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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s conducted to improve the fitness of Air Force winter service uniforms pants through the devel-
opment of a pants pattern drafting method and automatic pattern drafting program for mass customization. The initial
study pattern drafting method is formed through an analyses of 4 kinds of conventional pants pattern drafting methods
for education and 3 kinds of conventional pants patterns of Air Force apparels. The initial study pattern drafting method
is converted into the final study pattern drafting method after twice conducting a wearing test. To verify the final study
pants pattern, a motion adaptability evaluation, an ease amount evaluation and an appearance evaluation a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final study patterns were better than conventional winter service uniforms in the motion adaptability
evaluation and the appearance evaluation. However, the results show similar values between the final study patterns and
conventional winter service uniform patterns in the ease amount evaluation. An automatic pattern drafting program was
developed based on the final study pattern drafting method. The program allowed the achievement of customized pants
patterns through the placement of customer body sizes into the size input window. It also provided two kinds of ease
amount and two kinds of waist belt level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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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량 맞춤 생산은 기존의 소규모 의류 제조업체에서 사용되

던 1:1 맞춤 방식을 대체하는 것으로, 기존 맞춤 방식의 높은

맞음새를 유지하면서 기성복 제조에 사용되는 대량 생산 기술

을 접목하여 저렴한 가격의 맞춤 의복을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생산 방식이다(Chun & Lim, 2003).

현재까지 의류 생산 업체들에서는 주로 신사 정장류에 대량 맞

춤 생산 방식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신사 정장이 디자인은 단

순하면서도 높은 맞음새를 요구하기 때문이다(Jang, 2006). 대

량 맞춤 생산이 가지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의류 생

산 업체들이 이를 도입하기 꺼려하는 가장 큰 원인은 생산 단

가의 상승이었으며, 업체들의 대량 맞춤 생산에 대한 준비도 상

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Hong et al., 2010).

대량 맞춤 생산에 적합한 의복 패턴 개발에 관한 현재까지

의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패턴 제도법을 개발한 후 이를 컴퓨터 프로그램화하여 자동으

로 패턴을 생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인체의 3차원 스

캔 데이터를 절개하여 평면화한 후 이를 의복 패턴으로 전환하

는 것이다.

Park and Nam(2001)은 20대 여성을 위한 바지 패턴 제도법

을 개발한 후 이를 자동으로 제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하여

온라인 상거래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

면 주문자의 체형이 반영된 1:1 맞춤 패턴을 별도의 수작업 없

이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바지 원형을 생

성하는데 그쳐 디자인이 들어간 실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는 프로그램을 수정해 주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패턴

제도에 사용되는 인체 측정 항목에 ‘둔부정중각도’, ‘허리둘레

앞호’, ‘허리둘레뒤호’, ‘엉덩이둘레앞호’, ‘엉덩이둘레뒤호’와 같

은 일반인 주문자가 측정하기 어려운 치수들이 일부 사용되어

3차원 인체 스캐너가 널리 보급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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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거래에 적용될 경우 인체 측정 오류로 인한 맞음새 문제

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Suk and Kim(2002)은

3차원 스캐너로 10~11세 여아를 스캔하여 부위별 수평 단면도

와 체표면 전개도를 얻은 후 이를 반영하는 패턴 제도법을 개

발하였는데, 체표면 전개도는 패턴 제도법 개발에만 활용하고

실제 패턴 생성 시에는 직접측정치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자

동제도 프로그램은 AutoCAD상에서 작동되는 Application형태

로 제작되었다. Yoon(2008)은 20대 여성 대표체형의 3차원 스

캔 형상을 인체에 밀착되는 바지 패턴으로 평면화 한 후, 이를

다시 큐롯형, 정장형, 기본형, 타이트형 패턴으로 변형하여 총

4가지 바지 패턴 제도법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법

만 개발하였을 뿐 패턴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 하지는 않

았지만, 제도법의 컴퓨터 프로그램화 과정을 거치면 20대 여성

바지의 스타일별 패턴을 자동으로 얻을 수 있어 대량 맞춤 생

산에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자동 제도 방

식은 패턴 생성 작업이 완전히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제도법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어 특성 스타일의 바지 패

턴만 생성할 수 있을 뿐, 바지의 스타일을 변경하려면 제도 프

로그램 자체를 수정해 주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자동 제도 방식은 계속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반영

해 주어야 하는 패션 제품에는 적용이 어려우며, 디자인이 하

나로 고정되어 있는 유니폼이나 군복 등의 생산에 적용하는 것

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Fang and Ding(2008)과 Fang et al.(2008)은 인체의 3차원

체표면 데이터를 평면화하여 여성복 상의의 맞춤 원형을 생성

시키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20대 여성 1명과 40대 여성

1명의 체표면 데이터를 평면화 하였는데, 체표면의 면적을 최

대한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중심선이나 허리둘레선과 같은 패턴

의 기초선이 수직/수평을 이루도록 전개도를 구성하였다. 이렇

게 생성된 패턴은 인체의 표면 형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의복 착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여유량이나 소재

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고, 소매나 칼라가 달리지 않은 민소

매 원피스 형태만 생성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Kim and Park(2007)은 실물 바디 위에 Grid를 그려 넣은

후 Grid가 교차되는 각 꼭짓점의 3차원 좌표를 입력 받는 방식

으로 3차원 가상 바디를 생성하였다. 이 가상 바디 상에서 가

상 의복을 생성하였으며 이를 평면화 하여 의복 패턴으로 전환

하였다. 생성된 가상 의복은 3차원 상에서 디자인을 변경한 후

평면화 할 수 있으며, 평면화 과정에서 직물의 특성을 반영시

킬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 생성된 의복 아이템은 바디스 원형,

타이트스커트 등이며, 소매나 칼라가 부착된 복잡한 형태의 의

복 패턴은 자동으로 생성해 내지 못하였다. 

동약정복은 공군에서 착용중인 실내 근무복으로, 이전까지 전

통적인 1:1 맞춤 방식으로 제작되어 왔으나 착용자의 몸에 맞지

않거나 착용자의 취향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계속하여 문제가 발

생하여 왔다. 맞춤 패턴을 제작하기 위한 인체 치수는 생산 업

체들에서 직접 측정한 후 공군 인트라넷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하였으며, 차후 주문 시 인트라넷 상에서 주문자가 생산 업체를

선정하면 해당 군번의 인체 치수를 선정된 업체로 전송하여 패

턴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주문자가 자신의 인체 치수를 측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생산 업체를 선정하여 주문을 진행한 경우, 업

체마다 서로 다른 인체 측정 방식과 패턴 제작 방식으로 인하여

제품 완성 치수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한 업체 내

에서도 표준화된 패턴 제도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 주문시마다

제품의 치수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공군 동약정복 셔츠의 패턴 제도법과 자동제도 프

로그램을 개발한 Kim et al.(2011)의 연구의 후속연구로, 연구

대상이 되는 복종을 바지로 변경하여 공군 동약정복 바지의 패

턴 제도법을 개발한 후 이를 컴퓨터 프로그램화하여 대량 맞춤

생산 방식을 실제 바지 제품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공군 동약정복은 유니폼의 일종으로 디자인이 쉽게

변경되지 않으므로 해당 디자인에 맞는 패턴 제도법을 개발한

후 이를 자동 제도 방식으로 생산하게 되면 수작업 없이 100%

자동으로 패턴을 생성하고 출력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공군 동

약정복 생산 업체들에서 서로 다른 패턴 제도법을 사용하면서

발생했던 맞음새 문제나 치수안정성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법 상에 여유량이나 취향을 반

영할 수 있는 선택사항을 추가하여 프로그램화하면 보다 다양

한 착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고, 이를 발전시키면 맞춤 기성복

의 온라인 주문 시스템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방법

2.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Kim et al.(2011)의 ‘MTM 생산을 위한 공군 동

약정복 셔츠 패턴 제도법 및 자동 제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후속 연구로, 선행 연구와 동일한 조사 대상을 가진다.

착의 실험과 관능 평가에 참여한 피험자는 총 25명의 20~50

대 공군 남성으로, 1차 연구 패턴의 착의 실험에서는 피험자

10명이 참여하였으며, 최종 연구 패턴의 관능평가에는 착의 실

험에 참여하지 않은 피험자 15명이 참여하였다. 피험자의 인체

치수는 Table 1과 같다. 다리가쪽길이는 배꼽수준허리옆점에서

부터 바닥면까지의 길이를 사용하였다.

공군 동약정복 바지 생산 업체 패턴과 남성복 구성 교재의

바지 패턴 제도법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 인체 치수로는 5차 사

이즈코리아 자료의 20~50대 남성 1,545명의 3차원 측정 데이

터 중 엉덩이둘레 92.5~97.4 cm 구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이 사이즈코리아 자료는 연구 패턴 제도법의 허리다트량, 샅냄

폭 제도 공식 설정을 위한 분석에도 사용되었다.

2.2. 연구 패턴 제도법 설계

공군 동약정복 바지 생산 업체에서 제공한 동약정복 바지 패

턴 3종과 남성복 구성 교재 4종(Kim & Park, 2004; Nam &

Lee, 2003; Choi, 2008; Heo et al., 2001)의 노턱 바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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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기초로 1차 연구 패턴 제도법을 설

계하였다. 최종 연구 패턴 제도법은 1차 연구 패턴 제도법을

기초로 2차례 착의실험을 거쳐 제도법을 수정, 보완하여 개발

하였다. 착의실험에 사용된 실험복의 소재는 Table 2와 같으며

이는 공군 동약정복에 사용된 소재와 같은 물성을 가지고 있다.

2.3. 관능평가

연구 패턴 제도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최종 연구 패턴으로 제

작된 실험 의복과 공군 동약정복 바지 생산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비교하여 동작적응성 평가, 여유량 평가, 외관 평가를

실시하였다.

동작적응성 평가에서는 피험자가 실험 의복을 착용한 상태

에서 스스로 평가를 실시하게 하였다. ‘1.매우 불편하다-2.불편

하다-3.보통이다-4.편하다-5.매우 편하다’의 응답으로 구성된 5

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상체를 앞으로 90
o
 굽히기, 빠

르게 걷기, 무릎을 90
o
 굽혀 올리기, 쪼그리고 앉기, 의자에 앉

기의 5개 동작을 실시하였다. 여유량 평가에서는 피험자가 실

험 의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거울을 보고 스스로 7개 부위에서

의 착의 상태를 평가하게 하였으며, ‘1.매우 작거나 길다-2.작

거나 길다-3.적당하다-4.크거나 길다-5.매우 크거나 길다’의 응

답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외관 평가는 실

험의복을 착용한 피험자의 착장 상태를 촬영한 사진을 자극물

로 제공하여 의류학을 전공한 석사과정 이상의 전문가 30명이

이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자극물 제작에 참여할 피험자를 선정

하기 위해 ‘엉덩이둘레-배꼽수준허리둘레’ 드롭 치수를 사이즈

코리아 데이터상의 백분위수에 따라 25이하, 25이상~75이하,

75이상의 세 구간으로 나눈 후, 구간별로 각 1명을 피험자로

선정하여 총 3명을 선정하였다. 평가 척도로는 ‘1.매우 그렇지

않다-2.그렇지 않다-3.보통이다-4.그렇다-5.매우 그렇다’의 응답

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관능 평가 결과는 대응 표본 T검정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은 SPSS 12.0을 사용하였다.

2.4. 패턴 자동제도 프로그램 개발

동약정복 바지의 대량 맞춤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

종 연구 패턴을 자동 제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 개발 도구는 ‘Borland C++ Builder 6’이다.

3. 연구결과

3.1. 연구 패턴 제도법 개발

3.1.1. 1차 연구 패턴 제도법 개발

1차 연구 패턴 제도법을 설정하기 위해 국내에서 출판된 남성

복 구성 교재 A(Kim & Park, 2004), B(Nam & Lee, 2003),

C(Choi, 2008), D(Heo et al., 2001) 4종의 노턱 바지 패턴 제

도법을 분석한 후 공군 약정복 바지의 형태와 특성에 맞는 부

위별 제도 공식을 선별하여 연구 패턴 제도법에 적용하였다. 또

한 공군 동약정복 바지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 a, b, c로부터

배꼽수준허리둘레 84.0 cm, 엉덩이둘레 95.0 cm를 기준으로 맞

춤 제작된 동약정복 바지 패턴을 각 1 set씩 제공받아 여유량을

분석한 후 그 평균치를 1차 연구 패턴 제도법의 여유량으로 설

정하였다. 

업체 패턴의 여유량 분석을 위한 기준 치수는 사이즈코리아

의 20~50대 남성의 3차원 측정 데이터의 엉덩이둘레 92.5~

97.4 cm 구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Table 3에는 업체 패턴의

여유량 분석에 사용된 기준 인체 치수를 제시하였으며, Table 4

에는 업체 패턴의 부위별 치수와 여유량을, Table 5에는 남성

Table 1. Body size of the subjects                     (Unit: cm)

 Subjects of the initial study pattern (N=10)

 Mean SD Min Max

Stature 171.7 2.8 167.7 176.5 

Waist 

Circumference(omphalion)
82.8 6.8 73.0 93.1 

Hip Circumference 93.9 3.3 89.5 100.3 

Leg Side Length 102.2 3.0 97.8 106.0 

Crotch Height 75.5 2.3 72.3 79.6 

Lower body drop(omphalion) 11.1 4.5 4.3 16.9 

 Subjects of the final study pattern (N=15)

 Mean SD Min Max

Stature 173.2 5.5 165.1 184.0 

Waist 

Circumference(omphalion)
87.3 6.5 78.0 102.5 

Hip Circumference 98.0 6.0 88.0 114.0 

Leg Side Length 102.2 4.1 95.0 108.0 

Crotch Height 75.2 3.8 70.1 81.3 

Lower body drop(omphalion) 10.7 3.1 4.3 15.0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the fabric 

Weave
Percentage of 

blending fiber (%)

Weight 

(g/m
2
)

Thickness 

(mm)

Density

(ply/5.0 cm)

Warp Weft

Twill
Wool 63.8 / Polyester 

31.7
233 0.41 255.0 153.0

Table 3. Body size criteria for ease amount analysis of air force apparel pattern

Waist Circumference

(omphalion)

Hip 

Circumference

Thigh 

Circumference

Knee 

Circumference

Waist to Crotch 

Length

Leg Side 

Length
Stature

84.0 95.0 58.4 37.2 23.7 10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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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구성 교재 4종의 부위별 패턴 제도 공식을 제시하였다.

(1) 인체 치수 측정 항목

남성복 구성 교재 4종에서 직접측정치를 사용한 항목은 허

리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바지길이, inseam길이

였으며, 4종의 제도법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직접측정치 항목

은 엉덩이둘레와 바지길이였다. 바지길이와 inseam길이는 각각

다리가쪽길이와 샅높이에 일정 여유량을 디자인에 맞게 추가한

것이다. 밑위길이는 인체 치수를 직접 측정하지 않고 ‘바지길이

-inseam’길이를 사용하거나 ‘엉덩이둘레/4+3’, ‘키/7.5+4.5’, ‘엉

덩이둘레/4+2.5’ 등의 계산식을 사용하였다.

1차 연구 패턴 제도법 개발을 위한 인체 치수 측정 항목으

로는 배꼽수준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배꼽수준허리높이, 샅높이

의 4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배꼽수준허리둘레는 패턴의 허리둘

레를 제도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허리둘레를 사용하지 않고 배

꼽수준허리둘레를 사용한 이유는 현재 남성복에서 바지의 허리

벨트를 허리옆점 수준까지 위로 끌어 올려 착용하는 경우가 없

Table 4. Patten size of air force apparel pattern                                                                            (Unit: cm)

Apparel a Apparel b Apparel c Mean

Pattern Size

Waist Circumference 84.7 85.5 85.6 85.3

Hip Circumference 103.2 104.0 107.9 105.0

Thigh Circumference 66.2 68.2 70.4 68.3

Waist to Crotch Length 25.6 26.0 26.8 26.1

Pants length 105.1 102.0 106.2 104.4

Waist Dart
Center Front Reduction 1.9 0.8 2.0 1.6

Back Dart 4.6 3.8 4.7 4.4

Crotch Width
Front Crotch Width 4.2 4.5 3.7 4.1

Back Crotch Width 15.7 15.4 13.9 15.0

Waist Back Height  4.1 above waist line  3.1 above waist line  4.1 above waist line  3.8 above waist line

Angle of Center Back Line 13.5
o

15.0
o

14.5
o

14.3
o

Ease Amount

Waist Circumference 0.7 1.5 1.6 1.3 

Hip Circumference 8.2 9.0 12.9 10.0 

Waist to Crotch Length 1.9 2.3 3.1 2.4 

Pants Length 4.7 1.6 5.8 4.0 

Table 5. Drafting formula of pattern drafting textbooks                                                                      (Unit: cm)

Method A Method B Method C Method D

Waist 

Dart

Center Front

Reduction
Drafting Formula 1.0~1.5 1.0~1.5 0.7 2.0

Front Dart Drafting Formula 2.0 None None None

Back Dart
Drafting Formula

2.0

Adjustable according 

to drop size 1.5 3.0

Pattern Size 2.6 cm

Crotch 

Width

Front Crotch 

Width

Drafting Formula H/20 H/16-(1.0~1.5) H/20+1.2-0.7
4.5

Pattern Size 4.8 4.4~4.9 5.3 

Back Crotch 

Width

Drafting Formula H/5-4.5~5.5 H/8+2~2.5 H/20+H/12-0.6
13.7

Pattern Size 13.5~14.5 13.9~14.4 12.1 

Waist to Crotch Length
Drafting Formula

Pants Length-Inseam 

Length
H/4+3 S/7.5+4.5 H/4+1.5

Pattern Size 27.2 26.8 27.2 25.3

Waist Back Height

Pattern Size

 2.8 above waist line  40 above waist line  2.3 above waist line  3.0 above waist line

Angle of Center Back Line 12
o

13
o

10
o

10
o

Position of Center 

Back Line

Moved from Center 

Front line to Side 

Seam by 2.6

Moved from Center 

Front line to Side 

Seam by 3.0

Moved from Center 

Front line to Side 

Seam by -1.0

Moved from Center 

Front line to Side 

Seam by 3.2

Hip Circumference Line Type Horizontal Horizontal Horizontal Diagonal

H=Hip Circumference, S=St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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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배꼽수준허리높이는 패턴의 바지길이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며 패턴의 밑위길이는 ‘배꼽수준허리높이-샅높이’ 치

수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2)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바지길이, 밑위길이 여유량

공군 생산 업체 패턴 3종은 같은 인체 치수를 기준으로 제

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치수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

는 같은 인체 치수로 제품을 제작하더라도 업체마다 다른 맞음

새의 제품이 생산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공군 생산 업

체 3사 패턴의 제품 허리둘레는 평균 85.3 cm였으며 인체 배

꼽수준허리둘레 치수 대비 1.3%의 여유량을 보여주었다. 업체

패턴의 엉덩이둘레는 인체 엉덩이둘레 치수 대비 10.0%의 여

유량을 보여주었으며, 제품 바지길이는 평균적으로 인체 다리

가쪽길이 치수 대비 4.0%의 여유량을 보여주었다. 

1차 연구 패턴의 허리둘레는 배꼽수준허리둘레 치수를 기준

으로 제도되며, 허리단 안쪽에 넣어 착용하는 상의와 내의의 두

께를 고려하여 인체 배꼽수준허리둘레 치수 대비 2.0%의 여유

량을 가지도록 하였다. 엉덩이둘레와 밑위길이에는 10%의 여

유량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공군 동약정복 바지 생산 업체 패턴

에서의 여유량의 평균값을 적용한 것이다. 밑위길이에는 ‘(배꼽

수준허리높이-샅높이)×1.1’의 제도 공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남성복 구성 교재에서 사용하는 인체 치수 항목인 바지길이를

배꼽수준허리높이로, inseam길이를 샅높이로 대체한 후 업체

패턴의 평균 여유량을 부여한 것이다.

(3) 무릎둘레, 바지단둘레

공군 생산 업체 패턴 3종의 무릎둘레와 바지단둘레는 평균

적으로 기준 인체 엉덩이둘레 대비 각각 약 55.2%와 50.2%의

제품 치수를 보였으며, 1차 연구 패턴 제도법의 무릎둘레와 바

지단둘레에는 업체 패턴의 무릎둘레, 바지단둘레와 인체 엉덩

이둘레와의 비율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무릎둘레=인체엉덩이

둘레×0.55’, ‘바지단둘레=인체엉덩이둘레×0.50’의 제도 공식을

설정하였다.

(4) 허리 다트

남성복 구성 교재 제도법에서는 앞허리다트량, 뒤허리다트량,

앞중심선 허리 들임 분량 설정시 제도법 B의 뒤허리다트량을 제

외한 모든 항목에서 고정 치수를 사용하거나 0.5 cm의 매우 적

은 조절 범위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제도 방식은 착용자의 하

드롭 치수가 평균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만을 가정한 것

으로, 극단적으로 작거나 큰 하드롭 치수를 가진 착용자에게서

는 옆솔기 곡선이 비정상적인 형태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 1차 연구 제도법에서는 앞중심선에서의 허

리 들임 분량과 뒤허리다트량 설정시 20~59세 남성 1,545명의

사이즈코리아 데이터를 사용하여 ‘(1.1×엉덩이둘레-1.02×배꼽수

준허리둘레)/2’ 치수를 분석하였다. 그 후 해당 치수의 1분위수

미만, 1분위수 이상~3분위수 미만, 3분위수 이상의 3개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 평균치를 몸판 허리둘레에 필요한 총 줄임분

으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허리 줄임분의 15%는 앞중심

허리 들임 분량에, 40%는 뒤허리다트량에 배분하였고, 나머지

45%가 앞/뒤 몸판 옆허리점에서의 허리 들임 분량으로 설정되

었다.

(5) 샅냄폭

앞샅냄폭과 뒤샅냄폭 제도시 구성 교재 D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 교재에서는 엉덩이둘레에 비례하는 제도 공식을 사용하여

엉덩이둘레가 증가하면 샅냄폭도 같이 증가하였다. 공군 생산

업체 패턴의 앞/뒤 샅냄폭의 평균값과 비교적 유사한 치수의

샅냄폭 제도 결과를 보인 제도법은 제도법 A와 B인데, 제도법

A의 경우 앞/뒤 샅냄폭 설정시 제도 기준점이 샅점이 위치하는

밑위길이 기준선이 아닌 엉덩이둘레 기준선에 위치하여, 엉덩

이둘레를 변수로 사용한 제도 공식으로는 정확한 샅너비를 예

측하기 어려웠으며, 같은 엉덩이둘레를 가졌더라도 밑위길이 치

수에 따라 샅냄폭이 달라지는 단점이 있었다. 제도법 B는 앞샅

냄폭과 뒤샅냄폭을 밑위길이 기초선상에서 설정하므로 샅냄폭

이 엉덩이둘레치수 이외에 다른 치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제

도 공식이 샅냄폭 치수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1차 연구 제도법의 앞/뒤 샅냄폭 제도 공식에

서는 제도법 B의 제도 공식을 적용하였다.

(6) 뒤허리점 높이, 뒤중심선 각도, 뒤중심선 위치

남성복 구성 교재 제도법의 뒤허리점은 기준 인체 치수를 사

용하여 제도 진행시 허리둘레 기초선으로부터 2.3~4.0 cm 올라

간 점에 위치하였다. 뒤허리점 높이가 올라가면 뒤중심선의 길

이가 길어져 뒤엉덩이부위의 수직 방향 여유량이 늘어나며 동

작적합성이 향상된다(Yoon, 2008).

남성복 구성 교재 제도법의 뒤중심선 각도 범위는 10
o
~13

o

로 제도법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평균 14.3
o
의 뒤

중심선 각도를 보인 공군 생산 업체 패턴보다는 기울기가 다소

적었다. 뒤중심선의 위치는 앞/뒤 몸판 패턴을 주름선을 기준

으로 겹쳐 놓았을 때에 뒤중심선이 앞중심선으로부터 이동한

거리를 엉덩이둘레 기준선상에서 수평으로 측정한 것으로, 뒤

중심선이 옆솔기 쪽으로 이동한 양이 많을수록 샅부위의 동작

적합성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인다(Park et al., 2006). 

1차 연구 패턴 제도법의 뒤허리점 높이, 뒤중심선 각도, 뒤

중심선 위치 설정 방법은 제도법 B의 것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제도법 B가 가장 높은 뒤허리점 높이를 보여 공군 생산 업체

패턴의 평균 뒤허리점 높이와 유사한 수치를 얻을 수 있고 뒤

중심선 각도도 가장 커 뒤샅부위에서의 여유량을 확보하기 쉽

기 때문이다.

Table 6에는 1차 연구 패턴 제도법의 전체 제도 공식을 제

시하였으며 Fig. 1에는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3.1.2. 최종 연구 패턴 제도법 개발

(1) 착의 실험

1차 연구 제도법 개발 이후 2회의 착의실험을 실시하여 제

도법을 수정하였다. 착의 실험시에는 착용자가 연구 패턴으로

제작된 바지를 착용한 상태에서 스스로 부위별 여유량을 ‘1.매

우 작거나 짧다-2.작거나 짧다-3.적당하다-4.크거나 길다-5.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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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거나 길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여유량 관

능 평가의 결과는 Table 7과 같으며, 평가 결과를 반영한 제도

법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엉덩이둘레, 무릎둘레, 바지단둘레 여유량

엉덩이둘레에 10%의 여유량을 적용한 후 1차 착의 실험을

실시한 결과 여유량 관능평가에서의 평균점수는 3.7점으로 여

유량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착의 실험을 위한 제

도 공식에서는 엉덩이둘레 여유량을 8%로 줄여 실험 의복을

제작하였으며 여유량 관능평가에서는 평균 3.5의 점수를 나타

내어 ‘적당하다(3)’와 ‘크거나 길다(4)’가 5:5의 비를 이루였다. 

1차 착의실험시 무릎둘레에 ‘엉덩이둘레×0.55’ 제도식을, 바

지단둘레에 ‘엉덩이둘레×0.50’ 제도식을 적용한 결과 여유량 관

능평가에서 각각 평균 3.7과 3.5의 점수를 나타내어 무릎둘레

와 바지단둘레의 여유량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

차 착의 실험을 위한 제도 공식에서는 무릎둘레에 ‘엉덩이둘레

×0.52’ 제도식을, 바지단둘레에 ‘엉덩이둘레×0.48’ 제도식을 적

용하였으며 여유량 관능평가에서 각각 평균 3.1과 3.2의 점수

를 나타내었다. 

② 허리다트량 및 허리둘레 여유량

1차 착의 실험에서는 배꼽수준허리둘레에 2%의 여유량을 적

Table 6. Calculation formulas of the initial study pattern                                                                    (Unit: cm)

Item Body Size Section Calculation Formula 

ⓐ Waist to Crotch Length - (Waist Height(omphalion)-Crotch Height)×1.1

ⓑ Belt Width - 3.5

ⓒ Hip Length - (-)×2/3

ⓓ Pants Length - Waist Height(omphalion)+2

ⓔ Center Front Reduction

Lower body drop: Under 7.0 0.9 

Lower body drop: 7.0~14.6 1.4 

Lower body drop: Over 14.6 1.9 

ⓕ Waist level Reduction

Lower body drop: Under 7.0 0.5 

Lower body drop: 7.0~14.6 1.0 

Lower body drop: Over 14.6 1.5 

ⓖ Front Waist Width - Waist Circumference(omphalion)×0.255+0.5

ⓗ Front Hip Width - Hip Circumference×0.25+1

ⓘ Front Crotch Width - Hip Circumference/16-1.5

ⓙ Front Knee Width - Hip Circumference×0.275-3.0

ⓚ Front Hem Width - Hip Circumference×0.25-3.0

ⓛ Back Waist Width - Waist Circumference(omphalion)×0.255

ⓜ Back Hip Width - Hip Circumference×0.3-1

ⓝ Back Crotch Width - Hip Circumference/16+1.5

ⓞ Center Back Reduction - Hip Circumference/16+0.5

ⓟ 1st Dart

Lower body drop: Under 7.0 1.5

Lower body drop: 7.0~14.6 2.2

Lower body drop: Over 14.6 3.0

ⓠ 2nd Dart

Lower body drop: Under 7.0 0.8

Lower body drop: 7.0~14.6 1.5

Lower body drop: Over 14.6 2.0

ⓡ Waist Belt Length/2 - Waist Circumference(omphalion)×0.51

Lower body drop=Hip Circumference-Waist Circumference(omphalion)

Fig. 1. Drafting method of initial study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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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후 여유량 관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균 3.5점의 평가

점수를 기록하여 ‘적당하다(3)’와 ‘크거나 길다(4)’의 중간에 위

치하였다. 2차 착의 실험에서는 배꼽수준허리둘레 여유량을 1%

로 줄여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평균 3.1점의 여유량 평가 점수

를 나타내었다. 

③ 샅냄폭

넙다리둘레의 여유량 관능평가 평균 점수는 1차 착의 실험

시 3.3점, 2차 착의 실험시 3.0점으로 1차와 2차에서 모두 ‘적

당하다(3)’에 근접하였으나 ‘엉덩이둘레-배꼽수준허리둘레’ 치

수가 7 cm 미만인 피험자에게서만 ‘크거나 길다(4)’의 응답이

나타나 해당 구간에서 샅너비를 줄여주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1차 연구 패턴과 남성복 구성 교재 바지 패턴 제도법

의 경우 하드롭 치수에 상관없이 샅냄폭이 엉덩이둘레에 정비

례하는 공식 한 가지만을 사용하였으나, 이렇게 할 경우 하드

롭이 적은 피험자들에게서 넙다리둘레 여유량이 과도하게 설정

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이즈코리아의 20~50

대 남성 1,545명의 치수 자료를 사용하여 ‘엉덩이둘레-배꼽수

준허리둘레’ 치수, ‘엉덩이둘레에 대한 넙다리둘레 지수치’, ‘엉

덩이둘레에 대한 엉덩이두께의 지수치’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을 실시해 본 결과, 샅너비에 영향을 미치는 ‘엉덩이둘레에 대

한 넙다리둘레 지수치’, ‘엉덩이둘레에 대한 엉덩이두께의 지수

치’ 모두 ‘엉덩이둘레-배꼽수준허리둘레’ 치수와 통계적으로 유

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엉덩

이둘레를 가진 사람이라도 하드롭이 줄어들면 패턴의 샅냄폭을

줄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Table 8에는 상

관관계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④ 밑위길이

1차 착의실험시 밑위길이에 ‘(배꼽수준허리높이-샅높이)×1.1’

공식을 적용한 상태에의 여유량 관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균

점수는 3.5점으로 밑위길이 여유량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실제 측정을 담당하게 될 공군 측정 요원들에게 측정

교육을 실시하고 측정 상태를 점검해 본 결과 의류학 비전공자

인 공군 측정 요원들의 측정 숙련도로는 샅높이 측정의 정확도

를 보장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2차 연구 패턴에서는 밑위

길이에 구성 교재 B의 밑위길이 제도식인 ‘엉덩이둘레/4+3’에

서 여유량을 2 cm 줄인 ‘엉덩이둘레/4+1’ 공식을 사용하였다.

여유량을 2 cm 줄인 이유는 구성 교재 B의 바지 원형이 배꼽

수준높이에 바지 허리벨트 상단이 위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패

턴을 제도하나 1차 착의 실험 피험자들은 자신의 배꼽보다 평

균 2 cm 내려간 위치에 바지 허리벨트 상단이 위치하도록 바

지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이즈코리아 20~50

대 남성의 엉덩이둘레 92.5~97.4 cm 구간의 평균 치수로 밑위

길이를 여유량을 산출하게 되면 공군 생산 업체 3사 패턴의 평

균 밑위길이 여유량은 10.1%, 연구 제도법의 밑위길이 여유량

은 4.4%가 된다. 이렇게 조정된 밑위길이를 적용하게 되면 바

지의 샅점 위치가 위로 올라가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의

동작적응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밑위길이에 ‘엉덩이둘레/4+1’ 공식을 적용한 상태로 2차 착

의실험을 실시한 결과 여유량 관능평가에서는 평균 2.6점의 점

수를 나타내었으며 ‘적당하다(3)’로 응답한 피험자가 7명, ‘작

거나 짧다(2)’로 응답한 피험자가 2명, ‘매우 작거나 짧다(1)’로

응답한 피험자가 1명이었다.

⑤ 뒤중심선 각도

1차 착의 실험시 넙다리둘레 여유량 평가의 평균 점수는 3.3

점으로 여유량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착의 실험에

서는 뒤중심선 각도를 줄여 넙다리 부위의 여유량을 줄여주도

록 하였는데, 이를 위해 뒤중심 허리 들임 분량을 0.3 cm만큼

줄여 뒤중심선의 각도가 약 1
o
 줄어들게 하였다.

⑥ 기타 수정사항

바지길이 제도시 배꼽수준허리높이 치수 대신 다리가쪽길이

를 사용하였다. 다리가쪽길이를 사용한 이유는, 연구의 결과로

만들어진 시스템을 공군 주문 시스템에 적용시킬 경우 인체 치

수의 측정을 의류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문가가 진행하게 되

어 배꼽수준허리높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되었기 때문이다. 배꼽수준허리높이를 대체하기 위해 줄자로 간

단히 측정이 가능한 다리가쪽길이를 선택하여 제도 공식에 적

용하였는데, 최종 연구 패턴 제도법에서 사용하는 다리가쪽길

이는 배꼽수준허리옆점에서부터 바닥면까지의 길이를 측정한

것이다. 

옆 주머니의 경우 기존의 옆솔기에 수직으로 붙어 있는 형

Table 7. Ease amount evaluation result of wearing test

(Subjects: 10)

Item
Mean

1st 2nd

Waist Circumference(omphalion) 3.5 3.1

Hip Circumference 3.7 3.5

Thigh Circumference 3.3 2.9

Knee Circumference 3.7 3.1

Hem Circumference 3.5 3.2

Waist to Crotch Length 3.5 2.6

Pants Length 3.2 3.2

Table 8. Correlation coefficient

Independent Variable 1 Independent Variable 2 r

Hip Circumference-Waist Circumference(omphalion) Thigh Circumference/Hip Circumference -0.435**

Hip Circumference-Waist Circumference(omphalion) Hip Depth/Hip Circumference -0.484**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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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alculation formulas of the initial study pattern                                                                    (Unit: cm)

Item Option Body Size Section Calculation Formula 

ⓐ
Waist to Crotch 

Length

High Waist
-

Hip Circumference/4+4

Middle Waist Hip Circumference/4+1

ⓑ Belt Width - - 3.5

ⓒ Hip Length - - (-)×2/3

ⓓ Pants Length
High Waist

-
Leg Side Length+5

Middle Waist Leg Side Length+2

ⓔ
Center Front 

Reduction

Normal Fit

Lower body drop: Under 7.0 0.5 

Lower body drop: 7.0~14.6 0.9 

Lower body drop: Over 14.6 1.3 

Loose Fit

Lower body drop: Under 7.0 0.7

Lower body drop: 7.0~14.6 1.1

Lower body drop: Over 14.6 1.5

ⓕ
Waist Level 

Reduction
-

Lower body drop: Under 7.0 0.5 

Lower body drop: 7.0~14.6 1.0 

Lower body drop: Over 14.6 1.5 

ⓖ Front Waist Width
High Waist

-
(Waist Circumference+Waist Circumference(omphalion))/2×0.253+0.5

Middle Waist Waist Circumference(omphalion)×0.253+0.5

ⓗ Front Hip Width
Normal Fit

-
Hip Circumference×0.25+0.8

Loose Fit Hip Circumference×0.25+1.0

ⓘ Front Crotch Width -
Lower body drop: Under 7.0  Hip Circumference/16-2.0

Lower body drop: Over 7.0 Hip Circumference/16-1.5

ⓙ Front Knee Width
Normal Fit

-
Hip Circumference×0.26-3.0

Loose Fit Hip Circumference×0.27-3.0

ⓚ Front Hem Width
Normal Fit

-
Hip Circumference×0.24-3.0

Loose Fit Hip Circumference×0.25-3.0

ⓛ Back Waist Width
High Waist

-
(Waist Circumference+Waist Circumference(omphalion))/2×0.252

Middle Waist Waist Circumference(omphalion)×0.252

ⓜ Back Hip Width
Normal Fit

-
Hip Circumference×0.29+0.8

Loose Fit Hip Circumference×0.3+1.0

ⓝ Back Crotch Width

Normal Fit
Lower body drop: Under 7.0 Hip Circumference/16+0.5

Lower body drop: Over 7.0 Hip Circumference/16+1.0

Loose Fit
Lower body drop: Under 7.0 Hip Circumference/16+1.0

Lower body drop: Over 7.0 Hip Circumference/16+1.5

ⓞ Center Back Reduction - - Hip Circumference/16+0.2

ⓟ 1st Dart

Normal Fit

Lower body drop: Under 7.0 1.2

Lower body drop: 7.0~14.6 2.0

Lower body drop: Over 14.6 2.7

Loose Fit

Lower body drop: Under 7.0 1.4

Lower body drop: 7.0~14.6 2.2

Lower body drop: Over 14.6 2.9

ⓠ 2nd Dart

Normal Fit

Lower body drop: Under 7.0 0.8

Lower body drop: 7.0~14.6 1.5

Lower body drop: Over 14.6 2.0

Loose Fit

Lower body drop: Under 7.0 1.0

Lower body drop: 7.0~14.6 1.5

Lower body drop: Over 14.6 2.0

ⓡ
Waist Belt 

Length/2

High Waist
-

(Waist Circumference+Waist Circumference(omphalion))/2×0.505

Middle Waist Waist Circumference(omphalion)×0.505

Lower body drop=Hip Circumference-Waist Circumference(ompha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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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주머니에 손을 넣기 어렵게 만든다는 공군 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옆 주머니의 상단 끝부분을 3 cm만큼 앞중심선 쪽으

로 이동시켜 주머니 입구에 경사각을 주었다. 또한 뒤 엉덩이

주머니를 뒤허리너비의 중심에 위치시킬 경우, 주머니에 물건

을 넣고 앉게 되면 물건이 엉덩이를 압박하여 착용감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뒤 엉덩이 주머니의 중심이 뒤허리너비의 4/7 지

점에 위치하도록 수정하였다.

(2) 최종 연구 패턴 제도법 개발

최종 연구 패턴 제도법은 1차 연구 패턴 제도법의 착의 실

험 결과에서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설정하였는데, 하나의 엉

덩이둘레 제도 공식과 밑위길이 제도 공식만으로는 다양한 취

향의 착용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어 엉덩이둘레와 밑

위길이에 각각 2가지 여유량 선택사항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선택 가능한 여유량 옵션은 2×2로 총 4가지이다.

엉덩이둘레에는 노멀핏(normal fit)과 루즈핏(loose fit)의 두

가지 여유량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는데, 노멀핏 선택사항에서

는 8%의 엉덩이둘레 여유량과 1% 허리둘레 여유량이 적용되

며, 사이즈코리아 데이터를 ‘엉덩이둘레-배꼽수준허리둘레 드롭’

을 3개 구간으로 나눈 후 구간별로 ‘(1.08×엉덩이둘레-1.01×배

꼽수준허리둘레)/2’ 치수의 평균치를 구하여 이에 0.11을 곱한

치수를 ‘앞중심 허리 들임 분량'에 사용하였고, 0.38을 곱한 치

수를 뒤허리다트량에 사용하였다. 루즈핏 선택사항은 10%의 엉

덩이둘레 여유량과 1%의 허리둘레 여유량을 가지며, 사이즈코

리아 데이터를 ‘엉덩이둘레-배꼽수준허리둘레 드롭'을 3개 구간

으로 나눈 후 구간별로 ‘(1.1×엉덩이둘레-1.01×배꼽수준허리둘

레)/2’ 치수의 평균치를 구하여 이에 0.11을 곱한 치수를 ‘앞중

심 허리 들임 분량’에 사용하였고, 이에 0.38을 곱한 치수를

뒤허리다트량에 사용하였다.

샅냄폭은 하드롭에 따라 달라지게 설정하였는데, ‘엉덩이둘

레-배꼽수준허리둘레’ 치수를 1분위수 미만과 1분위수 이상의

두 구간으로 나누어 1분위수 미만 구간에서는 앞샅냄폭과 뒤

샅냄폭을 각각 0.5 cm씩 줄여주었다.

2차 연구 패턴에서 4.4%로 줄어든 밑위길이 여유량을 보완

하기 위해 밑위길이에 ‘미들웨이스트(middle waist)’와 ‘하이웨

이스트(high waist)’의 2가지 여유량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

며, 미들웨이스트에는 2차 연구 패턴에 사용된 ‘엉덩이둘레/

4+1’ 제도식을 ‘하이웨이스트에는 이보다 3 cm 늘어난 엉덩이

둘레/4+4’의 제도식을 적용하였다. ‘하이웨이스트(high waist)’

선택사항에서는 바지의 허리위치가 배꼽수준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에 패턴의 허리둘레 제도시 배꼽수준허리둘레가 아닌 ‘(허

리둘레+배꼽수준허리둘레)/2’ 치수를 사용하였다. Table 9에는

최종 연구 패턴 제도법의 제도 공식을 제시하였고 Fig. 2에는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3.2. 관능평가

최종 연구 패턴 제도법에 대한 관능 평가는 최종 연구 패턴

제도법으로 제작한 바지와 공군 생산 업체에서 제작한 바지의

동작적응성과 여유량, 외관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3.2.1. 동작적응성 평가

최종 연구 패턴 제도법으로 제작한 바지와 공군 생산 업체

에서 제작한 바지의 동작적응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실험복을

착장한 상태에서 피험자가 스스로 5개 동작에서의 동작적응성

을 평가하게 하였다. T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인 항목은 ‘무릎을 90
o
 굽혀 올리기’와 ‘쪼그려 앉기’였으며 두

개 동작 모두 최종 연구 패턴이 업체 패턴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빠르게 걷기’, ‘상체를 앞으로 90
o
 굽히기’와 ‘의

자에 앉기’ 항목에서는 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Table 10

은 동작적응성 평가의 T검정 결과이다.

3.2.2. 여유량 평가

최종 연구 패턴 제도법으로 제작한 바지와 공군 동약정복 생

산 업체에서 제작한 바지의 여유량 적합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Fig. 2. Drafting method of final study pattern.

Table 10. Result of motion adaptability evaluation

(Subjects: 15)

 

Mean

T-valueApparel 

Pattern

Final Study 

Pattern

Bending Upper Body by 90
o

3.47 3.73 -0.774 

Walking Fast 3.93 4.33 -1.572 

Lifting Right Knee by 90
o

3.13 3.93 -2.449*

Crouching 3.33 4.27 -3.108**

Sitting in a Chair 3.93 4.27 -1.58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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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복을 착장한 상태에서 피험자가 스스로 거울을 보고 7개

부위에서의 여유량을 평가하게 하였다.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유의차가 나타난 항목은 허리둘레와 밑위길이 여유량이며, 밑

위길이의 경우에는 연구 패턴의 여유량이 다소 적은 문제가 발

생하였다. 이는 최종 연구 패턴에 사용된 밑위길이 제도 공식

이 엉덩이둘레에 선형으로 비례하도록 설계되어 인체의 밑위길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종 연

구 패턴의 밑위길이 여유량을 ‘1.매우 작거나 길다’, 또는 ‘2.작

거나 길다’로 응답한 피험자는 총 15명 중 5명으로, 이 5명

중 1명은 ‘엉덩이둘레 1분위수 미만’ 구간에, 3명은 ‘엉덩이둘

레 3분위수 이상’ 구간에 속하였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 엉

덩이둘레로 밑위길이를 추정하는 공식을 개발할 경우 엉덩이둘

레 구간별로 각기 다른 밑위길이 공식을 사용하거나, 선형회귀

분석이 아닌 곡선추정회귀분석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허리둘레와 밑위길이를 제외한 다른 부위의 여유량은 유의

차가 나타나지 않아 피험자들이 공군 생산 업체 패턴과 최종

연구 패턴의 여유량을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Table 11에는 여유량 관능 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3.2.3. 외관 평가

외관 평가는 실험의복을 착용한 피험자를 촬영한 사진을 자

극물로 제공하여 의류학을 전공한 석사과정 이상의 전문가 30

명이 이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엉덩이둘레-배꼽수준허리둘레’ 드롭 치수가 백분위수 25미

만 구간에 속하는 피험자 A의 여유량 관능 평가 결과를 살펴

보면 앞몸판에서의 장딴지와 바짓단 부위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부위에서 최종 연구 패턴이 공군 생산 업체 제품보다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엉덩이둘레-배꼽수준허리둘레’ 드롭 치수가 백분위수 25이상

~75미만 구간에 속하는 피험자 B의 여유량 관능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평가 항목에서 최종 연구 패턴이 공군 생산 업

체 제품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Table 11. Result of ease amount evaluation          (Subjects: 15)

Mean

T-valueApparel 

Pattern

Final Study 

Pattern

Waist Circumference 2.67 3.40 -3.556**

Hip Circumference 2.73 2.73 0.000 

Thigh Circumference 3.20 2.93 1.000 

Knee Circumference 3.20 2.87 2.092 

Hem Circumference 3.13 3.07 0.435 

Waist to Crotch Length 3.07 2.53 2.256*

Pants Length 2.87 3.00 -0.807 

*p<.05, **p<.01

Table 12. Result of appearance evaluation

Evaluation Items

Front Back

1. Does the front waist area have a good appearance without wrinkles? 6. Does the back waist area have a good appearance without wrinkles? 

2. Does the front hip area have a good appearance without wrinkles? 7. Does the back hip area have a good appearance without wrinkles? 

3. Does the front crotch area have a good appearance without wrinkles? 8. Does the back crotch area have a good appearance without wrinkles? 

4. Does the front thigh area have a good appearance without wrinkles? 9. Does the back thigh area have a good appearance without wrinkles? 

5. Does the front calf and hem area have a good appearance without 

wrinkles? 
10. Does the back calf and hem area have a good appearance without wrinkles? 

Result of t-test

Item

Stimulus A Stimulus B Stimulus C

Mean

T-value

Mean

T-value

Mean

T-valueConventiona

l Pattern

Final Study 

Pattern

Conventional 

Pattern

Final Study 

Pattern

Conventional 

Pattern

Final Study 

Pattern

1 1.83 4.37 -13.321*** 1.63 3.6 -11.171*** 2.63 3.53 -4.267***

2 1.8 4.1 -9.970*** 1.77 3.83 -11.547*** 2.63 3.8 -6.067***

3 1.83 4.23 -12.673*** 2.17 3.7 -6.430*** 2.33 3.67 -6.325***

4 2.53 4.1 -8.833*** 3.03 3.83 -4.000*** 2.1 3.47 -7.763***

5 2.87 3.17 -1.055 2.27 3.5 -5.798*** 1.77 3.27 -7.426***

6 2.8 4.27 -6.718*** 3.53 4.07 -3.565*** 3.17 2.97 0.902

7 2.4 3.97 -5.254*** 2.5 3.67 -5.299*** 2.37 2.5 -0.701

8 1.73 3.9 -8.848*** 2.1 3.5 -6.960*** 1.97 2.27 -1.964

9 2.37 3.93 -4.944*** 2 3.93 -9.032*** 1.97 2.47 -2.812**

10 3.03 3.57 -2.075* 2.1 3.97 -7.828*** 2.17 3.03 -4.557***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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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둘레-배꼽수준허리둘레’ 드롭 치수가 백분위수 75이

상 구간에 속하는 피험자 C의 여유량 관능 평가 결과를 살펴

보면 뒤몸판의 허리부위와 엉덩이부위, 샅부위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부위에서 최종 연구 패턴이 공군 생산 업체 제품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Table 12에는 외관 평가에 사용된 평가 항목과 T검정 결과

를 제시하였으며 Table 13은 외관 평가에 사용된 자극물 사진

이다.

관능평가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동작적응성과 외관에서 최

종 연구 패턴이 공군 생산 업체 패턴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개

선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유량에서는 공군 생

산 업체 패턴과 최종 연구 패턴이 유사한 감각으로 착용자에게

인식되었으나, 밑위길이 제도 공식의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패턴 자동제도 프로그램 개발

동약정복 바지의 MTM 생산을 실시하기 위하여 최종 연구 패

턴 제도법을 따라 패턴을 자동으로 제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래밍 도구는 ‘Borland C++ Builder 6’이다. 

주문자의 인체 치수를 입력하고 선호하는 여유량과 밑위길이

를 선택하면 자동 제도 프로그램이 정해진 제도법에 따라 각 제

도 기준점의 위치를 x-y 좌표평면 위에 출력하고 이 기준점들

사이를 직선이나 곡선으로 연결하여 패턴을 제도하게 된다. 패

턴의 외부선과 내부선의 제도를 완료한 후에는 외부선을 일정

간격으로 평행 이동시킨 후 모서리를 연결하여 시접선을 생성하

였다. 제도가 완료된 패턴에는 부위별 완성치수가 패턴 상에 문

자로 출력되게 하였다. Fig. 3은 자동 제도가 완료된 패턴이다.

곡선 구현에는 B-Spline을 사용하였는데 B-Spline은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어점의 숫자에 제한이 없으며 매끄러운 곡선

표현이 가능해 의복 패턴의 곡선을 제도하는데 적합하다.

제품의 주문은 공군 인트라넷의 온라인 상점에서 이루어지

게 되며 주문자의 인체 치수와 주문 선택사항은 csv파일 형식

으로 저장된 후 프로그램 상에 자동으로 로드된다. 온라인상에

서 주문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수작업으로 주문자의 인

Table 13. Stimulus pictures of appearance evaluation

Subject
Air Force apparel pattern Final study pattern

Front Back Front Back

A

B

C

    

    

    

Fig. 3. Pattern drafting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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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치수와 주문 선택사항을 입력받을 수도 있다. 

제도가 완료된 패턴은 dxf 파일로 저장하여 범용 캐드 프로

그램과 파일 호환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제도시 입력된 인체 치

수와 제도 옵션은 siz라는 자체 포맷으로 저장한다. 1:1 패턴

출력은 커팅플로터를 이용하며 일반 프린터로는 축도 패턴을

출력할 수 있다. 플로터 출력시 내부선과 외부선은 펜이나 샤

프로 출력되며 시접선은 나이프로 커팅한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공군 동약정복 바지의 제도법을 설계하고 패

턴을 자동으로 제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공군 동약정복 바지 생산 업체 패턴 3종과 남성복 구성 교재

4종의 바지 제도법으로부터 부위별 여유량과 제도 특성을 파악

한 후, 이를 기초로 1차 연구 패턴 제도법을 개발하였으며, 착

의실험 과정을 통해 제도법을 수정하고 제도 선택사항을 추가

하여 최종 연구 패턴 제도법을 확정하였다. 최종 연구 패턴 제

도법의 관능평가에서는 최종 연구 패턴의 동작적응성과 외관이

공군 동약정복 바지 생산 업체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여유량은 최종 연구패턴과 공군 생산 업체에서 제작한 제

품이 유사한 평가 결과를 보였다.

개발 완료된 최종 연구 패턴 제도법은 C++을 사용하여 자

동제도 프로그램화하였으며, 착용자의 인체 치수를 입력하고 제

도 옵션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수작업 없이 자동으로 패턴의 생

성과 출력이 가능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동제도 프로그램은 동약정복 바지라

는 하나의 디자인에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제도법을 수정하

거나 다른 디자인의 제품을 제도하려면 프로그램 자체를 다시

프로그래밍 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 패

턴을 생성하여 기성복의 대량맞춤이 가능하게 하려면, 주문시

마다 패턴을 처음부터 제도하는 방식이 아닌, 일반적인 기성복

패턴을 착용자의 체형과 취향에 맞게 자동으로 변형시키는 방

향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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