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의류산업의 발달은 대량생산체계에서 벗어나 다품

종소량생산체계를 거치면서 한층 가속화하고 있다. 대

량생산체계에서는 생산되는 사이즈 수가 한정되어 있

고 디자인과 스타일이 매우 획일화되어 있다. 이를 보

완하기 위하여 다품종소량생산체계에서는 디자인과

스타일의 다양화를 추구하 으나, 사이즈 측면에 있어

서는 대량생산체계와 크게 달라지지 못하고 소비자

타겟을 특정화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정도

이다. 또한 다품종소량생산이라고 해서 소비자가 자신

이 원하는 상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

다. 다양한 상품 가운데서 또 다른 선택의 어려움을

갖게 되며 정작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찾지 못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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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production situation of made-to-measure clothes of ready-to-
wear manufacturers for middle-aged women. This study will be the basis of developing production
model of mass customized clothing for middle-aged women.

For the questionnaire, 18 ready-to-wear manufacturers, which were producing made-to-measure
clothes and in higher ranking of sales, were selected and the pattern makers of the manufacturers were
questioned about 29 items for this research.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were as follows:
1. The production ratio of made-to-measure clothes was increasing and most manufacturers have

problems making fitted clothes for each customer.
2. The most common reason to order made-to-measure clothes was the sizes according to the various

somatotypes and the proportion difference of a body.
3. The common somatotypes of upper body for made-to-measure clothes were obesity, large bust,

bent forward posture, and leaning back posture.
4. The common somatotypes of lower body for made-to-measure clothes were obesity, prominent

abdomen, prominent abdomen-prominent hip, and prominent hip.
5. Pattern making for made-to-measure clothes was to use production patterns or make new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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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혹시 찾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를 찾지 못하

는 경우가 허다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의복에 대한 관심과 수준이 날

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생산의 가장

초기단계인 수공업생산체계, 즉 맞춤의복으로 관심을

전환시키게 된다. 맞춤의복은 소비자의 체형과 취향을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으나, 생산원가가 높고 생산기

간이 길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기성복과 같은 가격과

단기간의 생산으로 소비자의 체형과 취향에 적합한

의복을 제작하는 것이 21세기 의류산업의 관심사이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이‘매스 커스터마

이제이션(Mass Customization)’으로 대량생산과 수공

업생산의 중간단계에서 생산방식은 대량생산과 같이

자동화를 실현하면서 제품의 다양성 면에서는 소비자

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 수공업생산의 장점을 살

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라는 용어는 1987년 Stanley M. Davis의 Future Perfect

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의 대

표주자인 B. Joseph Pine II는“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이란 대량(mass)의 기초하에 개별화된(customized) 상

품을 개발하고 생산, 마케팅, 배송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1). 이 용어는 대량생산(Mass Production)과

고객화(Customization)라는 두 이질적인 단어의 합성어

로, 대량생산의 장점인 낮은 가격대 창출과 주문생산

의 장점인 고객지향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매

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은 개별 고객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면서도 값싸게 대량생산할 수 있는

경 방식을 말한다2).

중년여성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체형의 다양성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에 있다3)∼5). 그러나 홍병숙(1985)

과 손희순(1989)이 중년여성의 체형특징에 따른 기성

복의 인체적합도 저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듯이 기

성복업체에서는 이러한 체형의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

한 상태에서 기성복을 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6),7). 그

러므로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성복업체에서는

넓은 사이즈 범위를 수용하기 위해서 가장 작은 사이

즈와 가장 큰 사이즈 간의 사이즈 차이를 크게 하여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의 생산 사이즈 수를

조절하는데는 재고부담과 생산상의 어려움 등의 이유

로 그 수를 적게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

신의 사이즈에 맞는 의복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이와 같이 기성복에서는 사이즈상의 문제만으로

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체형에 대한 배려는 전

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이체형을 가

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기성복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맞춤을 통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패

턴사가 직접 계측을 하지 않고 판매원이 몇 가지 대표

치수만을 계측하고 체형특징을 표기하기 때문에, 맞춤

을 통해 생산된 의복에서도 인체적합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생산기간의 단축과 생산

원가의 감소를 위하여 가봉을 생략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기 때문에 고객의 신체에 적합한 의복을 제작하

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처럼 체형이 다양한 중년여성복의 효과

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맞춤생산과 대량생산의 중간단

계인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의류제픔의 생산시스템

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중년여성

을 대상으로 하는 기성복업체의 맞춤생산 실태를 파

악할 필요가 있고, 이를 기초로 한 중년여성의 체형에

대한 연구, 체형별 패턴제작과 그레이딩 등에 대한 생

산 시스템 연구, 그리고 맞춤생산 의복의 판매시스템

에 대한 연구로 이어져 효과적인 매스 커스터마이제

이션 의복 생산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중년여성을 대

상으로 하는 기성복업체의 맞춤생산 실태를 파악하여

맞춤이 많은 중년여성의 체형을 밝히고 기성복업체의

맞춤복 생산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II.

1. 조사대상 업체 선정

맞춤의복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의 중년여성 대상

기성복업체 중 매출순위에 따라 조사대상 업체를 선

정하고, 이 중 설문을 거부한 업체와 응답이 부실한

업체를 제외한 18개 기성복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맞

춤생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 다. 이 연구에서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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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여성의 연령을 만 40세∼59세로 한정하고 이러한

연령을 타켓으로 하는 부인복 생산업체를 선정하 다.

생산업체 선정에 이용된 매출순위는 1999 한국패션브

랜드연감8)의 전국 주요 백화점 복종별 ’98 매출 현황

을 근거로 하 다. 백화점 매출순위로 설문업체를 선

정한 이유는 맞춤생산의 단가상승에 따라 중저가 브

랜드에서는 맞춤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18개 조사대상 업체는 <표 1>과 같다.

2. 조사기간 및 방법

예비조사는 2000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 으며, 본조사는 2000년 2월에서 6월

에 걸쳐 실시하 다. 조사방법은 해당 업체를 직접 방

문하여 패턴사와의 면담을 통해 설문 조사하 다. 설

문은 맞춤생산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맞

춤담당 패턴사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맞춤담당 패턴

사를 대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메인 패턴

사를 대상으로 하 다.

3.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다음의 5가지로 분류하여 작성하 다.

첫 번째, 업체의 일반사항으로 업체명과 브랜드명을

조사하고, 두 번째, 맞춤에 대한 일반사항으로 생산 사

이즈의 수, 맞춤생산의 비율, 맞춤 비율의 추세, 맞춤

생산시의 변경가능 범위 및 사유, 품목별 맞춤 비율,

맞춤이 많은 체형, 수선부위 및 사유, 가격책정 등에

대하여 조사하 다. 세 번째로는 패턴에 대한 문항으

로 맞춤생산 패턴제작 방법, CAD 시스템 사용여부와

활용방법에 대하여 조사하고, 네 번째는 생산방식에

대한 문항으로 맞춤시 가봉여부, 맞춤용 생산자재 비

치율, 단골고객 패턴 활용, 생산처리방식, 생산기간, 자

동화장비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설문하 다. 마지막으

로는 A/S에 관한 문항, 즉 재수선 비율과 재수선 사

유, 생산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조사하 다.

III.

1. 맞춤에 대한 일반사항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의류업체에서 기성복으

로 생산하고 있는 사이즈 수는 4가지인 경우가 가장

많아, 상의 및 원피스가 9개 업체(50.00%), 하의가 8개

업체(44.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상의 및 원

피스와 하의의 생산업체수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2개

의 업체에서 하의 생산 사이즈 수가 상의 및 원피스

생산 사이즈 수보다 1개 더 많고, 1개 업체에서는 하

의 생산 사이즈 수가 1개 더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산 사이즈 수를 6개로 하고 있는 경우는 한 업체뿐

인 것으로 나타나, 중년여성의 사이즈 다양성을 고려

해볼 때 생산 사이즈의 세분화는 시급한 문제로 지적

할 수 있다. 기성복업체의 상의 및 원피스와 하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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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 기성복업체

브랜드명 회사명 브랜드명 회사명

강숙희 강숙희 레이디스 웨어 쎌리나 윤 (주)쎌리나 윤

김연주 부틱 선용 어패럴 앙스모드 (주)앙스모드

니나리 (주)니나리 오은환 부틱 오은환 부틱

루치아노 최 (주)루치아노 우바 (주)진도

마담포라 (주)마담포라 이경숙 경우섬유

박윤수 올스타일 (주)박윤수 올스타일 이동수 (주)동마산업

쉐르담 미산실업 이원재 부틱 원재패션

설윤형 설윤형 JR 재림패션

쎄레스 (주)쎄레스 NOBLE (주)노블라인

브랜드명 회사명 브랜드명 회사명



산 사이즈 수는 다음 <표 2>와 같다.

맞춤생산이 가능한 중년여성 대상 기성복업체의 맞

춤생산 비율은 5%미만이 6개 업체(33.33%), 5∼10%가

4개 업체(22.22%), 10∼20%가 4개 업체(22.22%), 20∼

30%가 3개 업체(16.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5% 미만 맞춤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 중 4개 업체

가 내셔널 브랜드로 실질적으로 맞춤생산을 하기 힘

든 경우이므로, 디자이너 브랜드의 맞춤생산 비율은

대부분 5∼30%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

한 사항은 <표 3>과 같다.

맞춤생산의 추세는 증가하는 경우가 11개 업체

(61.11%)로 가장 많이 나타나, 소비자들의 맞춤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중

년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성복업체에서는 맞춤생산

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

다. 자세한 사항은 <표 4>와 같다.

기성복업체에서 맞춤생산을 할 때 변경이 가능한

사항을 살펴보면, 치수(18개 업체, 100.00%), 소재(14개

업체, 77.78%), 색상(13개 업체, 72.22%), 디테일(12개 업

체, 66.67%), 디자인(11개 업체, 61.11%) 등의 순으로 변

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수 변경은 모든 업체

에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의복에 있어서 맞춤생산

의 기본은 치수의 변경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소비자가 맞춤을 하게 되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특

이체형에 따른 치수 변경, 둘레나 길이 차이에 따른

치수 변경, 소재 변경, 색상 변경, 디자인 변경, 디테일

변경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경우에 있어서

도 치수 변경이 맞춤을 하게되는 가장 큰 이유로 나타

났는데, 특히 특이체형에 따른 치수 변경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것은 현재 생산되고 있는 기

성복들이 특이체형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고 있지 않

기 때문에, 이러한 체형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기

성복을 착용하기 힘들어 맞춤생산으로 주문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맞춤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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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성복업체의 상의 및 원피스와

하의 생산 사이즈 수

품목 생산 사이즈 수해당 업체 수해당 업체 비

율(%)

3 4 22.22

상의 및 4 9 50.00

원피스 5 4 22.22

6 1 5.56

계 18 100.00

3 4 22.22

하의
4 8 44.44

5 5 27.78

6 1 5.56

계 18 100.00

품 목
생산 해당 해당 업체

사이즈 수 업체 수 비율(%)

<표 3>  맞춤생산 비율

맞춤생산 비율 해당 업체 수 해당 업체 비율(%)

5% 미만 6 33.33

5∼10% 4 22.22

10∼20% 4 22.22

20∼30% 3 16.67

30∼40% 1 5.56

40% 이상 0 0.00

계 18 100.00

맞춤생산 비율 해당 업체 수 해당 업체 비율(%)

<표 4>  맞춤생산의 추세

맞춤생산 추세 해당 업체 수 해당 업체 비율(%)

증가하는 추세 11 61.11

감소하는 추세 2 11.11

전과 같다 5 27.78

계 18 100.00

맞춤생산 추세 해당 업체 수 해당 업체 비율(%)

<표 5>  맞춤생산의 변경가능 사항

변경가능 사항 해당 업체 수 해당 업체 비율(%)

치수 18 100.00

디자인 11 61.11

소재 14 77.78

색상 13 72.22

디테일(포켓, 트임 등) 12 66.67

변경가능 사항 해당 업체 수 해당 업체 비율(%)



의복 품목별 맞춤비율을 살펴보면, 재킷, 슬랙스, 블

라우스, 스커트, 원피스, 코트, 베스트 등의 순으로 나

타나, 맞춤을 하는 주요 품목은 수트(suit) 개념에서 생

각해볼 수 있다. 더욱이 이들 품목, 즉 재킷, 슬랙스,

블라우스, 스커트는 다른 품목에 비하여 인체에 피트

(fit)되는 것들로, 의복의 인체적합도를 높이기 위하여

맞춤생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 맞춤비

율 순위는 <표 7>과 같다.

상의 및 원피스의 경우에 맞춤이 많은 체형을 살펴

본 결과, 비만체형, 유방이 큰 체형, 숙인체형, 젖힌체

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년여성의 체형특성상 비

만과 유방이 큰 경우가 맞춤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

으로는 인체 자세와 형태상의 특이체형이라고 할 수

있는 숙인체형과 젖힌체형이 맞춤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보기 중에 휜체형이 빠진 이유는 예비조사 결

과 휜체형의 패턴은 숙인체형의 패턴제작 방식과 유

사하여 업체에서 휜체형에 대한 패턴제작을 따로 구

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방이 작은 체형

과 왜소한 체형의 경우에는 맞춤생산이 극소수인 것

으로 조사되었다. 상의 및 원피스에서 맞춤이 많은 체

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8>과 같다. 여기서 제시

한 체형들은 선행연구9),10)와 업체예비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상의 및 원피스에서의 수선부위 및 사유를 살펴본

결과, 소매길이, 품, 옷길이, 몸통에 비해 어깨가 좁은

경우, 어깨가 처진 경우, 어깨가 솟은 경우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이것은 체형이 기성복에서 크게 벗어나

지 않아서 수선으로 인체적합도를 높일 수 있는 경우

이다. 여기서 길이부위와 품의 수선이 많은 이유는 중

년여성의 체형특성상 길이항목에 비하여 둘레항목의

증가가 현저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깨와도 연관되어

큰 사이즈에 있어서 몸통 둘레치수의 증가만큼 어깨

너비가 넓어지지 않기 때문이다11)∼14). 그러므로 큰 사

이즈 그레이딩 시에는 어깨편차를 다른 사이즈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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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맞춤사유 순위

맞춤사유 순위평균해당사항이 없는최종순위

업체 수

둘레나 길이 차이에
1.722 0 2

따른 치수 변경

특이체형에 따른
1.667 0 1

치수 변경

디자인 변경 4.364 7 5

소재 변경 3.438 2 3

색상 변경 4.000 5 4

디테일 변경 5.083 6 6

맞춤사유 순위평균
해당사항이

최종순위
없는 업체 수

<표 7>  품목별 맞춤비율 순위

맞춤품목 순위평균해당사항이 없는최종순위

업체 수

재킷 1.167 0 1

슬랙스 2.333 0 2

스커트 3.882 1 4

블라우스 3.667 0 3

베스트 6.588 1 7

원피스 4.471 1 5

코트 5.471 1 6

맞춤사유 순위평균
해당사항이

최종순위
없는 업체 수

<표 8>  상의 및 원피스의 맞춤체형 순위

맞춤이 많은 체형 순위평균해당사항이 없는최종순위

업체 수

숙인체형 2.941 1 3

젖힌체형 4.267 3 4

유방이 큰 체형 2.222 0 2

유방이 작은 체형 4.929 4 5

비만체형 1.353 1 1

왜소체형 4.938 2 6

맞춤사유 순위평균
해당사항이

최종순위
없는 업체 수

<표 9>  상의 및 원피스의 수선부위 및 사유 순위

수선부위 및 사유 순위평균해당사항이 없는최종순위

업체 수

옷길이 2.889 0 3

소매길이 2.000 0 1

품 2.167 0 2

몸통에 비해
3.824 1 4

어깨가 좁은 경우

어깨가 솟은 경우 5.727 7 6

어깨가 처진 경우 4.067 3 5

수선부위
순위평균

해당사항이
최종순위

및 사유 없는 업체 수



하여 작게 할 필요가 있다. 상의 및 원피스의 수선부

위 및 사유 순위는 <표 9>와 같다.

스커트의 맞춤체형 순위를 살펴본 결과, 배가 돌출

된 체형, 비만체형, 배와 엉덩이가 돌출된 체형, 엉덩

이가 돌출된 체형, 허벅지가 굵은 체형, 그리고 왜소

체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의 및 원피스에서는 비

만체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커트에서는

배가 돌출된 체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중년여

성의 하반신 체형에서 배가 돌출된 것이 스커트 제작

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형태상의 문제인 배와 엉덩이 돌출, 엉덩이 돌출 등도

주요 맞춤체형으로 나타났다. 스커트 맞춤체형 순위는

<표 10>과 같다. 여기서 제시한 체형들은 선행연구15)와

업체예비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스커트의 수선부위 및 사유를 보면, 허리둘레의 수

선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스커트 길이, 엉덩이둘레,

골반이 튀어나온 경우, 엉덩이가 처진 경우 등의 순으

로 수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커트도 상의 및

원피스에서와 같이 둘레와 길이부위에서 수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레부위의 수선이 많은 것은 허

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드롭치가 개인에 따라 차이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맞춤의복제작에서는 고객 개인의 드롭치를 그대로 반

하여 개인의 인체적합도를 높여야 한다. 스커트 수

선부위 및 사유 순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11>과

같다.

슬랙스의 맞춤체형 순위를 살펴본 결과, 비만체형,

배가 돌출된 체형, 배와 엉덩이가 돌출된 체형, 엉덩이

가 돌출된 체형, 허벅지가 굵은 체형, 그리고 왜소 체

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슬랙스에서는 스커트와 비

교하여 비만체형이 가장 맞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것은 슬랙스의 경우 의복구성 특징상 밑위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 외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스

커트와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슬랙스 맞춤체형

순위는 <표 12>와 같다. 여기서 제시한 체형들은 선행

연구16)와 업체예비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슬랙스의 수선부위 및 사유를 보면, 허리둘레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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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스커트의 수선부위 및 사유 순위

수선부위 및 사유 순위평균해당사항이 없는최종순위

업체 수

스커트 길이 2.000 1 2

허리둘레 1.556 0 1

엉덩이둘레 2.706 1 3

엉덩이가 처진 경우 4.500 6 5

골반이 튀어나온 경우 3.857 4 4

수선부위
순위평균

해당사항이
최종순위

및 사유 없는 업체 수

<표 10>  스커트의 맞춤체형 순위

맞춤이 많은 체형 순위평균해당사항이 없는최종순위

업체 수

배가 돌출된 체형 1.875 2 1

엉덩이가 돌출된 체형 4.000 5 4

배와 엉덩이가 돌출된 체형 2.400 3 3

허벅지가 굵은 체형 4.538 5 5

비만체형 2.133 3 2

왜소체형 5.429 4 6

맞춤이
순위평균

해당사항이
최종순위

많은 체형 없는 업체 수

<표 13>  슬랙스의 수선부위 및 사유 순위

수선부위 및 사유 순위평균해당사항이 없는최종순위

업체 수

슬랙스 길이 2.389 0 2

허리둘레 1.500 0 1

엉덩이둘레 2.941 1 3

엉덩이가 처진 경우 5.417 6 6

골반이 튀어나온 경우 4.750 2 5

밑위가 끼는 경우 3.529 1 4

수선부위
순위평균

해당사항이
최종순위

및 사유 없는 업체 수

<표 12>  슬랙스의 맞춤체형 순위

맞춤이 많은 체형 순위평균해당사항이 없는최종순위

업체 수

배가 돌출된 체형 2.235 1 2

엉덩이가 돌출된 체형 3.875 2 4

배와 엉덩이가 돌출된 체형 2.706 1 3

허벅지가 굵은 체형 4.438 2 5

비만체형 1.944 0 1

왜소체형 5.357 4 6

맞춤이
순위평균

해당사항이
최종순위

많은 체형 없는 업체 수



선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슬랙스 길이, 엉덩이둘레,

밑위가 끼는 경우, 골반이 튀어나온 경우, 엉덩이가 처

진 경우 등의 순으로 수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슬랙스의 수선도 스커트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만 슬랙스 품목의 특성상 밑위가 끼는 경우

가 골반이 튀어나온 경우나 엉덩이가 처진 경우보다

더 수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슬랙스 수선부위 및

사유 순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13>과 같다.

2. 맞춤생산 패턴제작에 대한 사항

맞춤생산시의 패턴제작 방법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예비조사를 통하여 기성 사이즈에서 약간 벗어나는

경우와 크게 벗어나는 경우의 제작방법이 상이한 것

으로 나타나, 이 두가지를 나누어 패턴제작 방법을 비

교하 다.

기성 사이즈에서 약간 벗어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체에서 기성복으로 생산하는 사이즈 패턴 중에서

해당고객에게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수정하는 방법

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개 업체, 88.89%).

그 외에 해당고객의 신체에 맞게 새로 패턴을 제작한

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4개 업체, 22.22%). 이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표 14>와 같다.

기성 사이즈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체에서 새로 패턴을 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16개

업체, 88.89%), 그 외에 미리 준비된 맞춤이 많은 사이

즈나 체형에 대한 패턴을 활용하는 경우도 소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성 사이즈에서 크게 벗

어나는 경우 대다수의 업체에서 새로 패턴을 제작하

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이러한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표 15>와 같다.

위의 기성 사이즈에서 약간 벗어나는 경우가 어떤

체형인가에 대해서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등의 몸통 프로포션이 기성 사이즈와 다른 경우(13개

업체, 72.22%), 그리고 키의 크고 작음에 따른 등길이,

옷길이 등의 차이가 기성 사이즈와 다른 경우(12개 업

체, 66.67%)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것은

기성복업체의 생산호수 간격이 넓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중년여성복 업체에서는 다양한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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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기성 사이즈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의 맞춤생산 패턴제작 방법

패턴제작 방법 해당 업체 수 해당 업체 비율(%)

기성 사이즈 패턴 중에서 해당고객에게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수정하여 사용한다 0 0.00

해당고객의 신체에 맞는 새로운 패턴을 제작한다 16 88.89

맞춤이 많은 사이즈에 대한 패턴을 미리 보유하여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수정하여 사용한다
3 16.67

매우 다양한 사이즈와 체형에 대한 패턴을 미리 준비하여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수정하여 사용한다
1 5.56

패턴제작 방법 해당 업체 수 해당 업체 비율(%)

<표 14>  기성 사이즈에서 약간 벗어나는 경우의 맞춤생산 패턴제작 방법

패턴제작 방법 해당 업체 수 해당 업체 비율(%)

기성 사이즈 패턴 중에서 해당고객에게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수정하여 사용한다 16 88.89

해당고객의 신체에 맞는 새로운 패턴을 제작한다 4 22.22

맞춤이 많은 사이즈에 대한 패턴을 미리 보유하여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수정하여 사용한다
0 0.00

매우 다양한 사이즈와 체형에 대한 패턴을 미리 준비하여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수정하여 사용한다
0 0.00

패턴제작 방법 해당 업체 수 해당 업체 비율(%)



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작은 사이즈

와 가장 큰 사이즈 간의 차이가 크다. 그러나 생산하

는 사이즈 수는 그 차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

즈 간의 치수차이가 크게 되고, 이에 따라 생산되는

사이즈 간격의 중간에 있는 소비자는 기성복 사이즈

에서 약간 벗어나게 된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16>

과 같다.

기성 사이즈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의 체형은 유

방이 매우 크거나 작은 체형(13개 업체, 72.22%), 비만

체형이나 왜소체형(13개 업체, 72.22%), 배나 엉덩이 등

특정부위가 돌출한 체형(13개 업체, 72.22%), 숙인 체형

이나 젖힌체형(12개 업체, 66.67%) 등의 4가지 원인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사이즈보다는 형

태나 자세, 비만 요인 등이 주로 나타나는 특이체형이

기성 사이즈에서 크게 벗어나는 체형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표 17>과 같다.

맞춤생산의 패턴제작에 대한 CAD 시스템 사용여부

를 살펴본 결과, 1/3에 해당되는 업체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맞춤의복 생산업체에

서는 CAD 시스템을 활용하여 맞춤용 패턴제작에 소

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 신속한 맞춤생산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18>과 같다.

맞춤생산 패턴제작에서의 CAD 시스템 활용방안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앞에서 CAD 시스템을 활용한다

고 응답한 6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CAD 시스템을 통

하여 기성 사이즈의 패턴을 출력만 한 상태에서 수작

업으로 패턴수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1개 업체

에서만 CAD 시스템을 사용하여 패턴을 수정하는 방

법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보유하

고 있는 CAD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수작

업에 의존해서 맞춤패턴제작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요 원인은 대부분의 패턴사들이 CAD 시스

템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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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기성 사이즈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되는 체형

체 형 해당 업체 수 해당 업체 비율(%)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등의 몸통 프로포션이 기성 사이즈와 다른 경우 6 33.33

신장의 크고 작음에 따른 등길이, 옷길이 등의 차이가 기성 사이즈와 다른 경우 6 33.33

숙인체형이나 젖힌체형 등의 체형인 경우 12 66.67

유방이 매우 크거나 작은 체형인 경우 13 72.22

비만체형이나 왜소체형인 경우 13 72.22

배나 엉덩이 등 특정부위가 돌출한 체형인 경우 13 72.22

체 형 해당 업체 수 해당 업체 비율(%)

<표 16>  기성 사이즈에서 약간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되는 체형

체 형 해당 업체 수 해당 업체 비율(%)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등의 몸통 프로포션이 기성 사이즈와 다른 경우 13 72.22
키의 크고 작음에 따른 등길이, 옷길이 등의 차이가 기성 사이즈와 다른 경우 12 66.67
숙인체형이나 젖힌체형 등의 특이체형인 경우 3 16.67
유방이 매우 큰 체형인 경우 3 16.67
비만체형이나 왜소체형인 경우 4 22.22
배나 엉덩이 등 특정부위가 돌출한 체형인 경우 4 22.22

체 형 해당 업체 수 해당 업체 비율(%)

<표 18>  맞춤생산 패턴제작의 CAD 시스템 사용여부

CAD 시스템 사용여부 해당 업체 수 해당 업체 비율(%)

예 6 33.33

아니오 12 66.67

계 18 100.00

CAD 시스템 사용여부 해당 업체 수 해당 업체 비율(%)



CAD 시스템 활용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절실하다. 또

한 QRS(Quick Response System)의 기본이 되는 CAD

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패턴제작에 대한 연구와 활용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맞춤패턴제작에서의 CAD 시스템

활용실태는 <표 19>와 같다.

맞춤생산 마커제작에 CAD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1개 업체로 나타났다. 이것은 맞춤패턴제작이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커도 수작업

으로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준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20>과 같다.

3. 맞춤생산방식에 대한 사항

맞춤생산을 할 때의 가봉비율을 살펴보면, 5%미만(7

개 업체, 38.89%)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5∼10%(5개

업체, 27.78%), 15∼20%(4개 업체, 22.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봉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

다(2개 업체, 11.11%). 대부분의 업체에서 가봉비율이

낮은 이유는 맞춤복을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가 아니고

기성복업체에서 맞춤생산을 하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

유로는 생산지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가봉 없이

도 인체적합도가 높은 의복을 제작하기 위하여 고객의

체형파악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의

체형을 쉽게 판별해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맞춤생산의 가봉비율은 <표 21>과 같다.

맞춤용 소재 비치율을 살펴보면, 전체 소재 입고량

의 5% 미만(8개 업체, 44.44%)을 맞춤용으로 비치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5∼10%(5개 업체,

27.7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셔널 브랜드의 경

우 맞춤용 소재를 전혀 남겨두지 않는 업체도 있었다

(2개 업체, 11.11%).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에서 사입이

가능한 소재는 미리 비치해 두지 않는다고 응답하

다. 맞춤용 소재 비치율의 자세한 사항은 <표 22>와

같다.

맞춤주문을 자주 하는 고객에 대한 패턴활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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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맞춤생산 패턴제작의 CAD 시스템 활용방안

패턴제작의 CAD 시스템 활용방안 해당 업체 수 해당 업체 비율(%)

CAD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기성 사이즈의 패턴을 출력하여 수작업으로 수정한다 5 27.78

저장되어 있는 기성 사이즈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즈를 찾아 수정한다 1 5.56

CAD 시스템을 사용하여 다시 제도한다 0 0.00

맞춤이 특히 많은 사이즈에 대한 그레이딩을 미리 저장하여 주문시 이것을 수정하여 패턴을 제작한다 0 0.00

매우 다양한 사이즈와 체형에 대한 패턴을 미리 데이터베이스로 준비해 놓는다 0 0.00

패턴제작의 CAD 시스템 활용방안 해당 업체 수 해당 업체 비율(%)

<표 20>  맞춤생산 마커제작의 CAD 시스템 사용여부

마커제작의 CAD 시스템 사용여부해당 업체 수해당 업체

비율(%)

예 1 5.56

아니오 17 94.44

계 18 100.00

마커제작의 CAD 해당 해당 업체

시스템 사용여부 업체 수 비율(%)

<표 21>  맞춤생산의 가봉비율

가봉비율 해당 업체 수 해당 업체 비율(%)

전혀 하지 않는다 2 11.11

5% 미만 7 38.89

5∼10% 5 27.78

10∼15% 0 0.00

15∼20% 4 22.22

계 18 100.00

가봉비율 해당 업체 수 해당 업체 비율(%)

<표 22>  맞춤용 소재 비치율

소재 비치율 해당 업체 수 해당 업체 비율(%)

전혀 남겨두지 않는다 2 11.11

5% 미만 8 44.44

5∼10% 5 27.78

10∼20% 2 11.11

20∼30% 1 5.56

계 18 100.00

소재 비치율 해당 업체 수 해당 업체 비율(%)



해서는 14개 업체(77.78%)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골고객의 패턴 보관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맞춤 단골

고객의 패턴활용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23>

과 같다.

맞춤주문이 들어왔을 때의 생산처리방식을 살펴본

결과, 수주 즉시 한 벌씩 생산하는 경우(9개 업체,

50.00%)와 하루동안 여러 매장에서 들어온 주문을 모

아서 생산하는 경우(8개 업체, 44.44%)가 대부분인 것

으로 나타났다. 신속한 생산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매장에서의 주문과 동시에 생산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맞춤생산시스템이 필요하다. 맞춤주문에 대한 생산처

리방식은 <표 24>와 같다.

맞춤생산 단계별 소요기간을 살펴본 결과는 <표

25>와 같다. 패턴제작이나 재단, 봉제, 마무리 공정 등

에 소요되는 기간보다 주문전달, 매장도착, 생산지연을

대비한 여유일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전체 맞

춤생산기간을 연장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신속한 맞춤

생산을 위해서는 의복을 직접 제작하는 공정에서의

시간단축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주문전달과 매장으로

의 배달 시간을 단축시키고 일관성 있는 생산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맞춤생산을 할 때 재단 자동화장비를 사용하는 업

체는 <표 26>에서 보여주듯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맞춤생산의 자동화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재단을

위해서는 낱장재단기를 사용하면 더욱 신속한 생산이

가능하나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장비의 가격

과 다른 생산 시스템과의 연계, 인식 부족 등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맞춤생산 의복의 재수선 비율을 살펴본 결과, 5%

미만(9개 업체, 50.00%)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5∼

10%(6개 업체, 33.33%), 10∼20%(3개 업체, 16.67%)인

경우도 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확한 사이즈

와 체형파악을 통하여 맞춤복의 재수선 비율을 낮추

어야 하겠다. 재수선 비율은 <표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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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맞춤주문에 대한 생산처리방식

단골고객의 패턴활용 사용여부 해당 업체 수 해당 업체 비율(%)

수주 즉시 한벌씩 생산한다 9 50.00

하루동안 여러매장에서 주문 들어온 것을 모아서 생산한다 8 44.44

이틀동안 여러매장에서 주문 들어온 것을 모아서 생산한다 1 5.56

계 18 100.00

생산처리 방식 해당 업체 수 해당 업체 비율(%)

<표 23>  맞춤 단골고객의 패턴활용 여부

마커제작의 CAD 시스템 사용여부해당 업체 수해당 업체

비율(%)

예 14 77.78

아니오 4 22.22

계 18 100.00

단골고객의 패턴활용 해당 해당 업체
사용여부 업체 수 비율(%)

<표 26>  맞춤생산시 재단 자동화장비 사용여부

마커제작의 CAD 시스템 사용여부해당 업체 수해당 업체

비율(%)

예 0 0.00

아니오 18 100.00

계 18 100.00

재단 자동화장비 해당 해당 업체
사용여부 업체 수 비율(%)

<표 25>  맞춤생산 단계별 소요기간

맞춤생산 단계 소요기간(日)

주문전달 0.894

원단 및 부자재 준비 0.822

패턴제작 0.433

재단 0.367

봉제 0.533

마무리 공정 0.450

매장도착 0.856

생산지연을 대비한 여유일정 1.500

계 5.856

맞춤생산 단계 소요기간(日)



재수선 사유의 순위를 보면 치수가 맞지 않는 경우

가 첫 번째로 고객의 체형파악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

내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편한

체형판별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 다음은 고객과

판매원, 본사 간의 의사 전달의 문제로 나타났는데, 이

것은 3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고, 주문연

계 시스템을 문서화, 도식화하여 의사 전달에서 오는

문제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재수선 사유 순위는

<표 28>과 같다.

맞춤생산을 하는 업체의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고객의 개인별 사이즈 및 체형을 맞추는데 대

한 어려움이고, 그 다음이 고객의 개별취향에 부응하

는데 대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

했듯이 고객 체형의 정확한 판별과 커뮤니케이션, 그

리고 주문연계 시스템의 문서화, 도식화 등으로 해결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단 및 부자재 입수의 어려움,

노동력 투입의 어려움, 생산원가의 증대 등의 문제는

맞춤생산에 대한 예측 및 체계적인 맞춤생산시스템의

개발 등의 근본적, 구조적 방안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생산업체의 애로사항 순위는 <표 29>와 같다.

IV.

이 연구는 중년여성을 위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의류제품의 생산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성복업체의 맞춤생산 실

태에 대하여 조사하 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의류업체에서 기성복

으로 생산하고 있는 사이즈 수는 대부분 3∼5가지(상

의 및 원피스: 94.44%, 하의: 94.44%)인 것으로 나타나

중년여성의 사이즈 다양성을 고려해볼 때 생산 사이

즈의 세분화는 시급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즈를 세분화하여 생산할 경우 의류업체의 재고부

담이 가중되므로 기성복업체에서는 현재 생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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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생산업체의 애로사항 순위

애로사항 사유 순위평균 해당사항이 없는 업체 수 최종순위

원단 및 부자재 입수의 어려움 3.133 3 3

고객의 개인별 사이즈 및 체형을 맞추는데 대한 어려움 1.500 0 1

고객의 개별취향에 부응하기 어려움 2.500 2 2

노동력 투입의 어려움 3.750 2 4

생산원가의 증대 3.933 3 5

애로사항 사유 순위평균 해당사항이 없는 업체 수 최종순위

<표 28>  재수선 사유 순위

재수선 사유 순위평균 해당사항이 없는 업 체 수 최종순위

치수가 맞지 않아서 1.412 1 1

디자인이 원하던 대로 나오지 않아서 3.700 8 4

소재때문에 실루엣이 원하던 대로 나오지 않아서 2.933 3 3

소비자와 판매원, 본사 간의 잘못된 의사 전달때문에 1.813 2 2

재수선 사유 순위평균 해당사항이 없는 업체 수 최종순위

<표 27>  맞춤생산 의복의 재수선 비율

재수선 비율 해당 업체 수 해당 업체 비율(%)

5% 미만 9 50.00
5∼10% 6 33.33
10∼20% 3 16.67
20∼30% 0 0.00
30∼40% 0 0.00
40% 이상 0 0.00

계 18 100.00

재수선 비율 해당 업체 수 해당 업체 비율(%)



는 사이즈의 수는 유지하면서 그 외의 사이즈와 체형

에 대해서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방식의 맞춤생산

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맞춤생산이 가능한 중년여성 대상 기성복업체의

맞춤생산 비율은 모두 40%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비율은 아니나 대다수의 업체(61.11%)에서

맞춤생산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소비자들의 맞춤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

에 따른 효과적인 맞춤의복 생산시스템이 개발될 필

요가 있다.

3. 소비자가 맞춤의복을 주문하게 되는 이유 중 1위

가 특이체형에 따른 치수 변경, 2위가 둘레나 길이 차

이에 따른 치수 변경으로 나타나 의복에 있어서 맞춤

은 치수가 가장 큰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매

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의복의 생산을 위해서는 특이체

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4. 맞춤생산이 많은 의복품목은 재킷, 슬랙스, 블라

우스, 스커트 등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들이 몸에 피

트되는 수트 품목에 대하여 맞춤을 선호하므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의류제품의 생산시스템을 개발할

때 이러한 품목에 대한 디자인과 패턴의 개발이 이루

어져야 한다.

5. 상의 및 원피스에서 맞춤생산이 많은 체형은 비

만체형과 유방이 큰 체형, 숙인체형, 젖힌체형 등으로

나타났고, 스커트 및 슬랙스에서 맞춤생산이 많은 체

형은 비만체형과 배돌출체형, 배와 엉덩이 돌출체형,

엉덩이돌출체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여 체형을 미리 분류하고 체형별 패턴

을 제작하여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의복생산의 체형

및 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 인체적합도가 높은

의복을 생산하여야 한다. 체형분류에서는 이와 같은

체형 중 비만체형에 대해서는 생산 사이즈 수를 다양

화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특이체형에 대해서는 이

들 체형을 미리 분류한 후 체형별 패턴을 제작하여 활

용할 수 있다.

6. 맞춤복의 패턴제작방법 중 기성 사이즈에서 약간

벗어나는 경우에는 대부분 기성복으로 생산하는 사이

즈의 패턴을 활용하여 수정하고, 기성 사이즈에서 크

게 벗어나는 경우에는 대부분 새로 패턴을 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기성 사이즈에서 약간 벗어

나는 체형으로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등의

몸통 프로포션이 기성 사이즈와 다른 경우와 키의 크

고 작음에 따른 등길이, 옷길이 등의 차이가 기성 사

이즈와 다른 경우가 많았고, 기성 사이즈에서 크게 벗

어나는 체형으로는 유방이 매우 크거나 작은 체형, 비

만체형이나 왜소체형, 배나 엉덩이 등 특정부위가 돌

출한 체형, 숙인체형이나 젖힌체형 등의 특이체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체형별 패

턴을 미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프로포션이나 길이의

차이 등을 상황에 따라 수정할 수 있는 생산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7. 기성복업체의 맞춤생산에서 가봉비율과 재수선

비율 모두 낮은 편이기는 하나 10∼20%의 가봉이나

재수선 비율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이 시급하다. 인체적합도가 높은 의복을 신속하게 생

산하기 위해서는 인체계측방법의 통일과 정확한 체형

파악방법의 개발, 체형별 패턴제도방법의 개발을 통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생산시스템으로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중년여성복의 맞춤생산 실

태를 기초로 하여 실질적인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의류제품의 생산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는 먼저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인체계측을 하여 체

형특징을 파악하고 이 연구에서 조사한 맞춤이 많은

체형을 기초로 한 체형분류, 그리고 간편한 체형판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체형별 의복패턴을 개

발하고 이를 그레이딩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판매측면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마련하여 매스 커스터

마이제이션 의류제품의 생산시스템을 완성시키고자

한다. 효과적인 시스템의 개발은 중년여성들에게 자신

의 체형과 취향에 적합한 의복을 단시간에 저렴한 가

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의류업체에는 재고

부담 감소와 매출향상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21세기 의류산업의 생산체계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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