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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착의 시스템을 이용한 여고생의 보디스 원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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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velops a bodice pattern for high school girls aged 17 to 19 that use virtual garment simulation. 
The study developed a bodice pattern based on the fit evaluation result for two selected bodice patterns. The basic for-
mula of the design method based on the result of 3 times of fit evaluation is as follows: waist back length = stature/8 
×1.85cm, waist front length=waist back length+bust/40+0.7cm, front bust girth=bust/2+4cm, back bust girth=Chest/
2+3cm, armscye depth=Chest/4+0.5cm, back interscye length=bishoulder length –1.2cm, front interscye length=back 
interscye length –1.2cm, front neck width=back neck width −0.3cm. The developed bodice pattern used Bishoulder 
Length as a criteria for the calculation formula of back interscye length, and back interscye length as a criteria for the 
calculation formula of front interscye length. The fit evaluation showed the relevance of the bishoulder length, front inter-
scye length, and back interscye length based on a comparison of the calculated figure. A bodice pattern with great body 
suitability and fitness to high school girls was developed through 3D virtual garment simulation that calculated the appli-
cation of body proportion to width. This study only analyzed the evaluation result of a virtual model only in a rep-
resentative form; however, a pattern study is also propos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design methods of patterns by 
body type.

Keywords: high school girls (여고생), 3D virtual garment simulation (3D 가상착의), bodice pattern (보디스 원형)
  

 

 

 

 

 

 

   

  

    

  

    

   

   

   

   
1. 서  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변화하는 시기로, 신체성장     

뿐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나타낸다. 특히       

이 시기는 신체적 성장발달과 함께 외모와 신체를 가꾸는데 민        

감하게 반응하고 의복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는 시기로, 외        

모에 대한 관심이 단순히 외적 측면을 넘어 개인의 성격, 능력         

등을 드러내는 표현수단이고, 신체적 외모를 자신의 가치로 내       

면화하며 중요하게 인식한다. 청소년들의 외모 중요성 증가에 따       

라 외모표현, 자기표현 등은 주로 의복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의복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실제로 성인에 비     

해 청소년의 의복의존성과 의복행동성은 그들의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는 수단이며,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높게 나타난다(Lee,     

2013). 여고생들의 외모관리는 신체불만족과 밀접한 관련을 가     

지고 있었으며, 외모관리를 통해 자신이 불만족하는 신체부위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Ahn & Ha, 2016).

의복은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며, 청소년들이 소     

비자 계층으로 급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의 타겟은 청소년층을 포함하고는 있으나 청소년의 신체     

치수나 체형은 고려하지 않고 성인 치수나 체형에 맞추어 생산     

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신체나 체형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Uh & Suh, 2005). 청소년들은 기성복 구입 후 의복 수선의     

경험이 남학생의 경우 50%, 여학생의 경우는 70%로 나타났다     

(Hyun et al., 2008). 외모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청소년     

기 여성의 의복수선이 많은 점은 신체 맞음새에 대한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신체 맞음새에 대한 만     

족도를 높여 주고 신체적, 심리적 측면의 특징을 반영한 의복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Jang and Kim(1999)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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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후기 여성의 연령집단에서 16~18세에 속하는 여고생들은      

신체적 성장 후기에 속하고 심리적으로 사춘기 후기적 특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여성의 성장이 16세를 전후하여 성장 속도가       

둔화되지만 성장 주기적 특징뿐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독립 집단의 특징을 나타내므로 체형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       

다. 청소년의 체형은 성인과 다르므로 청소년 고유의 의류치수       

체계가 필요하다(Uh & Suh, 2005). 특히 신체 변화에 가장 예         

민한 청소년기 여성들에게 신체 맞음새가 우수한 의복을 생산하       

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의복설계의 기초자료가 되는 보디스 원        

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보면 17~19세 연령대인 여고생은 성인 여성으       

로 변화하는 전 단계로써 신체의 수직 성장 속도가 완만해지고,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는 커지는 반면 허리둘레는 변화가 둔화      

되면서 성인 여성 체형의 면모를 갖추어가는 성숙 과정 단계이        

므로 시기를 완전한 성인 여성 체형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따         

라서 의류 소비의 주 소비층인 여고생을 위한 의복설계는 이들        

만의 독립적인 신체적 특성을 파악하여 이 시기의 신체에 적합        

한 의복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IT기술의 혁신적 개발로 인해 의류 생산 시스템의 자동화 등        

이 의류생산 환경에 제공되고 있고, 생산시간의 단축과 의복 패        

턴의 설계에 의복의 신체 적합도 평가 도구로 의복 원형의 신체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도구로는 기존에 사용되어 왔던 실       

제 착의평가 도구와 함께 가상착의 평가 도구 등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3D 가상착의 평가 도구의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        

전하여 착의평가 도구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3D 가상착       

의 시스템 기술의 적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청소년기 중 신체 성장의 완숙 단계에 있는 여고생의 체형         

특성에 맞는 보디스 원형을 3D 가상착의 시스템인 ㈜클로버추       

얼패션의 CLO 3D 프로그램으로 가상 모델을 제작하여 Yuka       

CAD system으로 보디스 원형패턴을 제도한 후 가상착의 외관       

평가 실험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디스 원형 패턴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청소년기를 구분하는 연령의 범위는 Hurlock(1948)은 11~13세     

는 전 청소년기(Preadolescence), 13~17세는 초기 청소년기(Early     

adolescence), 17~21세를 후기 청소년기(Late adolescence)로 발     

달 심리학적 측면에서 분류하였고, Rice and Dolgin(2009)은 발       

달심리학적 측면을 좀 더 세분화하여 11~14세는 청소년 초기       

(Early adolescence), 만 15~17세는 청소년 중기(Middle adole-      

scence), 만 18~20세는 청소년 후기(Late adolescence)로 구분하      

였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13~15세를 청소년 전기, 16~18세를      

청소년 중기, 19~22세를 청소년 후기로 구분하거나 학령기에 따       

라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연령 구        

분은 신체 치수 변화나 정신적 성장단계에 근거한 것으로, 의복        

을 설계할 때는 체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연령 단계별로 설계         

되어야 한다.

청소년기는 자신에 대한 동기와 목표 및 내적 감정 표현으로     

자기 위주의 의복을 착용하거나 의복을 기분 전환의 도구로 사     

용한다. 청소년은 외모를 가꾸고 수정하는 행동을 통하여 매력     

적으로 자신을 표현하여 성적 매력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하였다     

(Koh et al., 2000). 청소년 집단에서 심리적으로 만족스러운 의     

복의 제공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의 의복 설계에 관     

한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1980년대 교복이 폐지되어 교복 자     

율화로 과거의 딱딱한 교복 형태에서 벗어나 활동적이고 장식적     

인 자유복을 착용하다가 1985년 교복이 재착용되면서 대기업에     

서 중, 고등학교 교복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디자인이나 치수적     

합성, 교복 패턴연구 착용실태 및 맞음새 등에 관련한 연구가 주     

를 이루었다. 특히, 청소년기 여성인 보디스 원형 개발에 관한     

연구는(Kim & Kim, 2000; Kim et al., 2006; Rim, 1968; Ro     

& Lee, 1995) 등이 중·고 여학생의 체형을 분석하여 보디스 원     

형을 설계하였고, Jung and Kim(2011)은 여고생 교복 스커트     

패턴을 연구하였고. Choi and Do(2012)는 여고생 교복바지의     

신체 적합성 향상을 위한 하반신 체형분류를 진행하였다. 또한     

Jeon and Cha(2018)은 여자 청소년(17~19세)의 체형을 분석하고     

가상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 여성의 의복 설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대부분 이루어졌     

고, 14~16세인 여중생의 연령대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17~19세인 여고생의 연령대에 대한 보디스 원형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의류산업분야의 생산기술이 향상되면서 인체 가상 모델을 다     

양한 치수와 체형으로 제작할 수 있게 되어 의복패턴을 설계하     

여 외관을 평가하는 방법이 가상착의 평가 방법과 실제착의 평     

가 방법에 대한 유사성이 검증되고 있는 추세이다.

3D 가상착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이스라엘 Optitex의 3D     

Runway Designer, Browzwere의 V-Sticher, 일본의 Tchnoa의 i-     

Designer, 한국 클로의 CLO 3D, D&M Technology의 Narcis,     

(주)피센의 DC-Suite, 프랑스 Lectra의 3D fit 등이 있고 이러한     

어패럴 CAD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업체에서 3D 가상착의 시     

스템 개발을 위해 연구하여 보급하고 있다. 최근 CLO 3D 프로     

그램은 삼성물산, (주)세정, 한세실업, 세아상역 등 국내의 내셔     

널브랜드와 벤더 회사에서 가상착의 시스템을 의류제품개발 분     

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Ju & Jeong, 2016).

3D 가상착의 시스템 이용한 선행연구로는 Choi et al.(2017)     

연구와 Kwak(2016) 연구에서 여성재킷의 실제착의와 가상착의     

를 비교하였고, Kim et al.(2014)은 성인 여성의 토루소 원형을     

Lee and Lee(2013)는 비만여성의 바지 맞음새에 대한 가상착의     

와 실제착의의 외관 유사도 평가에서도 유사도가 높게 평가되었     

다. (주)클로버추얼패션의 CLO 3D 시스템을 활용한 연구가 최     

근 활발하게 발표되고 있으며, Kang(2017)은 3D 가상착의에 활     

용할 여자 청소년용(12~18세) 가상 모델 제작을 CLO 3D로 제     

작하였다. Yun(2015)은 CLO 3D 가상착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체형별, 맞음새별 외관 유사도 평가한 결과가 가장 실제착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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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다고 평가하였고, Kim et al.(2015)은 실제착의와 가상착      

의의 맞음새 비교에서 가상착의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이와 같이 3D 가상외관평가 시스템을 활용한 외관평가는 최       

근의 프로그램의 기술개발로 실제착의와의 비교에서 유사도가     

높게 나타나 신뢰도가 검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3D 가상착의 시스템 (주)클로버추얼패션의 CLO 3D 시       

스템을 의복 외관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년 후기 여성의 보        

디스 원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신체 치수 분석 및 3D 가상 모델의 신체 치           

수 설정

본 연구의 가상 모델 설계 시 적용치수는 Size Korea의 제6         

차 한국인 인체치수 자료(2010)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연령은      

17~19세 여고생이며, 연령별 분포는 17세 291명(35.3%), 18세      

301명(36.5%), 19세 232명(28.2%)으로 총 824명 데이터의 평균      

치수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여고생의 상반신 체형 파악에 필요한 인체치수항목은 Size     

Korea의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2010) 보고서의 직접 측정 항목     

과 Size Korea의 “인체측정표준화용어”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높이 부위 8개 항목, 둘레 부위 11개 항목, 너비 부위 6개 항목,     

두께 부위 7개 항목, 길이 부위 23개 항목, 각도 2개, 그 외 신     

장과 체중 항목 등 총 58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가상 모델 제작은 CLO 3D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모델 사이     

즈 적용 툴에서 신체 치수와 가까운 사이즈로 변환하는 방식으     

로 가상 모델을 설계하였다. 프로그램 특성상 아바타 수평단면     

의 두께, 너비, 각도 항목은 측정이 불가능하여 제외하고 둘레,     

길이, 높이 항목을 측정하였다. 다음 Table 1에 제6차 한국인 인     

체치수의 만 17~19세 여고생 평균 치수와 이를 반영하여 설계     

한 가상 모델의 치수를 제시하였다.

3.2. 보디스 원형 패턴 개발

각종 보디스 원형의 제도법의 차이점과 신체 적합도를 파악     

하기 위해 국내외 패션 교육기관의 보디스 원형 A식(프랑스     

ESMOD식), B식(일본 신문화복장학원식), C식(이태리 Secoli식)    

Table 1. Body measurements of late adolescent female students and virtual model sizes                                        (Unit: cm)

Category No. Item
Size Korea (2010) 17~19 female (n=824)

Virtual model
M Min. Max. SD

Height

8

1. Stature 160.24 145.3 177.7 5.25 160.28

2. Cervical height 135.74 121.5 153.2 4.90 135.68

3. Shoulder height 130.04 116.4 146.4 4.60 141.74

4. Axilla height 118.79 102.6 134.5 4.47 119.71

5. Hip height 79.84 69.5 91.5 3.63 79.60

6. Waist height 97.88 87.1 112.7 3.86 106.58

7. Waist height(omphalion) 94.68 83.2 108.5 3.87 93.83

8. Iliac spine height 87.83 76.0 100.8 3.83 99.25

Circumference

11

9. Neck circumference 31.39 27.8 40.2 1.53 31.19

10. Neck base circumference 37.91 32.5 48.2 2.12 37.85

11. Chest circumference 83.29 72.4 110.0 5.30 83.06

12. Bust circumference 83.53 67.0 120.2 6.41 85.76

13. Underbust circumference 72.12 60.7 100.9 5.37 71.90

14. Waist circumference 69.60 55.0 111.0 6.26 69.36

15. Waist circumference(omphalion) 74.32 58.5 115.6 6.67 74.50

16. Abdominal circumference 80.42 65.0 118.4 6.74 81.25

17. Hip circumference 92.47 80.8 116.7 5.17 92.10

18. Trunk circumference 148.19 133.9 178.0 6.07 152.00

19. Interscye circumference 36.98 29.1 51.8 2.57 37.32

Breadth

6

20. Chest breadth 26.87 22.3 35.8 1.71 -

21. Bust breadth 26.02 21.9 34.5 1.70 -

22. Waist breadth 24.01 18.7 38.2 2.09 -

23. Waist breadth(omphalion) 26.10 20.6 39.6 2.25 -

24. Hip breadth 32.32 27.5 39.5 1.74 -

25. Biacromial breadth 35.31 286 44.2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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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과 한국 의류업체에서 사용되는 보디스 원형 D식, E식, F식        

3종 총 6종의 기존 원형을 선정하였다. 6종의 기존 보디스 원         

형을 Yuka CAD system을 활용하여 제도하고 CLO 3D 3D 가         

상착의를 통해 청소년 후기 여성의 보디스 원형 개발에 적합하        

게 평가된 2종의 비교 원형을 선정하였다. 2종의 보디스 원형 가         

상착의 실험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보디스 원형 설계        

방법을 3차에 걸쳐서 수정, 보완하여 연구 보디스 원형을 설계        

하였다. 선정된 2종의 보디스 원형을 C1, C2로 명명하고 Fig. 1         

에 제시하였다.

3.3. 소재선정 및 가상착의

3D 가상착의 평가를 위해 대표체형의 가상 모델 제작은 CLO     

3D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실험복 소재의 직물조건은 Chang     

and Lee(2017)의 연구를 참고하여 실제의상과 유사도가 높게 평     

가되었고 소재의 늘어짐이 적은 광목과 물성이 90% 이상 유사     

한 R＿cotton＿Cloth＿CLO＿V1을 적용하였다. 여고생의 보디    

스 원형 패턴을 Yuka CAD system을 활용하여 제도하고 *dxf     

파일의 형태로 저장하였다.

Table 1. Continued

Category No. Item
Size Korea (2010) 17~19 female (n=824)

Virtual model
M Min. Max. SD

Depth

7

26. Armscye depth 9.51 5.9 14.5 1.17 -

27. Chest depth 17.61 13.4 25.7 1.67 -

28. Bust depth 20.36 14.6 36.1 2.29 -

29. Waist depth 16.63 12.0 31.7 2.00 -

30. Waist depth (omphalion) 17.15 11.9 31.7 2.04 -

31. Scye depth 16.15 11.0 21.8 1.78 16.10

32. Hip-abdominal depth 22.99 172 35.0 2.39 -

Length

23

33. Vertical trunk length 63.19 54.4 72.9 2.66 63.72

34. Body rise 25.77 20.2 31.2 1.91 25.71

35. Waist front length 33.84 28.2 40.0 1.80 33.90

36. Waist front length (omphalion) 37.10 31.4 44.2 2.03 37.79

37. Interscye, front 31.39 25.6 40.0 2.10 31.32

38. Interscye fold, front 32.36 25.9 41.5 2.51 31.88

39. Bust point-bust point 17.65 13.0 22.0 1.34 17.54

40. Hip extension Circumference 94.95 81.0 123.0 5.27 -

41. Shoulder length 12.11 8.0 16.4 1.43 11.81

42. Waist back length 38.95 32.7 45.6 2.06 39.29

43. Waist back length (omphalion) 42.17 35.7 49.7 2.30 41.87

44. Total length 138.25 123.2 158.5 5.04 -

45. Biacromion length 39.17 32.5 47.9 2.21 -

46. Bishoulder length 37.96 30.8 46.2 2.65 36.30

47. Back interscye, length 36.70 28.7 45.6 2.43 30.17

48. Back interscye fold, length 35.23 27.0 48.0 2.59 34.14

49. Cervical to breast point length 33.48 27.8 45.8 2.18 33.38

50. Cervical to waist length 49.72 44.0 59.3 2.28 51.38

51. Neck point to breast point 24.80 19.5 34.5 2.06 26.52

52. Neck point to breast point to waistline 41.07 35.2 49.1 2.34 44.52

53. Waist to hip length 18.99 12.9 26.2 2.08 18.24

54. Crotch length 69.25 600 84.2 3.76 65.70

55. Crotch length (omphalion) 62.92 538 79.0 3.47 62.93

The others

3

56. Weight (kg) 54.07 35.4 103.6 7.70 -

57. Inclined angle of right shoulder (
o

) 21.03 7.0 35.0 4.41 -

58. Inclined angle of left shoulder (
o

) 20.34 9.0 35.0 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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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착의평가

보디스 원형의 가상착의 평가는 의류학 전공자로 구성된 전       

문가 집단 10인이 참가하였으며, ‘매우 부적절(1점)’부터 ‘매우      

적절(5점)’까지 5점 Likert 척도에 따라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착의평가는 가상착의한 사진을 정면, 측면, 후면으로 캡쳐하여      

27인치 컴퓨터 모니터를 활용하여 가상착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항목 및 방법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정면 20개 항목,       

측면 10개 항목, 후면 19개 항목 등 총 49개 항목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원형 D1, D2의 착의평가 항목은 뒤판의        

어깨 다트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총 46항목으로 구성하였다.

3.5. 착의평가 결과 분석

전문가 집단의 가상착의 외관 평가 데이터 분석은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평균값과 표준편     

차를 비교, 분석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1차 보디스 원형 개발

4.1.1. 비교 보디스 원형

기초자료인 제도법 추출방법은 비교 보디스 원형의 패턴설계     

방법을 검토분석하고 착의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여고생의 보디     

스 원형 설계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C1과 C2를 선정하여     

1차 연구용 보디스 원형 설계에 활용하였다.

보디스 원형 설계에 필요 항목은 가슴둘레, 윗가슴둘레, 허리     

둘레, 키, 목옆젖꼭지길이, 젖꼭지사이수평길이, 어깨가쪽사이길    

이 등 총 7항목이며, 패턴설계에 사용한 신체치수와 가상 모델     

치수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비교 원형 C1과 C2를 기초자료로 하여 1차 연구 보디스 원     

형에 적용할 신체부위별 치수 산출식을 도출하여 Table 3에 제     

시하였다.

Fig. 1. Bodice pattern drafting method (C1, C2).

Table 2. Development of the bodice pattern size (Unit: cm) 

Category Measurement item Size Korea (2010) 17~19 female (n=824) Virtual model

Circumference

Bust circumference  83.53 85.76

Chest circumference  83.29 83.06

Waist circumference  69.60 69.60

Length

Neck point to breast point 24.80 26.52

Bust point-bust point 17.65 17.54

Bishoulder length 37.96 36.30

Height Stature 160.28 16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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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가상착의 평가

비교 원형 C1, C2에서 추출된 요소를 바탕으로 1차 연구 보         

디스 원형을 설계하여 착의평가를 실시하였다. 가상착의 상반신      

형상은 Table 4에 제시하였다.

1차 연구 보디스 원형(D1)과 비교 원형(C1, C2)의 정면, 후면,        

측면, 측면 45°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1차 연구 원형의 정면 가슴둘레 부위의 기준선은 비교 원형과     

비교해서는 높게 평가되었지만 여유량이 가슴둘레와 진동둘레     

부위의 크기와 형태의 여유가 있어 보여 가슴둘레 부위의 조정     

이 필요하게 평가되었다. 가슴너비는 C1과 C2를 비교하여 C2     

Table 3. The 1st bodice pattern sizing setting method of each body                                                           (Unit: cm)

Category Comparative pattern 1 (C1) Comparative pattern 2 (C2) Developed pattern (D1)

Bust circumference
Front B/4+2 B/4+2.25 B/4+2

Back C/4+2 B/4+1.75 C/4+2

Waist circumference
Front - - W/4+2.5(dart)

Back - M.S/2 W/4+2(dart)

Waist back length M.S S/8×2-1.5 S/8×2-1.5

Waist front length W.B.L+3.2 M.S W.B.L+3.2

Armscye depth B/4+0.3 S/8+1.5 C/4+0.5

Back interscye, length B.I.L/2(M.S) C2/10+1.6 B.L-1.5

Front interscye, length F.I.L/2(M.S) (B2/10-1)+1.5(dart)+1.6(ease) B.I.L-1 

Bishoulder length 19 - M.S

Shoulder length - S.L+1.5(dart) -

Back neck width C/12+0.3 C/20+3 C/12 +0.3cm

Back neck depth B.N.W/2×1/3 C/40+0.2 B.N.W×1/3

Front neck width B.N.W C/20+2.4 B.N.W-0.3

Front neck depth B.F.W+0.5 F.N.W+0.8 F.N.W+0.5

Neck point to breast point M.S M.S M.S

M.S: Measurement size, S: Stature, C: Chest circumference, B: Bust circumference, W: Waist circumference, H: Hip circumference, B.L: Bishoulder     

length, W.F.L: Waist front length, W.B.L: Waist back length, B.N.W: Back neck width, F.N.W: Front neck width, N.B.C: Neck base circumference, F.I.L:     

Front lnterscye, length, B.I.L: Back interscye, length, S.L: Shoulder length, F.N.D: Front neck depth.

Table 4. 3D virtual appearance of 1st bodice pattern

Type Front Back Side 45° Side

C1

C2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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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4.13으로 높게 나타나 이를 연구 원형에 적용하고, 어깨너비        

와 가슴너비, 등너비를 산출 치수를 적용하여 비교해 본 결과 연         

구 원형의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등길이는 비교 원형 C2        

의 키를 적용하여 설계한 패턴의 평가결과 허리둘레선의 위치가       

3.81점, 허리둘레 부위의 피트성이 3.90으로 허리둘레선의 기준      

선과 피트성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후면은 등너비의      

위치는 높게 평가되었는데 뒤허리선의 위치가 길어 보여서 등길       

이의 조정이 필요하였다. 측면 옆중심선의 수직은 4.24점, 옆허       

리둘레선의 위치는 4.17점, 옆허리둘레 부위의 크기 및 형태는       

4.08로 비교 원형보다 높게 평가되었는데 옆가슴둘레 부위의 크     

기 및 형태는 4.19, 겨드랑점 위치 4.14로 비교 원형보다 낮게     

평가되어 가슴둘레 부위의 조정이 필요하였다.

4.2. 2차 보디스 원형 개발

4.2.1. 2차 보디스 원형 비교

1차에서 C1, C2원형과 비교하여 D1 연구 원형의 착의평가 결     

과는 전체적으로 높게 평가되었지만 가슴둘레 부위와 허리둘레     

선의 기준선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1차 연구 보디스 원형에 대     

Table 5. 3D Appearance result of the 1st bodice pattern

Category No. Contents
C1 C2 D1

M SD M SD M SD

Front

1. Vertical of center front 4.47 .18 4.57 .16 4.39 .19

2. Location of front interscy 4.04 .13 4.22 .18 4.17 .13

3. Location of front bust line 3.91 .17 4.31 .15 4.02 .16

4. Location of front waist line 3.52 .09 3.61 .19 3.81 .19

5. Location of bust point or interval 4.23 .13 4.17 .12 4.03 .16

6. Length of center front 3.40 .12 4.32 .27 4.37 .16

7. Width of front neck 3.24 .16 3.52 .21 4.20 .13

8. Depth of front neck 3.12 .10 3.37 .23 4.08 .13

9. Location and shape of front neck 3.10 .12 3.72 .25 3.99 .14

10. Location and shape of front shoulder 3.92 .08 4.14 .13 4.12 .15

11. Location and shape of front interscy fold 3.99 .17 4.13 .27 4.21 .16

12. Location and shape of front bust 3.73 .15 3.79 .10 3.93 .21

13. Location and shape of front waist 3.71 .12 3.63 .19 3.90 .15

14. Location and shape of front armhole 3.18 .10 4.02 .12 4.09 .14

15. Location of front shoulder dart 4.13 .18

16. Size of front shoulder dart 4.23 .16

17. Length of front shoulder dart 4.07 .15

18. Location of front waist dart 4.03 .13 4.24 .13

19. Size of front waist dart 3.85 .27 4.08 .15

20. Length of front waist dart 3.97 .09 4.17 .12

Side

21. Vertical of slideline 4.10 .12 3.89 .15 4.24 .16

22. Location of side bust 4.08 .12 4.04 .19 4.11 .21

23. Location of side waist 3.52 .12 3.74 .19 4.17 .18

24. Sideline length 4.12 .11 3.99 .12 4.12 .19

25. Location of side neck 3.57 .11 3.04 .41 4.18 .14

26. Location of side shoulder line 3.27 .13 3.26 .18 3.99 .16

27. Size and shape of side bust 4.41 .12 4.06 .34 4.19 .22

28. Size and shape of side waist 3.89 .06 3.64 .37 4.08 .09

29. Location of armhole point 4.40 .08 4.21 .28 4.14 .17

30. Size and shape of side armhole 4.19 .12 3.95 .11 4.12 .13

31. Location of back center 4.02 .08 4.34 .16 4.47 .18

32. Location of back interscy 4.21 .07 4.35 .16 4.37 .14

33. Location of back bust line 3.60 .09 3.84 .20 4.34 .18

34. Location of back waist line 3.43 .09 3.53 .32 4.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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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착의평가 결과에 따라 가슴둘레 뒤판의 여유량을 1.5cm로 수        

정하여 설계하였다. 허리선의 위치가 낮아 보여 등길이 산출치       

수를 줄여 키/8×1.85cm로 조정하였다.

4.2.2. 2차 가상착의 평가

1차 연구 원형의 착의평가 결과에서 점수가 낮게 평가된 항목        

을 수정, 보완하여 2차 연구 보디스 원형(D2)의 착의평가를 실        

시한 결과 1차에서 낮게 평가된 항목이 높은 점수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3D 가상착의 형상을 Table 6에 제시하였다.

2차 연구 원형에 대한 착의평가 결과 항목별 평가점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7과 같다. 정면의 평가항목은 1차 연구 원형과        

비슷하거나 높은 점수로 평가되었는데 앞허리선이 약간 올라가      

보여서 앞처짐 분량을 0.3cm 내려 수정하였고, 앞쪽 진동둘레선     

의 여유가 많아 자연스럽지 않아서 0.3cm 남는 분량을 옆선 다     

트로 이동하여 수정한 결과 진동둘레선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평     

가되었다. 후면 뒤중심선의 수직은 4.51점으로 높게 평가되었고     

등길이 위치가 4.20점으로 1차 연구 원형 3.91점보다 높게 평가     

되어 뒤허리선의 형태가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후면 기준선 피     

트성도 높게 평가되어 수정, 보완이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 3차 보디스 원형 개발

4.3.1. 3차 보디스 원형 비교

2차 연구 보디스 원형에 대한 착의실험 결과에 따라서 수정을     

Table 5. Continued

Category No. Contents
C1 C2 D1

M SD M SD M SD

Back

35. Waist back length 3.90 .11 3.81 .15 3.91 .15

36. Width of back neck 2.62 .09 3.08 .10 3.91 .20

37. Depth of back neck 2.83 .09 2.84 .17 3.83 .22

38. Size and shape of back neck 2.84 .10 3.00 .12 3.91 .17

39. Size and shape of back shoulder 3.91 .09 3.76 .19 4.11 .16

40. Size and shape of back interscy fold 3.90 .13 4.12 .12 4.18 .18

41. Size and shape of back bust 3.99 .12 3.94 .21 4.16 .20

42. Size and shape of back waist 3.58 .11 3.51 .28 3.94 .19

43. Size and shape of back armhole 4.20 .11 4.09 .15 4.17 .21

44. Location of back shoulder dart 3.58 .08 3.91 .22 4.33 .15

45. Size of back shoulder dart 4.00 .12 4.10 .12 4.18 .12

46. Length of back shoulder dart 3.83 .13 4.15 .14 4.17 .09

47. Location of back waist dart 4.05 .14 4.17 .08 4.28 .18

48. Size of back waist dart 3.91 .14 4.18 .12

49. Length of back waist dart 3.90 .18 4.08 .09

5-point Likert-type : 1(very inappropriate) ← 3(normally) → 5(very appropriate)

Table 6. 3D virtual appearance of the 2nd bodice pattern

Type Front Back Side 45° Side

D1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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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는 앞중심길이는 측정치가 아닌 등길이와 가슴둘레 치       

수를 반영하여 조정하였다. 앞진동둘레크기 및 형태의 피트성에      

서도 여유가 나타나 진동둘레선에서 유두점을 향해서 0.3cm 다       

트로 남는 여유분을 줄여주었더니 진동둘레선이 자연스러운 곡      

선으로 수정되었다. 후면의 피트성에서도 뒤어깨 부위의 크기 및       

형태의 조정이 필요하여 뒤품의 치수를 패턴에서 제시된 어깨너       

비 부위 치수에서 1.2cm를 줄이는 산출식을 적용하였다. Table 8        

에 연구자 개발 보디스 원형 설계를 위한 각 부위별 산출식을 제          

시하였고, 패턴 제도법을 Fig. 2에 제시하였다.

4.3.2. 3차 가상착의 평가

2차 연구 보디스 원형과 착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       

한 3차 연구 보디스 원형을 설계하였다. 최종 3차 보디스 원형의     

3D 가상착의 형상은 Table 9에 나타내었다.

3차 보디스 원형의 착의평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Table 10     

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정면, 후면, 측면의 기준선, 피트성, 다트의     

착의평가 점수가 대부분 4점 이상으로 맞음새가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신체 적합성과 맞음새를 향상     

시켜 의복 착용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의복 제작     

의 기초자료인 여고생 보디스 원형의 패턴 설계 방법을 개발하     

Table 7. 3D Appearance result of the 2nd bodice pattern

Category No. Contents
Developed pattern 1 (D1) Developed pattern 2 (D2)

M SD M SD

Front

1. Vertical of center front 4.39 .19 4.39 .19

2. Location of front interscy 4.17 .13 4.19 .09

3. Location of front bust line 4.02 .16 4.02 .15

4. Location of front waist line 3.81 .19 3.88 .18

5. Location of bust point or interval 4.03 .16 4.04 .13

6. Length of center front 4.37 .16 4.35 .15

7. Width of front neck 4.20 .13 4.21 .12

8. Depth of front neck 4.08 .13 4.09 .18

9. Location and shape of front neck 3.99 .14 3.99 .13

10. Location and shape of front shoulder 4.12 .15 4.13 .10

11. Location and shape of front interscy fold 4.21 .16 4.29 .18

12. Location and shape of front bust 3.93 .21 3.92 .18

13. Location and shape of front waist 3.90 .15 4.09 .17

14. Location and shape of front armhole 4.09 .14 3.88 .17

15. Location of front waist dart 4.24 .13 4.29 .17

16. Size of front waist dart 4.08 .15 4.18 .15

17. Length of front waist dart 4.17 .12 4.07 .16

Side

18. Vertical of slide line 4.47 .18 4.51 .26

19. Location of side bust 4.37 .14 4.39 .20

20. Location of side waist 4.34 .18 4.32 .13

21. Sideline length 4.09 .11 4.10 .15

22. Location of side neck 3.91 .15 4.20 .19

23. Lcation of side shoulder line 3.91 .20 3.93 .13

24. Size and shape of side bust 3.83 .22 3.81 .19

25. Size and shape of side waist 3.91 .17 3.92 .14

26. Location of armhole point 4.11 .16 4.02 .13

27. Size and shape of side armhole 4.18 .18 4.08 .12

28. Location of back center 4.16 .20 4.19 .17

29. Location of back interscy 3.94 .19 3.93 .20

30. Location of back bust line 4.17 .21 4.19 .14

31. Location of back waist line 4.33 .15 4.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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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ntinued

Category No. Contents
Developed pattern 1 (D1) Developed pattern 2 (D2)

M SD M SD

Back

32. Waist back length 4.18 .12 4.21 .18

33. Width of back neck 4.17 .09 4.30 .18

34. Depth of back neck 4.28 .18 4.28 .15

35. Size and shape of back neck 4.18 .12 4.21 .18

36. Size and shape of back shoulder 4.08 .09 4.08 .13

37. Size and shape of back interscy fold 4.24 .16 4.08 .15

38. Size and shape of back bust 4.11 .21 4.19 .16

39. Size and shape of back waist 4.17 .18 4.16 .13

40. Size and shape of back armhole 4.12 .19 4.13 .13

41. Location of back shoulder dart 4.18 .14 4.19 .14

42. Size of back shoulder dart 3.99 .16 3.88 .18

43. Length of back shoulder dart 4.19 .22 4.19 .12

44. Location of back waist dart 4.08 .09 4.09 .17

45. Size of back waist dart 4.14 .17 4.13 .16

46. Length of back waist dart 4.12 .13 4.12 .16

5-point Likert-type : 1(very inappropriate) ← 3(normally) → 5(very appropriate)

Table 8. Developed bodice pattern sizing setting method of each body                                                        (Unit: cm)

Category Developed bodice pattern

Bust circumference
Front B/4+2

Back C/4+1.5

Waist circumference
Front W/4+1(ease)+2.5(dart)

Back W/4+0.75(ease)+2(dart)

Waist back length S/8×1.85

Waist front length W.B.L+B/40+0.7

Armscye depth C/4+0.5

Back interscye length B.L-1.2

Front interscye length B.I.L-1.2 

Bishoulder length M.S

Back neck width C/12 +0.3

Back neck depth N.B.W×1/3

Front neck width N.B.W-0.3

Front neck depth N.F.W+0.5

M.SNeck point to breast point

S: Stature, C: Chest circumference, B: Bust circumference, W: Waist cir-  cumference, H: Hip circumference, B.L: Bishoulder length, W.F.L: Waist front                     

length, W.B.L: Waist back length, B.N.W: Back neck width, F.N.W: Front neck width, N.B.C: Neck base circumference, F.I.L: Front inter-  scye length,                      

B.I.L: Back interscye length, S.L: Shoulder length, F.N.D: Front neck depth, M.S: Measurement size

Table 9. 3D virtual appearance of the 3rd developed bodice pattern

View Front Back Side 45° Side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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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3D virtual appearance of the 3rd bodice pattern.

Table 10. 3D Appearance result of the 3rd bodice pattern

Category No. Contents
Developed pattern 2 (D2) Developed pattern 3 (D3)

M SD M SD

Front

1. Vertical of center front 4.39 .19 4.55 .10

2. Location of front interscy 4.12 .09 4.37 .12

3. Location of front bust line 4.02 .15 4.23 .17

4. Location of front waist line 3.88 .18 3.93 .18

5. Location of bust point or interval 4.04 .13 4.08 .16

6. Length of center front 4.35 .15 4.38 .23

7. Width of front neck 4.21 .12 4.18 .19

8. Depth of front neck 4.09 .18 4.08 .15

9. Location and shape of front neck 3.99 .13 4.09 .12

10. Location and shape of front shoulder 4.13 .10 4.18 .18

11. Location and shape of front interscy fold 4.29 .18 4.32 .18

12. Location and shape of front bust 3.92 .18 4.02 .11

13. Location and shape of front waist 4.09 .17 4.19 .15

14. Location and shape of front armhole 3.88 .17 4.13 .19

15. Location of front waist dart 4.29 .17 4.30 .22

16. Size of front waist dart 4.18 .15 4.37 .18

17. Length of front waist dart 4.07 .16 4.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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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근에 보편화되고 있는 3D        

가상착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17~19세 여고생의 보디스 원형을      

개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ize Korea의 ‘제 6차 인체치수조사’ 자료 중 만 17~         

19세에 해당하는 824명의 평균 치수를 적용하여 3D CLO 프로        

그램으로 가상 모델을 제작하였다.

둘째, 연구 보디스 원형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기존 원형        

2종을 비교 원형으로 선정하였다. 1차 착의평가 결과를 바탕으       

로 개선한 2차 착의평가 결과는 가슴둘레 부위의 기준선은 비        

교 원형과 비교해서는 높게 평가되었지만 여유량이 가슴둘레와      

진동둘레 부위의 크기와 형태의 여유가 있어 보여 가슴둘레 부        

위의 조정이 필요하게 평가되었다. 뒤판은 가슴둘레로 앞판은 젖       

가슴둘레로 기준 사이즈를 산출하고 앞판과 뒤판의 여유량을 같     

은 분량으로 제작한 1차 원형에 비해서 앞판이 뒤판보다 2cm     

크게 설정했더니 앞판의 가슴 부위와 뒤판의 가슴 부위의 위치     

나 맞음새가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등너비의 산출식을 어     

깨너비 부위와 연관식으로 계산화하였고 가슴너비는 등너비와의     

연관식으로 계산하였다. 가슴너비는 C1과 C2를 비교하여 C2가     

4.13으로 높게 나타나 이를 연구 원형에 적용하고, 어깨너비와     

가슴너비, 등너비를 산출 치수를 적용하여 비교해 본 결과 연구     

원형의 평가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등길이의 위치와 기준선과     

피트성은 조정이 필요하여 산출식을 2차에 걸쳐 조정한 결과 키     

에 1.85를 곱하는 계산식으로 패턴을 수정하여 착의평가한 결과     

허리둘레선의 위치에 대한 평가가 높게 평가되었다. 허리둘레의     

Table 10. Continued

Category No. Contents
Developed pattern 2 (D2) Developed pattern 3 (D3)

M SD M SD

Side

18. Vertical of slide line 4.51 .26 4.46 .21

19. Location of side bust 4.39 .20 4.48 .19

20. Location of side waist 4.32 .13 4.30 .19

21. Sideline length 4.10 .15 4.18 .10

22. Location of side neck 4.20 .19 4.20 .11

23. Lcation of side shoulder line 3.93 .13 4.02 .15

24. Size and shape of side bust 3.81 .19 3.92 .19

25. Size and shape of side waist 3.92 .14 3.91 .17

26. Location of armhole point 4.02 .13 4.07 .16

27. Size and shape of side armhole 4.08 .12 4.18 .15

28. Location of back center 4.19 .17 4.19 .13

29. Location of back interscy 3.93 .20 3.99 .17

30. Location of back bust line 4.19 .14 4.17 .13

31. Location of back waist line 4.19 .12 4.32 .12

Back

32. Waist back length 4.21 .18 4.18 .15

33. Width of back neck 4.30 .18 4.31 .24

34. Depth of back neck 4.28 .15 4.28 .14

35. Size and shape of back neck 4.21 .18 4.28 .19

36. Size and shape of back shoulder 4.08 .13 4.38 .16

37. Size and shape of back interscy fold 4.08 .15 4.17 .14

38. Size and shape of back bust 4.19 .16 4.19 .14

39. Size and shape of back waist 4.16 .13 4.33 .19

40. Size and shape of back armhole 4.13 .13 4.11 .19

41. Location of back shoulder dart 4.19 .14 4.01 .21

42. Size of back shoulder dart 3.88 .18 4.10 .16

43. Length of back shoulder dart 4.19 .12 4.28 .18

44. Location of back waist dart 4.09 .17 4.09 .19

45. Size of back waist dart 4.13 .16 4.03 .13

46. Length of back waist dart 4.12 .16 4.09 .18

5-point Likert-type : 1(very inappropriate) ← 3(normally) → 5(very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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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음새도 가슴둘레 여유의 1/2치수를 적용하여 설계했던 패턴의      

착의평가 결과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기존 보디스 비교 원형에서 사용되고 있는 치수산출식       

이 여고생의 체형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체형에 적합한 산출식을 개발하여 적용한 결과, 길이 항목 중 앞         

중심길이와 뒤중심길이가 연구 원형에서 작게 나타나고, 앞 가       

슴선의 치수와 뒤 가슴선의 치수가 가슴둘레 치수의 변화에 따        

라 적절하게 반영되어 피트성이 비교 원형보다 더 우수하게 나        

타났다. 어깨너비 치수의 경우, 가슴너비와 등너비의 평균 치수       

를 반영하여 산출식으로 적용하였는데, 착의평가를 통해 진동둘      

레와 가슴너비, 등너비의 기준선이 여고생의 체형에 적절하게 반       

영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고생의 신체적합성과 맞음새가 우수한 보디      

스 원형을 3D 가상착의를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개발된 보디스       

원형은 설계에 적용하는 치수 항목을 신체 치수의 편차가 크고        

정확한 계측이 어려운 너비항목의 신체 적용치수를 최소화하고      

인체 비율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설계 방법을 제시하였다. 연       

구 보디스 원형 패턴 설계 방법은 여고생의 의복 제작뿐만 아니         

라 성인 여성과 여중생의 보디스 원형 설계에서도 측정 부위별        

필요 치수 항목을 계산하는데 계측치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의복       

설계에 인체의 비율을 반영한 연구 원형의 패턴 설계 방법이 도         

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여고생을 대상으로 보디스 원형의 적합성 검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평균 치수로만 가상 모델을 제작하여 가상착의 평       

가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후속연구로는 체형별로 보디스 원형 패       

턴 설계 방법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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