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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첨단과학기술과 항공 무기체계가 발전한 현대전

에서 공군력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며(Lee, 2010), 
공군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조종사의 전투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왔다. 공군 조종사

에게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 중 피복류나 비행장구

류는 착용자와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장시간 동안 

인체를 보호하는 군수품으로 섬세하게 설계할 필요

가 있다. 특히 비행복과 같은 피복류는 고도의 집중

력을 요구하는 비행 업무를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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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aring ease is a critical factor when designing special uniforms such as flight pilot's garment and should 

reflect occupational properties for better performance. This study measured skin surface on 31 areas in seven 
postures that refer to the pilot's occupational postures as well as made six prediction models including linear 
mixed model (LMM) for each body part to find the best fit model. Skin surface measured from 3D body scan- 
ned images of 11 male pilot participants. There were significantly positive and negative changes in various 
areas from standing posture (P1) to dynamic postures (P2-P7). Six models were designed in various composi- 
tions using stature and chest circumference as fixed effects and subject and posture as random effects. The 
best models were linear mixed models with one fixed effect (chest circumference or stature, varies with body 
parts) and two random effects (subject and pos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reference data to set we- 
aring ease for pilot's garment and suggests a new methodology in this research area, but verifying the effect of 
diverse independent variables is left for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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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상 업무를 수행할 때도 착용하는 핵심 군수

품으로 근무복이자 보호복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

므로 조종사의 업무 특성과 인체 특성을 고려하여 

착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Lee et al., 
2016). 착용자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본래의 기능

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행복 설계를 위해서는 착

용자인 조종사가 업무 시 주로 취하는 동작에서 인

체 표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몸을 움직이고 일하는 동안 인체 각 부위의 크기가 

변하고 의복과 근육, 피부 조직 사이의 역학 작용이 

일어나며 이로 인해 의복 착용의 불편함이 유발되는

데(Ashdown, 2011; Gupta, 2011), 이러한 불편함을 해

소하기 위해서 의복을 설계할 때 동작에 따른 피부 

표면 증가량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

만 인체와 의복 사이의 적합하지 않은 여유량은 불

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인체에 부담을 주거나 작업 

시 위험한 상황을 유발하기도 하며(Eungpinichpong 
et al., 2013; Watkins, 1995/2003), 이러한 인체와 의복 

사이의 적절한 여유량은 보호복이나 작업복과 같은 

의류제품에서 더욱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동작 시 피부 표면의 길이 변화를 관찰하여 의복

의 여유량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는 다방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선행연구의 방법을 살펴보면 모델링

법, 크로스컷법, 모아레사진법, 직접측정법 등(Kim 
et al., 1990; Kim & Kim, 2003; Suh & Cho, 1997; Wang 
et al., 2011)이 있지만 측정부위가 많을 경우 시간이 

오래 걸려 피험자에게 피로를 안겨주며 측정할 수 있

는 부위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어 최근에는 3차
원 스캔을 통한 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주로 채택하

고 있다(Choi & Hong, 2015; Han et al., 2012; Oh et al., 
2011). 다양한 측정 방법을 통해 획득한 부위별 치수

데이터의 분석법을 살펴보면, 주로 측정한 부위의 

평균과 표준편차 분석(Kim & Kim, 2003; Suh & Cho, 
1997), 특정 두 부위의 상관관계 분석(Kim et al., 1990), 
요인분석(Cho, 1996; Wang et al., 2011) 등으로 이루

어져 있는데 해당 연구결과를 실제 의류제작 시 활

용 가능한 동작여유량 등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

다 확장성을 가진 데이터 분석법이 더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집단으로부터 얻은 인체치수 정

보를 확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

법은 선형모형(linear model)이다. 키나 가슴둘레와 

같은 주치수를 통해 진동깊이나 목둘레와 같은 부수

적인 치수를 예측하는 의류패턴제도식을 개발할 때 

이 선형모형이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선

형모형은 각 변수가 공선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작성되는데, 체표길이 변화 측정과 같이 피험

자로부터 반복측정하여 획득하는 자료의 경우 변수

가 독립이 아니므로 동일한 피험자에 해당하는 자료 
간 적절한 상관성 구조를 가정하고 분석하는 선형혼

합모형(linear mixed model)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

다(Nam & Chung, 2012; Winter, 2013). 이 방법은 잠재

적 영향을 주는 변수를 통제하는 융통성을 확보한 

방법(Song et al., 2006)으로 체표길이 변화량 분석 결

과를 실제 의복패턴제도에 과학적으로 적용할 수 있

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군 전투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피복류 설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조종사의 동작에 따른 부위별 체표길이를 

측정하고 변화량을 분석하여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선형혼합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자세별 체표길이 측정

전투기 조종사의 피복류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 제

공을 위하여 11명의 현직 전투조종사를 대상으로 

7가지 자세를 취하였을 때 3차원 전신 스캔을 통해 

인체형상 정보를 획득하였으며, 획득한 3차원 인체형

상에서 각 자세별로 31부위의 체표길이를 측정하였

다.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의 평균 연령은 35.8±2.8세, 
평균 근무경력 12.7±3.0년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키 

174.15±2.75cm, 가슴둘레 102.14±2.92cm, 체중 76.76
±5.60kg, BMI는 25.29±1.43이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

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IRB No.
1501/001-018) 피험자는 사전에 실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받은 후 동의하여 실험에 참가하였다. 실험

에 사용한 3차원 스캐너는 Artec Eva 3D Scanner(Artec 
Group company, USA)이며 Artec Studio 10 Professio-
nal(Artec Group Company, USA)과 Rapidform XOR3
(3D Systems, USA)를 사용하여 3차원 형상 가공 후 

피험자별, 자세별, 부위별 해당 데이터를 cm 단위로 

측정하였다.
3차원 스캔을 위한 자세는 조종사 업무에 따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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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Lee et al., 2016) 단계적 동

작추출을 통하여 정의하였다. 조종사들이 실제 현장

활동 시 취하는 동작들을 3차원 스캔이 가능한 측정

용 자세로 정의하기 위하여 다양한 동작들을 특성별

로 분류한 후 간략화하는 작업을 거쳤다(Lee, 2016). 
정의된 동작은 바로 선 자세를 비롯해 총 7가지로 조

종사의 주요 업무동작들을 대표하며 동시에 체표길

이 측정에도 용이한 자세들로 구성되었다(Table 1).

측정부위는 동작 시 증감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

며 의복제작 시 참고할 수 있는 부위를 위주로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2010)와 Gordon 
et al.(1989)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총 31부위를 선정

하였다. 다양한 자세의 스캔 자료에서 동일한 부위

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3차원 인체형상 정보 획

득에 앞서 피험자의 체표면에 측정기준선을 모두 표

시하였다(Fig. 1).

No. Image Postures Major joint movement Explanation

P1 Standing
erect - Stand with feet shoulder-width apart. Hold sticks to 

keep a stable position and look straight ahead.

P2 Knee
lift Hip flexion + Knee flexion

Stand facing a chair adjusted with the subject's knee 
height. Lift right knee and place right foot on the 
chair. Hold sticks to keep a stable position and look 
straight ahead.

P3
Standing
forward

bend
Trunk flexion + Shoulder flexion

Stand with feet shoulder-width apart facing the chair. 
Bend the waist to the front. Hold the chair with both 
arms to support the torso.

P4

Front
arms
raise

(sitting)

Hip flexion
 + Knee flexion

Shoulder Flexion 
(frontal 90°)

Sit on the chair and bring both arms straight up in 
front of the body to shoulder height (about 90°). 
Hold sticks to keep a stable position.

P5
Fists

together
(sitting)

Shoulder 
abduction + 

Elbow flexion

Sit on the chair. Bring both fists to the center of the 
chest, about shoulder height level.

P6

Overhead
arms
raise

(sitting)

Shoulder Flexion Sit on the chair. Lift both arms overhead.

P7
Torso
twist

(sitting)

Trunk's left 
lateral rotation + 

Shoulder 
abduction 
+ Shoulder 
adduction

Sit on the chair. Rotate the torso to the left side and 
stretch arms to left lateral. Hold sticks to hold the 
posture and look left side.

Table 1. Seven postures used for 3D sc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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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본 실험을 통해 획득한 형상은 피험자 11명×7자세

=77개이며 각 형상마다 31개 부위의 체표길이를 측

정하였으며 측정값의 정확성을 위하여 한 부위당 총 
3번 측정한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의자에 앉은 자세

에서 측정이 불가능한 엉덩이둘레, 허벅지둘레, 움
직임이나 겹침으로 인해 충분한 체표 데이터가 얻어

지지 않은 종아리, 팔과 같은 부위는 결측처리하였

다. 따라서 총 관측값은 11(명)×7(자세)×31(부위)‒
169(결측)=2,218이다.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사용한 

도구는 R Statistics(R Core Team, 2018)이며 선형혼합

모형 작성을 위하여 lme4 package(Bates et al., 2015)
를 사용하였다.

1) 체표길이 변화 분석

체표길이 변화 분석을 위하여 각 자세별, 인체부

위별 체표길이 평균값과 바로 선 자세(P1)에서 다양

한 자세를 취할 때(P2~P7)의 체표길이 변화율을 인

체부위별로 계산하였다. 자세별, 인체부위별 체표

길이 측정값에 대한 정규성 검정을 한 결과(Levene's 
test) 정규성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바로 선 자세와 다

양한 자세를 취할 때의 평균 비교는 Wilcoxon의 부호

순위 검정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Circumference
measurements

(17 parts)

Chest circum. (front, back, whole), Waist circum. (front, back, whole), Hip circum. (front, back, whole), Mid-
thigh circum.†, Calf circum.†, Armscye circum.(front, back, whole)††, Neck base circum.(front, back, whole)

Length
measurements

(14 parts)

Interscye (front, back), Bishoulder length, Shoulder length††, Arm length††, Cervical to wrist length††, Axilla 
to waist length††, Waist to hip length, Axilla to hip length, Crotch length, Waist back length, Waist front length, 
Trunk length, Knee length††

†: Take right side measurements 
††: Take mean measurements at symmetric postures (P1, P3, P4, P5, P6) and bigger measurements at asymmetric postures (P2, P7)
circum.: circumference

Fig. 1. Landmarks on the subject body surface and 31 body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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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표길이 변화 모형 작성

선형혼합모형을 사용하면 반복측정으로 인해 변

수가 독립이 아닌 경시적 자료(longitudinal data)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선형혼합모형의 형

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Laird & Ware, 1982)
(Eq. 1).

y = Xβ + Zγ + ε
γ ‒ N(0, Σ ), ε ‒ N(0, σε2  I )

Basic Equation of linear mixed model ...... Eq. 1.

여기서 β는 고정효과 변수(fixed effect parameters), 
γ는 임의효과 변수(random effect parameters), X와 Z
는 각각 고정효과와 임의효과에 대응하는 설계행렬

이며 ε는 잔차이다. 체표길이 변화량을 분석하는 모

형을 작성하기 위하여 고정효과로 일반 남성복 제작 
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준 치수인 키와 가슴둘레

를 두었으며 임의효과로 피험자와 자세를 두었다. 
모형의 작성을 위해 사용된 데이터는 체표길이 변화

량 데이터로 바로 선 자세(P1)에서 동적인 자세(P2~
P7)를 취하였을 때와 체표길이 변화량으로 각 부위

별 대응하는 인체치수의 차를 통해 구하였다.
부위별 체표길이 변화를 예측하는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하여 고정효과와 임의효과를 다양하게 둔 다

섯 가지 모형은 <Table 2>와 같다 M1은 고정효과 변

수로 키와 가슴둘레를, 확률효과 변수로 피험자와 

자세를 둔 모형, M2는 고정효과 변수를 제거한 y절
편 모형, M3는 확률효과 변수의 효과를 제거한 일반

적인 선형모형, M4는 고정효과인 키와 가슴둘레의 

교호작용을 고려한 모형이다. 고정효과 변수인 키와 
가슴둘레 각각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M5를 가슴

둘레만 고정효과로 둔 모형, M6를 키만 고정효과로 

둔 모형도 비교모형으로 설정하였다. 31개의 인체부

위 중 엉덩이둘레 앞(hip circum., front), 엉덩이둘레 

뒤(hip circum., back), 엉덩이 둘레 전체(hip circum., 
whole), 허벅지둘레(midthigh circum.)의 경우 앉은 자

세(P4~P7)에서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아 모형 작성을 
위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27개 인체부위에 대해 예측모형이 작성되었다. 작
성된 여섯 가지 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후 통계모형 자

료의 설명도인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값을 
비교하여 낮은 값이 나타난 모형을 우수한 모형으로 
해석하였다. 고정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확인을 위해 
우도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을 수행하였다.

III. 결과및고찰

1. 체표길이 변화 분석

자세에 따른 부위별 체표면 측정의 평균치 및 기

본자세와 특정 자세를 취하였을 때 부위별 치수변화

율은 <Table 3>과 같다. 모든 측정부위에서 기본자세

와 비교하였을 때 유의미한 치수변화(p<.05)를 보인 

자세가 적어도 한 자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진 치수변화율이 관찰된 자세와 부위

는 P6자세에서 겨드랑점에서 허리선까지 길이(axilla 
to waist length)인 61.87%로 나타났다. 특히 겨드랑점

에서 허리까지 길이는 모든 자세에서 유의미한(p<.01) 
치수 증가가 관찰되었으나,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길

이(waist to hip length)는 앉은 자세에서 감소하는 경

향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이 두 부위 치수를 더한 겨

드랑점에서 엉덩이까지 길이(axilla to hip length)로 

살펴보았을 때 모든 부위에서 유의미한 길이 증가(p
<.01)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상의류를 디자인할 때 

Models Fixed effect variables Random effect variables

M1 Stature, Chest Subject, Posture

M2 - Subject Posture

M3 Stature, Chest -

M4 Stature, Chest (interaction) Subject, Posture

M5 Chest Subject, Posture

M6 Stature Subject, Posture

Table 2. Fixed effect variables and random effect variables used in linear model (M3) and linear mixed mo- 
dels (M1, M2, M4, M5, 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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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P2 P3 P4 P5 P6 P7

Chest circum.,
front

Mean (cm) 47.60 47.20*** 36.66*** 38.32*** 40.34*** 41.22*** 36.10***
Percentage (%) ‒0.64*** ‒22.81*** ‒19.29*** ‒15.11*** ‒13.34*** ‒24.01***

Chest circum.,
back

Mean (cm) 57.86 57.92*** 70.64*** 67.36*** 66.10*** 70.62*** 67.71***
Percentage (%) 0.19*** 22.18*** 16.54*** 14.44*** 22.09*** 16.97***

Chest circum., 
whole

Mean (cm) 105.46 105.12*** 107.30*** 105.68*** 106.44*** 111.84*** 103.81***
Percentage (%) ‒0.34*** 1.75*** 0.19*** 0.92*** 6.03*** ‒1.57***

Waist circum.,
front

Mean (cm) 49.79 50.32*** 50.98*** 51.25*** 51.22*** 49.57*** 50.92***
Percentage (%) 1.03*** 2.37*** 2.75*** 2.77*** ‒0.30*** 2.17***

Waist circum.,
back

Mean (cm) 37.63 37.83*** 39.94*** 38.43*** 38.04*** 38.27*** 38.62***
Percentage (%) 0.52*** 6.18*** 2.11*** 1.10*** 1.75*** 2.64***

Waist circum., 
whole

Mean (cm) 87.42 88.15*** 90.92*** 89.68*** 89.26*** 87.83*** 89.54***
Percentage (%) 0.83*** 4.02*** 2.52*** 2.04*** 0.53*** 2.38***

Hip circum.,
front

Mean (cm) 55.30 56.80*** 53.57*** - - - -
Percentage (%) 2.86*** ‒3.07*** - - - -

Hip circum.,
back

Mean (cm) 45.02 51.08*** 48.70*** - - - -
Percentage (%) 13.38*** 8.16*** - - - -

Hip circum.,
whole

Mean (cm) 100.32 107.87*** 102.27*** - - - -
Percentage (%) 7.55*** 1.95*** - - - -

Midthigh circum.
Mean (cm) 53.10 54.43*** 52.76*** 53.13*** 52.77*** 52.99*** 57.15***

Percentage (%) 2.49*** ‒0.64*** 0.38*** ‒1.15*** ‒0.02*** 6.71***

Calf circum.
Mean (cm) 40.13 41.10*** 40.34*** 40.67*** 40.96*** 41.70*** 41.22***

Percentage (%) 2.68*** 0.28*** 2.53*** 2.75*** 3.74*** 2.55***

Armscye circum., 
front

Mean (cm) 22.17 23.41*** 22.55*** 21.68*** 19.87*** 20.07*** 28.12***
Percentage (%) 5.63*** 2.47*** ‒1.31*** ‒9.67*** ‒8.99*** 27.61***

Armscye circum., 
back

Mean (cm) 27.48 27.91*** 23.50*** 22.09*** 22.69*** 23.31*** 24.52***
Percentage (%) 1.50*** ‒14.38*** ‒19.57*** ‒17.33*** ‒15.07*** ‒10.66***

Armscye circum., 
whole

Mean (cm) 49.65 51.32*** 46.05*** 43.76*** 42.56*** 43.38*** 51.57***
Percentage (%) 3.39*** ‒7.08*** ‒11.67*** ‒14.08*** ‒12.53*** 4.04***

Neck base circum., 
front

Mean (cm) 30.35 29.95*** 29.05*** 29.29*** 29.78*** 31.29*** 28.95***
Percentage (%) ‒1.29*** ‒5.17*** ‒3.42*** ‒1.83*** 3.13*** ‒4.59***

Neck base circum., 
back

Mean (cm) 17.95 18.45*** 17.17*** 18.17*** 17.16*** 14.49*** 17.55***
Percentage (%) 2.67*** ‒4.39*** 1.32*** ‒4.24*** ‒19.09*** ‒2.19***

Neck base circum., 
whole

Mean (cm) 48.30 48.39*** 46.44*** 47.46*** 46.94*** 45.79*** 46.50***
Percentage (%) 0.20*** ‒4.85*** ‒1.70*** ‒2.77*** ‒5.20*** ‒3.70***

Interscye,
front

Mean (cm) 38.45 37.47*** 31.34*** 31.07*** 34.80*** 34.60*** 32.18***
Percentage (%) ‒2.54*** ‒18.57*** ‒19.19*** ‒9.46*** ‒9.87*** ‒16.33***

Interscye,
back

Mean (cm) 42.19 42.62*** 48.63*** 48.99*** 45.73*** 40.96*** 47.20***
Percentage (%) 1.02*** 15.31*** 16.14*** 8.53*** ‒2.86*** 11.83***

*p<.05, **p<.01, ***p<.001
Level of significance as estimated by Wilcoxon signed-rank test when compared with P1
circum.: circumference

Table 3. Mean measurements and percentage of change on each body part at seven pos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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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에 따른 옆선의 증가율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

작해야 할 것이지만, 상하 연결복 제작 시에는 허리

에서 엉덩이까지의 변화율이 겨드랑이에서 허리까

지의 변화율보다 다소 적음을 고려하여 조정된 증가

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슴둘레 전체(chest circum., whole)에서 유의한 변

화(p<.05)가 나타난 자세는 P5, P6뿐이었으며 변화

율도 최대 6.03%로 다소 작은 값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가슴둘레 앞(chest circum., front), 앞품(interscye, 
front), 가슴둘레 뒤(chest circum., back), 뒤품(inter-
scye, back)의 최대 변화율은 각각 ‒24.01%, ‒19.19%, 
22.18%, 16.14%로 나타났으며 기본자세와 비교하였

을 때 대부분의 자세에서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p
<.01)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슴둘레 전체

로 보았을 때 동작 시 가슴둘레 뒤의 증가량이 가슴

둘레 앞의 감소량으로 보상되어 동작에 따른 여유분

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의복에 소매가 달

릴 경우 소매산 너비의 한계로 앞뒤 가슴둘레 상호 

치수 간 보상이 적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어깨길이(shoulder length)와 어깨가쪽사이길이(bi-

shoulder length)는 팔을 들어올리는 모든 자세(P3~P7)
에서 유의하게 감소(p<.01)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최대 44.24%, 41.39%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관

찰되었다. 어깨 부위의 경우 동작 용이성을 위한 여

P1 P2 P3 P4 P5 P6 P7

Bishoulder 
length

Mean (cm) 43.97 43.76*** 34.96*** 41.27*** 37.55*** 25.75*** 39.84***

Percentage (%) ‒0.49*** ‒20.49*** ‒6.16*** ‒14.52*** ‒41.39*** ‒9.40***

Shoulder
length

Mean (cm) 14.35 14.14*** 10.56*** 12.59*** 11.48*** 8.01*** 12.90***

Percentage (%) ‒1.41*** ‒26.35*** ‒12.24*** ‒20.00*** ‒44.24*** ‒10.12***

Arm
length

Mean (cm) 57.53 57.85*** 58.19*** 58.22*** 59.10*** 56.39*** 59.72***

Percentage (%) 0.57*** 1.16*** 1.20*** 2.77*** ‒1.74*** 3.33***

Cervical to wrist 
length

Mean (cm) 79.51 79.73*** 75.67*** 78.85*** 77.87*** 69.33*** 80.08***

Percentage (%) 0.27*** ‒4.82*** ‒0.82*** ‒2.02*** ‒12.68*** 0.73***

Axilla to waist
length

Mean (cm) 21.22 22.21*** 28.48*** 25.63*** 27.13*** 34.29*** 29.24***

Percentage (%) 4.42*** 34.21*** 20.92*** 27.77*** 61.87*** 37.80***

Waist to hip 
length

Mean (cm) 16.97 17.79*** 18.32*** 15.72*** 15.28*** 15.69*** 16.46***

Percentage (%) 4.83*** 7.94*** ‒7.37*** ‒9.98*** ‒7.53*** ‒2.92***

Axilla to hip 
length

Mean (cm) 44.57 46.50*** 53.69*** 47.52*** 48.71*** 56.73*** 50.95***

Percentage (%) 4.29*** 20.47*** 6.61*** 9.26*** 27.28*** 14.32***

Crotch 
length

Mean (cm) 83.76 82.82*** 82.92*** 80.75*** 80.82*** 83.67*** 82.45***

Percentage (%) ‒1.11*** ‒0.99*** ‒3.56*** ‒3.47*** ‒0.10*** ‒1.52***

Waist back
length

Mean (cm) 41.09 40.59*** 44.35*** 39.73*** 39.31*** 39.47*** 40.68***

Percentage (%) ‒1.22*** 7.80*** ‒3.30*** ‒4.34*** ‒3.97*** ‒1.02***

Waist front 
length

Mean (cm) 32.83 32.71*** 28.97*** 33.19*** 33.21*** 35.41*** 32.85***

Percentage (%) ‒0.39*** ‒11.57*** 1.09*** 1.21*** 7.93*** 0.08***

Trunk
length

Mean (cm) 157.68 156.11*** 156.24*** 153.67*** 153.34*** 158.55*** 155.98***

Percentage (%) ‒0.98*** ‒0.90*** ‒2.50*** ‒2.73*** 0.56*** ‒1.06***

Knee
length

Mean (cm) 34.04 41.49*** 32.15*** 41.05*** 40.98*** 41.08*** 41.71***

Percentage (%) 21.89*** ‒5.54*** 20.64*** 20.44*** 20.73*** 22.59***
*p<.05, **p<.01, ***p<.001
Level of significance as estimated by Wilcoxon signed-rank test when compared with P1
circum.: circumference

Table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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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을 추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상의 패

턴 구조상 체표 신축률이 큰 뒤품과 암홀선으로 연

결되는 부위이므로 뒤품의 동작 기능성과 외관 적합

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균형잡힌 여유량을 고

려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앞뒤밑위둘레(crotch length)는 허리를 숙이거나 

다리를 움직이는 P2, P3동작에서 유의미하게 감소(p
<.05)하였으며 앞뒤밑위둘레, 앞길이, 등길이를 더

한 몸통앞뒤길이(trunk length) 역시 자세에 따라 유

의미한 체표길이 증가량은 발견되지 않았다. 상하 연

결복인 비행복과 같은 피복류를 착용할 때 착용자에

게 동작에 따른 불편함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부위

가 밑위임을 발표한 선행연구(Jeon et al., 2009; Lee et 
al., 2016)의 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앞뒤밑위둘레

와 몸통앞뒤길이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과 상

반된 결과이다. 이는 피부 표면의 경우 동작에 따라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 앞길이와 뒤길이가 서

로의 치수변화를 보상하기 때문에 전체 길이의 변화

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의류제품의 경우 앞뒤 조각

으로 분리되어 서로의 치수변화가 보상되지 못하였

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

위에 여유량을 적용할 때 앞뒤 치수변화 보상효과에 
따른 실질적 체표길이 변화량은 적다는 사실에 유의

하여 반영하되, 의류제품 내에서 앞뒤 치수보상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체표길이 변화 모형 작성

고정효과와 임의효과를 다르게 설정한 M1~M6의 
선형혼합모형 또는 선형모형의 AIC값을 비교한 결

과와 각 인체부위별 AIC값이 가장 낮은 값을 음영처

리하여 <Table 4>에 제시하였다. 모형을 작성한 27개
의 부위 중 16개 부위에서 M2의 AIC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데이터의 절편만을 표현한 

모형 M2가 키와 가슴둘레 치수를 고정효과로 둔 모

형보다 적합하다고 나타난 것이며 다시 말해 해당 

부위 치수를 예측하는 모형을 작성함에 있어 키와 

가슴둘레 변수가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체부위를 제외하고 고정효과 변수의 효과

가 나타난 나머지 11개 인체부위에 관한 모형을 중

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부위에서 고정효과와 임의효과를 함께 고려

한 M1의 AIC값이 임의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 

선형모형인 M3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일반적인 선형모형에 비해 변수의 상관관계를 고려

한 혼합선형모형의 예측력이 더 나은 것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인체부위에서 키와 가슴둘레의 교호작용

을 반영한 모형인 M4의 AIC값이 M1에 비해 높게 나

타났는데 이것은 고정효과 사이의 상호의존관계가 

없는 것으로 각각의 변수가 독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개의 고정효과 중 가슴둘레 고정효과만 삽

입한 M5, 키 고정효과만 삽입한 M6가 두 개의 고정

효과를 모두 삽입한 M1에 비해 낮은 AIC값을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인체부위의 체표길이 변

화량을 예측함에 있어서 선형혼합모형의 예측력이 

높으며 고정효과로 키와 가슴둘레를 함께 삽입하는 

것보다 부위에 따라 키와 가슴둘레를 별도로 삽입하

는 것이 더 나은 예측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부위별로 제시한 6개의 모형 중 부적합한 모형을 

제외한 후 AIC값이 가장 낮게 나타난 모형과 이들의 

고정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절편만 삽입한 선형혼합

모형인 M2와 우도비 검정을 수행한 결과를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이 중 고정효과에 대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모형은 가슴둘

레 뒤(χ2(1)=9.55, p<.01), 가슴둘레 전체(χ2(1)=5.18, p
<.05), 암홀둘레 앞(χ2(1)=3.98, p<.01), 뒤품(χ2(1)=3.96, 
p<.01)을 예측하는 M5로 나타났다. 가슴둘레를 고

정효과로 둔 M5를 사용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체

표길이 변화 예측모형은 <Fig. 2>와 같다.
동작에 따른 체표길이 변화를 예측한 본 모형은 

실제 의류제품 생산을 위한 의복패턴설계 시 가슴

둘레 치수에 따른 과학적인 동작여유량을 제시할 

수 있으며 자동패턴제도의 알고리즘에 적용 가능하

다. 예를 들어 가슴둘레가 100cm인 사람의 가슴둘레 

뒤 체표길이 변화량은 (0.6×100-49.4)cm, 즉 10.6cm
로 예측할 수 있으며, 이를 동작여유량으로 설정하

여 의복패턴제도 시 참고할 수 있다. 더불어 다양한 

가슴둘레 치수로 그레이딩할 때 본 모형의 계수를 

활용한 결과를 가슴둘레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하여 

동작여유량의 차별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

슴둘레가 5cm씩 커질 때마다 각 사이즈별 뒤품 체표

길이 변화량은 뒤품에 해당하는 모형의 계수인 0.2
를 활용하여 (0.2×5)cm, 즉 1cm씩 차이가 난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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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할 수 있다. 그레이딩을 할 때 일반적으로 가슴둘레 
치수에 따라 계산되는 1/2 뒤품 편차에 본 모형으로 

계산된 1/2 뒤품 체표길이 변화량인 0.5cm를 추가로 

고려하여 각 사이즈별 동작여유량을 반영할 수 있다.

IV . 결    론

공군 전투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피복류 설계

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세를 취하였을 때 3차
원 인체형상 이미지를 획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부

위별 체표길이 변화량 분석하고 예측모형을 개발하

였다. 본 연구결과 바로 선 자세(P1)와 조종사의 업무

를 대표하는 자세(P2~P7)를 취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치수변화를 보인 부위가 많으며 각 부위별 
체표길이 변화량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체표길이 
변화량을 예측하기 위하여 상의 패턴제도 시 기본치

수로 사용되는 키와 가슴둘레를 고정효과로, 피험자

　Body parts M1 M2 M3 M4 M5 M6

Chest circum., front 323.0 322.0 389.6 324.8 321.0 324.0

Chest circum., back 342.5 348.5 405.7 344.4 341.0 350.3

Chest circum., whole 320.1 322.2 353.1 322.1 319.0 323.4

Waist circum., front 268.9 265.5 268.2 269.0 267.3 267.0

Waist circum., back 215.6 214.9 223.5 217.5 215.3 215.5

Waist circum., whole 264.5 264.1 271.2 263.4 262.6 266.1

Calf circum. 123.5 122.1 156.1 124.8 122.4 123.5

Armscye circum., front 307.6 309.0 356.8 308.9 307.0 310.0

Armscye circum., back 259.4 257.8 307.6 259.1 259.8 257.4

Armscye circum., whole 334.1 333.1 392.1 334.6 332.2 335.0

Neck base circum., front 236.9 236.2 241.7 235.8 235.0 238.1

Neck base circum., back 207.5 204.8 254.3 209.5 206.6 205.7

Neck base circum., whole 236.9 238.7 241.7 238.4 235.0 238.1

Interscye, front 271.1 269.3 325.3 273.1 269.4 271.0

Interscye, back 280.6 281.0 355.5 282.3 279.0 282.7

Bishoulder length 312.6 312.5 434.0 313.5 313.0 312.5

Shoulder length 182.6 180.4 292.1 184.5 181.1 181.9

Arm length 190.3 187.4 217.4 191.8 188.3 189.3

Cervical to wrist length 274.9 272.5 368.5 276.9 274.3 273.1

Axilla to waist length 276.4 273.9 377.8 278.4 275.8 274.4

Waist to hip length 194.1 190.4 242.9 196.1 192.2 192.4

Axilla to hip length 297.1 293.3 381.3 299.0 295.2 295.2

Crotch length 278.4 275.0 297.0 276.0 276.4 277.0

Waist back length 243.1 240.2 292.8 244.0 241.4 241.9

Waist front length 301.5 299.3 325.1 303.1 300.8 300.0

Trunk length 331.9 328.9 342.0 329.6 330.3 330.5

Knee length 191.4 190.4 360.3 193.3 190.3 191.7

Data of the model with the lowest AIC per data set is shaded
circum.:circumference

Table 4.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 of models M1-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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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자세를 임의효과로 둔 다양한 조합의 모형 M1~M6
를 비교한 결과 고정효과만 고려한 일반적인 선형모

형에 비해 임의효과의 영향을 고려한 선형혼합모형

의 예측력이 더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활

용하여 부위별 체표변화량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군 조종사 피복류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

Body parts Best 
model

(Intercept) Fixed effect†

χ2†† p-value††

Estimate SE Estimate SE

Chest circum., front M5 ‒26.3 18.0 ‒0.3 0.2 3.06 .080 

Chest circum., back M5 ‒49.4 14.7 ‒0.6 0.1 9.55 .002 

Chest circum., whole M5 ‒22.9 10.1 ‒0.2 0.1 5.18 .023 

Waist circum., whole M5 ‒12.0 06.9 ‒0.1 0.1 3.50 .061 

Armscye circum., front M5 ‒32.5 14.5 ‒0.3 0.1 3.98 .046 

Armscye circum., whole M5 ‒30.9 18.6 ‒0.3 0.2 2.90 .089 

Neck base circum., front M5 ‒13.8 06.8 ‒0.1 0.1 3.17 .075 

Neck base circum., whole M5 ‒12.0 06.2 ‒0.1 0.1 2.60 .107 

Interscye, back M5 ‒19.8 10.7 ‒0.2 0.1 3.96 .046 

Knee length M5 ‒15.1 06.3 ‒0.1 0.1 2.08 .149 

Armscye circum., back M6 ‒31.4 17.2 ‒0.2 0.1 2.38 .123 
circum.: circumference, SE: standard error
†: Fixed effect for M5 is Chest circum., and M6 is Stature
††: χ2 and p-values are obtained by the likelihood ratio test of the best models against M2 (intercept only model)

Table 5. Estimate of the best model on each body measurement

Fig. 2. The prediction models of body measurement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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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제공하였다.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대상으로 

조종사 업무동작을 반영한 자세를 취하였을 때 체표

길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실질적이고 과학적

인 변화량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

된 결과는 피복류 설계 시 여유량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되어 조종사들이 동작 시 의복으로 느끼는 

불편함을 줄여주고 착의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공군력의 향상에 도움

이 될 것이다.
둘째, 체표길이 변화량 예측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연구결과 활용도를 확대시켰다. 체표길이 변화 분석

과 더불어 예측력이 높은 모형을 만들어 다양한 인

체치수에도 적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예측모형은 의류패턴 그레이딩, 자동패턴제도 등 다

양하게 활용되어 넓은 범위의 사이즈 그룹을 만족시

킬 수 있는 의복제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셋째, 선형혼합모형이라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적

용하였다. 기존연구에서는 변수를 독립으로 가정한 

일반 모형을 주로 사용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반복

측정자료에 적용 가능한 선형혼합모형을 사용하여 

연구방법론적인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의류학 분야에서 경시적으로 수집된 자료의 분석방

향을 확장시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측정한 자세의 종류에 비해 피

험자가 다소 적고 분석에 사용된 고정효과를 가슴둘

레와 키에 한정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일부 제한이 

있다. 인체부위 4곳의 체표길이 변화에 대한 통계적

으로 예측력이 있는 모형이 도출 되었지만, 다양한 

부위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수집된 
것보다 많은 데이터가 수집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고정효과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예측식이 도출되지 않은 부위의 불확실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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