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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tective coveralls are very uncomfortable to work in comparison to ordinary top and bottom separated

clothing. A pattern maker has to consider the size of the human body and human motion range when design-

ing protective coverall patterns. It is difficult to produce well-fitted coveralls because of the lack of ready-

made patterns despite the increased need for protective coveralls at various jobs. Patterns are decomposed

by unsewing 18 products in the domestic market to provide the fundamental information on developing pa-

tterns for protective coveralls. The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pattern types are compared after group-

ing patterns with information taken from the analysis of the shapes and measurements of patterns from the

acquired patter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on-market protective coveralls were less curved

but much linear when compared to ordinary clothing patterns; however, the breasts and crotch circumferen-

ces were very loose and bulky, which is quite different from the other all-in one style working clothes. For

the pattern shapes, patterns are classified into waistline-seamed and bustline-seamed types. The result of the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with 27 measurement variables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Types by shape

and measurements were related to each other; therefore, we expect the information of each type to be used

in developing protective clothing patterns.

Key words: Disposable protective coverall, Non-woven, Coverall pattern, Type classification; 일회용 보

호복, 부직포, 전신 보호복 패턴, 유형분류

I. 서 론

산업의 발달로 인간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이

와 함께 인간에게 위협적인 상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해 환경으로부터의 방어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차원에서 고려되고 있는데, 작업자의

일차적인 보호환경은 인체에 바로 착용하는 보호복이

라 할 수 있다. 노동부에서는 외부로부터 유해한 액체

또는 기체의 유기화합물이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기화합물 검정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작업자

의 직업병 예방을 위해 성능이 검정된 전신 보호복 또

는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Lee, 2004).

보호복은 주로 작업복 위에 덧입는 형태로 오버롤(O-

veralls), 커버롤(Coveralls), 앞치마(Apron) 등이 있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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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용도는 보호를 요하는 인체부위와 차단하는 물질의

유해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이중 커버롤 형태의 전신 보

호복은 차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형태로 몸통과 사

지를 커버하며 종류에 따라 후드로 머리까지 커버한다.

주로 화학 및 중공업 분야의 산업 근로자, 농축산업자,

위험물 폐기 작업자, 유행성 질병 관련 종사자들이 유기

화합물, 독성약품, 병균, 극기후, 상해, 오염물질로부터

의 방호를 목적으로 착용한다.

전신 보호복은 상하의가 연결되어있는 특성상, 상하

가 분리된 의복류에 비해 동작의 제약이 따르며 착탈의

도 불편한 의복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신 보호복

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것은 차단 목적에 부합되는

1차적인 장구로서 위해한 환경에서 필수불가결한 복장

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신 보호복에 대한 인체 적합

성, 동작 용이성, 착용 편의 등의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

되는데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 상하의 일체형 의류에 대

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Jeon et al.(2009), Jeon

(2011)은 기존 비행복의 패턴분석을 통해 상하 일체형

비행복 제작에 가장 적합한 인체치수와 여유량의 관계

를 고찰하고, 비행복 착용 시 운동범위와 동작성을 고려

하여 기존 비행복의 패턴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Oh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동적 자세에서 체표길이 측정이

가능한 3D인체 측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동작별 체표면

길이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활동 여유량을 산

출하고 여성용 커버롤 작업복 패턴설계방법을 제안하

였다. 이 외에도 자동차 정비복(Kim, 2007), 방진복(Lee

et al., 2002; Na et al., 1997) 등의 연구들은 모두 상하의

가 연결된 기능성 의류와 관련된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

구들은 날로 그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기능성 의복 개발

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부직포 전신 보호

복은 다른 전신 보호복과 달리 작업복 위에 덧입는 특성

상, 요구되는 여유분이 일반 상하 일체형 의복과는 상

이하며 hood, bodice, sleeve, pants 등 각 패턴의 조합과

균형이 중요하여 선행연구의 결과를 적용하기는 한계

가 있다. 또한 부직포 소재의 전신 보호복은 대부분 일

회용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합리적인 생산가가 가

능하도록 패턴과 봉제방법의 단순화 역시 필수적인 설

계요건이라 할 수 있다.

덧입는 부직포 전신 보호복의 패턴정보가 전무한 상

황에서 시판 제품을 통해 그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이라 생각되어 본 연구는 향후 부직포 전신 보호복 패턴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로 시판 제품으로부터 패턴의 형

태와 치수특징을 분석하고 유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

었다. 이를 위해 시판 제품을 수집, 해체를 통해 패턴을

획득하고 획득된 패턴으로부터 각 패턴의 형상특성 분

석 및 특성에 따른 유형화, 각 패턴의 치수특성 및 치수

에 따른 유형화를 실시한 후 유형에 속한 제품들의 형

태별, 치수별 특징을 분석하여 덧입는 전신 보호복의 전

반적인 형태 및 패턴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시판 부직포 전신 보호복 패턴획득

국내에서 개인이 낱개로 구입가능한 부직포 전신 보

호복류는 크게 유한킴벌리, 듀폰, 3M의 3개 브랜드 제

품과 제조업체가 명시되지 않은 저가 제품으로 분류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오염,

분진, 경미한 상해가 발생하는 농작업 및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부직포 전신 보호복으로 각 분류 제품군이 고

루 포함되도록 선정하였다. 패턴보다는 소재성능이 중

요한 방사능, 고위험군의 화학약품 및 기체 침투를 차단

하는 고성능, 고가 제품과 개인의 낱개 구입이 불가능한

보호복 제품은 제외하였다. 선정된 보호복은 4개 업체의

9개 사양이며 각 사양마다 구매가 가능한 L, XL 사이즈

의 18개 제품이다(Table 1).

선정된 18개 시판 제품의 봉제선을 해체, 분리하여 각

각의 패턴피스를 획득하였으며 최종 획득된 부직포 패턴

피스는 Gerber Accumark 8.3의 digitizer 입력 프로그램

을 통해 패턴파일로 입력하고 이를 AutoCAD Ver. 2013

프로그램에서 불러와 패턴컴플리팅, 기준선 설정, 부위

별 치수측정을 실시하였다. 패턴피스 획득 및 패턴파

일 전환에 요구되는 모든 절차는 Jeon and Moon(2015),

Moon(2015)의 패턴획득 매뉴얼의 절차에 준하여 실시

하였다.

2. 시판 전신 보호복과 상하 일체형 의복 패턴분석

패턴파일로 전환된 패턴들에 대하여 AutoCAD(Ver.

2013) 프로그램에서 치수측정 메뉴를 이용, 부위별 치

수측정을 실시하였다. 획득된 전신 보호복의 패턴피스

는 bodice와 pants, sleeve, hood, accessories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신 패턴의 특성을 분류하는 데 있

어 그 특징의 유사성이 상이한 hood와 accessories를 제외

하고 bodice와 pants, sleeve에 국한하여 측정하였다. 측

정항목은 bodice 관련 12개 항목, pants 관련 11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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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formation of the investigated disposable protective coveralls

Company Products Color Size Price (￦) Abbreviation

Yuhan Kimberly
KleenGuard-A30EP White L, XL 7,000 A1

KleenGuard-A10SB Gray L, XL 5,000 A2

3M

MICROGARD 1500 Blue L, XL 7,800 B1

MICROGARD 2000 White L, XL 9,800 B2

3M
TM

4520 White L, XL 4,900 B3

DuPont

Tybak 1422F White L, XL 7,400 C1

Tybak new workman Gray L, XL 6,900 C2

Tybak multyman SB Gray L, XL 2,740 C3

Unidentified E-pyonhan Gray L, XL 2,200 D1

Total 18

Table 2. Measurements of protective coverall patterns

 Piece No.  Description Pattern measurements

Bodice

1 Front maximum width

2 Back maximum width

3+3' Front center length

4+4' Back center length

5 Front waist width

6 Back waist width

7 Shoulder length

8 Front neck depth

9 Back neck depth

10 Neck width

11 Front neck arc

12 Back neck arc

Sleeve

13 Arm hole circumference

14 Sleeve length

15 Sleeve hem circumference

16 Sleeve seam length

Pants

17 Pants length 

18 Crotch length

19 Crotch width

20 Front crotch extension

21 Back crotch extension

22 Pants hem circumference

23 Back waist extension

24 Front crotch arc

25 Back crotch arc

26 Front inseam

27 Back ins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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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eve 관련 4개 항목 등 총 27개 항목이다(Table 2).

최외층에 착용하는 부직포 전신 보호복의 패턴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상하 일체형 의복 패턴과 비교하였

다. 오버롤 패턴을 제시하고 있는 대학용 전문교재 및 선

행연구들을 탐색하여 제도식, 또는 제도 설명도가 있는

상하 일체형 의복 패턴 7종을 선정하였다(Table 3). 패턴

제도 시 보호복 L 사이즈에 해당하는 둘레 5개 항목(가

슴: 95.1cm, 허리: 80.0cm, 엉덩이: 94.2cm, 무릎: 60.0cm,

발목: 25.6cm), 길이 5개 항목(등: 43.8cm, 앞: 37.6cm, 밑

위: 26.0cm, 팬츠: 101.0cm, 엉덩이: 18.3cm), 높이 2개 항

목(무릎: 60.0cm, 샅: 79.3cm), 너비 1개 항목(어깨: 39.7cm)

등으로,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0)의 20대 남성의 평균치수를 사용하였으

며 비교분석내용은 패턴피스, 패턴절개부위, 패턴외곽

선 형태 및 부위별 치수 등이다.

3. 시판 전신 보호복 패턴의 유형화

시판 전신 보호복으로부터 분리된 패턴의 형태 및 치

수정보를 이용, 유형화를 실시하였다. 형태 유형화는 패

턴피스의 형태, 분리 위치 등에 의해 분석되었으며 치

수유형화는 측정된 27개 치수항목을 변수로 사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이 실시되었다. Dendrogram을 통한 군

집화 단계를 분석하여 최종 유형을 결정하였으며 사용

된 통계프로그램은 PASW Ver. 20.0이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부직포 전신 보호복의 패턴형상 분석 및 유형화

1) 시판 부직포 전신 보호복의 패턴형상

9개 사양의 시판 부직포 전신 보호복의 L, XL 사이즈

에 해당되는 18개 제품을 해체하여 획득된 패턴피스들

로부터 전신 보호복의 패턴특성을 고찰하였다. 전신 보

호복의 패턴은 인체곡선을 최소화한 직선적인 외곽선 형

태이며 최소한의 패턴절개로 패턴을 단순화시킨 설계방

법이 관찰되었다. 패턴의 직선화, 단순화, 최소화는 재

단 및 봉제과정을 단축시켜 복잡한 봉제로 인한 불량

을 줄이는 동시에 원가 절감의 효과로 이어진다. 이는

일회용 제품의 가격요인을 생각할 때 그 이유를 쉽게 파

악할 수 있었다. 또한 최소한의 봉제선은 오염, 위해 물

질의 차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분리된 패턴피스의 형상으로부터 패턴의 유사성, 규

칙성이 관찰되었으며 9개 사양의 시판 부직포 보호복 패

턴형상은 크게 허리선에서 절개된 형태와 가슴선에서

절개된 형태로 구분되었다(Table 4). 구분된 각 형태에 대

하여 편의상 각각 약자(WL: Waist Line, BL: Bust Line)

로 표기하였으며 각 유형 내 다른 특징요인 그룹에 대하

여 번호를 추가하였다. 허리선 절개형(WL)은 허리선에

서 상의와 하의 piece가 분리되어 봉제된 형태로 9개 사

양 중 4개 사양이 이 유형에 속하였다. 진동둘레에 set in

sleeve가 봉제되어 있으나 한복 저고리와 같이 품폭에서

직선으로 진동선을 설정한 드롭 숄더 형태이며 소매산

이 없는 소매 형태이다. 공히 어깨선 분리 없이 앞, 뒤가

연결된 상의 패턴(좌, 우), out-seam이 없이 앞, 뒤가 연결

된 하의 패턴(좌, 우), 소매 패턴(좌, 우)과 후드 패턴(좌,

우), 지퍼 플랩 패턴이 포함되어 있으며 후드의 형태에

따라 다시 구분할 수 있었다. 3개 사양(WL1: A1, A2, D1)

에는 후드와 상의 사이에 목 플랩이, 1개 사양(WL2: C3)

에는 후드 밴드가 각각 추가되어 각 전신 보호복의 패턴

수는 6개, 총 피스 수는 10개이다.

가슴선 절개형은 가슴위치에 가로 절개선이 봉제되

면서 상의와 하의가 분리되는 형태로 하의에 허리선을

포함하고 있다. 소매는 상의에 연결된 dolman sleeve 형

태로서 이 유형은 공히 소매를 포함한 상의 패턴(좌, 우),

out-seam이 없이 앞, 뒤가 연결된 하의 패턴(좌, 우), 후

드(좌, 우), 지퍼 플랩의 기본 패턴피스로 구성되었으며,

후드 중심에 모두 밴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

슴선 절개 및 돌만 슬리브 형태의 전신 보호복은 대부분

어깨선이 없이 앞, 뒤 상의가 연결된 형태이다. 5개의

기본 패턴만으로 구성된 사양(BL1: B1, B2) 제품과 하

의에서 뒤밑위연장선이 절개되어 샅에 패턴이 추가된

사양(BL2: C1, BL3: C2), 어깨선이 절개되어 이를 중심

으로 상의 앞, 뒤가 분리된 사양(BL3: C2), 상의 뒷면에

삼각요크가 포함된 형태(BL4: B3) 등이 관찰되었으며

각 보호복 내 패턴의 수는 5~6개, 총 피스의 수는 8~10개

Table 3. Patterns of all-in-one clothing in references

References Authors Published year Total

Textbook

Kim et al. 2003

4
Kim and Jung 2011

Armstrong 2001/2011

Yoo 2001

Research paper

Jeon et al. 2010

3Na et al 1997

Oh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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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 있었다(Table 5). 즉 가슴선 절개형은 뒤밑

위, 어깨선, 등부위의 패턴절개 유무에 따라 다시 BL1,

BL2, BL3, BL4의 4개 세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2) 상하 일체형 의복 패턴비교를 통한 전신 보호복 분석

부직포 전신 보호복의 패턴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

하여 전문서적 및 선행연구에 제시된 상하 일체형 의복

패턴의 항목별 치수와 패턴유형을 비교분석하였다. 패턴

관련 대학용 교재에서는 상하 일체형 의복으로 점프슈

트, 바디슈트, 레오타드 등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선행연

구에서는 오버롤형 방진복, 커버롤 작업복, 조정사 비행

복에 대한 패턴설계가 있었다. 상하 일체형 의복 패턴은

제도방식에 따라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허

리선을 중심으로 bodice 패턴과 pants 패턴을 배열한 후

연결하여 제도하는 방법으로 선정된 7개의 패턴 중 전

문서적 2개, 선행연구 3개의 패턴이 이에 속하였다. 둘째,

bodice 패턴을 기준으로 bodice 허리선 아래에 이어 pants

패턴을 직접 제도하는 방법으로 전문서적에 제시된 2개

의 패턴이 이에 속하였다. 전자는 앞, 뒤 패턴을 각각 제

도하였으나 후자는 앞판 패턴을 제도한 후 뒤판은 앞판

패턴에 목둘레와 밑위연장선만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6).

상하 일체형 의복은 주로 소매를 제외한 디자인으로

제시되었으며 덧입는 전신 보호복에 비해 전반적으로

Table 4. Pattern composition of protective coveralls

Divide line Pattern composition

WL

WL1: A1, A2, D1 WL2: C3

BL

BL1: B1, B2 BL2: C1 BL3: C2 BL4: 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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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이 슬림하고 품과 옆선, 밑위연장선 등에서 인체의

굴곡을 반영하였으며 어깨선, 진동둘레, 옆선, 안솔기선,

바깥솔기선 등 패턴외곽선이 원형의 형태를 크게 벗어

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총 패턴 수는 소매가 없는 것

을 감안하더라도 전신 보호복에 비해 적은 것을 알 수

있는데<Table 7>, 대부분 상하의 일체형 패턴이 상하의

가 연결된 상태로 제도되는 것에 반해 전신 보호복은 상

하의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는 차단 효

과를 위해 봉제선이 최소화되어야 하는 의복임에도 불

구하고 매우 큰 패턴의 특성상 불가피한 봉제선으로 사

료된다.

패턴의 부위별 평균치수에서도 전문자료에서 제도된

상하 일체형 의복 패턴치수는 전신 보호복의 치수에 비

해 현저히 슬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차이가 큰

부위는 밑위 앞뒤둘레로 전신 보호복의 치수가 상하 일

체형 의복에 비하여 2.5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덧입는 전신 보호복의 특성상 충분한 동작 여유분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되나 정립 시 과도한 여유분으로 외

Table 5. Pattern components by protective coverall type

Divided line Bust line Waist line

Name of type WL1 WL1 WL1 WL2 BL1 BL1 BL2 BL3 BL4

Component

Sleeve type Set-in Set-in Set-in Set-in Dolman Dolman Dolman Dolman Dolman

Shoulder line No No No No No No No Yes No

Hood band No No No Yes Yes Yes Yes Yes Yes

Patterns

Bodice 1 1 1 1 1 1 1 2 2

Sleeve 1 1 1 1 ⇑ ⇑ ⇑ ⇑ ⇑

Pants 1 1 1 1 1 1 2 2 1

Hood 1 1 1 2 2 2 2 2 2

Zipper flap 1 1 1 1 1 1 1 1 1

Neck flap Yes Yes Yes No No No No No No

No. of patterns 6 6 6 6 5 5 6 6 6

No. of pieces 10 10 10 10 8 8 10 10 9

PPE A1 A2 D1 C3 B1 B2 C1 C2 B3

⇑: Included in the bodice

Table 6. Review of the all-in one clothing patterns through references

Method
References

Pattern
Textbook Research paper

Bodice links pant
Kim et al. (2003)

Kim and Jung (2011)

Na et al. (1997)

Oh et al. (2011)

Jeon et al. (2010)

Drawing the pants

under the bodice

Armstrong (2001/2011)

Yoo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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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및 착용감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슴둘

레 역시 전신 보호복이 50cm 정도나 큰 것으로 나타났

으며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가

장 치수차가 적은 부위는 팬츠 길이로 부직포 전신 보

호복은 상의의 품과 길이, 밑위 앞뒤둘레에서 동작 기

능성 및 최외층 의복 용도를 고려하여 매우 큰 여유분

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 이상

의 결과는 같은 전신 보호복류라 해도 작업용 전신 보

호복과 작업복 위에 덧입는 전신 보호복은 그 용도에

따른 구조상 동일 패턴에서 출발할 수 없으며 덧입는

전신 보호복의 여유분의 적정성은 따로 검토되어야 함

을 의미한다.

3) 시판 부직포 전신 보호복 패턴유형의 형상분석

앞서 상하를 분리한 가로선 위치에 따라 가슴선 절개

형 및 허리선 절개형으로 분류하였다. 패턴유형의 형상

Table 7. Pattern compositions of the all-in-one clothing

Division

Pattern part
Textbook Research

All-in-one pattern P1 P2 P3 P4 P5 P6 P7

Bodice
F 1 1 1 1 1 1 1

B 1 1 1 1 1 1 1

Pants
F ⇑ ⇑ ⇑ ⇑ ⇑ ⇑ ⇑

B ⇑ ⇑ ⇑ ⇑ ⇑ ⇑ 1

Sleeve - - - - 1 - 2

Collar - - - - - - 1

No. of pattern 2 2 2 2 3 2 6

⇑: Included in the bodice

Fig. 1. Measurements comparison between the all-in-one clothing and protective cover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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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제품의 패턴들을

위에서 아래로,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각 부위에 맞게 조

합 배치하였다. 제품에서 분리된 패턴 중 후드 및 부속

들을 제외하고 상반신, 하반신을 커버하는 패턴들에 대

하여 배치하였으며 좌, 우 동일한 패턴은 우측 패턴만을

사용하였다.

<Fig. 2>는 획득된 패턴 그대로 각 패턴들을 패턴연결

위치에 맞춰 배치한 것으로 허리선 절개형과 가슴선 절

개형 패턴은 다른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앞, 뒤

가 연결된 팬츠 패턴을 상의 패턴의 앞, 뒤 허리둘레 비

율에 따라 분리한 후 중심선을 기준으로 패턴을 배치한

형태<Fig. 3>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유형은 각 기준점의

위치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일 뿐, 모두 유사한 형태로

관찰되어 패턴형상만으로 전신 보호복의 유형을 분류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패턴의 절개

및 구성상의 차이는 인체의 적합성이나 동작 기능성을

Fig. 3. Pattern configuration of protective coverall products by centerline.

Fig. 2. Pattern configuration of protective coveral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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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였다기보다는 원단 절감이나 봉제 편의를 위한

최적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보호

복의 형태 및 패턴피스의 구성만으로 보호복을 유형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시판 보호복의 각 부위의 치수

특성에 따른 유형화 및 그 특성분석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시판 부직포 전신 보호복 패턴의 치수분석 및

유형화

1) 부직포 전신 보호복의 부위별 치수분석

시판 보호복의 부위별 치수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허리선 절개형과 가슴선 절개형을 패턴의 절개 및

구성상 차이를 배제하고 모두 <Fig 2>−<Fig 3>과 같이

패턴을 연결하여 패턴설계에 요구되는 27개 항목의 치

수를 측정하였다. 획득된 부직포 소재의 각 패턴을 di-

gitizer로 입력하고 이를 AutoCAD(Ver. 2013) 프로그램

에서 운용가능한 파일로 전환한 후 프로그램의 치수측

정 메뉴를 이용하여 직선 길이 및 곡선 길이를 측정하

였다. 측정된 bodice 관련 12개 항목, pants 관련 11개

항목, sleeve 관련 4개 항목 등 총 27개 항목에 대해 제

시된 치수는 각 패턴으로부터 측정된 치수로 품의 경우,

패턴에 따라 전체 둘레의 1/2, 또는 1/4 너비가 될 수 있

다(Table 8).

Table 8. Measurements of the non-woven protective coverall patterns by body parts   (n=18, Unit: cm)

No.
L XL Size spec Total

Mean S.D. Min. Max. Mean S.D. Min. Max. Min. Max. Mean

1 38.0 1.50 35.5 40.4 40.0 1.09 38.0 41.3 L XL 38.97

2 38.1 1.41 35.0 40.1 39.9 1.69 37.0 42.0 L XL 39.00

3+3' 47.6 2.30 44.4 51.2 50.9 3.38 47.3 58.6 L XL 49.23

4+4' 54.9 2.92 49.8 60.3 58.0 2.41 52.6 60.3 L XL 56.44

5 30.6 1.98 27.7 33.3 32.7 2.37 29.3 35.7 L XL 31.66

6 31.8 1.31 29.5 34.0 33.8 1.95 29.1 35.8 XL XL 32.77

7 28.3 1.31 25.8 30.0 30.3 1.15 28.2 31.7 L XL 29.26

8 7.3 1.31 4.7 8.9 7.6 1.42 5.4 9.5 L XL 7.42

9 5.6 1.05 3.5 6.9 5.7 0.83 4.5 6.6 L L 5.66

10 10.3 1.13 9.4 13.2 10.2 1.00 9.1 12.2 XL L 10.26

11 13.8 1.49 11.9 17.1 13.8 1.62 11.4 16.4 XL L 13.78

12 12.9 0.62 11.6 13.8 12.8 1.04 11.5 14.6 XL XL 12.85

13 57.5 3.54 53.9 64.9 60.3 4.28 56.3 67.9 L XL 58.89

14 51.7 2.41 48.3 54.5 52.4 1.89 50.5 55.5 L XL 52.01

15 35.5 2.66 32.8 40.9 34.1 1.26 31.9 35.8 XL L 34.82

16 53.1 2.36 50.3 55.9 54.8 4.39 50.0 65.3 XL XL 53.92

17 113.0 4.32 107.3 118.5 116.9 4.50 111.6 123.5 L XL 114.96

18 35.8 2.36 31.9 39.2 37.4 2.93 33.5 40.6 L XL 36.58

19 61.6 3.82 56.1 65.6 66.3 4.14 60.8 70.9 L XL 63.97

20 3.9 1.36 2.2 6.1 3.8 1.69 1.8 7.5 XL XL 3.85

21 10.3 4.31 5.5 17.2 9.6 4.37 3.1 17.5 XL XL 9.93

22 50.8 1.64 49.2 54.0 50.8 2.12 47.6 54.2 XL XL 50.81

23 2.5 3.50 −2.6 8.2 2.3 4.02 −3.4 8.5 XL XL 2.38

24 36.6 2.30 33.1 39.5 38.3 2.99 34.5 41.8 L XL 37.46

25 40.7 3.31 33.6 43.9 43.9 4.29 34.7 49.7 L XL 42.31

26 77.6 3.71 72.8 82.1 81.9 3.77 75.4 86.5 L XL 79.76

27 78.2 3.73 74.2 84.2 81.1 3.74 76.3 87.3 L XL 7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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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양의 L, XL 사이즈 패턴에 대하여 부위별 치수

를 검토한 결과, 사이즈에 따른 치수의 일관성이 부족

한 것을 확인하였다. 목너비/2, 뒤목둘레/2, 소매부리둘

레, 앞밑위연장선, 뒤밑위연장선 등 6개 측정부위에서

는 치수 평균값이 XL 사이즈에 비해 L 사이즈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부위에 비해 목 관련 3개

항목(목너비/2, 앞목둘레/2, 뒤목둘레/2)에서 사이즈에

따른 치수증가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밑위연장

선 역시 치수증가와 무관한 부위임을 알 수 있었다.

9개 사양, 2개 사이즈의 18개 제품의 패턴에서 부위

별 치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비교한 결과, 역시 사이즈

스펙과 연관성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뒤목깊이에서

는 최대값, 최소값을 가진 패턴이 모두 L 사이즈의 패턴

으로 확인되었으며 뒤허리폭/2, 소매밑선, 앞밑위연장

선, 뒤밑위연장선, 바지부리, 뒤중심선연장선 등 6개 항

목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을 가진 패턴이 모두 XL 사이

즈의 패턴으로 나타났다. 소매부리둘레에서는 최소값을

보인 패턴은 XL 사이즈 패턴이, 최대값을 가진 패턴은

L 사이즈의 패턴으로 측정되는 등, 사이즈 스펙에 따라

치수증감의 규칙성을 찾기 어려웠다.

사이즈 규격에 따른 시판 전신 보호복의 사이즈 편차

를 분석하기 위하여 9개 동일 사양 제품의 XL 사이즈

패턴과 L 사이즈 패턴의 부위별 치수차를 제시한 결과

는 <Table 9>와 같다. <Table 9>에서 제시된 치수는 패턴

피스 내의 측정값으로 이를 의복 사이즈로 환산하여 논

의할 때 상의 최대폭의 사이즈별 편차평균은 7.68cm, 허

Table 9. Measurement deviation L to XL of non-woven protective coverall patterns by body part   (Unit: cm)

Part A1 A2 B1 B2 B3 C1 C2 C3 D1 |Mean| Min. Max. S.D.

1 3.3 2.2 2.8 0.8 2.0 2.6 0.9 2.5 0.8 1.99 0.8 3.3 0.94 

2 3.1 1.7 1.8 1.0 0.1 2.2 3.2 2.1 1.5 1.85 0.1 3.2 0.97 

3+3' 4.2 5.3 1.0 11.8 3.1 −3.8 5.5 0.9 2.1 4.19 −3.8 5.5 3.31 

4+4' 4.5 4.7 3.1 3.0 8.3 −1.7 3.1 −0.8 3.4 3.62 −1.7 4.7 2.14 

5 2.1 1.9 2.1 2.7 0.9 2.5 2.7 1.6 1.9 2.04 0.9 2.7 0.57 

6 1.9 2.3 3.6 1.2 1.1 3.6 2.2 −0.4 2.5 2.09 −0.4 3.6 1.09 

7 3.4 2.5 2.4 0.7 1.9 1.3 2.2 2.4 1.2 2.00 0.7 3.4 0.82 

8 0.8 −0.3 −0.6 −0.2 0.0 1.8 0.3 0.9 0.0 0.54 −0.6 1.8 0.57 

9 −0.4 −0.1 −0.3 0.4 0.4 0.6 1.0 −0.3 −0.2 0.41 −0.4 0.6 0.26 

10 −0.5 −0.3 −0.3 0.0 −0.6 1.1 −1.0 −0.1 0.1 0.44 −0.6 1.1 0.39 

11 0.3 −0.8 0.0 −0.2 −0.2 2.2 −1.1 0.7 −0.5 0.67 −0.8 2.2 0.67 

12 −0.5 −0.4 −0.1 0.1 −0.8 1.4 1.5 −1.1 −0.4 0.70 −0.8 1.5 0.53 

13 2.4 2.6 3.4 5.0 4.3 0.3 6.2 −0.5 2.0 2.97 −0.5 6.2 1.97 

14 2.8 2.4 1.2 1.0 0.2 −0.9 0.6 −0.7 −0.3 1.12 −0.9 2.8 0.90 

15 0.0 −0.1 −0.5 1.4 −2.1 −4.1 −5.3 −0.7 −0.8 1.67 −5.3 1.4 1.86 

16 2.0 2.2 0.5 9.7 −1.4 −1.1 3.2 −1.0 1.1 2.47 −1.4 9.7 2.83 

17 5.9 5.9 4.4 6.5 2.3 4.9 0.7 3.4 1.3 3.91 0.7 6.5 2.13 

18 1.0 1.6 1.4 2.4 −0.3 2.7 −0.9 5.2 1.2 1.86 −0.9 5.2 1.46 

19 5.9 5.7 5.7 4.6 5.8 4.0 5.3 0.6 5.1 4.75 0.6 5.9 1.68 

20 −0.1 0.0 0.5 −0.8 −0.9 −3.4 1.2 2.2 −0.2 1.04 −3.4 2.2 1.11 

21 0.3 −1.8 −0.6 −0.1 −5.5 2.4 0.6 1.6 −3.6 1.84 −5.5 1.6 1.78 

22 1.1 1.4 1.8 2.1 −0.7 3.2 −0.9 5.3 1.6 2.01 −0.9 5.3 1.44 

23 1.7 −0.8 0.9 0.3 0.4 −0.8 −3.1 0.5 −1.0 1.06 −3.1 1.7 0.87 

24 −0.9 −0.2 −0.2 −1.3 −1.8 −2.2 0.8 1.4 4.9 1.51 −2.2 4.9 1.42 

25 3.7 1.3 1.3 2.2 1.1 7.6 1.8 6.4 3.7 3.23 1.1 6.4 2.36 

26 4.8 6.6 4.1 4.7 3.5 1.1 1.3 −0.5 13.2 4.43 −0.5 13.2 3.86 

27 4.9 5.9 3.5 5.9 3.2 0.8 −1.3 0.6 2.0 3.13 −1.3 5.9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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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둘레는 8.26cm, 엉덩이둘레는 9.5cm로 나타났다. 길

이 편차의 경우 앞중심길이 4.19cm, 등길이 3.62cm, 바

지길이 3.91cm로 사이즈 증가에 따라 제품의 길이와 품

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편차범위를 확인한 결과, 상

의 최대폭은 3.6cm(B2)~12.8cm(A1)의 범위로 측정되었

다. 허리둘레는 뒤허리둘레에서는 마이너스 값을 갖는

C3(2.8cm)가 최소 편차를 나타냈으며 C1제품이 12.2cm

로 가장 큰 편차를 가지는 것으로, 엉덩이둘레에서는

1.2cm(C3)~11.8cm(A1)로 사이즈 증가에 따른 편차의

규칙성이 부재함을 알 수 있었다. 길이편차 역시 사이즈

증가에 따라 제품 내 앞중심길이는 −3.8cm(C1)~11.8cm

(B2)로, 등길이 −1.7cm(C1)~4.7cm(A2)로 확인되었다. C1

제품은 상의에서 L에서 XL로 증가할 때 길이가 줄어

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바지길이는 0.7cm(C2)~

6.5cm(B2)로, C2 제품이 사이즈 증가에 따른 길이 증가

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제품

별, 제품 간에서 사이즈 증가에 따른 편차의 일정한 규

칙이 없이 판매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사이즈 증가에 따라 −편차를 갖는 부위는 목부위와

소매부위, 밑위부위 등으로 목부위 측정치인 앞목깊이

(평균 0.54cm)는 3개 제품(A2, B1, B2), 뒤목깊이(평균

0.41cm)는 5개 제품(A1, A2, B1, C3, D1), 목너비(평균

0.88cm)는 6개 제품(A1, A2, B1, B3, C2, C3), 앞목둘레

(평균 1.34cm)는 5개 제품(A2, B2, B3, C2, D1), 뒤목둘

레(평균 1.40cm)는 6개 제품(A1, A2, B1, B3, C3, D1)으

로 C1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 −편차값으로 측정되

었다. 소매부위에서는 소매길이(평균 1.12cm)는 3개 제

품(C1, C3, D1), 소매부리둘레(평균 1.67cm)는 7개 제품

(A2, B1, B3, C1, C2, C3, D1), 앞소매밑선(평균 2.47cm)

는 3개 제품(B3, C1, C3), 뒤소매밑선(평균 3.24cm)는

2개 제품(C2, D1)으로, 밑위부위에서는 밑위길이(평균

1.86cm)는 2개 제품(B3, C2), 앞밑위연장선(평균 1.04cm)

는 5개 제품(A1, B2, B3, C1, D1), 뒤밑위연장선(평균

1.84cm)는 5개 제품(A2, B1, B2, B3, D1), 밑위높이차

(평균 0.79cm)는 6개 제품(A1, A2, B2, B3, C3, D1), 앞

밑위둘레(평균 2.01cm)는 2개 제품(B3, C2)으로 전 제

품이 −편차값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이즈

별 치수편차가 제품마다 올바르게 제시되지 않고 있음

을 알 수 있으며, 사이즈 증가에 따라 치수가 증가하더

라도 규칙적인 증가량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2) 부직포 전신 보호복 패턴의 치수에 의한 유형화

시판 부직포 전신 보호복의 부위별 패턴치수로부터

치수특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앞서 시판 보

호복의 사이즈 규격에 따른 부위별 치수분석을 통해 제

품사이즈와 제품치수 간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두 사이즈 규격의 치수를 함께 분

석하는 것은 각 사양의 패턴유형을 명확히 밝히는 데

간섭변수로 적용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어 동일 사이

즈 규격의 제품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사

용된 규격은 한국 성인 치수를 가장 많이 커버하는 기본

사이즈 L로서 바디스 12항목, 소매 관련 4항목, 팬츠 관

련 11개 항목 등 총 27개 치수항목이다. 27개 패턴항목

을 변수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측정치

등의 유사성 측정방법은 유클리디언 제곱거리를 사용하

였다. Dendrogram을 통한 군집화 과정을 살펴보면 총

9개 제품을 7개 유형으로 분류하는 군집화를 시작으로

6차에 걸친 군집화가 실시되었으며 연구자는 군집화 과

정 중 4차 군집화에 해당되는 군집을 선택하였다(Table

10). 최종 분류된 4개의 보호복 패턴치수 유형의 부위별

치수평균은 <Table 11>, <Fig 4>와 같다.

유형 1은 27개 항목 중 최소값이 가장 많이 분포한 유

형이다. 목 관련 3개 항목, 소매 관련 2개 항목, 팬츠 관

련 6개 항목에서 네 유형 중 가장 작은 치수가 측정된 제

품유형이다. 목둘레가 좁고 소매, 바지길이가 짧고 품이

좁은 형태이며 가슴에서 허리, 엉덩이로 내려갈수록 좁

은 형태이다. 그러나 뒤밑위연장선과 바지부리둘레는

4개 유형 중 가장 큰 치수로 뒤밑위연장선 치수가 앞 밑

위연장선 치수의 4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여 이러한 앞

뒤차 및 긴 밑위연장선이 보호복의 외관과 동작 기능성

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3개 사양이

1유형에 속하였으며 모두 허리선 절개 형태로 A사 제품

과 제조사가 명시되지 않은 저가 제품이 포함되었다.

유형 2는 패턴 내 최대값의 항목이 가장 많이 분포한

유형이다. 상반신 최대폭, 허리폭, 밑위폭 등 제품의 폭

을 대표하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최대값을 나타냈고 바

지길이 역시 4개 유형 중 가장 길어 전반적으로 품도 크

고 길이도 긴 풍성한 스타일의 유형이다. 목너비, 앞목

둘레 등, 목 관련 치수 역시 가장 큰 반면 뒤목둘레는 최

소값을 가져 후드가 달렸을 때 목둘레의 외관과 안정성

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밑위폭은 4개 유형 중 가

장 큰데 반해 앞, 뒤밑위연장선은 가장 짧아 샅 부분에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감지된다. 4개 사양이 2유형에 속

하였으며 모두 가슴선 절개 형태로 B사 제품과 C사 제

품이 유형 2에 포함되었다.

유형 3은 상반신의 품이 가장 좁고 길이가 가장 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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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Dendrogram cluster analysis of protective coveralls

Dendrogram Abbreviation Pattern type Cluster group

A1 WL1

1A2 WL1

C1 WL1

B1 BL1

2

B2 BL1

C1 BL2

C2 BL4

C3 WL2 3

B3 BL3 4

Table 11. Measurement characteristics of the protective coveralls by cluster           (Unit: cm)

Part Cluster1 Cluster2 Cluster3 Cluster4 Total

1 37.5 38.9 35.5 38.2 38.0

2 38.7 38.6 35.0 37.5 38.1

3+3' 45.4 48.3 51.2 47.5 47.6

4+4' 54.3 55.3 60.3 49.8 54.9

5 29.2 32.5 27.7 30.2 30.6

6 31.2 32.2 29.5 34.0 31.8

7 28.8 28.6 25.8 27.7 28.3

8 6.4 7.8 7.8 7.0 7.3

9 6.1 4.9 6.9 5.7 5.6

10 10.1 10.6 10.2 10.4 10.3

11 12.7 14.5 13.7 14.1 13.8

12 13.1 12.5 13.8 12.7 12.9

13 54.5 58.0 58.1 63.6 57.5

14 50.0 52.4 54.4 50.8 51.7

15 34.4 36.7 35.3 34.0 35.5

16 51.9 53.7 55.9 51.4 53.1

17 108.3 117.0 109.9 114.2 113.0

18 33.3 38.0 35.4 34.8 35.8

19 57.0 64.9 60.2 63.5 61.6

20 4.3 3.4 5.3 3.5 3.9

21 15.8 7.2 7.8 8.6 10.3

22 51.9 50.7 49.2 49.3 50.8

23 6.6 0.3 −0.4 1.9 2.5

24 34.1 38.8 36.4 35.6 36.6

25 43.4 41.3 37.3 33.6 40.7

26 73.2 80.2 75.9 82.1 77.6

27 74.3 80.3 75.8 84.2 78.2

– 284 –



시판 부직포 전신 보호복의 패턴형상 및 유형분석 83

징을 가진 유형으로 앞목깊이, 뒷목깊이 치수에서 최대

값을 보여 목이 많이 파인 형태이다. 패턴설계의 상식을

벗어난 몇몇 치수가 관찰되었는데 앞목둘레보다 큰 뒷

목둘레, 뒤밑위연장선과 차이가 적은 앞밑위연장선 역시

맞음새 및 동작 기능성에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

다. 유형 3에는 허리선 절개형인 C사 제품 1개만이 속하

였다. C사 제품은 주로 가슴선 절개형이며 이 제품은 브

랜드 제품 중 가격이 가장 저렴한 제품으로 제조사가

불분명한 저가 제품과 가격도 유사하여 C 브랜드의 자

체 사양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나 확인된 바 없다.

유형 4는 대부분의 치수항목에서 중간에 속하며 대표

적인 특징은 소매와 앞, 뒤 중심길이에 있다. 소매둘레는

4개 유형 중 최대값인데 반해 소매부리, 소매밑선은 최

소값으로 소매통은 넓고 소매길이는 짧은 유형이다. 또

한 상의 부분의 앞, 뒤 중심길이차가 가장 적어 몸을 앞

으로 굽히는 동작에서 불편함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된

다. 유형 4에는 가슴선 절개형인 B사 제품 1개만이 속하

였다. B사 제품은 모두 가슴선 절개형인데 특히 유형 4

는 상의 뒷면에 삼각요크가 있는 디자인으로 넓은 소매

폭, 낮은 앞뒤길이차가 요크 디자인에서 기인되었으리

라 생각된다. 이 제품 역시 B사 제품 중 가격이 가장 저

렴한 제품이다.

각 유형의 패턴치수를 변수로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

한 결과, 각 군집의 생산업체 및 패턴유형의 분포에서

유사성 및 규칙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업체마

다 패턴의 형태에 차이를 보이고 그 차이에 의한 유형

분류가 이루어져 이를 패턴유형에 따른 치수의 차이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의복의

인체 적합성, 외관, 동작 적응성 등은 다양한 설계요인

의 영향을 받으므로 차후 외관착의 평가 및 동적 평가

를 통해 각 치수특성에 의한 차이와 궁극적으로 최적의

패턴개발이 요구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날로 그 사용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일회용

부직포 전신 보호복 패턴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연구로서 전신 보호복의 패턴정보가 전무한 상황에서

시판 제품을 통해 그 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9개 사양,

2개 사이즈, 총 18개의 시판 부직포 전신 보호복으로부

터 패턴을 획득하고 패턴형상 및 치수현황을 분석하였

다. 이를 기존 상하 일체형 의복 패턴과 비교검토하며 패

턴의 형태와 치수특징을 토대로 패턴의 유형화를 시도

하여 향후 전신 보호복 패턴개발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턴획득 매뉴얼에 근거하여 획득된 시판 부직

Fig. 4. Molison's comparison graph of measurements b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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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전신 보호복의 패턴을 고찰한 결과, 상하를 나누는

패턴의 위치에 따라 가슴선 절개형과 허리선 절개형의

두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소매는 돌만 스타일이나 소매

산이 없는 드롭 숄더 형태이며 팬츠는 바깥솔기가 없이

앞, 뒤가 연결된 패턴이다. 곡선을 최소화한 직선 형태

의 패턴과 최소한의 봉제선 등의 특징은 일회용으로서

의 원단 및 공임 절감 설계, 차단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설

계가 관찰되었다.

둘째, 전문자료를 통한 기존의 상하 일체형 의복의 패

턴과 시판 부직포 전신 보호복 패턴을 비교분석한 결과,

패턴의 형상, 개수, 제도방법, 여유분 등에서 확연한 차

이를 보여 기존 상하 일체형 의복의 패턴을 부직포 전신

보호복 패턴으로 사용하거나 참고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을 파악하였다.

셋째, 패턴의 구조에 따라 조합, 절개하여 배치하였을

때 모두 유사한 형상으로 관찰되어 패턴의 형상만으로

전신 보호복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밝

혔다. 이에 패턴의 각 부위별 27개 치수를 사용, 군집분

석을 실시한 결과, 상하의, 후드 모두 4개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었다. 각 유형의 패턴치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각 군집의 생산업체 및 패턴유형의 분포에서 유사성 및

규칙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성 패턴이 전무한 일회용 부직포

전신 보호복의 패턴형상 및 그 유형별 특징, 유형을 분

류하게 하는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글로벌 시대

에 쉽게 전파되는 각종 전염질병, 유해 산업현장, 농축

산 작업현장 등 덧입는 전신 보호복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올바른 패턴과 치수체계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

에서 잘못된 보호복의 생산 및 소비자의 선택은 오히려

작업환경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 위험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신 보호복의 패턴형상을 탐색

하는 데 그쳐 착의 대상과 작업 동작에 따른 최적의 보

호복을 분석, 개발하는 과정이 시급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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