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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mproves the fitness of Air Force winter service uniforms through the development of a shirt               

pattern drafting method and automatic pattern drafting program for MTM production. A calculation formula is              

formed through a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using Size Korea 2004 3D measurement data after               

analyzing 4 kinds of existing shirt pattern drafting methods and 3 types of shirt patterns currently used for the               

Air Force service unifor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developed pattern drafting method has               

4 parts that use calculated dimensions: neck base width, front interscye, back interscye and scye depth. Other               

body measuring parts that have a high correlation with calculation parts are inserted into regression analysis as               

independent variables to create dimension calculation formulas. The result of the final study patterns were better               

than existing winter service uniforms in nearly all items for the appearance evaluation and motion adaptability               

evaluations. The method was converted into an automatic pattern drafting program using C++ after the              

completion of pattern drafting metho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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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공군 동약정복은 사무작업이나 교육, 외출, 휴가시     

착용하는 공군 근무복의 일종으로 스포츠 칼라가 달린      

셔츠와 노턱 바지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동약정복의 생       

산은 전통적인 주문복 생산 방식으로 공군 생산 업체     

에서 착용자의 인체 치수를 측정한 후 1:1 맞춤 패턴을     

제작한다. 그러나 인체 치수 측정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패턴 제작 방법이 업체마다 서로 달라 생산     

업체에 따라 제품의 실루엣 차이가 크고 주문시마다     

제품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MTM(made-to-measure)은 전통적인 주문복(order-made-  

clothes)을 대신하는 대량 맞춤 생산 방식으로 기존의     

대량 생산 체계를 활용하여 개별 소비자에게 맞춤으로     

제작된 상품을 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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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말한다(Chun & Lim, 2003). 국내에서 상용화된 의       

류 MTM 시스템은 디자인의 선택 폭이 크지 않으면서       

정확한 맞음새를 요구하는 남성 정장류의 생산에 우선      

적으로 활용되고 있다(Jang, 2006). 최근의 의류 MTM      

에 관한 연구는 연구 방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뉘         

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패턴 제도법을 컴퓨터 프       

로그램화 한 후 인체 치수를 입력하여 자동으로 맞춤       

패턴을 제도해 내는 방법이 있으며, 3차원 스캐너를 이       

용하여 얻어진 체표면 데이터를 평면으로 전개하여 인      

체 형태가 반영된 맞춤 패턴을 얻어내는 방법과, 이미       

제도되어 있는 기성복 패턴에 인체 치수나 체형을 반       

영하여 그레이딩 방식으로 맞춤 패턴을 제작하는 방법      

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패턴 제도법을 컴퓨터 프로그램화하여 자동화한 방     

식으로는 여자 토르소 원형(Hwang & Nam, 2002), 여자       

슬랙스 원형(Park & Nam, 2001), 10~11세 여아 바지 원        

형(Suk & Kim, 2002), 남자 두루마기 원형(Han & Song,        

2000) 등이 연구되었으며, 3차원으로 스캔된 체표면을     

평면으로 전개하는 방식으로는 남성 바디스 원형(Chun     

et al., 2002; Suh & Chun, 2004), 여자 상의 원형 및 원           

피스(Fang & Ding, 2008; Fang et al., 2008) 등의 자동         

제도가 연구되었다. 그레이딩을 통한 패턴 변형 방법      

은 그레이딩법과 체표면 전개법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      

으로 개인의 체표면 전개도를 맞춤 패턴으로 변형시키      

는 데 필요한 그레이딩 룰값을 자동으로 산출하도록      

하였다(Suh et al., 2006).

공군 동약정복은 군복의 일종으로 디자인이 쉽게     

변하지 않으면서 모든 착용자가 동일한 디자인의 의      

복을 착용하게 되므로 이를 생산하기 위한 MTM 시스       

템 구축에는 특정 디자인의 패턴을 완전히 자동으로      

생성해 낼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화에 의한 자동 제        

도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공군 동약정복 셔츠의 표준 패턴 제도법과      

패턴 자동 제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약정복의 맞      

음새를 향상시키고 동약정복의 MTM 생산이 가능하     

게 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기존 공군 업체의 동약정복 셔츠 패턴 분석

동약정복 맞춤 셔츠 제도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공군     

동약정복 셔츠 생산 업체 A, B, C 세 곳으로부터 가슴     

둘레 95cm를 기준으로 맞춤 제작된 동약정복 셔츠 패     

턴을 제공받아 부위별 여유량과 치수를 분석하였다.     

여유량 분석을 위한 기준 인체 치수에는 사이즈코리아     

20~50대 남성의 3차원 측정 데이터의 가슴둘레 92.5~     

97.4cm 구간의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Table 1>에는     

공군 업체 동약정복 셔츠 패턴 여유량 분석에 사용된     

기준 인체 치수 제시하였다

2. 1차 연구 패턴 제도법 개발

1차 연구 패턴 제도법을 개발하기 위한 전 단계로 기     

존 남성복 셔츠 원형 제도법 4종을 비교하여 제도 과     

정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제도법은 남윤자, 이     

형숙 셔츠 원형(Nam & Lee, 2003)과 김옥경, 박광애     

셔츠 원형(Kim & Park, 2004), 최영림 셔츠 원형(Choi,     

2008), 허동진 셔츠 원형(Heo et al., 2001)이다. 

겨드랑앞벽사이길이, 겨드랑뒤벽사이길이, 목밑너비,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 항목의 산출 공식은 사이    

즈코리아의 20~50대 남성 1,545명의 3차원 측정 데이     

터를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재설정하였고,     

착용자의 어깨기울기에 따라 패턴의 어깨기울기가 3단     

계로 변화하도록 설계하였다. 주요 둘레치수 여유량과     

칼라, 주머니, 견장의 형태와 치수는 국방 규격과 기존     

공군 업체의 패턴의 평균 치수를 참고하였다. 

3. 착의 실험

1차 연구 패턴 제도법을 설정한 후에는 2회의 착의 실     

험을 실시하여 제도법의 여유량 적합성과 동작적응성을     

검토하였다. 1차 착의 실험의 피험자는 20~40대 남성 공     

Table 1. Body size criteria for ease amount analysis of existing Air Force apparel pattern (Unit: cm) 

Measurement Item Average Size Measurement Item Average Size

Chest Circumference 95.0 Wrist Circumference 16.8

Waist Circumference 76.4 Bi-shoulder Length 42.9

Hip Circumference 91.8 Arm Length 55.0

Neck Circumference 36.7 Scye Depth 19.0
– 1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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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피험자 6명이었으며, 2차 착의 실험의 피험자는 1차       

착의 실험 피험자 외에 4명이 더 추가된 20~ 40대 남성         

공군 피험자 10명이었다. 피험자의 키는 162.5~177.5cm     

범위에 속하였으며 가슴둘레는 87.5~107.5cm 범위에    

속하였다. 착의 실험에 사용된 소재의 물리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4. 최종 연구 패턴 제도법 개발

최종 연구 패턴 제도법에서는 1차 연구 패턴 제도법       

의 착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법을 수정하여 연       

구 패턴 제도법을 완성하였다.

5. 관능 평가

최종 연구 패턴의 관능 평가는 최종 연구 패턴으로       

제작한 실험복과 기존 공군 업체의 맞춤 동약정복을      

착용한 후 착장 상태를 비교하여 동작적응성 평가와      

외관 평가를 실시하였다. 

동작적응성 평가는 1차 연구 패턴 착의 실험의 피험       

자와는 다른 20~40대 공군 피험자 15명을 대상으로 실       

험복을 착용한 피험자 스스로 동작적응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피험자의 키는 162.5~187.5cm 범     

위에 속하였으며 가슴둘레는 87.5~117.5cm 범위에 속     

하였다. <Table 3>에는 동작적응성  평가에 참여한 피       

험자들의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 어깨기울기, 가슴둘    

레 치수의 구간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동작적응성 평가      

에 사용된 척도는 ‘1.매우 불편하다-2.불편하다-3.보통    

이다-4.편하다-5.매우 편하다’의 응답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5가지 동작을 실시하      

였다.

외관 평가는 의류학을 전공한 석사 이상의 전문가     

34명이 착장 상태를 촬영한 사진을 통해 평가를 진행     

하였다. 피험자는 상드롭 치수를 사이즈코리아 데이터     

상의 백분위수에 따라 25 이하, 25 이상~75 이하, 75 이     

상의 세 구간으로 나눈 후 구간별로 각 1명을 선정하     

여 총 3명을 사용하였으며, 최종 연구 패턴으로 제작한     

동약정복과 기존 업체의 동약정복을 번갈아가며 착장     

한 상태의 앞면과 뒷면을 촬영하였다. 외관 평가에 사     

용된 척도는 ‘1.매우 그렇지 않다-2.그렇지 않다-3.보통     

이다-4.그렇다-5.매우 그렇다’의 응답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이며 목, 어깨, 앞품, 뒤품, 가슴둘레, 허리     

둘레, 엉덩이둘레, 진동둘레, 소매, 전체적 외관의 10개     

항목을 평가하였다. 관능 평가 결과의 검증에는 대응     

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은 SPSS 12.0     

을 사용하였다.

6. 자동 제도 프로그램 개발

동약정복의 MTM 생산을 위하여 최종 연구 패턴을     

자동으로 제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     

로그램 개발 도구는 ‘Borland C++ Builder 6’이다.

III. 연구결과

1. 기존 공군 업체 동약정복 셔츠 패턴 분석

업체 3사의 패턴의 제품 가슴둘레는 평균 112.1cm였     

으며 세 업체 모두 인체 가슴둘레 치수 대비 약 18%의     

가슴둘레 여유량을 보여주었다. <Table 4>에는 공군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the fabric

Weave Mixture Ratio (%) Weight (g/m
2
) Thickness (mm)

Density (ply/5.0cm)

Warp Weft

Twill Wool 68.3 / Polyester 31.7 233 0.41 255.0 153.0

Table 3. Subject distribution of wear test of final study pattern (Unit: subjects) 

 Drop

(Chest Circumference - 

Waist Circumference) 

Shoulder

Slope
Chest Circumference

 Under the 25
th
 percentile 6 10 5 

From the 25
th
 percentile to the 75

th
 percentile 8 4 5 

Over the 75
th
 percentile 1 1 5 

Total number of subjects=15
– 1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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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3사 패턴의 여유량을 제시하였다.

업체 패턴의 평균 앞어깨기울기는 19.2
o

였으며 평균     

뒤어깨기울기는 16.3
o

였다. A사와 C사의 패턴은 뒤어     

깨기울기보다 앞어깨기울기가 더 컸으며 B사의 패턴     

은 앞어깨기울기와 뒤어깨기울기가 같았다. 업체 패턴     

의 평균 셔츠길이는 75.4cm였으며 A사>B사>C사의    

순으로 셔츠길이가 길었다. 키에 대한 셔츠길이의 비      

율은 평균 0.44였다.

2. 연구 패턴 제도법 개발

1) 1차 연구 패턴 제도법 설계

(1) 인체 치수 측정 항목과 계산 치수 사용 항목의        

설정

기존의 남성복 셔츠 원형 제도법 4종(Choi, 2008; Heo       

et al., 2001; Kim & Park, 2004; Nam & Lee, 2003)을 분           

석한 결과 기존 제도법에서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목      

둘레, 키, 등길이, 팔길이의 여섯 항목을 측정하였으며      

엉덩이둘레, 어깨기울기, 화장은 측정하지 않았다. 공     

군 생산 업체에서는 가슴둘레와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목둘레, 팔길이, 화장을 측정하며 등길이와 키는 측정      

하지 않았다. 연구 셔츠 패턴 제도법을 위한 인체 치수        

측정항목은 기존의 남성복 셔츠 제도법의 인체 측정      

항목인 목둘레, 가슴둘레, 허리둘레, 키, 등길이, 팔길이      

의 여섯 항목에서 팔길이를 화장으로 대체한 후 엉덩       

이둘레, 어깨기울기의 두 항목을 추가하여 총 여덟 항       

목을 선정하였다. 엉덩이둘레는 패턴의 엉덩이수준에    

서의 옆선 들임 분량에 인체의 ‘가슴둘레-엉덩이둘레     

드롭’을 반영하기 위해 사용되며 어깨기울기는 인체의     

어깨선 경사 각도에 따라 패턴의 몸판 어깨선 기울기와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된   

다. 화장은 인체의 어깨가쪽사이길이와 패턴의 어깨너     

비 치수 사이의 차이에 상관없이 소매길이 여유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기존의 남성복 셔츠 제도법에서 계산 치수를 사용하     

는 목밑너비, 겨드랑앞벽사이길이, 겨드랑뒤벽사이길   

이,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의 네 항목은 기존의 제     

도법과 마찬가지로 계산 치수를 사용하였다. 목밑너비     

는 측정시 작은수평자를 필요로 하여 업체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측정 장비로는 측정이 불가능하며 겨드랑앞     

벽사이길이와 겨드랑뒤벽사이길이, 목뒤등뼈위겨드랑  

수준길이는 측정의 난이도가 높고 측정 자세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 계산 치수 사용 항목의 회귀식 도출

겨드랑앞벽사이길이, 겨드랑뒤벽사이길이, 목밑너비,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 항목의 산출 공식을 설정    

하기 위하여 사이즈코리아의 20~50대 남성 1,545명의     

3차원 측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겨드랑앞벽사이길이,    

겨드랑뒤벽사이길이, 목밑너비,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  

길이와 다른 인체 치수 측정 항목들과의 상관관계 분     

석을 실시한 후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인체 치수 측정     

항목을 추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인체 치수 측정 항     

Table 4. Ease amount of existing Air Force apparel pattern

 Apparel A Apparel B Apparel C

Ease

amount

Chest Circumference
cm 16.8 17.0 17.4

% 17.7 17.9 18.3

Waist Circumference
cm 19.6 25.2 33.0

% 25.7 33.0 43.2

Hip Circumference
cm 11.4 20.0 20.4

% 12.4 21.8 22.2

Scye Depth
cm 8.3 10.0 8.8

% 43.7 52.6 46.3

Bi-shoulder Length
cm 5.9 6.3 6.5

% 13.8 14.7 15.2

Arm Length
cm 6.0 3.6 3.8

% 10.9 6.5 6.9

Wrist Circumference
cm 7.3 7.6 6.7

% 43.5 45.2 39.9

Criteria chest circumference=9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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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목둘레, 키, 등길      

이, 어깨기울기이다. <Table 5>에는 상관관계 분석 결      

과 겨드랑앞벽사이길이, 겨드랑뒤벽사이길이, 목밑너   

비,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와 높은 상관계수를 보    

여준 인체 치수 측정 항목을 2순위까지 제시하였다.

겨드랑앞벽사이길이와 겨드랑뒤벽사이길이의 산출  

공식을 설정하기 위해 겨드랑앞벽사이길이, 겨드랑뒤    

벽사이길이와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인체 치수 측정      

항목인 가슴둘레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목밑너비의 경우에는 목밑너비와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인체 치수 측정 항목인 목둘레를 독립변수       

로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목뒤등뼈위겨    

드랑수준길이의 경우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와 상   

관계수가 가장 높은 등길이와 두 번째로 상관계수가      

높은 가슴둘레를 동시에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목뒤등뼈위겨드랑사이길이에만 두   

개의 독립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것은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등길이와 두 번째로 높은 가슴둘레 사이의 상관       

계수가 0.226으로 낮아 목뒤등뼈위겨드랑사이길이가   

수직방향의 길이와 수평방향의 둘레에 각각 따로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Table 6>에는 회       

귀분석 결과 도출된 겨드랑앞벽사이길이, 겨드랑뒤벽    

사이길이, 목밑너비,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 항목   

의 회귀식을 제시하였다.

(3) 패턴 제도법 설계

기존의 남성복 셔츠 원형 제도법 4종(Choi, 2008; Heo       

et al., 2001; Kim & Park, 2004; Nam & Lee, 2003)의 제           

도 과정을 분석한 결과 주요 부위의 치수 산출 공식을     

제외한 기본적인 제도 순서와 제도 기준선 설정 방법     

은 제도법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네 제도법     

모두 뒤목점에서 패턴 제도를 시작한 후 수직선을 내     

려 목뒤등뼈위수준길이, 등길이, 셔츠길이를 설정하였    

으며 겨드랑점수준에서 수평선을 그어 겨드랑앞벽사    

이길이, 겨드랑두께, 겨드랑뒤벽사이길이, 옆솔기 위치    

를 설정하였다. 그 후 뒤몸판과 앞몸판의 네크라인과     

어깨선을 제도하고 어깨끝점과 겨드랑점에 맞춰 진동     

둘레선을 제도하였다. 소매 제도에서는 몸판의 진동     

둘레에 따라 소매산 높이를 설정한 후 소매길이와 소     

매단둘레를 설정하였다. 김옥경, 박광애의 제도법과 남     

윤자, 이형숙의 제도법에는 시접분량이 포함되지 않았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 front interscye, back interscye, neck base width, scye depth

Front Interscye Back Interscye

1
st

2
nd

1
st

2
nd

Item r Item r Item r Item r

Chest

Circumference
0.655**

Hip 

Circumference
0.610**

Chest

Circumference
0.574**

Hip 

Circumference
0.510**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1
st
 item and 

the 2
nd

 item
0.831**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1
st
 item and 

the 2
nd

 item
0.831**

Neck Base Width Scye Depth

1
st

2
nd

1
st

2
nd

Item r Item r Item r Item r

Neck 

Circumference
0.629**

Hip 

Circumference
0.440**

Waist Back 

Length
0.514**

Chest

Circumference
0.449**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1
st 

item and 

the 2
nd

 item
0.652**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1
st 

item and 

the 2
nd

 item
0.226**

**p≤.01

Table 6. Regression results to set up the dimension 

calculation formulas

Regression Expressions
Correlation

coefficient (r)

Front

Interscye

0.2×Chest

Circumference+

18.0 (cm)

Chest Circumference: 

0.655

Back

Interscye

0.22×Chest 

Circumference+ 19.0 (cm)

Chest Circumference: 

0.574

Neck Base

Width

0.22×Neck 

Circumference+ 4.8 (cm)

Neck Circumference: 

0.629

Scye

Depth

0.27×Waist Back 

Length+0.08×Chest 

Circumference+0.8 (cm)

Waist Back Length: 

0.514

Chest Circumference: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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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최영림의 제도법과 허동진 외의 제도법에는 시접      

분량이 포함되어 있었다.

연구 패턴 제도법에서는 주요 부위의 치수 산출 공식       

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새롭게 도출하며, 전체적인 여유      

량과 세부 디테일의 형태는 공군에서 제시한 디자인을     

따르므로 기존의 셔츠 제도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존 제도법을 비교하는 실험     

은 실시하지 않았다. 1차 연구 패턴 제도법에 기존의 제     

Table 7. Calculation formulas of the initial study pattern (Unit: cm) 

Drafting Item Body Size Section Calculation formula

ⓐ Chest Circumference/2

Chest Circumference: Under 96.6 0.595C

Chest Circumference: 96.6-105.2 0.590C

Chest Circumference: Over 105.2 0.585C

ⓑ Front Interscye/2

Chest Circumference: Under 96.6 0.119C+9.0

Chest Circumference: 96.6-105.2 0.118C+9.0

Chest Circumference: Over 105.2 0.117C+9.0

ⓒ Back Interscye/2

Chest Circumference: Under 96.6 0.139C+9.5

Chest Circumference: 96.6-105.2 0.1375C+9.5

Chest Circumference: Over 105.2 0.136C+9.5

ⓓ Front Neck Width/2 Whole Section 0.11N+2.4

ⓔ Back Neck Width/2 Whole Section 0.11N+3.4

ⓕ Front Neck Depth/2 Whole Section ⓓ/2+2.5

ⓖ Back Neck Depth/2 Whole Section 2.5

ⓗ Front Shoulder Slope

Shoulder Slope: Under 23* 12*

Shoulder Slope: 23-27* 14*

Shoulder Slope: Over 27* 16*

ⓘ Back Shoulder Slope

Shoulder Slope: Under 23*
Equal with 

Front Shoulder Slope*
Shoulder Slope: 23-27*

Shoulder Slope: Over 27*

ⓙ Scye Depth

Shoulder Slope: Under 23* 0.27WBL+0.08C+4.3

Shoulder Slope: 23-27* 0.27WBL+0.08C+4.8

Shoulder Slope: Over 27* 0.2WBL+0.08B+5.3

ⓚ Side Seam Reduction: Waist level 

Chest-Waist Drop: Under 14.5 5.6

Chest-Waist Drop: 14.5-21.2 9.0

Chest-Waist Drop: Over 21.2 12.1

ⓛ Side Seam Reduction: Hip level

Chest-Hip Drop: Under 2.8 0

Chest-Hip Drop: 2.8-7.8 2.7

Chest-Hip Drop: Over 7.8 5.0

ⓜ Shirts Length Whole Section 0.44S

ⓝ Sleeve Cap Height Whole Section AC/3-3

ⓞ Sleeve Length Whole Section CtW-CtLS-3.5

ⓟ Cuffs Circumference

Chest Circumference: Under 96.6 23.5

Chest Circumference: 96.6-105.2 24.5

Chest Circumference: Over 105.2 25.5

*Unit=°

 C=Chest Circumference, N=Neck Circumference, WBL=Waist Back Length, S=Stature

 AC=Armscye Circumference of the pattern, CtW=Cervicale to Wrist Length, 

 CtLS=Cervicale to Lateral Shoulder Length of the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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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식이 활용되는 부분은 기본적인 제도 순서와 제       

도 기준선 설정 방법인데, 이는 제도법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시접을 포함하지 않는 패턴 제도법      

이면서 동약복의 디자인에 맞는 스포츠 칼라 제도법을      

제공하는 남윤자, 이형숙(Nam & Lee, 2003)의 셔츠 제       

도법을 기준으로 제도 순서와 제도 기준선을 설정한 후       

이에 회귀분석의 결과로 얻어진 새로운 치수 산출 공       

식을 적용하여 연구 제도법을 설계하였다. 

1차 연구 패턴의 가슴둘레 기본 여유량을 설정하기      

위해 국내 인터넷 쇼핑몰 세 곳에서 기성복을 생산하       

는 13개 업체의 남성복 셔츠 치수표 21개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제품의 가슴둘레 여유량을 백분율로 환산     

할 경우 21개 치수표 중 11개 치수표 에서는 가슴둘레        

치수가 늘어날수록 가슴둘레 여유량이 감소하였으며    

10개 치수표에서는 가슴둘레가 큰 치수로 갈수록 가슴      

둘레 여유량이 감소하다가 가장 큰 치수에서 여유량이      

다시 다소 증가하였다. 가슴둘레 치수 증가에 따라 가       

슴둘레 여유량이 감소하는 경우 여유량 감소량은 인체      

가슴둘레 치수가 5cm 증가할 때마다 평균 약 1%였다.

1차 연구 패턴 제도법의 기본 가슴둘레 여유량에는      

공군 동약정복 생산 업체 3사 패턴의 가슴둘레 여유량       

평균치인 18%를 설정하였으며 가슴둘레의 증감에 따     

라 여유량을 차등 적용하기 위해 가슴둘레를 백분위수      

에 따라 25 미만, 25 이상~75 미만, 75 이상의 세 구간     

으로 나누어 백분위수 25 이상~75 미만 집단에 기본 가     

슴둘레 여유량인 18%를, 백분위수 25 미만 집단에는     

기본 가슴둘레 여유량보다 1% 더 많은 19%를, 백분위     

수 75 이상 집단에는 기본 가슴둘레 여유량보다 1% 더     

적은 17%를 적용하였다. 이렇게 큰 가슴둘레 사이즈로     

갈수록 적은 여유량을 적용하는 것은 뚱뚱한 체형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기성복 남성 셔츠     

제품들의 사이즈별 여유량 설정 방법을 참고하였다.

어깨기울기에는 남윤자, 이형숙 셔츠 원형의 어깨기     

울기 14
o

를 기본으로 하여 인체 어깨기울기를 백분위     

수에 따라 25 미만, 25 이상~75 미만, 75 이상의 세 구     

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고정 어깨기울기를 적용하였     

다. 구간별 어깨기울기 차는 2
o

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사이즈코리아 20~50대 남성의 어깨기울기 3분위수    

(27
o

)와 2분위수(25.5
o

)의 차인 1.5
o

와 2분위수(25.5
o

)와    

1분위수(23
o

)의 차인 2.5
o

의 평균치를 적용한 것이다.

허리수준과 엉덩이수준에서의 옆선 들임 분량에는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과 ‘가슴둘레-엉덩이둘레 드   

롭’을 백분위수에 따라 25 미만, 25 이상~75 미만, 75 이     

상의 세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평균 드롭의 1/2을 설     

정하였다. <Table 7>에는 1차 연구 패턴 제도법의 제도     

공식을 항목별로 제시하였고 <Fig. 1>에는 이를 그림     

Fig. 1. Drafting method of initial study pattern. (Unit: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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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시하였다.

3. 착의 실험

2회의 착의 실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패턴 제도법       

을 수정하였다.

① 가슴둘레 여유량을 노멀핏(normal fit)과 루즈핏     

(loose fit)의 두 가지 선택사항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하         

였다. 여유량 설정을 위해 가슴둘레를 백분위수에 따      

라 25 미만, 25 이상~75 미만, 75 이상의 세 구간으로 나          

눈 후 노멀핏에는 구간별 평균 가슴둘레에 0.14를 곱하       

여 구간별로 고정 치수의 여유량을 설정하였고 루즈핏      

에는 구간별 평균 가슴둘레에 0.16을 곱하여 구간별      

로 고정 여유량을 설정하였다. 

② 앞중심선과 밑단부위가 위로 들려 올라가는 현상      

을 개선하기 위해 앞중심선과 진동둘레를 통과하는 절      

개선을 넣어 앞중심선 쪽을 벌려 주는 보정을 실시하       

였다. 이로 인해 ‘목앞너비/2’ 항목의 여유량을 1차 연       

구 패턴 제도법보다 1cm 늘렸으며 앞몸판의 목옆점을      

목뒤점보다 1.2cm 올라간 위치에 설정하였다. 앞어깨     

기울기는 1차 연구 패턴 제도법보다 6
o

 늘어났으며 뒤       

어깨기울기는 1
o

 늘어났다. 

③ 어깨기울기 구간별 어깨기울기의 차는 백분위수     

25 미만 구간과 25 이상~75 미만 구간 사이에는 1차        

연구 패턴과 동일한 2
o

를, 백분위수 25 이상~75 미만       

구간과 75 이상 구간 사이에는 그 절반인 1
o

를 적용하        

였다. 이는 어깨기울기가 큰 집단의 어깨기울기를 그      

대로 패턴에 반영한 경우 팔을 들어올리기 위한 몸판       

의 여유량이 지나치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어깨기울기 보정으로 인해 내려간 어깨끝점 높이     

를 고려하여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 여유량을 1.4cm    

늘려주었다. 또한 어깨기울기 백분위수 25 이상~75 미     

만 구간과 75 이상 구간 사이에는 1
o

의 어깨기울기 차     

만 적용되는 것을 반영하여 이 구간 사이에서의 목뒤     

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 여유량의 차를 1차 연구 패턴     

의 1/2인 0.2cm로 수정하였다. 

⑤ 겨드랑뒤벽사이길이/2 항목에 0.4cm의 여유량을    

추가하였다. 

⑥ 소매산 높이는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원활하     

게 하기 위하여 1cm 낮추었다.

⑦ 소매길이 여유량을 2.5cm 늘렸다.

⑧ 커프스길이를 1.5cm 늘렸다.

⑨ 주머니의 너비와 위치가 패턴의 겨드랑앞벽사이     

길이 치수에 따라 3단계로 변화하도록 설정하였다.

⑩ 요크판의 뒤중심길이가 키에 따라 3단계로 변화     

하도록 설정하였다.

⑪ 앞중심선의 맨 윗단추와 맨 아랫단추 위치가 키     

에 따라 3단계로 변화하도록 설정하였다. 

⑫ 셔츠길이 산출 공식을 ‘0.43키’로 수정하였다.

⑬ 어깨선 위치를 앞몸판쪽으로 2cm 만큼 평행이동     

하였다.

4. 최종 연구 패턴 제도법 

1차 연구 원형 착의 실험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최종 연구 패턴 제도법은 <Table 8>, <Fig. 2>와 같다.

Table 8. Calculation formulas of the final study pattern (Unit: cm) 

Drafting Item Body Size Section Calculation formula

ⓐ'

Chest

Circumference

/2

Normal 

Chest Circumference: Under 96.6 0.5C+6.5

Chest Circumference: 96.6-105.2 0.5C+7.0

Chest Circumference: Over 105.2 0.5C+7.5

Loose

Chest Circumference: Under 96.6 0.5C+7.5

Chest Circumference: 96.6-105.2 0.5C+8.0

Chest Circumference: Over 105.2 0.5C+8.5

ⓑ'
Front

Interscye/2

Normal 

Chest Circumference: Under 96.6 0.1C+10.3

Chest Circumference: 96.6-105.2 0.1C+10.4

Chest Circumference: Over 105.2 0.1C+10.5

Loose

Chest Circumference: Under 96.6 0.1C+10.5

Chest Circumference: 96.6-105.2 0.1C+10.6

Chest Circumference: Over 105.2 0.1C+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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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tinued (Unit: cm) 

Drafting Item Body Size Section Calculation formula

ⓒ'
Back Interscye

/2

Normal 

Chest Circumference: Under 96.6 0.11C+11.8

Chest Circumference: 96.6-105.2 0.11C+11.95

Chest Circumference: Over 105.2 0.11C+12.1

Loose

Chest Circumference: Under 96.6 0.11C+12.1

Chest Circumference: 96.6-105.2 0.11C+12.3

Chest Circumference: Over 105.2 0.11C+12.5

ⓓ' Front Neck Width/2 Whole Section 0.11N+3.4

ⓔ' Back Neck Width/2 Whole Section 0.11N+3.4

ⓕ' Front Neck Depth/2 Whole Section ⓓ'/2+1.7

ⓖ' Back Neck Depth/2 Whole Section 2.5

ⓗ' Front Shoulder Slope

Shoulder Slope: Under 23* 18*

Shoulder Slope: 23-27* 20*

Shoulder Slope: Over 27* 21*

ⓘ' Back Shoulder Slope

Shoulder Slope: Under 23* 13*

Shoulder Slope: 23-27* 15*

Shoulder Slope: Over 27* 16*

ⓙ' Scye Depth

Shoulder Slope: Under 23* 0.27WBL+0.08C+5.7

Shoulder Slope: 23-27* 0.27WBL+0.08C+6.2

Shoulder Slope: Over 27* 0.27WBL+0.08C+6.4

ⓚ'
Side Seam Reduction: 

Waist level

Chest-Waist Drop: Under 14.5 6.0

Chest-Waist Drop: 14.5-21.2 10.0

Chest-Waist Drop: Over 21.2 14.0

ⓛ'
Side Seam Reduction:

Hip level

Chest-Hip Drop: Under 2.8  0.0

Chest-Hip Drop: 2.8-7.8 2.8

Chest-Hip Drop: Over 7.8 5.2

ⓜ' Shirts Length Whole Section 0.43S

ⓝ' Yoke Height

Stature: Under 165 8.0

Stature: 165-175 8.5

Stature: Over 175 9.0

ⓞ'
Button Position

(Top)

Stature: Under 165 8.5

Stature: 165-175 9.0

Stature: Over 175 9.5

ⓟ'
Button Position

(Bottom)

Stature: Under 165 15.0

Stature: 165-175 16.0

Stature: Over 175 17.0

ⓠ' Pocket Width

ⓑ': Under 19 12.0

ⓑ': 19-21 12.5

ⓑ': Over 21 13.0

ⓡ' Pocket Height

ⓑ': Under 19 13.5

ⓑ': 19-21 14.0

ⓑ': Over 21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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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능 평가

최종 연구 패턴의 관능검사는 최종 연구 패턴의 맞       

춤 동약정복과 기존 공군 업체의 맞춤 동약정복을 착       

용한 상태를 비교하여 동작적응성 관능 평가와 여유량      

관능 평가, 외관 관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1) 동작적응성 관능 평가 결과

최종 연구 패턴의 동작적응성 관능평의 대응표본 T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인 항목은 양팔을 앞으로 90
o

 올리기, 양팔을 위로 180
o     

올리기, 상체를 앞으로 90
o

 굽히기의 세 항목이었으며     

가장 크게 개선된 항목은 상체를 앞으로 90
o 

굽히기였     

Table 8. Cotinued-1 (Unit: cm) 

Drafting Item Body Size Section Calculation formula

ⓢ'
Pocket Position

(Horizontal)

ⓑ': Under 19 4.0

ⓑ': 19-21 4.5

ⓑ': Over 21 5.0

ⓣ'
Pocket Position

(Vertical)

ⓑ': Under 19 3.8

ⓑ': 19-21 4.0

ⓑ': Over 21 4.2

ⓤ' Sleeve Cap Height Whole Section AC/3-4

ⓥ' Sleeve Length Whole Section CtW-CtLS-1.0

ⓦ' Cuffs Circumference

Chest Circumference: Under 96.6 25.0

Chest Circumference: 96.6-105.2 26.0

Chest Circumference: Over 105.2 27.0

*Unit=°

C=Chest Circumference, N=Neck Circumference, WBL=Waist Back Length, S=Stature

AC=Armscye Circumference of the pattern, CtW=Cervicale to Wrist Length, 

CtLS=Cervicale to Lateral Shoulder Length of the pattern

Fig. 2. Drafting method of final study pattern. (Unit: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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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able 9>에는 최종 연구 패턴의 동작적응성 관능       

평가 결과와 기존 맞춤 동약정복의 동작적응성 관능      

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각 평가 항목은 점       

수가 5점에 가까울수록 우수한 동작적응성을 가진 것      

을 의미한다.

2) 외관 관능 평가 결과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이 백분위수 25 미만 구간에     

속하는 피험자 A가 착용한 샘플의 여유량 관능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대응표본 T검정 결과 겨드랑둘레와     

소매를 제외한 다른 모든 외관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들 항목들에서는 최종     

연구 패턴이 기존 동약정복보다 우수한 외관 평가 결       

과를 보여주었다.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이 백분위수 25 이상~75 미     

만 구간에 속하는 피험자 B가 착용한 샘플의 대응표본       

T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가      

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전체적 외관이었으며    

이들 항목에서는 모두 최종 연구 패턴이 기존 동약정       

복보다 우수한 외관 평가 결과를 보여주었다.

가슴둘레-허리둘레 드롭이 백분위수 75 이상 구간에     

속하는 피험자 C가 착용한 샘플의 대응표본 T검정에      

서는 목부위과 칼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외관 항목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들 항목들      

에서는 최종 연구 패턴이 기존 동약정복보다 우수한     

외관 평가 결과를 보여주었다.

<Table 10>에는 최종 연구 패턴의 외관 관능 평가     

항목을 제시하였고 <Table 11>에는 최종 연구 패턴의     

외관 관능 평가 결과를 기존 동약정복과 비교하여 제     

시하였다. 각 평가 항목은 5점에 가까울수록 우수한 외     

관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Fig. 3>은 외관 관능 평가     

에 사용된 착장 사진이다.

관능 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에 최종 연구 패     

턴의 동작적응성과 외관이 기존 동약정복에 비해 전체     

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6. 자동 제도 프로그램 개발

동약정복의 MTM 생산을 위하여 최종 연구 패턴을     

자동으로 제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C++ 언어를 사     

용하여 개발하였다. 착용자의 인체 치수를 입력받은     

뒤 이를 최종 연구 패턴 제도 공식에 대입하여 2차원     

평면상에서 패턴을 구성하는 기준점들의 상대적인 x/y     

좌표를 순차적으로 정한 후 이 점들 사이를 직선, 혹은     

B-Spline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패턴의 외형     

선 및 내부선을 제도하였으며, 외형선 제도가 끝난 후     

이를 평행이동시켜 시접선을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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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9. Motion adaptability evaluation result

 Average of final study pattern Average of existing pattern T-value

Lifting arms forwards 90
o

3.67 2.80 −3.166**

Bending arms completely 3.13 2.60 −2.086

Lifting arms sideward 90
o

3.40 3.33 −0.269

Lifting arms upwards 180
o

2.93 2.20 −3.214**

Bending upper body 90
o

3.67 2.20 −5.047***

**p≤.01, ***p≤.001
Total number of subjects=15
Scale: 1. Very Uncomfortable-2. Uncomfortable-3. Moderate-4. Comfortable-5. Very Comfortable

Table 10. Appearance evaluation items

Appearance evaluation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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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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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Does the front interscye area have a good appearance without wrinkles? 8. Does the armscye area have a good appearance without wrinkles?

4. Does the back interscye area have a good appearance without          
wrinkles?

9. Does the sleeve have a good appearance without wrinkles?

5. Does the chest area have a good appearance without wrinkles? 10. Does the shirt have a good appearance on the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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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ppearance evaluation pictures.

Table 11. Appearance evaluation result

Item No.

Subject A Subject B Subject C

Average value

T-value

Average value

T-value

Average value

T-valueExisting
pattern

Final study
pattern

Existing
pattern

Final study
pattern

Existing
pattern

Final study
pattern

1 3.29 3.91 −3.908*** 2.50 2.82 −1.82 2.85 3.18 −1.644

2 3.53 4.06 −4.126*** 3.29 3.26 0.154 2.09 3.56 −8.645***

3 3.35 3.88 −3.447** 2.74 3.12 −1.976 2.15 3.35 −6.591***

4 3.03 3.88 −3.952*** 2.76 2.79 −0.128 2.68 3.44 −3.947***

5 3.18 3.88 −4.723*** 2.68 3.21 −2.788** 2.76 3.32 −2.586*

6 2.50 3.91 −6.421*** 1.74 2.97 −5.524*** 2.71 3.50 −4.592***

7 3.06 3.62 −2.637* 1.82 3.00 −6.159*** 2.94 3.53 −4.614***

8 3.09 3.26 −1.063 2.35 2.68 −1.644 2.32 3.18 −6.055***

9 3.47 3.12 −1.676 2.53 2.71 −1.03 2.68 3.12 −2.877**

10 3.00 3.79 −4.126*** 2.09 2.79 −3.783*** 2.74 3.53 −5.729***

*p≤.05, **p≤.01, ***p≤.001

 Scale: 1. Strongly Disagree-2. Disagree-3. Undecided-4. Agree-5. Strongly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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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수 정보 입력 

자동 제도 프로그램은 착용자의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목둘레, 등길이, 키, 화장, 좌/우 어깨기울      

기의 8개 직접 측정 치수 정보를 입력한 후 노멀핏과        

루즈핏의 선호 실루엣을 선책하고 제품명을 입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치수 입력은 수작업 입력과 자동      

입력 방식 두 가지가 있어 자동 입력 방식을 선택한 경         

우 엑셀 csv 파일로 정리된 치수 Database로부터 자동       

으로 치수를 입력받게 된다. 입력된 제품명과 실루엣      

옵션은 제도된 패턴의 모든 피스에 출력되도록 하였다.      

<Fig. 4>는 자동 제도 프로그램의 치수 입력창이다.

2) 패턴 제도

자동 제도 프로그램은 앞몸판, 뒤몸판, 주머니, 플랩,     

칼라, 목앞가리개, 견장, 요크, 소매, 커프스의 10개 패     

턴 피스가 자동으로 제도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안단 패     

턴은 앞몸판에 붙어 있는 상태로 제도된다. 시접에는     

공군 생산 업체가 요구하는 시접분량을 반영하였다.     

<Fig. 5>는 패턴 제도가 완료된 화면을 보여준다. 패턴     

의 곡선은 B-Spline 곡선에 의해 구현되었는데, B-Spline     

곡선은 곡선 위의 여러 제어점을 이동시켜 선의 형태     

를 바꿀 수 있으므로 의복 패턴의 곡선 라인을 구현하     

거나 이룰 수정하는 데 적합하다. 

패턴은 프린터와 커팅 플로터를 사용하여 출력이 가     

능하도록 하였는데 스케일 옵션을 1:1~1:5 사이에서     

조절하여 실물 크기 패턴부터 축도 패턴을 모두 출력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도 완료된 패턴 위의 기준점이     

나 선분을 선택하면 선택한 점과 점 사이의 직선거리     

나 선택한 선분의 길이가 화면에 표시되어 제도된 패     

턴의 부위별 치수 확인이 가능하다. 제도 완료된 패턴     

은 dxf 파일로 저장하여 AUTOCAD나 Illustrator와 같     

은 프로그램과 호환될 수 있도록 하였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동약정복 셔츠의 표준 패턴 제도법과     

이를 적용한 패턴 자동 제도 프로그램 개발하여 동약     

Fig. 5. Pattern drafting window.

Fig. 4. Size input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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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의 맞음새를 향상시키고 동약정복의 MTM 생산     

이 가능하게 하고자 하였다.

기존 남성 셔츠 원형 4종의 제도법과 공군 업체 패        

턴 3종의 부위별 특성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기초로        

연구 패턴 제도법을 개발하였고, 두 차례의 착의실험      

을 거쳐 여유량과 치수 산출 공식을 수정하였다. 계산       

치수 사용 항목의 산출 공식은 사이즈코리아의 20~50대      

남성의 인체 치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항목의 치수       

를 산출할 수 있는 회귀식을 도출한 후 도출한 회귀식        

에 일정한 여유량을 더하여 설정하였다.

최종 패턴 제도법의 착의 평가에서는 최종 제도법으      

로 제도된 착의 샘플과 기존의 공군 맞춤 동약정복의       

동작적응성과 외관을 비교 평가하였다. 착의 평가 결      

과 최종 연구 패턴의 동작적응성과 외관이 기존 동약       

정복에 비해 전체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완성된 맞춤 셔츠 제도법은 C++ 언어를 사용하여      

자동 제도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으며, 2011년 4월 현      

재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도된 패턴으로 공군 동       

약정복 셔츠가 생산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동약정복 셔츠 제도법은 동약       

정복이라는 일정한 형태와 실루엣을 가진 제품의 MTM      

생산에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동약정복의 형태      

나 실루엣이 바뀔 경우 이를 제도법상에서 바로 변경       

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패턴 전문가를 통해 여러 차례        

제도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앞으로 MTM      

생산 방식이 패션 아이템에도 적용될 수 있게 하려면       

다양한 실루엣과 디자인을 가진 제품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는 패턴 생성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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