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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performed a comparison analysis of market brand patterns for slim-fit dress shirts and analyzed

the body surface development figure of men in their 40s using 3D body scan data and developed slim-fit

dress shirt patterns suitable for middle-aged men. The sizes of slim-fit dress shirt patterns showed a slight

difference depending on brand. The overlap map of slim-fit dress shirt patterns for brands demonstrates how

difference of one-dimensional sizes reflect on two-dimensional patterns. This map provides useful informa-

tion for pattern design and allows and easy recognition of pattern size differences. A try-on system evalua-

tion through 3D-Simulation allows a grasp of the fitness of neckline and size tolerance of under the arms in

front, the silhouette of side lines, and overall fitness in front that also allows analysis of the front/back bal-

ance of a shirt in side, the size tolerance proportion in front/back, and the fitness of the arm-hole line. Thus,

we obtained try-on results that were equivalent to wearing actual clothing. According to the drafting size

suggested in the developed final pattern, the total width was ‘C/2+5.5cm’, and the front was set at 1cm big-

ger in the size difference of the front and back. The width of the front neck and the back neck was set iden-

tically at ‘C/12’, while the width of the front neck was set to ‘C/12+1.5cm’. For the armhole depth, we

added ‘C/4+2cm’, and ‘0.5cm and 1.5cm’ for the width of the front and back to anthropometry. The results

of the try-on evaluation through 3D-Simulation indicated that the fitness of the final slim-fit dress shirt pat-

tern was superior to available slim-fit dress shirt patterns on the market and evaluated as superior to the

types for middle-aged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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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드레스 셔츠는 남성 정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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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최근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와 패션의식의 변화

에 따라 유니폼 적인 틀에서 벗어나 남성 자신의 개성

을 표현할 수 있는 패션의 한 장르로써 중요시 되고 있

으며(Kim & Cho, 2005), 드레스 셔츠의 주 고객층이었

던 40~50대의 마인드 에이지가 낮아져 ‘멘슈머’, ‘꽃중

년’ 등의 신조어와 함께 중년층의 슬림화 추세를 가속

화시키고 있다(Kim & Yum, 2010).

이러한 슬림 핏 드레스 셔츠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남성복 시장은 그 수요에 맞춰 다양한 슬림 핏 드레스

셔츠를 선보이고 있지만, 맞음새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Kim & Jang, 2012). 그 주

된 원인으로 중년 남성의 체형특성을 들 수 있다. 중년

남성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다소 비만한 경향을 나타내

는데 허리와 배 주위에 지방 침착이 집중되어 굴곡이 없

는 체형이며, 이러한 현상은 40대에 최대치를 나타낸다

(Sung & Kim, 2004).

또한, 최근 패션시장에서는 경제력을 갖추고 소비의

주체가 되는 40대 남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만

도가 증가하고 체형의 변화가 급격히 변화하는 40대 남

성을 타깃으로 하는 기능성 의류제품은 높은 맞음새와

기능적 설계가 요구되어 체형의 특징요소를 기반으로

한 패턴설계가 요구되고 있다(Lee et al., 2013).

그러므로 중년 남성을 타깃으로 하는 드레스 셔츠 패

턴도 반드시 중년 남성의 체형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

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드레스 셔츠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드레스

셔츠 스타일 선호와 구매태도(Koo, 2006), 남성 드레스

셔츠 치수체계와 선호 여유량(Jang, 2008), 체형별 셔츠

원형개발(Sung & Yang, 2006) 등에 관한 연구들이 있으

며 최근, 슬림 핏 드레스 셔츠가 주목을 받으면서 슬림

핏 드레스 셔츠 패턴개발(Kim & Jang, 2013)과 3D 가상

착의프로그램을 활용한 클래식 핏과 슬림 핏 셔츠 패턴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Kim et al., 2014) 등이 있으나 이

러한 연구들은 주로 젊은층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3D 가상착의평가연

구에서 실제착의상태와 가상착의상태를 비교해 본 결

과, 평가항목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o & Park, 2010; Hong, 2013; Yoon, 2013), 3차원 스

캔데이터에 의한 피트성 평가가 직접평가에 비해 시간

적, 공간적 한계, 재현성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

는 대안적 도구로 타당하다(Paek, 2009)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각 브랜드

의 슬림 핏 드레스 셔츠의 실측치수와 패턴비교분석을

통하여 40대 중년 남성에게 적합한 여유량을 설정하고

40대 중년 남성의 3D 인체스캔데이터를 활용한 체표전

개도를 바탕으로 중년 남성용 슬림 핏 드레스 셔츠 패

턴을 개발하고 3D-Simulation을 통한 가상착의평가를

통하여 그 실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슬림 핏 드레스 셔츠의 패턴분석

1) 브랜드 및 디자인 선정

슬림 핏 드레스 셔츠는 클래식 핏 드레스 셔츠보다 가

슴둘레를 기준으로 4~7cm 정도 작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Kim & Jang, 2012), 본 연구에서는 각 브랜드에

서 슬림 핏이라고 라벨에 명시되어 있는 드레스 셔츠를

슬림 핏 드레스 셔츠로 선정하였다. 브랜드는 소비자들

에게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6개 브랜드를 선정하였으며

셔츠의 사이즈는 ‘호칭 100’으로 선정하였다. 슬림 핏

드레스 셔츠 디자인은 40대 중년 남성이 주로 선택하는

가장 일반적인 디자인으로 <Fig. 1>과 같다.

2) 패턴실측치수 측정

제도에서 요구되는 패턴치수를 구하기 위하여 드레

스 셔츠를 실측하였으며 실측항목은 <Table 1>과 같다.

3) 패턴전개 및 패턴중합도

패턴비교를 위하여 측정치수를 바탕으로 패턴을 평

면으로 전개하여 각 브랜드별 드레스 셔츠 패턴을 구하

였으며 패턴설계를 위한 기초선은 <Table 2>에 제시하

였다. 완성된 패턴은 디지타이저로 입력하고 Pad Sys-

tem 프로그램(ver. 5.0)을 활용하여 앞뒤중심선과 가슴

선(Chest line)을 기준으로 중합하여 각 브랜드별 패턴

의 치수차이를 분석하였다.

Fig. 1. Flat sketch of slim-fit dress sh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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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D-Simulation을 통한 브랜드별 셔츠 패턴착장평가

각 브랜드별 슬림 핏 드레스 셔츠의 착장상태를 분

석하기 위하여 Pad System과 CLO 3D Modelist 프로그

램을 활용하여 3D-Simulation을 통한 착장평가를 실시

하고 각 셔츠 간의 여유량을 비교분석하였다. 착장평가

시 아바타는 Size Korea 2010(Size Korea 2010 (Korea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0))의

40대 평균 치수로 sizing하였다.

Table 1. Direct measurement method of slim-fit dress shirts

Measurement items Measurement method Measurement items Measurement method

Front neck line
Front neck point -

Side neck point
Back dart amount Dart width

Back neck line
Back neck point -

Side neck point
Shoulder length

Side neck point -

Shoulder point

Yoke length
Back neck point to yoke line

(vertically)
Shirt length

Back neck point -

Hem line (vertically)

Yoke line dart amount Dart width Armhole depth
Back neck point -

Armpit line (vertically)

Front interscye
The most narrow width

at front armhole
Front armhole length

Shoulder point -

front armpit point (curved line)

Back interscye
The most narrow width

at back armhole
Front armhole depth

Shoulder point -

front armpit point (vertically)

Front width
Center front line -

Side line
Back armhole length

Shoulder point -

back armpit point (curved line)

Back width
Center back line -

Side line
Back armhole depth

Shoulder point -

back armpit point (vertically)

Table 2. Basic line for pattern drafting

Basic line Pattern

a-b  Armhole depth

a-c Back length

a-e Shirt length

a-f1 Back neck width

f-f1 Back neck depth

g-g1 Back armhole depth

b-g2 Back interscye

b-b1 Back chest width

c-c1 Back waist width

d-d1 Back hem width

i-m Front length

h-i Front neck width

h-n Front neck depth

f-g=n-o Shoulder length

o-o1 Front armhole depth

j-o2 Front interscye

j-j1 Front chest width

k-k1 Front waist width

l-l1 Front hem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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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표평면전개도 분석

1) 체표평면전개를 위한 기준선 설정 및 3D Body Scan-

ning

본 연구에서 사용된 3D Body Scanning Data는 Size Ko-

rea 2010(KATS, 2010)의 40대 평균에 해당하는 중년 남

성 8명으로 선행연구(Shin & Suh, 2014)의 data를 활용

하였으며 피험자의 인체치수 평균은 <Table 3>과 같다.

피험자 인체치수 평균값을 40대 남성의 평균값(KATS,

2010)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는 조

금 크고 허리둘레는 조금 작으나 전체적으로 평균값의

±1σ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피험

자는 평균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인체스캔을 위한 기본 자세는 체표가 변화되지

않을 정도로 양팔을 벌린 상태(약 30
o

)로 하였으며 체표

전개를 위한 기준선 설정은 <Fig. 2>와 같다.

체표가로기준선의 경우, 가슴선 아래쪽은 가슴둘레선

(CL), 젖가슴둘레선(BL), 젖가슴둘레선과 허리둘레선의

이등분점을 지나는 선, 허리둘레선, 배둘레선, 엉덩이둘

레선으로 정하였으며 가슴선 위쪽은 팔과 연결하여 가

슴둘레선이 지나는 위팔둘레선에서 어깨가쪽점까지의

수직길이를 4등분으로 나누어 각 지점을 지나는 둘레선

을 몸판 앞뒤중심선까지 연결하였고, 추가로 앞뒤목점

과 어깨가쪽점을 연결하였다.

체표세로기준선은 앞뒤중심선, 옆목점, 어깨길이 이

등분점과 어깨가쪽점, 그리고 앞뒤겨드랑점에서 자연

스럽게 내려오는 선으로 정하였으며, 옆선은 허리두께

의 이등분점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2) 체표길이 측정 및 평면전개도 설계

스캔된 데이터의 체표길이 측정은 Rafidform XOS 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구간별 체표길이를 측정하였으며 스

캔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겨드랑부분은 제외하였다.

평면전개도는 선행연구(Suh, 2009)을 참고하여 PAD

System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셀의 X축, Y축의 평균

값으로 사각형을 그리고, 전체너비와 앞뒤중심선, 가슴

선(BL), 허리선(WL), 엉덩이선(HL)을 기준으로 각 셀을

순서대로 정렬하였다.

Table 3. Body measurement results of subjects                                           (Unit: cm)

Measurement items
Subjects (N=8) Size Korea 2010 (N=435)

R.D.
a

Mean S.D. Mean S.D.

Neck circumference 38.2 1.33 38.0 2.38  .08

Chest circumference 98.1 3.69 96.2 6.30  .30

Waist circumference 81.7 3.94 85.7 8.45 −.47

Hip circumference 96.2 2.57 93.7 5.38  .46

Chest width 33.3 1.99 30.9 1.98 1.21

Waist width 29.0 1.35 29.2 2.41 −.08

Hip width 34.4 1.21 32.3 1.58 1.33

Chest depth 22.2 0.75 22.9 2.08 −.34

Waist depth 21.5 1.30 22.3 2.86 −.28

Hip depth 23.9 0.62 23.7 2.28  .09

Shoulder length 14.0 1.90 13.5 1.17  .43

Biacromion length 42.0 3.82 42.5 2.83 −.18

Stature 172.1 2.41 169.2 5.67  .51

Weight 69.7 2.59 71.2 10.20 −.15

a: Mollison's Relative Deviation=(Comparison group's Mean-Standard group's Mean)/Standard group's S.D.

Fig. 2. Dermatography of 3D scanned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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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슬림 핏 드레스 셔츠 패턴설계

1) 패턴제도

드레스 셔츠의 실측값과 체표평면전개를 바탕으로 슬

림 핏 드레스 셔츠 패턴을 설계하였다. 패턴설계는 Size

Korea 2010(KATS, 2010)의 40대 남성 평균값을 기준으

로 제도에 사용된 기본 필요치수는 <Table 4>에 제시하

였다.

2) 3D-Simulation을 통한 연구셔츠 패턴착장평가 및

최종 연구셔츠 패턴개발

1차 완성된 슬림 핏 드레스 셔츠 패턴은 CLO 3D Mo-

delist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3D-Simulation을 통한 1차,

2차 연구셔츠 패턴착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

영한 최종 연구패턴을 제시하였다.

3) 신뢰도 검증을 위한 외관평가

최종 연구셔츠 패턴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3D-Simu-

lation상의 착장상태를 기준으로 모니터상에서의 외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동일한 조건에서 각 브랜드 패턴과

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의 드레스 셔츠 6개를 포

함, 총 7벌에 대한 외관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단은 대

학원 이상 의류학 전공자 8명으로 선정하였고 문항은 앞

면, 옆면, 뒷면 및 전체 착장상태에 대한 총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평가방법은 5점 척도(매우 좋다(5점)-매우 나

쁘다(1점))로 하였으며 통계분석은 PASW Statistics ver.

18.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및 일원변량분

석(ANOVA)를 실시하고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슬림 핏 드레스 셔츠의 패턴분석

1) 패턴실측치수 측정결과

각 브랜드별 슬림 핏 드레스의 실측치수 결과는 <Ta-

ble 5>와 같다.

Table 4. Required dimension for slim-fit dress shirt

pattern drafting

Measurement items Mean* (cm) S.D.

Back length 44.4 2.12

Front interscye 38.6 2.57

Back interscye 40.4 2.92

Shoulder length 13.5 1.17

Chest circumference 96.2 6.30

*: KATS. (2010). http://sizekorea.kats.go.kr

Table 5. Direct measurement results of slim fit dress shirt (based on right)                   (Unit: cm)

Brands

Items
CM Da Dp TT PM YE Mean S.D.

Front neck line 14.2 13.2 12.7 13.4 12.5 13.0 13.17 .60

Back neck line 8.0 8.2 8.5 7.8 8.4 7.3 8.03 .44

Yoke length 8.5 8.0 8.0 8.0 8.5 8.0 8.17 .26

Yoke line dart amount 1.3 1.0 0.0 0.6 0.6 1.5 0.83 .55

Front interscye 20.3 18.7 19.8 20.1 20.8 19.3 19.83 .75

Back interscye 22.8 22.2 22.1 22.5 22.0 21.5 22.18 .44

Front width (a) 27.5 26.2 26.0 27.0 27.5 26.5 26.78 .65

Back width (b) 28.0 26.8 27.8 27.5 28.0 27.7 27.63 .45

Total width (a+b) 55.5 53.0 53.8 54.5 55.5 54.2 54.41 .98

Back dart amount 2.0 2.0 2.0 1.0 1.4 1.6 1.67 .41

Shoulder length 17.0 17.5 16.5 16.2 17.0 16.9 16.85 .45

Shirt length 77.0 79.0 74.0 75.5 75.5 76.5 76.25 1.70

Armhole depth 26.1 28.6 27.5 26.2 27.1 27.3 27.13 .92

Front armhole length 24.7 25.8 24.0 25.2 25.7 25.6 25.17 .70

Front armhole depth 19.8 22.0 20.5 21.0 22.0 21.0 21.05 .86

Back armhole length 24.4 24.1 24.4 24.4 25.5 25.6 24.73 .64

Back armhole depth 21.8 22.3 22.2 21.5 23.8 23.0 22.43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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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목둘레선에서는 CM이 가장 크고, PM이 가장 작

은 값을 나타내었고, 앞품은 PM이 가장 크고 뒤품은 CM

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뒤품의 평균 치수차이

는 뒤품이 앞품보다 2.35cm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

체품에 있어서 앞뒤차는 브랜드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

나 전체적으로 뒤판이 0.5~1.2cm 정도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앞뒤판을 더한 전체품은 CM=PM(55.5cm)>TT

(54.5cm)>YE(54.2cm)>Dp(53.8cm)>Da(53.0cm)의 순으

로 CM과 PM이 가장 크고, Da가 가장 작은 값을 나타

내었다. 셔츠길이는 Da가 79.0cm로 가장 길고, Dp이

74.0cm로 가장 짧았고 뒤허리 다트량은 1.0~2.0cm 범위

로 나타났다. 암홀깊이는 CM이 가장 낮고 Da가 가장 깊

었으며 평균 27.13cm였다. 앞뒤암홀둘레를 분석해 본 결

과, 앞암홀이 뒤암홀보다 크거나 같은 브랜드가 많았으

며 평균값에서도 앞암홀이 뒤암홀보다 0.44cm 정도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패턴의 치수는

각 브랜드별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핏(fit)을 좌

우하는 전체품에서는 CM, PM이 가장 넓고 Da가 가장

좁았으며 셔츠길이는 Da가 가장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2) 패턴전개 및 패턴중합도

각 브랜드별 슬림 핏 드레스 셔츠의 패턴중합도 결과

는 <Fig. 3>에 제시하였다. 패턴실측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Da가 셔츠길이는 가장 길고, 전체품은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허리다트의 경우, CM의 다트길이

가 가장 짧고 다트간격은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Da의 다트길이가 가장 길고 허리위치도 가장 높게 설정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트의 간격은 YE가 가

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옆선에서는 PM이 가장 밋

밋하고 Da가 가장 곡선으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었

다. 목너비의 경우, Da가 가장 넓고 CM이 가장 좁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패턴중합도는 1차원적인 치수차이가 2차

원의 패턴상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

으며 패턴 간의 치수차이를 쉽게 볼 수 있어 패턴설계에

매우 유용함을 알 수 있다.

3) 3D-Simulation을 통한 브랜드별 셔츠 패턴착장평

가 결과

각 브랜드의 패턴은 Pad System을 활용하여 디지타이

저로 입력하고 이를 *.dxf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한 다음,

‘CLO 3D Modelist’ 프로그램에서 불러와 착장평가 패턴

으로 활용하였다. 착장평가의 아바타는 Size Korea 2010

(KATS, 2010)에서 제시한 40대 남성의 평균 치수로 siz-

ing하여 사용하였다. 각 브랜드별 착장결과는 <Table 6>

−<Table 7>에 제시하였다.

<Table 6>은 원단의 착장상태로 전체적은 맞음새를 볼

수 있으며 <Table 7>에서는 메쉬상태의 착장모습으로 의

Fig. 3. Overlap map of slim fit dress shirt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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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내 여유공간을 분석할 수 있었다.

앞면의 착장결과를 비교해 보면, Dp의 경우, 앞자락이

들림으로 인한 드레이프가 발생하였으며 PM은 전체적

으로 슬림 핏이라고 보기에는 여유분이 너무 많이 들어

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YE의 경우, 가슴부위의

여유분에 비해 밑단둘레부위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 여

유분이 적음을 알 수 있으며 CM는 가슴부분의 여유분이

너무 많고 TT는 허리에서부터 힙선까지 여유가 적어 타

이트하며 Da는 셔츠길이가 너무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뒷면의 착장결과를 살펴보면, 앞면에서와 같이 PM의

여유분이 지나치게 많음을 볼 수 있으며, 다트의 간격

과 위치는 패턴중합도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M

이 가장 좁고 YE가 가장 넓으며 Dp와 TT가 가장 안정

적인 다트간격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뒤목부분의 들뜸

현상은 Da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패턴

중합도에서 Da의 목너비가 가장 넓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옆면에서는 앞뒤면의 여유분포와 앞뒤밸런스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착장평가에 사용된 아바타는 중년의

체형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셔츠의 앞부분이 복부돌출

로 인해 피부에 닿아 있음 확인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

로 뒤쪽에서는 여유가 많이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시판 슬림 핏 드레스 셔츠가 중년 남성의 체

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상과 같이, 3D-Simulation을 통한 착장평가는, 앞면

에서는 목둘레선의 맞음새, 겨드랑부위의 여유량과 옆선

Table 6. Appearance evaluation of each brand through 3D-Simulations (fabric conditions)

Brand CM Da Dp TT PM YE

Front

Back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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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루엣, 그리고 앞부분의 전체적인 맞음새 등을 파악

할 수 있었으며, 옆면에서는 셔츠의 앞뒤밸런스와 앞뒤

면의 여유량 분포, 그리고 암홀라인의 맞음새 등을 분석

할 수 있었다. 또한 뒷면에서는 다트의 위치와 간격, 뒤

목둘레선의 들뜸 정도, 겨드랑부위의 여유분과 옆선의

실루엣 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실제의복을 입은 것과

같은 착장결과를 얻을 수 있어 패턴설계의 유효성을 신

속히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체표평면전개도 분석

1) 체표길이 측정 및 평면전개도 설계

인체의 체표전개도로부터 패턴을 설계하기 위하여 인

체를 대상으로 3D Scanning을 실시하고 스캔된 데이터

를 *,obj 파일로 저장한 다음, Rapid Form XOS 프로그

램에서 불러와 각 체표구간의 길이를 실측하였다. 체표

길이의 실측기준선은 <Fig. 4>와 같으며, 실측된 결과

는 피험자 8명의 평균값으로 <Table 8>에 제시하였다.

구간별 길이는 X축과 Y축으로 나누어 측정하고 정확

하게 스캔되지 못한 겨드랑부위는 가능한 부위까지만

측정하였으며, X축은 앞면과 뒷면으로, Y축은 앞, 옆,

뒷면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옆선은 허리두께의 이

등분점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X축의 측정결과를 살펴

보면, 가슴선(CL)을 기준으로 위쪽으로는 앞면의 길이가

짧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앞면의 둘레길이가 뒷면

보다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배둘레에 해당하

Table 7. Appearance evaluation of each brand through 3D-Simulations (mesh conditions)

Brand CM Da Dp TT PM YE

Front

Back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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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8번선에서는 앞뒤둘레길이의 차이가 4.0cm로 차이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년 남성의 복부돌출

이 그 원인으로 것으로 분석된다. Y축에서는 앞뒤중심

길이(a, a')와 앞뒤길이(b, b')에서는 뒤가 앞보다 길이가

길게 측정되었으나 어깨길이 이등분선을 지나는 선(c,

c')과 어깨끝점에서 허리선으로 내려가는 선(d, d')은 뒤

쪽보다 앞쪽이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복부돌출로

인한 중년 남성의 체형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Table 8>의 구간별 측정값을 기준으로 Pad System

을 활용하여 각 셀의 X값과 Y값으로 사각형을 그리고,

그려진 각 셀은 전체너비와 앞뒤중심길이, 그리고 젖가

슴선(BL), 허리선(WL), 엉덩이둘레선(HL)을 기준으로 정

렬하였다. 완성된 체표전개도는 <Fig. 5>와 같다.

앞뒤중심선과 각 수평기준선을 중심으로 체표전개도

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

Table 8. Mean of bodice surface length                                          (N=8, Unit: cm)

X axis
Back Front

a-b b-c c-d d-e Total d'-e c'-d' b'-c' a'-b' Total

0 9.2 5.8 6.0 6.0 5.8 11.6

1 7.4 5.5 6.9 19.8 5.8 6.0 07.8 19.6

2 7.6 6.0 5.3 18.9 5.0 5.9 07.1 18.0

3 7.7 5.9 5.1 18.7 5.8 5.7 06.7 18.2

4 7.6 5.7 5.1 18.4 7.1 5.7 05.9 18.7

5 7.3 5.9 4.6 7.7 25.5 8.4 5.3 05.3 25.6

6 7.5 5.3 4.3 5.1 22.2 4.8 7.7 5.2 04.9 22.6

7 7.4 4.7 3.7 4.1 19.9 3.7 8.2 5.6 04.8 22.3

8 7.2 4.9 3.7 4.6 20.4 4.6 8.7 6.1 05.0 24.4

9 7.6 5.8 4.9 5.8 24.1 5.0 9.1 5.9 05.6 25.6

Y axis
Back Side Front

a b c d e d' c' b' a'

0-1 04.1 02.5 04.6 07.5

1-2 07.5 06.8 05.8 04.9 03.9 02.9 02.9 02.8

2-3 05.5 05.9 05.8 05.9 04.6 05.2 05.0 04.9

3-4 05.4 05.4 05.5 05.6 05.1 05.5 05.3 04.7

4-5 06.2 06.4 06.1 06.5 06.6 06.2 06.1 06.2

5-6 08.1 07.9 08.1 08.1 06.8 07.2 07.7 07.2 07.3

6-7 07.7 07.5 07.6 07.4 07.2 07.8 07.4 07.6 07.6

7-8 07.9 08.2 08.3 08.5 08.8 09.1 09.9 10.4 10.7

8-9 15.8 16.0 16.0 16.1 16.2 15.9 16.1 16.1 15.5

Total 64.1 68.2 65.7 63.0 39.0 66.1 68.1 65.5 60.2

Fig. 4 Baseline for body surfac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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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50.9%, 뒤판 49.1% 로 앞판의 품이 넓었으며, 평면전

개 시 복부돌출로 인하여 복부 앞부위의 셀이 서로 겹쳐

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앞뒤겨드랑접힘점을 기준으

로 세로기준선을 추가하여 앞면, 옆면, 뒷면의 비율을 분

석한 결과, 앞면(38.8%)>뒤면(35.8%)>옆면(25.4%)의 순

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앞면의 면적이 뒷면보다 넓은

것을 알 수 있었다.

3. 슬림 핏 드레스 셔츠 패턴설계

1) 패턴제도 및 3D-Simulation을 통한 1차 연구셔츠

패턴착장평가 결과

시판 슬림 핏 드레스 셔츠의 실측치수 및 패턴전개도,

그리고 체표길이 측정값과 체표전개도를 종합하여 중년

남성의 체형을 반영한 1차 슬림 핏 드레스 셔츠 패턴을

설계하였으며 패턴제도 및 제도법은 <Fig. 6>, <Table 9>

에 제시하였다.

기본 제도는 <Table 4>에서 제시한 치수를 기준으로 제

도하였다. 전체품의 설정은 체표전개도 분석결과와 업체

의 패턴치수분석 결과, 교육용 교재(Nam & Lee, 2005)

그리고 선행연구(Shin & Suh, 2014) 결과를 바탕으로 설

정하였다. 40대 평균 가슴둘레치수(96cm)를 기준으로 전

체품을 살펴보면, 체표전개도상에서는 전체품이 51.1cm

로, ‘C/2+3cm’이며, 업체의 전체품 평균 치수를 기준으로

보면, ‘C/2+6.4cm’, 그리고 교육용 교재에서는 ‘C/6+5.5cm’

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는 윗팔최대올림 동작 시 뒤가슴둘레가 정립 시에 비해

약 6%(3cm) 신장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전체품은 ‘정립 시

체표길이+동작 시 신장율’을 적용시켜 ‘C/2+6cm’로 설

정하였으며, 앞뒤차는 체표전개도를 기준으로 ±0.5cm를

두어 앞판이 뒤판보다 1cm 크게 하였다. 또한 40대 남성

의 평균 엉덩이둘레는 평균 가슴둘레보다 작은 값을 나

타내고 있어 엉덩이둘레서는 별도의 여유분을 추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품에서는 +0.5cm, 뒤품에서는 +1.5cm

의 여유분량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Shin & Suh,

2014)에서 등품의 여유량은 동작 시 15% 정도의 체표신

장율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암홀깊이는 체표전개도를 기준으로 젖가슴선(BL)을 기

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가슴둘레에 대한 비례식으로 환산

으로 ‘C/4+2cm’로 설정하였고, 다트분량과 다트길이는

체표전개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앞목너비와 뒤목너

비는 동일하게 설정하고 체표전개도를 기준으로 ‘C/12’

설정하였으며 앞목깊이는 앞목너비보다 +1cm를 추가

하였다.

1차 패턴제도의 맞음새를 확인하기 위하여 3D-Simu-

Fig. 5. Body surface development figure. Fig. 6. Slim-fit dress shirts pattern draf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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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ion을 통한 피팅을 실시하였으며 착장결과는 <Table

10>에 제시하였다.

앞면에서는 앞목이 좁고 품이 약간 크며 뒷면에서는

목둘레가 잘 맞고 전체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엉덩이

둘레부위의 여유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트간격이

넓어 시각적으로 등판이 넓어 보이고, 옆면에서는 앞뒤

밸런스가 잘 맞는 것으로 평가되어 부분적인 수정이 요

구되었다.

2) 최종 패턴설계 및 3D-Simulation을 통한 2차 연구

셔츠 패턴착장평가 결과

1차 착의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패턴을 수정하였으

며 수정된 제도법은 <Table 11>에 제시하였다. 수정된

항목은 앞목깊이, 전체품(앞, 뒤판 둠), 엉덩이둘레선,

다트길이, 다트위치 등을 수정하였다. 전체품은 앞면에

서 보았을 때 겨드랑부분에 여유분이 많은 것으로 평가

되었는데 이는 선행연구의 윗팔최대올림 동작 시 신장

율을 그래도 반영한 결과로 일반 동작 시에는 여유량이

남는 것으로 판단되어 ‘C/2+5.5cm’로 0.5cm 줄였으며

이는 앞뒤판에서 각각 0.25cm씩 줄인 결과이다. 이 치수

는 Nam and Lee(2005)이 제시한 피티드 실루엣 셔츠의

기준값과 일치하는 값이다. 앞목깊이는 0.5cm 추가하여

‘앞목너비+1.5cm’로 앞목둘레에 여유를 주었고 엉덩이

둘레선은 각각 0.75cm씩 줄여 옆선을 수정하였다. 다트

의 위치는 1차 패턴에서 고정값 13cm로 하였으나 2차 패

턴에서는 뒤판너비의 이등분점을 기준으로 다트위치를

설정하여 실제로 1cm 뒤중심 쪽으로 이동시켰고, 이는

가슴너비에 따라 그 위치가 자연스럽게 체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트길이의 경우 허리선 아래

쪽의 다트길이를 1cm 추가하여 다트끝이 자연스럽게 연

결되도록 하였다. 이상의 수정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3D-Simulation을 통한 2차 착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Table 9. Required dimensions for the 1
st

 slim fit dress shirt pattern drafting

Items Calculation formula Output value* (cm)

Back neck width C/12 08.00

Back neck depth Defaulted value 03.00

Front neck width C/12 08.00

Front neck depth Front neck width+1 09.00

Shoulder length Shoulder length+3-3.5 16.50

Yoke length Defaulted value 08.00

Yoke line dart amount Defaulted value 1.00-1.30

Armhole depth C/4+2 26.00

Total width C/2+6 54.00

Front width (C/2+6)/2+0.5 27.50

Back width (C/2+6)/2-0.5 26.50

Front hip width (C/2+6)/2+0.5 27.50

Back hip width (C/2+6)/2-0.5 26.50

Back length Measured value 44.40

Shirt length (BNP-WL)+30-31 75.00

Front interscye Measured value+0.5 20.50

Back interscye Measured value+1.5 22.00

Back waist dart amount Defaulted value 02.00

Waist dart position Defaulted value 13.00

Waist dart upper length Chest line below 1.5 16.50

Waist dart lower length Hip line above 5 15.00

*: Mean of 40's males based on Size Korea 2010

C (Chest circumference):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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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The 1
st

 appearance evaluation of development slim-fit dress shirt through 3D-Simulations

Appearance evaluation Front Back Side

Fabric condition

Mesh condition

Table 11. Required dimensions for the final slim fit dress shirt pattern drafting

Items Calculation formula Output value (cm) Reference*

Back neck width C/12 08.00

Back neck depth Defaulted value 03.00

Front neck width C/12=8 08.00

Front neck depth Front neck width+1.5 09.50 +0.50

Shoulder length Shoulder length+3-3.5 16.50

Yoke length Defaulted value 08.00

Yoke line dart amount Defaulted value 1.00-1.30

Armhole depth C/4+2 26.00

Total width C/2+5.5 53.50 −0.50

Front width (C/2+5.5)/2+0.5 27.25 −0.25

Back width (C/2+5.5)/2−0.5 26.25 −0.25

Front hip width (C/2+5.5)/2 26.75 −0.75

Back hip width (C/2+5.5)/2−1 25.75 −0.75

Back length Measured value 44.40

Shirt length (BNP-WL)+30-31 75.00

Front interscye Measured value+0.5 20.50

Back interscye Measured value+1.5 22.00

Back waist dart amount Defaulted value 02.00

Waist dart position Back width/2 12.00 −1.00

Waist dart upper length Chest line below 1.5 16.50

+1.0016.00Hip line above 4Waist dart lower length

*: Difference of 1
st
 and 2

nd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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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Table 12>와 같다.

1차 착장평가보다 2차 착장평가에서 전체적으로 더

안정된 착장형태를 나타내어 2차 패턴을 최종 개발 패턴

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개발 패턴의 제도법은 <Fig. 7>에

제시하였으며 1, 2차 패턴의 중합도는 <Fig. 8>, 체표평

면전개도와 최종 개발 패턴의 중합도는 <Fig. 9>에 제시

하였다. 최종 패턴에서 제시된 제도치수를 살펴보면, 전

체품은 ‘C/2+5.5cm’로 앞판과 뒤판의 앞뒤차는 앞판이

1cm 크게 설정되었다. 앞목너비와 뒤목너비는 동일하게

‘C/12’로 하였으며 앞목너비는 ‘C/12+1.5cm’로 하였다.

진동깊이는 ‘C/4+2cm’, 앞뒤품은 각각 인체측정치수에

‘0.5cm와 1.5cm’를 추가하였다. 3D-Simulation을 통한 완

성된 최종 패턴의 착장평가 결과, 1차 패턴에 비해 전체

적으로 인체에 잘 피팅되었으며 체표전개도와 중합한 결

과, 목너비와 옆선, 뒤다트분량, 요크선의 절개위치 등 인

체의 곡면도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최종 패턴치수는 체표전개도를 기준으로 설

정된 것으로 완성된 패턴치수를 업체의 패턴치수와 비

교해 보면, 전체품은 업체 패턴의 평균값보다 약 0.9cm

작게 설정하였는데 이는 3D-Simulation 평가에서 뒷면의

착장상태가 가장 안정으로 나타난 Dp의 전체품과 가장
Fig. 7. The final development of a slim-fit dress shirt

pattern drafting method.

Table 12. The 2
nd

 appearance evaluation of development slim-fit dress shirt through 3D-Simulations

Appearance evaluation Front Back Side

Fabric condition

Mesh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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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한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어깨길이는 Dp와 일치하

며, 암홀깊이는 CM, TT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

품은 CM과 가장 비슷하고 뒤품은 TT와 동일하였다. 요

크의 길이는 업체의 평균값과 일치하며 뒤허리다트의

분량은 2.0cm로 CM, Da, Dp와 일치하였다.

3) 신뢰도 검증을 위한 외관평가 결과

개발된 최종 연구패턴의 객관적인 타당성을 검증하

기 위하여 각 브랜드별 셔츠와 함께 3D-Simulation 상태

에서 외관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3>에

제시하였다.

외관평가 결과, 연구셔츠 패턴은 모든 항목에서 고른

점수분포를 나타내었으며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점

수그룹에 속하였다.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의

여유량과 전체여유량 평가항목에서 다른 브랜드의 패

턴보다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뒤허리다트의 위

치도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목둘레선도 인체의 라인

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옆라인의 형태도

좋은 점수를 얻어 전체적으로 중년 남성에게 적합한 셔

츠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체표전개도는 패턴개발의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슬림 핏

드레스 셔츠 패턴은 3D-Simulation을 통한 착장평가 결

과 및 외관평가에서 중년 체형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로써 3D-Simulation을 통한 착장평가

는 패턴의 적합성을 신속히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

고 있으며 외관평가를 통해 그 적합성이 인정되었고 패

턴개발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의류산

업체에서 최종 패턴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각 브랜드의 슬림

핏 드레스 셔츠의 패턴을 비교분석하고 3D 인체스캔데

이터를 활용한 40대 중년 남성의 평균 체표전개도를 바

탕으로 중년 남성용 슬림 핏 드레스 셔츠 패턴을 개발

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슬림 핏 드레스 셔츠의 치수측정 결과, 패턴의 치수

는 각 브랜드별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핏을 좌

우하는 전체품에서는 CM, PM이 가장 넓고 Da가 가장

좁았으며 셔츠길이는 Da가 가장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패턴중합도 분석에서는 1차원적 치수차이가 2차

원의 패턴상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

었으며 패턴 간의 치수차이를 쉽게 볼 수 있어 패턴설계

에 매우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2. 3D-Simulation을 통한 착장평가는, 앞면에서는 목

둘레선의 맞음새, 겨드랑부위의 여유량과 옆선의 실루

Fig. 8. Overlap map of 1
st

 and final slim fit dress shirt

pattern.

Fig. 9. Overlap map of body surface development fi-

gure and final slim fit dress shirt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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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Appearance evaluation of brands and study shirts pattern                                 (N=8)

Part Items
CM Da Dp TT PM Ye ST

+

F-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Front

1. Neckline

fitness
3.25ab 0.88 2.63a 0.74 2.63a 0.52 3.63bc 0.74 3.88bc 0.64 3.88bc 0.35 4.00c 0.53 6.53***

2. Interscye ease 3.00bc 0.93 3.00bc 0.76 2.63ab 0.74 3.50cd 0.76 2.38a 0.74 3.88d 0.35 3.50cd 0.52 4.29**

3. Chest ease 2.50a 0.53 2.75a 0.89 2.50a 0.76 3.38bc 0.74 2.50a 0.93 3.38bc 0.74 3.63c 0.52 3.53**

4. Waist ease 3.50b 0.76 3.75b 0.71 2.50a 0.76 3.63b 0.52 2.50a 0.93 3.75b 0.71 3.63b 0.52 5.10***

5. Hip ease 3.25 0.71 3.63 0.52 2.63 0.74 3.25 0.89 3.00 0.93 3.50 0.76 3.63 0.52 1.95

6. Side line

fitness
3.63b 0.52 3.38b 0.52 3.13ab 0.83 3.63b 0.52 2.63a 0.52 3.50b 0.53 3.63b 0.52 3.32**

7. Shirt length 4.00 0.00 3.38 0.91 3.63 0.52 3.88 0.35 3.63 0.74 3.38 0.92 3.38 0.64 1.72

8. Shoulder

length
3.75b 0.71 3.38ab 0.74 3.75b 0.46 3.63b 0.74 2.75a 0.89 3.88b 0.35 3.75b 0.46 2.86*

9. Armhole

line fitness
3.38 0.74 3.38 0.74 3.63 0.52 3.13 0.99 3.50 0.76 3.38 0.74 3.50 0.53 0.37

Side

10. Yokeline

position
3.50 0.76 3.63 0.74 3.38 0.52 3.38 0.52 3.25 0.46 3.75 0.46 3.63 0.52 0.74

11. Chest ease 3.13 0.83 3.25 0.71 2.88 0.64 3.38 0.52 2.75 0.89 3.50 0.76 3.63 0.52 1.64

12. Waist ease 3.13ab 0.83 3.25bc 0.71 2.63ab 0.74 3.50c 0.76 2.50a 0.93 3.38bc 0.74 3.50b 0.53 2.32*

13. Hip ease 3.38 0.92 3.38 0.52 2.75 0.89 3.25 0.71 2.75 0.71 3.38 0.92 3.38 0.74 1.15

Back

14. Neckline

fitness
2.88ab 0.99 2.25a 0.89 2.88ab 0.64 2.88ab 0.83 3.50b 0.53 3.63b 0.52 3.50b 0.52 2.92*

15. Interscye ease 3.38 0.92 3.38 0.74 3.25 0.89 3.25 0.71 2.50 0.93 3.63 0.52 3.63 0.52 1.99

16. Chest ease 3.38bc 0.74 3.38bc 0.74 3.00ab 0.93 3.13ab 0.83 2.50a 0.93 3.88b 0.35 3.63bc 0.52 2.87*

17. Waist ease 3.38b 0.92 3.38b 0.74 3.13ab 0.83 3.38b 0.52 2.50a 0.93 3.75b 0.46 3.75b 0.46 2.79*

18. Hip ease 3.38 0.74 2.88 0.99 3.13 0.83 3.38 0.52 2.88 0.99 3.50 0.76 3.75 0.46 1.40

19. Yokeline

position
3.63 0.74 3.13 0.35 3.63 0.52 3.50 0.53 3.38 0.74 3.63 0.74 3.63 0.52 0.78

20. Waistdart

length (upper)
4.00 0.00 3.50 0.53 3.63 0.52 3.63 0.52 3.13 0.83 3.50 0.53 3.50 0.53 1.80

21. Waist dart

length (lower)
3.75bc 0.71 2.75a 1.16 3.75bc 0.46 3.75bc 0.46 3.00ab 0.93 3.88c 0.35 3.75bc 0.46 3.22**

22. Waist dart

position
3.88c 0.35 2.38a 0.74 3.63c 0.52 3.50bc 0.53 3.63b 0.74 2.88ab 0.99 3.88c 0.35 6.09***

23. Side line

fitness
3.88b 0.35 3.00a 0.53 3.75b 0.46 3.63b 0.52 3.13a 0.35 3.75b 0.46 3.75b 0.46 4.61***

24. Armhole

line fitness
3.63b 0.74 3.25ab 0.71 3.75b 0.46 2.75a 0.89 3.75b 0.46 3.50b 0.53 3.50b 0.53 2.47*

Total

25. Total

appearance
3.38 0.74 2.75 0.71 3.13 0.64 3.50 0.76 2.63 0.74 3.38 0.74 3.38 0.89 1.59

26. Total ease 3.50b 0.76 2.88ab 0.64 3.13ab 0.64 3.38b 0.92 2.38a 0.92 3.25b 0.46 3.63b 0.52 2.85**

*p<.05, **p<.01, ***p<.001

+: Study shirt pattern

a, b, c and d means a difference group by Duncan test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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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 그리고 앞부분의 전체적인 맞음새 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옆면에서는 셔츠의 앞뒤밸런스와 앞뒤면의

여유량 분포, 그리고 암홀라인의 맞음새 등을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뒷면에서는 다트의 위치와 간격, 뒤목둘레

선의 들뜸 정도, 겨드랑부위의 여유분과 옆선의 실루엣

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실제의복을 입은 것과 같은

착장결과를 얻을 수 있어 패턴설계의 유효성을 신속히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체표전개도 분석에서 전체품의 비율은 앞판 50.9%,

뒤판 49.1%로 앞판의 품이 넓었으며 이는 복부돌출에 기

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앞뒤겨드랑접힘점을 기

준으로 세로기준선을 추가하여 앞면, 옆면, 뒷면의 비율

을 분석한 결과, 앞면(38.8%)>뒷면(35.8%)>옆면(25.4%)

의 순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앞면의 면적이 뒷면보다

넓은 것을 알 수 있었다.

4. 개발된 최종 패턴에서 제시된 제도치수를 살펴보면,

전체품은 ‘C/2+5.5cm’로 앞판과 뒤판의 앞뒤차는 앞판

이 1cm 크게 설정되었다. 앞목너비와 뒤목너비는 동일

하게 ‘C/12’로 하였으며 앞목너비는 ‘C/12+1.5cm’로 하

였다. 진동깊이는 ‘C/4+2cm’, 앞뒤품은 각각 인체측정

치수에 ‘0.5cm와 1.5cm’를 추가하였다. 또한 3D-Simula-

tion을 통한 최종 패턴의 착장평가 결과, 1차 패턴에 비

해 전체적으로 인체에 잘 피팅되었으며 체표전개도와 중

합한 결과, 목너비와 옆선, 뒤다트분량, 요크선의 절개위

치 등 인체의 곡면도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한 외관평가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상과 같이 개발된 슬림 핏 드레스 셔츠 패턴은 중년

체형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3D-Simulation을 통

한 착장평가는 패턴의 적합성을 신속히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의류산업체에서 최종 패턴개발까지

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실제인체

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

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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