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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veloped a functional dress shirt for adult males that reflected the body surface variation of

a human body section by motion. This study conducted a 3D body scan for 8 subjects in their 40's based

on the Size Korea 2010 database. Data recorded the proper posture change value and body surface change

value to develop functional dress shirts for adult males. We scanned the subjects with a 3D body scanner

for five primarily male wearing dress shirts and operating postures, right standing, arms raised to 90
o

 hori-

zontal forward position, arms raised 90
o

 to the horizontal position side, lift up the arm 180
o

, and arm for-

ward 90
o

 in a bent posture. We analyzed the 3D scan data from those motions to examine change of length

using 3D software Rapidform XO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body surface sections with contraction

were the front and rear shoulder area, armpit and central length as well the width of arms at more than

10%. The increased body section included the body and armpit back length; in addition, the rear arm vibra-

tion girth and under arm girth were more than 10%. In order to reflect the size variation of for each mo-

tion, the ease amount of the front and rear shoulder length and width needs to be reduced 20% because it

affects the shoulder length during the right standing.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ease amount of the shoul-

der length should be minimal. The ease amount of the back size needs to be 0.5-2cm bigger and set 0.5-

1.5cm longer than the dress shirt length side drooping to compensate for the side length shortage of each

motion. The sleeve length needs to be 0-0.5cm shorter, and ease amount of the girth of sleeve bottom needs

to be reduced 0-0.7cm due to the size variation of arms. However, the girth of the rear arms is suggested

to be 0-0.6cm longer in the ease amount to the rear arm girth as the extension is more than 10% over the

width and length of each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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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남성들이 주로 착용하는 드레스 셔츠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Cool-biz를 위한 디자인 개발이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드레스 셔츠의 디자인에 변화를

주어 체온을 낮추면서 시원한 여름철 정장을 위한 기능

성 드레스 셔츠 개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Bae, 2008;

Jang et al., 2007; Kim, 2009; Lee, 2010).

그러나 인체의 기후변화는 소재와 디자인에서 오는 의

복의 외형과도 관련이 있으나, 신체를 움직여 일어나는

의복과 인체와의 반응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착

용자가 느끼는 적절한 여유량과 의복압도 그 영향력이

크다 할 수 있다.

남성복 디자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남성복

시장의 대부분 아이템들이 슬림화되고 있다 하였고(Lee,

2011), 남성 셔츠 시장은 2006년부터 시작된 슬림 핏 트

렌드를 시작으로 2010년부터 어번 캐주얼(Urban casual)

과 비즈니스 캐주얼(Business casual)의 강세가 두드러지

게 나타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

제까지 드레스 셔츠 시장의 메인 고객이었던 40~50대

는 마인드 에이지가 낮아져 ‘맨슈머’, ‘꽃중년’ 등의 신

조어와 함께 중년층의 슬림화 추세를 가속화시키고 있

다(Kim & Yum, 2010).

그러나 남성의 체형분석을 살펴보면, 젊은 연령대는

마른체형(X)과 역삼각체형(Y)형이 많고, 연령 증가에 따

라 지방층이 침착하여 허리굵은형(H), 배가나온형(B)으

로 변한다고 하였다(Jung & Lee, 2002). 또한 35~55세

중년 남성의 체형은 연령 증가에 따라 높이항목은 상대

적으로 작아지고 허리두께, 배두께항목은 굵어지는 특

징을 가진다고 하였다(Sung, 2003).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년 남성을 위한 슬림 핏 드레스 셔츠의 여유량 설

정은 젊은 층과는 다르게 설정되어야 하며 기능성 또한

중요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 드레스 셔츠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치

수체계(Jang, 2008; Kang, 2012; Lim, 2001)와 체형특

성(Lee & Jo, 2004), 구매행동과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

(Chun & Kim, 2000; Kim & Choi, 2006; Lim, 2001), 디

자인에 관한 연구(Chae, 2006; Kim, 2004; Lee, 2011)

그리고 셔츠 원형 설계 및 개발에 관한 연구(Hwang &

Lee, 2003; Jang, 2007; Sung & Yang, 2006) 등 드레스

셔츠에 관련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러나 드레스 셔츠를 주로 착용하고 있는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신체 치수변화를 반영한 기능성 드레스 셔츠

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슬림 핏(Slim-fit)이란, 최근 남성복 시장동향을 반영

하여 몸에 잘 맞으면서 슬림하게 허리선을 강조한 것을

지칭하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몸에 꼭 맞는 fit보다

연구대상을 40대 중심으로 하였기에 fit과 loose의 중간

인 semi-fit으로 설정하였으며, Semi-fit은 앞품 1cm, 뒤

품 2cm, 전체 가슴둘레 7.5cm의 여유분을 기준으로 설

정하였다(Lee & Nam,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 남성을 위한 기능적이면서도

트렌드를 반영한 슬림 핏 드레스 셔츠 개발을 위한 연

구로, 3D Body Scanner을 활용하여 직무수행동작을 중

심으로 인체를 스캔함으로써 3차원 인체 정보를 분석하

고 각 동작에 따른 체표길이 변화량 분석을 통해 패턴

에 반영할 여유량을 제시함으로써 기능적인 것과 동시

에 트렌드를 반영한 슬림 핏 드레스 셔츠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피험자 선정

중년 남성의 슬림 핏 드레스 셔츠 개발을 위하여 피

험자는 Size Korea 2010(Korea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0)의 40대 평균에 해당하는 11명으로

선정하였으며 피험자의 인체 치수 평균은 <Table 1>과

같다. 또한 피험자의 인체 치수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

여 Mollison의 관계편차 값(Kim et al., 2001)으로 비교한

결과 평균값의 ±1s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

구의 피험자들은 평균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3D Body Scan을 활용한 체표분석

1) 3D Body Scanner 및 분석

인체 스캐닝은 SPACE VISION(일본)의 전신 스캐너

를 이용하여 스캔하였으며, 획득한 3차원 영상은 *.obj 파

일로 저장하고 이 스캔 데이터를 2012 Rapidform XOS3

프로그램으로 기본 라인 형성과 데이터의 구획화 및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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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화 작업을 실시하여 정립시 및 동작시 각 기준점의 거

리를 측정하였다.

2) 인체 기준선 설정

각 동작별, 구간별 체표변화량을 반영한 슬림 핏 드

레스 셔츠 개발을 위하여 인체의 각 기준선은 앞판, 뒤

판, 소매 설계에 필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기준선 설정을 위한 랜드마크의 위치는 선행연구(Suh,

2009)에 따라 체표면 분할을 위한 기준선 설정방법을 활

용하여 설정하였으며 각 구간별 교차점에 랜드마크를

Table 1. Body measurement results of Subjects                                           (Unit: cm)

Categories Measurement items

Subjects

(n=11)

Size Korea (2010) 40s

(n=435) R.D
a

Mean S.D. Mean S.D.

Height

Stature 173.0 2.8 169.2 5.7 0.67

Shoulder height 143.3 5.9 138.2 5.3 0.96

Axilla height 133.5 6.5 125.7 4.9 1.59

Circumference

Neck circumference 38.2 1.2 38.0 2.4 0.08

Neck base circumference 40.4 6.4 43.4 2.6 −1.15

Chest circumference 98.9 4.2 96.2 6.3 0.43

Bust circumference 94.5 5.6 93.6 6.6 0.14

Waist circumference 83.3 5.5 85.7 8.4 −0.29

Abdomen circumference 87.9 6.7 86.1 8.2 0.22

Hip circumference 96.7 4.0 93.7 5.4 0.56

Upper arm circumference 31.4 1.9 30.6 2.6 0.31

Elbow circumference 32.3 2.1 29.3 2.0 1.50

Wrist circumference 17.3 0.7 17.0 0.9 0.33

Armscye circumference 42.7 3.0 43.2 3.2 −0.16

Width

Shoulder width 38.2 2.7 39.1 2.0 −0.45

Chest width 33.0 2.2 30.9 2.0 1.05

Waist width 29.6 1.6 29.2 2.4 0.17

Hip width 34.5 1.5 32.3 1.6 1.38

Depth

Chest depth 21.6 1.2 22.1 1.9 −0.26

Waist depth 22.0 2.0 22.6 2.9 −0.21

Abdomen depth 22.4 2.5 22.4 2.7 0.00

Hip depth 24.1 1.2 23.7 2.3 0.17

Length

Front interscye length 34.3 2.3 36.5 2.0 −1.10

Back interscye length 39.0 3.4 40.7 2.6 −0.65

Scye depth 18.8 1.9 19.8 1.8 −0.56

Biacromion length 42.0 3.4 42.5 2.8 −0.18

Shoulder length 14.1 1.7 13.5 1.2 0.50

Upperarm length 32.0 3.5 33.0 1.7 −0.59

Arm length 60.7 6.4 57.0 2.7 1.37

Sleeve length 78.0 3.0 - - -

Others

Weight 70.6 6.0  71.2 1.0 −0.60

Rohrer 1.4 - - - -

BMI 23.6 2.0 - - -

a: Mollison's Relative Deviation = (Comparison group's Mean − Standard group's Mean) / Standard group's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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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하였다. 랜드마크의 크기는 직경 0.7cm, 높이 0.5cm

로 하였다. 랜드마크의 설정위치는 <Fig. 1>과 같으며

체표상의 기준선을 평면상에 표시한 도식화는 <Fig. 2>,

각 기준선의 정의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Guideline for the base line of the body

Horizontal direction Vertical direction

Front

0. Anterior neck~Lateral neck~Lateral shoulder 

1. Anterior neck to Lateral shoulder 

2. Horizontal extension line passing through the scapular upper protrusion

3. Horizontal line passing through the point of (No. 2.-4.)/2

4. Horizontal line passing through the axilla (Chest line)

5. Horizontal line passing through the B.P. (Bust line)

6. Horizontal line passing through the point of (No. 5.-7.)/2 

7. Horizontal line passing through the lateral waist

8. Horizontal line passing through abdomen protrusion

9. Horizontal extension line passing through the buttock protrusion

a'. Anterior neck vertical line (center front line)

b'. Vertical direction line passing through the la-

teral neck and (B.P.~a')/2

c'. Vertical direction line passing through the

mid-shoulder and B.P.

d'. Vertical direction line passing through the la-

teral shoulder

Back

0. Cervicale~Lateral neck~ Lateral shoulder 

1. Cervicale to Lateral shoulder 

2. Horizontal line passing through the scapular upper protrusion

3. Horizontal line passing through the point of (No. 2.-4.)/2

4. Horizontal line passing through the axilla (Chest line)

5. Horizontal extension line passing through the B.P. (Bust line)

6. Horizontal line passing through the point of (No. 5.-7.)/2 

7. Horizontal line passing through the lateral waist 

8. Horizontal extension line passing through the abdomen protrusion

9. Horizontal line passing through the buttock protrusion

a. Cervicale vertical line (center back line)

b. Vertical direction line passing through the la-

teral neck

c. Vertical direction line passing through the

mid-shoulder

d. Vertical direction line passing through the la-

teral shoulder

Arm

Armhole line Horizontal direction Vertical direction

Lateral shoulder~Anterior

mid-axilla~Anterior axillary

fold~Axilla~Posterior

axillary fold~Posterior

mid-axilla

1. Lateral shoulder

2. Horizontal extension line passing thr-

ough the scapular upper protrusion

3. Horizontal line passing through the

point of (No. 2.-4.)/2 

4. Horizontal line passing through the

axilla (Chest line)

5. Horizontal line passing through the

B.P. (Bust line)

s1. (Back armhole line~s2)/2

s2. Vertical line passing through the la-

teral shoulder

s3. (Front armhole line~s2)/2

Fig. 1. Setting position of the landmark. Fig. 2. Lines on the base of the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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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D Body Scan 동작설정

중년 남성의 기능성을 고려한 슬림 핏 드레스 셔츠를

개발하기 위하여 5가지의 동작을 설정하였으며, 동작의

정의는 <Table 3>과 같다. 정자세와 동작자세의 체표량

변화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동작은 기본 동작인 선 동

작(M1)과 직무수행 중 많이 하는 동작을 중심으로 팔

을 90도 수평 앞으로 들 때(M2), 팔을 90도 수평 옆으로

들 때(M3), 팔을 180도 위로 들 때(M4), 팔을 앞으로 90도

구부릴 때(M5) 등으로 선정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3D Body Scan data 분석

SPACE VISION(일본)의 전신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

신을 스캔하였으며, 스캔된 3차원 데이터의 분석은 3D

Scanning processing인 Rapidform XOS를 이용하였으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3차원 스캔 data를 Rapid-

form XOS에서 OBJ 파일로 불러와 각 방향으로 스캔된

data를 병합하고 전체 구간을 글로벌 메시 작업으로 data

를 보정하였다. 보정된 데이터는 3D 메시 스케치에서 자

유곡선으로 랜드마크를 따라 선을 그리고 각 구간을 정

한 다음, 구간별 체표길이를 측정하였다.

각 기준점과의 교차지점 간 거리 측정을 통한 체표변

화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11명의 스캔 데이터 중, 정확

한 스캔이 되지 않아 분석에 부적절한 3명의 자료를 제

외한 8명의 피험자의 스캔 결과만을 분석하였으며, 동

작별 스캔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또한 스캔된 데이

터의 정밀성을 분석하기 위해 중요 기준선의 측정값과

정립시인 M1의 직접 인체 측정값을 오른쪽 반만 Molli-

son의 관계편차 값으로 비교한 결과 평균값의 ±1s 범위

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스캔이 비교적 정확하게 되었

으며 <Table 5>와 같다.

2. 동작별 체표길이 변화량 분석

동작별 각 기준점의 거리 측정결과 뒷판의 가로길이

에서는 정자세인 M1에 비해 M2, M3, M4, M5의 0, 1에

해당되는 어깨 구간에서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

며 특히 M4의 0, 1의 가로 너비는 가장 작게 나타났고

M1과 비교하였을 때 7.7cm 차이가 나타났다. 가로 너비

2에서는 M5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반대로 5~9에 해당

하는 가슴둘레부터 허리까지의 가로길이는 M5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 뒷판의 가슴둘레 이하 허리둘레까지의

가로길이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크

지 않았다. 앞판의 가로길이에서도 역시 0, 1에 해당되

Table 3. Definition of motions

Motions Illustration Definition

• M1: Standing motion The subject stands in a right posture.

• M2: the motion of lifting arms up to 90°

forward
In standing position, both arms lift up to 90° forward.

• M3: the motion of lifting arms up to 90°

sidewards
In standing position, both arms lift up to 90° sidewards.

• M4: the motion of lifting arms up to 180°

upwards
In standing position, both arms lift up to 180° upwards.

• M5: the motion of bending arms up to

90° sidewards
In standing position, arms bent 90

o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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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깨 구간에서 M1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특히 가로

0에서 M5와의 차이는 15.3cm 차이가 나타나 정립시 어

깨너비가 가장 최대임을 나타내었다. M5 동작에서는 가

로 4를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가장 작게 나타나 팔을

90도 앞으로 구부릴 때 앞판의 가로길이는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팔의 가로길이는 M5에서 모두 가장 작

게 나타나 팔을 앞으로 90도 구부릴 때 팔의 가로길이

는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앞, 뒷판 모두 정립

시 어깨너비가 최대이며 여러 동작시 어깨너비는 점차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팔을 앞으로 90도 구부

릴 때 앞판, 뒷판의 가슴아래, 팔의 너비는 모두 줄어드

는 것을 확인하였다.

뒷판의 세로길이 변화 결과 M4의 뒷중심길이를 제외

한 b, c, d의 세로길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M5는 a,

Table 4. Results of the scanning

Motion M1 M2 M3 M4 M5

Front

Side

Back

Table 5. Compared with direct measurement and scanned measurement                (n=8, Unit: cm)

Measurement items
Direct measurement Indirect measurement

R.D
a

Mean S.D. Mean S.D.

Circumference

Neck base circumference 20.2 6.4 20.8 0.4 −0.09

Chest circumference 49.5 4.2 47.9 1.1  0.38

Waist circumference 41.7 5.5 42.2 0.4 −0.09

Abdomen circumference 44.0 6.7 44.8 0.6 −0.12

Hip circumference 48.4 4.0 49.7 0.9 −0.33

Length

Waist front length 32.6 1.5 33.6 0.4 −0.66

Front interscye length 17.2 2.3 18.2 0.7 −0.43

Back interscye length 19.5 3.4 18.7 0.6 0.24

Scye depth 18.8 1.9 18.4 0.1 0.21

Waist back length 40.0 2.3 40.4 0.1 −0.17

Biacromion length 42.0 3.4 39.6 0.8 0.71

Shoulder length 14.2 1.7 11.8 0.8 1.41

a: Mollison's Relative Deviation = (Comparison group's Mean − Standard group's Mean) / Standard group's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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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에서 가장 작게 나타났다. 앞판의 세로길이 또한 M4

의 a'를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앞

판의 세로길이 또한 앞의 a'를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동

작을 할 때 길이가 길어졌음을 확인하였다. 팔중심길이

(s2의 1~5까지 세로길이)는 정립시 가장 길게 나타났으

며 여러 동작을 할 때 길이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

다. 즉 정자세일 때보다 여러 동작시 앞길이는 모두 길

어져야 함을 알 수 있으며 팔의 길이는 여러 동작시 짧

아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각 동작별 평균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3. 동작별 체표길이 변화율 분석

1) 가로변화량

정자세인 M1에서 M2, M3, M4, M5 각 동작별 가로

변화 차이는 <Fig. 3>와 같이 나타났다. 변화량이 −20%

이하이면 ★, −20~−10%은 ▲, −10~0%은 ●, 0~10%은 ○,

10~20%은 △, 20% 이상이면 ☆으로 표기하였다. 몸판

의 각 동작별 가로치수변화량은 구간별 같거나 달랐으

나 동작변화에 의해 10% 이상 수축(−)된 신체 부위를 살

펴보면, 뒷면에서 수축된 부위는 어깨 부위(b0~c0; −29.74%,

c0~d0; −43.33%, b1~c1; −35.91%, c1~d1; −40.94%), 겨드랑

점(d5~e5; −41.23%, d6~e6; −15.69%) 등이었다. 앞면에서

수축된 부위는 어깨 부위(b'0~c'0; −29.74%, c'0~d'0; −41.25%,

a'1~b'1; −14.74%, b'1~c'1; −27.08%, c'1~d'1; −23.28%, a'2~

b'2; −13.03%, b'2~c'2; −17.80%, d'1~d'2; −25.64%, a'2~a'3;

−16.84%, b'2~b'3; −16.00%, c'2~c'3; −17.31%), 겨드랑점

(d'5~e5; −15.1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작변화에 의

해 10% 이상 신장(+)된 신체 부위를 살펴보면, 뒷면에서

신장된 부위는 등품(b3~c3; 14.41%, c3~d3; 12.75%, b4~

c4; 25.00%, c4~d4; 33.33%, a5~b5; 15.07%, b5~c5; 16.95%,

c5~d5; 19.02%, b6~c6; 10.38%)으로 나타났고 앞면에서

너비 변화는 신장된 구간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서 살펴보면, 몸판의 각 동작별

치수변화는 어깨 부위의 길이에서 매우 수축되었고 특

히 어깨끝점으로 갈수록 너비가 수축되었으며 뒷면보다

앞면에서 수축되는 어깨 부위 구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각 동작시 겨드랑점의 너비 구간의 수축율

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중년 남성의 셔

츠 원형 개발에 관한 선행연구(Sung & Yang, 2006)에서

앞품보다 뒷품의 여유분을 더 설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

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앞, 뒤의 어깨너비 여유량은

정자세일 때 가장 크고 각 동작시 수축률이 0.5cm가 넘

게 발생하므로 어깨길이의 여유량은 최소한으로 설정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정립시보다 동작시 15%

신장률이 있는 등품은 여유량을 0.5~2cm 더 설정해야 하

므로 슬림 핏 드레스 셔츠 디자인시 주름이나 턱을 사

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량을 주어 동작하기 편하

면서도 피트한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야

함을 시사하였다.

2) 세로변화량

정자세인 M1에서 M2, M3, M4, M5 각 동작별 세로

변화 차이는 <Fig. 4>와 같이 나타났다. 변화량이 −20%

이하이면 ★, −20~−10%은 ▲, −10~0%은 ●, 0~10%은 ○,

10~20%은 △, 20% 이상이면 ☆으로 표기하였다. 세로

길이 변화량 중 수축된 구간은 뒷면의 겨드랑점 위로

나타났으나 동작에 따라 신장된 구간도 나타나 모든 동

작시 수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신장된

구간은 겨드랑점(c6~c7; 11.18%, d5~d6; 22.53%, d6~d7;

14.53%, e5~e6; 48.16%, e6~e7; 17.71%, b'4~b'5; 11.07%,

b'5~b'6; 15.28%, c'3~c'4; 11.82%, c'4~c'5; 20.56%, c'5~

c'6; 20.45%, c'6~c'7; 10.14%, d'3~d'4; 42.16%, d'4~d'5;

28.79%, d'5~d'6; 32.64%, d'6~d'7; 13.14%) 등으로 현저

히 많이 나타났고 길이변화도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서 살펴보면, 정자세일 때보다

모든 동작시 겨드랑점을 기점으로 하는 앞가슴길이의 세

로변화량이 10% 이상 크게 신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 또한 중년 남성의 셔츠 원형 개발에 관한

선행연구(Sung & Yang, 2006)에서 앞처짐분을 더 설정

한 것과 같은 결과이며 드레스 셔츠 길이의 설정시 팔

동작의 움직임 분량을 고려하여 길이를 0.5~1.5cm 더 길

게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최대변화량

정자세인 M1에서 M2, M3, M4, M5 각 동작별 최대

변화량의 차이는 <Fig. 5>와 같이 나타났다. 최대수축

량(★)과 최대신장량(☆) 만을 표시하여 한눈에 변화량

을 알아보기 쉽게 나타내었다. 그 결과 어깨너비에서는

거의 수축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뒷판의 가슴둘레(4, 5)

에서는 거의 신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허리선

위로 옆선(e)을 중심으로 한 앞, 뒤판에서 세로길이가

신장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 위팔 체표길이 변화율

정자세인 M1에서 M2, M3, M4, M5 각 동작별 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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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stance measurement for each reference point average                (n=8, Unit: cm)

Line
M1 M2 M3 M4 M5 Max-

Min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Width

Back a~e

0 21.0 −0.51 18.0 −0.66 16.8 −0.70 13.3 −0.83 20.9 −0.36  7.7

1 19.8 −0.57 17.1 −0.71 14.6 −0.81 11.7 −0.91 14.6 −0.66  8.1

2 18.9 −0.62 20.4 −0.54 16.0 −0.74 16.2 −0.70 23.8 −0.23  7.8

3 18.7 −0.63 22.7 −0.42 20.8 −0.50 19.6 −0.54 24.3 −0.20  4.0

4 18.4 −0.64 22.7 −0.42 23.4 −0.37 26.8 −0.21 23.9 −0.22  8.4

5 25.5 −0.27 25.3 −0.29 23.3 −0.38 27.2 −0.19 22.3 −0.30  4.9

6 22.2 −0.44 22.5 −0.43 22.3 −0.43 23.1 −0.38 19.8 −0.42  3.3

7 19.9 −0.57 20.0 −0.56 19.9 −0.54 19.9 −0.53 18.0 −0.50  2.0

8 20.4 −0.54 20.0 −0.56 20.1 −0.53 19.7 −0.54 18.6 −0.47  1.8

9 24.1 −0.34 23.2 −0.40 23.5 −0.37 23.4 −0.37 22.5 −0.29  1.6

Front a'~e'

0 23.4 −0.38 21.9 −0.46 22.4 −0.42 18.0 −0.61 08.1 −0.97 15.3

1 19.6 −0.58 19.3 −0.60 18.1 −0.63 13.2 −0.84 09.2 −0.92 10.4

2 18.0 −0.67 18.7 −0.63 19.0 −0.59 20.9 −0.48 11.7 −0.80  9.2

3 18.2 −0.66 19.4 −0.59 23.5 −0.37 24.9 −0.30 16.2 −0.59  8.7

4 18.7 −0.63 23.2 −0.40 25.6 −0.26 24.9 −0.30 24.4 −0.20  6.9

5 25.6 −0.26 22.9 −0.41 24.3 −0.33 23.3 −0.37 18.0 −0.50  7.6

6 22.6 −0.42 21.9 −0.46 22.2 −0.43 22.6 −0.40 16.4 −0.58  6.2

7 22.3 −0.44 22.4 −0.44 22.4 −0.42 22.6 −0.40 16.9 −0.55  5.7

8 24.4 −0.33 24.5 −0.33 23.9 −0.35 24.5 −0.32 18.8 −0.46  5.7

9 25.6 −0.26 26.4 −0.23 25.6 −0.26 25.9 −0.25 19.7 −0.42  6.7

Arm d~d'

2 11.8 −0.99 11.6 −0.99 09.7 −1.05 08.5 −1.05 08.0 −0.97  3.8

3 16.9 −0.72 18.8 −0.62 16.0 −0.74 17.4 −0.64 10.5 −0.86  8.3

4 18.1 −0.66 20.4 −0.54 21.3 −0.48 25.3 −0.28 11.6 −0.80 13.7

5 19.2 −0.60 17.2 −0.70 20.6 −0.51 12.7 −0.86 10.8 −0.84  9.8

Length

Back 0~9

a 64.1  1.78 63.3  1.67 64.2  1.64 63.7  1.49 63.2  1.64  1.0

b 68.2  1.99 67.8  1.90 69.5  1.90 70.4  1.80 67.2  1.83  3.2

c 65.7  1.86 64.4  1.72 67.1  1.78 70.7  1.81 65.1  1.73  5.6

d 63.0  1.72 63.8  1.69 67.0  1.78 72.0  1.87 65.4  1.75  9.0

Front 0~9

e 39.0  0.45 42.0  0.57 44.4  0.66 46.7  0.71 42.5  0.66  7.7

a' 66.1  1.88 60.7  1.53 62.5  1.55 63.5  1.48 63.2  1.64  5.4

b' 68.1  1.99 70.2  2.02 70.9  1.97 73.6  1.95 70.1  1.97  5.5

c' 65.5  1.85 69.9  2.01 70.2  1.93 74.7  2.00 68.6  1.90  9.2

d' 60.2  1.57 70.3  2.03 70.2  1.93 73.1  1.92 69.0  1.92 12.9

Arm 1~5

d 20.5 −0.53 20.8 −0.52 17.7 −0.65 21.3 −0.46 21.1 −0.35  3.6

s1 19.6 −0.58 17.4 −0.69 15.6 −0.76 16.8 −0.67 19.1 −0.45  4.0

s2 18.8 −0.62 15.9 −0.77 15.0 −0.79 13.6 −0.82 17.2 −0.54  5.2

s3 18.8 −0.62 16.5 −0.74 15.8 −0.75 14.4 −0.78 16.1 −0.59  4.4

 Shadow indicates maximum value

Underlined bold numbers indicate minimum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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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차이는 <Fig. 6>와 같이 나타났다. 변화량이 −20%

이하이면 ★, −20~−10%은 ▲, −10~0%은 ●, 0~10%은 ○,

10~20%은 △, 20% 이상이면 ☆으로 표기하였다. 소매

에 해당하는 팔의 각 동작별 치수변화량을 살펴보면 수

축된 부위는 어깨점을 제외한 팔의 중심길이(s12~s13;

−21.57%, s13~s14; −15.31%, s22~s23; −27.72%, s23~

s24; −27.94%, s24~s25; −10.38%, s32~s33; −29.59%, s33~

s34; −30.00%), 팔의 중심너비(d2~s12; −35.71%, s13~s23;

−14.53%, s23~s33; −11.81%, s14~s2; −18.23%), 뒤팔 아

래너비(d5~s15; −43.64%, s15~s25; −15.56%, s25~s35;

−14.63%) 등이었다. 신장된 부위는 뒤팔진동둘레(d2~

s11; 11.41%, d3~s13; 35.23%, d4~s14; 107.22%, d4~d5;

10.29%)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서 살펴보면, 각 동작시 팔의

세로길이에 수축율이 많이 나타나 소매길이를 0~0.5cm

더 짧게 설정해야 할 것이며, 소매밑둘레 또한 수축율

이 많이 나타나 소매밑단둘레의 여유량을 0~0.7cm 줄

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뒤팔의 진동둘레쪽은

각 동작별 너비와 길이에 신장율이 10% 이상 나타나 뒤

팔진동둘레에 여유량을 0~0.6cm 더 설정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각 동작별 인체 구간의 체표변화량을 반영

한 성인 남성의 기능성 드레스 셔츠 개발을 위하여 제

Fig. 3. Variation of Horizontal direction by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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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한국인 인체 치수조사자료의 40대 평균에 해당하는

8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3D Body Scan을 실시하였으

며 그 Data를 이용하여 정자세와 각 동작시 체표 길이

변화를 고찰한 뒤 성인 남성의 기능성 드레스 셔츠 개발

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자세 및 드레스 셔츠를 착용한 성인 남

성이 주로 이루어질 팔을 90도 수평 앞으로 들 때, 팔을

90도 수평 옆으로 들 때, 팔을 180도 위로 들 때, 팔을 앞

으로 90도 구부릴 때 등 5가지 동작을 중심으로 3D Body

Scan을 실시하였으며 정자세와 각 동작시 3D Scan Data

는 3차원 소프트웨어인 Rapidform XOS를 활용하여 길

이 변화량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SPACE VISION(일본)의 전신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신을 스캔하였으며, 스캔된 3차원 데이터의 분석은 3D

Scanning processing인 Rapidform XOS를 이용하여 구간

별 체표길이를 측정하였다. 8명의 스캔 데이터를 이용하

여 각 기준점과의 교차지점 간 거리 측정을 통한 체표

변화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스캔된 데이터의 정밀성을

분석하기 위해 중요 기준선의 측정값과 정립시인 M1의

직접 인체 측정값을 비교한 결과 유의하게 나타났다.

2. 한국인 인체 치수 평균에 해당하는 피험자를 대상

으로 5동작에 대하여 3D Body Scan을 실시하여 동작

별 변화되는 인체 구간을 확인한 결과 수축이 일어난 인

체 체표면 구간은 앞, 뒤의 어깨 부분과 겨드랑점, 팔의

중심길이와 중심너비에서 10% 이상 수축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신장되는 인체 구간은 몸판의 등품과 겨드

Fig. 4. Variation of vertical direction by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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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점 부위의 길이, 뒤팔진동둘레와 팔밑둘레에서 10%

이상 신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3D Scan Data를 분석하여 각 동작별 변화되는 체

표면 변화치수량을 분석한 결과 앞, 뒤의 어깨너비 여

유량은 20% 이상 수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품의

여유량은 15% 신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자세

일 때보다 모든 동작시 겨드랑점을 기점으로 하는 앞가

슴길이의 세로변화량이 크게 신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팔에서는 각 동작시 세로길이의 수축율이 많이 나타났

으며, 소매밑둘레의 수축율은 크게 나타났으나 뒤팔의

진동둘레는 각 동작별 너비와 길이에 신장율이 10% 이

상 나타났다.

4. 각 동작별 치수변화량을 드레스 셔츠 패턴 디자인

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몸판 앞, 뒤 어깨길이, 너비의 여

유량을 20% 줄여야 하나 정립시 어깨길이에 영향을 주

므로 어깨길이 설정은 정립시를 기준으로 디자인에 따

라 설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등품의 여유량

은 0.5~2cm 더 크게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슬림 핏 드

레스 셔츠 디자인시 주름이나 턱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량을 주어 동작하기 편하면서도 피트한 느

낌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야 함을 시사하였

다. 드레스 셔츠 길이의 설정시 팔동작의 움직임 분량

을 고려하여 길이를 0.5~1.5cm 더 길게 설정하여야 각

동작시 옆길이의 부족분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팔의 치수변화량을 반영하여 소매길이는 0~0.5cm

더 짧게 설정해야 할 것이며, 소매밑단둘레의 여유량

Fig. 5. Maximum variation by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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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0~0.7cm 줄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뒤팔의

진동둘레는 각 동작별 너비와 길이에 신장율이 10%이

상 나타나 뒤팔진동둘레에 여유량을 0~0.6cm 더 길게

설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실험은 소재의 두께, 성질과 드레스 셔츠

의 디자인에 따라 적절한 여유량과 의복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드레스 셔츠 소재를 반영하여

적절한 여유량을 설정한 성인 남성의 드레스 셔츠 의복

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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