뺀 78cm로 하였다.

② a-e 5cm를 이동하여 점e를 표시한다. 

③ e-f, f-g 주름폭 3cm로 표시한다. 

④ g-h 4cm를 띄운다.

⑤ h-i, i-j 주름폭 3cm로 표시한다.

⑥ j-k 4cm를 띄운다.

⑦ k-l, l-m 주름폭 3cm로 표시한다.

⑧ m-n 4cm를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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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n-o, o-p 주름폭 3cm로 표시한다.

⑩ p-c 상의 앞몸판 허리에서 a-e, g-h, j-k, m-n 치

수를 뺀 나머지 치수로 그려준다.

⑪ c-d 점c를 수직으로 내려 78cm로 그린다.

⑫ b-d 점b와 점d를 연결하여 직선으로 그려 앞몸판을 

완성한다<Fig. 20>. 

Fig. 19. Front Skirt Pattern Drafting Methods of 

Cheollik One Piece

Fig. 20. Front Skirt Pattern of Cheollik One Piece

5) Sleeve Pattern Drawing Methods of Cheollik 

One Piece

Fig. 21. Sleeve Pattern Drafting Methods of 

Cheollik One Piece

① a-b 52cm로 수직선을 그린다.

② a-g 점a에서 진동깊이×5/6-1cm만큼 내려 점g를 

찾는다.

③ 점g에서 a-b에 직각으로 평행선을 그린다.

④ 점h g-b선의 이등분지점에서 a-b선에 직각으로 평

행선을 그린다.

⑤ a-d 점a에서 점g의 평행선과 만나도록 하여 앞진동

둘레길이의 대각선을 그린다.

⑥ a-c 점a에서 점g의 평행선과 만나도록 하여 뒤진동

둘레길이의 대각선을 그린다. 

⑦ c-e, d-f 점c와 점d를 수직으로 내려서 점e과 점f를 

찾는다.

⑧ a-l, k-d g-d를 삼등분하여 k-d를 정하고 같은 길

이로 a-l를 표시한다. 

⑨ l-k 점l과 점k를 직선으로 연결한다.

⑩ l-o, p-k k-d와 같은 길이로 표시한다.

⑪ p-q 점p에서 직각으로 0.3cm 올려준다.

⑫ a-o-q-d 점a, 점o, 점q, 점d를 자연스러운 곡선으

로 연결하여 앞진동둘레선을 그려준다.

⑬ c-3 c-g를 4등분하여 1/4을 c-3으로 정한다.

⑭ a-n c-3길이 더하기 c-3/2를 한 치수만큼 그려준다.

⑮ c-m c-3의 이등분한 치수만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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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n-m 점n과 점m을 직선으로 연결한다.

⑰ n-r a-n과 같은 치수만큼 내려 표시한다.

⑱ m-s c-m과 같은 치수만큼 올려 표시한다.

⑲ s-t 점s에서 직각으로 0.3cm를 올려 그린다.

⑳ a-r-t-c 점a, 점r, 점t, 점c를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연결하여 뒤진동둘레선을 그린다.

◯21 b-w, b-x 점b에서 10cm씩 이동하여 점w와 점x를 

표시한다.

Fig. 22. Sleeve Pattern of Cheollik One Piece

◯22 c-w, d-x 점c와 점w, 점d와 점x를 직선으로 연결한다. 

◯23 점u, 점j c-w, d-x선이 i-j선과 만나는 점u와 점v를 

찾는다.

◯24 u-y, z-v 점u, 점v에서 1.6cm를 들어와서 표시해준다.

◯25 c-y-w, d-z-x 안으로 휘는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소

매 옆선을 정리하여 완성한다<Fig. 22>.

6) Collar Pattern Drafting Methods of Cheollik 

One Piece

최종 신한복 철릭원피스 깃 패턴 제도법은 <Fig. 23>과 

같다.

Fig. 23. Collar Pattern Drafting Methods of Cheollik One Piece

① b-d 뒷목둘레 치수로 평행선을 그린다.

② d-c 앞목둘레 치수로 평행선을 그린다.

③ a-b, c-f b-c에 직각으로 5cm 올려 a-b, c-f선을 

그린다.

④ a-f 점a와 점f를 직선으로 연결한다.

⑤ e-f 10cm 정도 떨어진 곳에 표시한다.

⑥ e-c 점a와 점e를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연결한다

<Fig. 24>.

Fig. 24. Collar Pattern of Cheollik One Piece

IV. Conclusion

본 연구는 신한복 철릭원피스에 대한 디자인 선호도 조사

를 통해 추출된 디자인을 기본으로 하여 신한복 철릭 원피스 

원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신한복 철릭원피스 생

산의 기초가 되는 패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차 패턴은 시판 신한복 철릭 원피스 패턴 분석으로 가

장 우수한 것으로 선정된 D브랜드의 철릭 원피스 패턴을  

변형하여 제작하였다. 3D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CLO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20대 전반 여성의 체형을 적용한 버추

얼 모델에 착용하여 외관 및 의복압을 평가하였다. 1차 평

가 결과, 상의길이의 적절성, 고대 높이의 적절성, 깃 너비

의 적절성, 목 감쌈의 적절성, 전체적인 깃의 외관, 진동길

이의 적절성, 소매 배래폭의 적절성, 허리위치의 적절성, 

주름폭의 적절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부적합으로 분석

되었다. 이에 따라 어깨, 소매길이, 치마길이, 소매통 등에

서 수정사항이 도출되어 소매길이는 8.0cm를 줄이고 소매

통은 총 1.0cm를 줄여 주었다. 치마길이도 5.0cm를 줄이

고 어깨끝점을 양쪽에서 0.5cm 안으로 들여 어깨폭을 줄

여 주었다. 2차 평가 결과, 허리부위 여유가 너무 많아 들

뜬다는 평가와 치마주름이 너무 많아 뚱뚱해 보인다는 평

가가 있어 허리를 프린세스라인 양쪽에서 0.2cm, 뒤중심

에서 0.2cm를 줄여 총 2.0cm를 줄였다. 또, 소매 팔꿈치

선에서 양쪽 0.5cm씩을 줄여 소매통을 줄여 주었다. 주름

이 너무 많아 앞중심 겹침 부위의 주름을 제거하고 옆선부

위에서도 주름을 1개씩 제거하였다. 이러한 수정을 거쳐 

제작된 최종 패턴은 외관 및 의복압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앞품의 적절성, 가슴둘레의 적절성, 허리둘레의 적절성, 

어깨너비의 적절성, 앞여밈의 적절성, 상의길이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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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앞면의 외관, 허리선의 수평, 밑단선의 수평, 전

체적인 옆면의 외관, 뒤품의 적절성, 뒤허리의 맞음새, 전

체적인 뒷면의 외관, 소매길이의 적절성, 소매너비의 적절

성, 전체적인 소매 외관, 허리선 위치의 적절성, 주름크기

의 적절성, 치마길이의 적절성, 전체적인 치마 외관, 상의

와 하의 비율, 전체적인 외관 등의 항목에서 1차, 2차, 3차 

패턴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개발된 신한복 철릭 원피스 패턴은 20대 전반 

여성의 체형에 맞춰 제작되었고, 다양한 소재에 대한 고려 

없이 3D상의 일반적인 Physical parameter값으로 제작

되었다. 그리고 실제 제작된 의복을 통한 착의실험이 아닌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은 본 연구의 제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소재에 따른 

철릭 원피스 패턴 원형 제작 및 실제 착의실험을 통한 패

턴의 적합성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좀 더 다양한 연령층에 적합한 철릭 원피스 패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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