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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production and pattern design of circular knitted jackets, this

study selected 11 female clothing brands based from the『2012/2013 Korea Fashion Brand Yearbook』and

interviewed the staff in charge of patterns at the companies. Polyester and polyurethane were found to be

synthesized and used for the outshell of circular knitted jackets, alternatively natural fabric cotton or wool

were synthesized with rayon. As for the structure of circular knitted materials, Ponte Di Roma knitting struc-

ture (a modified form of a double knit) was most often used. Surveying the use pattern and the parts for

padding cloth, six responded that they used elastic padding cloth. As for circular knitted jackets with inner

lining, elastic padding cloth was attached to all parts (front, back, side panel, and collar - except for sleeves)

of the basic bodice pattern. Eight responded that they did not use a basic pattern when designing a pattern,

which exceeds the majority. All respondents answered yes to the question on if there is any difference in

designing a pattern for a woven jacket and a circular knitted jacket. It was found that they designed a pattern

that considered shrinkage and elongation, which are the features of circular knitted fabric. Shrinkage and

elongation were the features of a fabric material most considered when designing patterns for a circular

knitted j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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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여성의 사회참여가 보편화되고 사회적 지위 상승으로

정장 착용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재킷의 착용 범위가 확

대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주 5일제의 정착과 활동성이 편

한 패션제품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다기능과 다목적성을

갖춘 니트웨어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또한, 인구고령화와 함께 타겟이 높은 실버패

션에서 영 캐주얼 패션까지 다양한 니트웨어가 우븐(Wo-

ven)과 매치되고 있다. 크로스 코디가 가능한 다양한 아

이템과 아우터웨어(Outerwear)에서 이너웨어(Inner wear)

에 이르기까지 활용도도 매우 높아 생산비중이 더욱 증

가되고 있는 추세이다(Lee & Lee, 2005).

성장하는 니트 수요는 수입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2000년

부터 2013년까지의 니트 의류제품의 수입액 추이를 보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05년에는 −9.2%, 2009년

에는 −19.7%의 소폭 하락하였다. 하지만 2010년 이후부

터 2013년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또한, 국내 니트

의류의 세부품목별 수출추이의 여성용 재킷(61043;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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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을 보면 2000년부터 2004까지는 2.5% 증가하였으

며, 2005부터 2009년까지 12.6% 증가하였다(Korean Ap-

parel Industry Association [KAIA], 2010). 이처럼 니트 재

킷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니트웨어 중에서도 환편

니트는 준비공정이 단순하고 원사가 연속적으로 공급되

어 생산성이 높다. 그리고 환편의류는 지난 2000년 이후

부터 수입이 급증하여 2000~2004년에는 매년 24.5% 성

장하였고, 2005~ 2009년까지도 8.2%의 성장을 보였다. 이

러한, 환편니트 제품의 품목구분에서는 원단으로 편직되

는 환편니트 소재의 특성, 그리고 직물과 비슷한 패턴설

계와 재단 및 봉제과정으로 인해 니트 조직이지만 직물

에 포함되거나 ‘컷 앤 소운(Cut and Sewn)’, ‘다이마루(Dai-

maru)’라는 품목으로 독립되어 구분하고 있다(Oh, 2010).

Oh(2010)의 연구결과 시즌별 환편니트 복종별 생산비

율을 보면 티셔츠나 블라우스 다음으로 재킷의 생산비

율이 높았으며 환편니트 사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현재

의 트랜드는 캐주얼하면서 실용성을 강조하는 소재가 부

각되고 있는 실정으로 활동성과 조직성 있는 소재인 환

편니트와 환편니트를 직물화하는 아이템이 점차 더 늘

어날 것을 예상하였다(Oh, 2010). 또한, Hwang(2015)의

연구에서도 2010년 이후부터 2013년까지 니트 의류의

수출입 추이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니트 의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니트에 대한 선행연구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Lee

and Kim(2011)의 국내 니트 분야의 연구동향에 대한 연

구결과를 보면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전체의 48.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패션산업 및 정보에 대한 연구

가 23.1%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구성 및 CAD 분야의

연구가 전체 주제 중 13.6%로 가장 낮은 연구분포를 보

이고 있다. 또한, 니트 의류제품 구매행동과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Park et al., 2007)나 스트레치 소재를 이용한 슬

랙스 원형연구(Yu, 2001), 니트 재킷에 대한 연구는 중

년 여성 브랜드의 니트 재킷 생산현황에 관한 연구(Koo,

2011)로 중년에 대한 연구로 재킷 수요가 많고 맞음새에

민감한 20~3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환편니트 재킷의

생산현황이나 패턴설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업체 담당 실무자의 직접 인터뷰를 통

하여 재킷 패턴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3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환편니트 재킷

의 생산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20~3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환편니트 재킷

의 패턴설계현황을 분석한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여성복 브랜드 선정

환편니트 재킷을 생산하는 여성복 브랜드를 선정하기

위하여『2012/2013 한국패션브랜드연감』(Apparel News

Corporation, 2012)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성 브랜드 중 타

겟층의 연령이 20~30대에 속하고 2012년 매출액이 200억

이상인 브랜드를 참고하여 11곳의 여성복 브랜드를 선

정하였다. 이하 A~K라고 표기하였다.

2. 인터뷰 대상 및 인터뷰 기간

인터뷰 조사대상자 11명의 연령대는 30대가 2명(18%),

40대가 5명(46%)로 50대가 3명(27%), 50대 이상은 1명

(9%)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10명(91%)

이 남성이며, 1명(9%)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

사대상자의 패턴 실무 경력은 20년에서 25년이 4명으로

전체의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터뷰 대상의 업체

내 직책은 대리 직책을 가진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패

턴 실장이나 개발실 총괄책임을 맡고 있었다.

인터뷰 조사는 2013년 6월 15일부터 2014년 1월 25일

까지 이루어졌으며,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

질문지의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 인터뷰 조사대상 재킷 및 인터뷰 질문지 구성

인터뷰 조사대상 재킷은 기본 2버튼의 사이드 패널 재

킷으로 선정하였다(Fig. 1). 그리고 안감이 들어간 기본

재킷의 Q.C를 볼 때 샘플 제작이 이루어지는 기본 사이

즈(55사이즈, 84사이즈)를 대상으로 제한하여 인터뷰 사

전에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의 질문지 내용은 선행연구인 니트 재킷 생산

현황에 관한 연구(Koo, 2011)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업체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문항 6문항, 패턴설계와

Q.C(Quality Control) 과정에 관한 문항, 그레이딩에 관한

18문항, 봉제방법 및 생산형태에 관한 문항, 해외 소싱에

관한 7문항으로 총 31문항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설문 자료는 통계프로그램 SPSS for Win-

dow 19.0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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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1. 환편니트 재킷의 생산현황

환편니트 재킷의 소재 사용현황을 살펴보면<Table 1>

겉감으로 사용하는 소재는 폴리에스테르와 풀리우레탄

을 합성하여 사용하거나 천연섬유인 면이나 모를 레이

온과 합성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Oh(2010)의 선행

연구에서 수축률이 많은 레이온에 폴리에스테르나 스판

덱스를 혼방하여 형태안전성은 높이고 레이온의 장점을

살려 여성복으로 적합하다는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 대부분의 환편니트 재킷에 스판덱스가 함유되어 있

었으며 함유량은 1%에서 5%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그리

고 조사대상 브랜드에서 모두 환편니트 재킷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환편니트 소재의 조직으로는 더블니트의

변형인 폰테디룸 조직(Ponte Roma, Punto di Roma, 업체

사용용어: 분또)으로 조사되었다. 이 소재는 두께와 무게

감이 있어 주로 봄, 가을, 겨울에 사용하며 특히 간절기

용으로 재킷, 원피스, 팬츠, 스커트에 사용한다(Oh, 2010).

이 조직은 주로 더블실린더형의 환편기에서 편성되어

지며, 1×1 Interlock 조직, 턱(Tuck) 조직, 튜블러(Tubu-

lar) 스티치를 이용하여 조직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조직

으로 편직된 편포는 코스방향으로 신축성이 제한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재킷용으로 주

로 사용된다. 안감에 신축성 소재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2명이며, 비신축성 소재 안감을 사용한다

고 응답한 경우는 7명이였으며 신축성 소재 안감과 비신

축성 소재 안감을 혼합하여 사용한다고 응답한 조사대상

자는 1명이었다. 이는 선행연구 Kim and Suh(2007)의 신

축성 재킷의 안감 소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신축성 소재

안감과 비신축성 소재 안감을 혼합하여 생산하는 브랜드

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

었다. 신축성 소재 안감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실제 신축성 소재 안감

을 사용했을 경우 재킷 1벌을 생산하는 데 1,000~3,000원

의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의류브랜드로 최근 부상하고 있는 유형으로 관

련 업계에서 이른바 SPA(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

te label Apparel)로 일컬어지고 있는 패션브랜드들은 ‘기

획-생산-유통’ 프로세스의 수직 통합을 바탕으로 하는 매

Fig. 1. Circular knit jacket view.

Table 1. Circular knit jacket material usage                                                             (N=11)

Brand Outshell (%) Inner lining (%)

A
W (070.0)  R (028.0)  P/U (002.0)  P (100.0)

A (082.0)  N (010.0), W (007.0)  P/U (001.0)  P (100.0)

B W (044.0)  A (044.0), N (010.0)  P/U (002.0)  P (100.0)

C P (067.0)  R (030.0)  P/U (003.0)  P (100.0)

D C (048.0)  P (052.0) -  P (100.0)

E P (078.0)  R (020.0)  P/U (002.0)  P (100.0)

F P (080.0)  R (020.0) -  P (100.0)

G P (100.0) - -  P (063.0), E (006.0), V (031.0)

H C (100.0) - -  C (070.0), N (025.0), P/U (005.0)

I A (045.0)  W (044.0), N (008.0)  P/U (003.0)  P (100.0)

J P (090.0)  R (007.0)  P/U (003.0)  P (100.0)

K P (080.0)  R (018.0)  P/U (002.0)  P (098.0), E (002.0)

P: Polyester, R: Rayon, S (PU): Spandex (Polyurethane), A: Acrylic, C: Cotton, W: Wool, E: Elastin material, V: Vin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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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빠르고 효율적인 생산과 판매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SPA 브랜드의 환편니트 재킷의 소재 현황을 조사한 결

과<Table 2>, 국내 여성복 브랜드의 환편니트 재킷보다

다양한 디자인의 환편니트 재킷이 생산판매되고 있었으

며, SPA 브랜드의 특성상 원가절감을 위하여 안감이 들

어있는 재킷의 경우 100% 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하고 있

었다.

심지의 종류 및 부착 부위를 조사한 결과<Table 3>, 신

축성 심지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6개 업체

였으며, 비신축성 심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3개 업체, 신

축성 심지와 비신축성 심지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2개

업체로 조사되었다. 안감이 있는 환편니트 재킷의 심지

부착 부위에 대한 인터뷰 결과, 소매부분을 제외한 재킷

의 모든 부위인 몸판의 앞, 뒤, 사이드 패널, 칼라에 부착

하는 경우가 7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몸판의 전체 심지를 부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환편

Table 2. Circular knit jacket material usage of SPA brand (2014 S/S, F/W)

SPA brand Outshell (%) Inner lining (%)

A

 P (100.0)  P (063.0)  V (031.0)  E (006.0)  P (100.0)

 P (100.0)  P (075.0)  V (022.0)  E (003.0)  P (095.0), E (005.0)

 P (073.0)  V (023.0)  E (004.0)  P (100.0)

 P (092.0) -  E (008.0)  P (100.0)

 P (069.0)  V (023.0)  E (008.0)  P (100.0)

B

 P (100.0)  V (070.0)  A (027.0)  E (003.0)  P (100.0)

 P (100.0)  V (097.0) -  E (003.0)  P (100.0)

 V (097.0) -  E (002.0)  P (100.0)

 P (089.0) -  E (011.0)  P (100.0)

C

 P (100.0)  P (095.0) -  S (005.0)  P (100.0)

 C (070.0), N (025.0), P/U (005.0)  P (075.0) -  C (035.0)  P (100.0)

 P (100.0)  P (075.0)  R (023.0)  E (002.0)  P (100.0)

 P (074.0)  V (022.0)  E (004.0)  P (100.0)

D

 P (100.0)  P (075.0)  R (021.0) P/U (004.0)  P (100.0)

 P (076.0)  R (022.0) P/U (002.0)  P (100.0)

 P (070.0)  R (030.0) -  P (100.0)

P: Polyester, R: Rayon, S (PU): Spandex (Polyurethane), A: Acrylic, C: Cotton, W: Wool, E: Elastin material, V: Vinyon

Table 3. Circular knit jacket subsidiary material usage                                      (N=11)

Category Material N (%)

Inner lining

Non-stretchable lining 7 (064.0)

Elastic lining 2 (018.0)

Non-stretchablelining and Elastic lining 2 (018.0)

Total 11 (100.0)

Interlining

Non-stretchable interlining 3 (027.0)

Elastic interlining 6 (055.0)

Non-stretchable interlining and Elastic interlining 2 (018.0)

Total 11 (100.0)

Interlining attached site

Lap facing / Collar / Pocket ... 2 (018.0)

The whole body except the back and sleeves region 2 (018.0)

Full excluding the sleeve region 7 (064.0)

Total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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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의 소재특성인 수축률과 신축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생산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소재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안단과

칼라, 그 외 부속에만 심지작업을 한 뒤몸판과 소매부분

을 제외한 부분에 심지작업을 한다고 하였다.

<Fig. 2>와 같이 업체 인터뷰 결과와 제품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안감이 들어간 재킷의 경우 소매부분을 제외

한 앞, 뒤몸판의 전체 니트(신축성) 심지를 부착하여 생

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몸판의 암홀부분은 늘어남

방지를 위해 암홀테이프를 부착하고 앞어깨, 뒷목둘레

선, 칼라 꺽임선은 식서 접착테이프를 부착하였다. 그

리고 안감이 들어가지 않은 재킷의 경우 <Fig. 3>과 같이

안단과 앞몸판의 안단부위, 칼라, 몸판의 밑단의 시접부

분, 소매밑단의 시접부분에 니트(신축성) 심지를 부착하

였으며, 암홀테이프와 식서 접착테이프는 안감이 들어

간 재킷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착하였다.

<Table 4>의 환편니트 재킷의 생산형태를 조사한 결

과 조사대상 브랜드 11곳 모두 자체생산과 완사입생산

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국을 조사한

결과 국내 생산을 하는 브랜드는 3곳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생산만을 하는 브랜드는 1곳, 국내 생산과 해외 생

산을 병행하는 브랜드는 7곳으로 나타났다. 기획제작되

는 제품의 경우 해외 생산을 100%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해외 생산을 하는 경우 생산국은 중국이 대부분

을 차지했으며, 중국에 자체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브랜

드도 있었다.

<Fig. 4>에서 알 수 있듯이 해외 생산을 하는 이유는 원

가절감이 주된 요인이며 그 중 저렴한 노동임금이 큰 부

분을 차지하였으며, 국내 생산을 하는 이유로는 신속한

생산과 우수한 제품품질을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재

킷 생산의 경우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100% 국내 생

산만을 고집하는 브랜드도 있었다. 국내 생산과 해외 생

산을 병행하는 브랜드의 경우 기획상품의 경우 원가절감

을 위해 해외 생산을 하고 있었다. 국내 생산만을 고집하

는 브랜드의 경우 그 이유로는 국내 패션시장의 빠른 변

화로 생산 리드타임이 짧아지고 소량생산으로 국내 생산

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Table 5>의 A, B, C 브랜드는 국내 소싱비중이 70%

이상으로, 이는 고가일수록 원가보다는 고품질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소싱을 유지하는 이유가 큰 것으

Fig. 2. Interlining attachment site /  Interlining attachment site (in l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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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된다. 이들 브랜드와는 달리 B, F, G, H 브랜드는

국내 소싱비중이 대략 50% 이하인데, 해외 OEM을 통

한 원가경쟁력 확보 차원이 강하다. 해외 소싱처를 살펴

보면, 중국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과 중국, 이태리의 경쟁력 수준을 비교한 것도 한

국 생산이 중국과 이태리 생산보다 디자인, 봉제상태, 제

품만족도, 품질 등의 모든 항목에서 경쟁력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KAIA, 2010).

2. 환편니트 재킷의 패턴설계현황

<Table 6>에서 알 수 있듯이 패턴설계 시 기본 원형의

사용유무에서는 11개의 브랜드 중 3개 브랜드에서 기본

원형을 사용하여 패턴을 설계하고 있었으며, 8개 브랜

드는 기본 원형을 사용하지 않고 사이즈 스팩에 의해서

패턴을 설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원형을 사용한

다고 응답한 3개 브랜드의 조사대상자 모두 직물 기본

Fig. 3. Interlining attachment site /  Interlining attachment site (no lining).

Table 4. Production status of circular knit jacket                                         (N=11)

Article Category N (%)

Production types

Own production 00 (000.0)

Subcontract production 00 (000.0)

Own production and Subcontract production 11 (100.0)

Total 11 (100.0)

Production countries

Domestic production 03 (027.0)

Overseas production 01 (009.0)

Domestic production and Overseas production 07 (064.0)

Total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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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과 환편니트 기본 원형을 각각 사용하고 있었으며,

두 기본 원형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환편니

트의 기본 원형은 소재의 신축성을 반영하여 본인의 노

하우로 설계한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패턴설계 시

기본 원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가

8명으로 과반수를 넘어 높게 나타났다.

Fig. 4. Reason for domestic production overseas production (multiple answers).

Table 5. Production countries proportion of circular knit knitted jacket              (N=8, Unit: %)

Brand Specific gravity

A Domestic production: 70. Overseas production: 30.0 (China:North Korea:Europe=5:1:4)

B Domestic production: 92.0, Overseas production: 8.0

C Domestic production: 95.0, Overseas production: 5.0

D Domestic production: 63.0, Overseas production: 37.0 (China:North Korea:Vietnam=95:5)

E Domestic production: 35.0, Overseas production: 65.0

F Domestic production: 40.0, Overseas production: 60.0 (China:Other=9:1)

G Domestic production: 5.1, Overseas production (China: 88.1, North Korea: 6.6 Other: 0.2)

H Domestic production: 30.0, Overseas production: 70.0

Table 6. Circular knit jacket pattern design Status                                          (N=11)

Article Category N (%)

Basic pattern use or not

Yes 03 (027.0)

No 08 (073.0)

Total 11 (100.0)

Pattern design method

Handmade 08 (073.0)

Apparel work with CAD programs 02 (018.0)

Handmade and Apparel work with CAD programs 01 (009.0)

Total 11 (100.0)

Is a circular knitted jacket and woven

jacket design pattern the difference?

Yes 11 (100.0)

No 00 (000.0)

Total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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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설계방법에 대한 인터뷰 결과, 수작업으로 패턴

을 설계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8명, 어패럴 CAD로 패

턴을 작업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명, 수작업과 어패

럴 CAD를 병행하여 패턴을 설계하는 경우는 1명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그레이딩이나 원단소요량을 계산하

기 위해서는 어패럴 CAD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이 업무만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어패럴 CAD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업체에서 Yu-

ka CAD 프로그램이나 Style CAD 프로그램을 사용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캐주얼이나 스포츠웨어 브

랜드보다는 디자인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여성복 브랜드

의 특성상 컴퓨터 CAD 프로그램보다는 수작업으로 패

턴을 설계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븐 재킷과 환편니트 재킷의 패턴설계 시 차이가 있

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조사대상자 모두 차이가 있다

고 응답하였으며, 환편니트의 소재적인 특성인 수축률과

신장률을 반영하여 패턴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환편니트 소재에 따른 치수변화율이 어떻

게 패턴설계 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정확

한 데이터의 적용방법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환

편니트 재킷의 패턴설계는 패턴사의 경험과 오랜 노하

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7>의 환편니트 재킷의 패턴설계 시 소재의 특성

으로 가장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소재의 수축률과 신장

률로 나타났으며, 소재의 성분과 조직은 패턴설계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로 환편니트의 신축율에 따라 패턴설계과정

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단업체에서 원단을 입

고하기 전에 fiti나 katri같은 전문 의류시험연구원에 소

재의 물성테스트 결과를 브랜드에 제공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소재의 축률이 3~5% 이상일 경우 재가공을 의

뢰하여 원단의 축률을 맞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단이 입고되기 전에 전문 의류시험연구원에서 소재

의 물성테스트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원단을 일정 크기

(30×30cm, 50×50cm)로 재단하여 아이론 테스트를 실시

하여 코스방향과 웨일방향의 수축률을 측정하여 패턴

설계 시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재의

신축특성에 관한 부위별 정확한 데이터 없이 오랜 경험

에서 얻은 노하우로 패턴을 설계하고 있었다.

<Table 8>의 사이즈 설정방법을 묻는 문항에서는 KS

규격을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4명으로 나타났으며, KS 규

격과 자체사이즈를 병행하여 사용한다고 응답한 조사대

상자 또한 4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품치수란 체위에 적

합하게 생산된 제품의 실제치수를 말하며 기성복에서 제

품치수는 생략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생산된

제품의 실제치수를 표기할 수 있다.

의복의 제품치수에는 의복의 여유량이 포함되어 있으

므로 사이즈 스팩(제품치수)의 차이는 제품여유량의 차

이를 말하는 것으로 우븐 재킷과 환편니트 재킷의 사이

즈 스팩의 차이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인터뷰 대상자

모두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여 패턴설계 시 여유량의 설

정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러하듯 사이즈 스펙

Table 7. Circular knit jacket design patterns                                        (N=11)

Article Category N (%)

Factors to consider for the material properties

Components of the material 00 (000.0)

Organization of material 00 (000.0)

Thickness of the material 02 (018.0)

Percentage of contraction 04 (036.5)

Percent elongation 04 (036.5)

Distortion of the material 00 (000.0)

Other 01 (009.0)

Total 11 (100.0)

Learn how to circular knit the percentage

of contraction of knitted material

Washing to cut the fabric to a certain size 01 (009.0)

Washing the finished product 01 (009.0)

Was cut to a certain size iron 06 (055.0)

Iron in the finished product 01 (009.0)

Commissioned a professional testing laboratory 02 (018.0)

Total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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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른 이유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의 대부분이 소재의

신축률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소재

에 따라 같은 디자인이라고 해도 재킷의 핏(fit)이 다르

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Table 9>의 환편니트 재킷의 패턴설계방법을 조사한

결과 환편니트 소재의 신축률에 따라 부위별로 신축률을

적용하여 패턴을 제작한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가 4명

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환편니

트 소재의 신축률을 3% 내외로 조절하여 경 ·위사방향

으로 나누어 패턴에 신축률을 적용하여 패턴을 제작하는

조사대상자가 3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패턴 실무 경력

이 25년 이상인 조사대상자의 경우 오랜 패턴 노하우로

소재의 신축률과 생산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위를 고려

하여 패턴을 제작하는 경우와 전문 의류시험연구원에서

신축률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패턴 전체에 신축률을

적용하여 패턴을 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생산공정에서

신축률의 정도에 따라 심지를 부착하여 소재특성으로 늘

어나는 부위를 미리 차단하여 패턴을 설계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11개 브랜드 모두 Develop 샘플 후 1차 샘플

이 완성되면 Q.C 과정을 거치고 있었으며, Q.C 과정 중

피팅 모델의 형태는 라이브 핏 모델(Live fit model)은 9개

브랜드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며, 드레스폼, 더미(Dummy)

만을 사용하는 브랜드는 한 곳도 없었다. 라이브 핏 모델

과 드레스폼, 더미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브랜드는 2곳으

로 조사되었다. 그 결과는 <Table 10>에 제시하였다.

Q.C 과정 중 패턴수정이 이루어지는 부위는 허리둘레

가 3(28.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

음으로는 어깨길이, 소매통, 가슴둘레로 나타났다. Q.C

Table 8. Size setting method                                                          (N=11)

Article Category N (%)

Size setting method

KS standard used 04 (037.0)

Using its own size 01 (009.0)

KS standard and Using its own size 04 (037.0)

Foreign-size specific reference 01 (009.0)

Competitors size specific reference 01 (009.0)

Total 11 (100.0)

Woven jackets and whether

the difference in the size specific

set up in the circular jacket

Yes 11 (100.0)

No 00 (000.0)

Total 11 (100.0)

Size specific for other reasons

Due to differences in the rate of new construction materials 03 (027.0)

The fit of the jacket so different 08 (073.0)

Due to the different degree of stretch 00 (000.0)

Total 11 (100.0)

Table 9. Setting method circular jacket pattern design                                          (N=11)

Pattern design methods N (%)

Apply to each region depending on the rate of expansion and contraction of the circular knit.

Then knit adjust the pattern size pattern making.
04 (037.0)

Adjust the expansion and contraction rate of circular knit.

Then knit around 3% to around applies to share with the weft direction and pattern making pattern.
03 (027.0)

Consider the region in question from the expansion and contraction rate of the material and production process

know-how as a long pattern by pattern making.
02 (018.0)

Working clothes at a stretch rate that applies to the whole patter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xpansion and

contraction rate of a test commissioned by the Institute of Materials and Pattern Making.
01 (009.0)

Pattern produced by blocking a portion extending in the material characteristic in advance by attaching a wick

according to the degree of expansion and contraction.
01 (009.0)

Total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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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부위는 담당 디자이너가 핏

수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소재에 따른 치수

변화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행연구 Lee and Lee

(2005)의 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니트웨어의 수

선에서 소비자가 가장 많이 수선하는 부위는 가슴품과

허리, 어깨, 소매길이 부위에 대한 수선이 이루어지고 있

는 것과 같은 결과였다.

환편니트 재킷의 그레이딩은 <Table 11>과 같다. 어깨

에 대한 편차는 1.0~1.3cm의 편차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가슴둘레와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는 대부분 4.0cm

의 편차를 두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진동깊이는

대부분의 업체에서 0.6cm의 편차를 두고 있었으며, 소

매통은 1.2~2.0cm로 다양한 편차를 두고 있었다. 소매

부리에 대한 편차 또한, 0.6~1.6cm로 편차의 범위가 다

양했으며, 소매길이와 총길이는 대부분 0.6cm의 편차

를 두고 있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20~30대 여성을 타겟으로 국내 여성복 브랜

드의 환편니트 재킷의 전반적인 생산현황과 패턴설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패턴 담당 실무자에게 직접 인

터뷰를 실시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환편니트 재킷의 소재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겉

감으로 사용하는 소재로 폴리에스테르와 풀리우레탄을

합성하여 사용하거나 천연섬유인 면이나 모를 레이온과

합성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재킷에 스

판덱스가 함유되어 있었으며 함유량은 1%에서 5% 미

만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조사대상 브랜드에서 모두

환편니트 재킷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환편니트 소재

의 조직으로는 더블니트의 변형인 폰테디롬으로 조사되

었다. 안감의 소재로 신축성 안감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심지의 사용

형태 및 부착부위를 조사한 결과 신축성 심지를 사용한

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6명이였으며 신축성 심지의

부착부위는 소매부분을 제외한 재킷의 모든 부위인 몸

판의 앞, 뒤, 사이드 패널, 칼라에 부착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환편니트 재킷의 생산형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브랜드 11곳 모두 자체생산과 완사입생산을 병행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생산과 해외 생산을 병

행하는 브랜드의 경우 기획상품의 경우 원가절감을 위

해 해외 생산을 하고 있었다. 국내 생산만을 고집하는 브

랜드의 경우 그 이유로는 국내 패션시장의 빠른 변화로

Table 10. Circular knit pattern design knitted jacket

status                                                           (N=11)

Article Category N (%)

Whether the

Q.C process

Yes 11 (100.0)

No 00 (000.0)

Total 11 (100.0)

 Type fitting

model

Live fit model 09 (082.0)

Dummy 00 (000.0)

Live fit model and Dummy 02 (018.0)

Total 11 (100.0)

Q.C

modification

region

Waist circumference 03 (028.0)

Shoulder length 02 (018.0)

Upper arm circumference 02 (018.0)

Chest circumference 02 (018.0)

Sleeve opening circumference 01 (009.0)

Hem circumference 01 (009.0)

Total 11 (100.0)

Table 11. Grading deviation of circular knit knitted jacket                         (N=11, Unit: cm)

A B C D E F G H I J K

Shoulder length 1.0 1.3 1.0 1.0 1.0 1.0 1.0 1.3 1.0 1.3 1.0

Chest circumference 5.0 4.0 4.0 4.0 4.0 4.0 4.0 3.8 4.0 4.0 4.0

Waist circumference 5.0 4.0 4.0 4.0 4.0 4.0 4.0 3.8 4.0 4.0 4.0

Hip circumference 5.0 4.0 4.0 4.0 4.0 4.0 4.0 3.8 4.0 4.0 4.0

 Depth 0.6 0.6 0.6 0.6 0.6 0.6 1.0 0.6 0.6 0.6 -

Upper arm circumference 1.6 1.2 1.6 1.6 1.3 1.6 2.0 1.3 1.2 1.6 1.6

Sleeve opening circumference 0.8 1.0 1.2 1.6 1.2 1.2 1.6 0.6 1.0 1.0 1.0

Sleeve length 0.6 0.6 0.6 0.6 0.6 0.6 1.0 0.6 0.6 0.6 0.6

Jacket length 0.6 0.6 0.6 0.6 0.6 0.6 1.0 0.6 0.6 0.6 0.6

– 853 –



80 한국의류학회지 Vol. 40 No. 5, 2016

생산리드타임이 짧아지고 소량생산으로 국내 생산의 비

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 패턴설계 시 기본 원형의 사용유무에서는 11개의 브

랜드 중 3개 브랜드에서 기본 원형을 사용하며 8개 브랜

드는 기본 원형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원형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3개 브랜드의 조사대상자 모

두 직물 기본 원형과 환편니트 기본 원형을 각각 사용하

고 있었으며, 두 기본 원형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환편니트의 기본 원형은 소재의 신축성을 반영하여 설계

한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패턴설계방법으로 수작업으로

패턴을 설계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8명이였으며, 어패

럴 CAD로 패턴을 작업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명, 수

작업과 어패럴 CAD를 병행하여 패턴을 설계하는 경우

는 1명으로 조사되었다.

우븐 재킷과 환편니트 재킷의 패턴설계 시 차이가 있

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조사대상자 모두 차이가 있다

고 응답하였으며, 환편니트의 소재적인 특성인 신축성을

반영하여 패턴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단

이 입고되기 전에 전문 의류시험연구원에서 소재의 물

성테스트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원단을 일정 크기(30

×30cm, 50×50cm)로 재단하여 아이론 테스트를 실시하

여 코스방향과 웨일방향의 수축률을 측정하여 패턴설

계 시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재의 신

축특성에 관한 부위별 정확한 데이터 없이 오랜 경험에

서 얻은 노하우로 패턴을 설계하였다.

3. 국내 여성복 브랜드의 환편니트 재킷의 전반적인 생

산현황과 패턴설계현황을 살펴본 결과 환편니트의 소재

적 특성인 신축성을 고려하여 패턴을 설계하고는 있지

만 데이터 할 수 없으며, 패턴 담당자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환편니트의 소재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

는 데이터화가 필요하다. 또한, 20~30대 여성의 재킷 패

턴설계 시 심미성과 활동성에서도 만족감을 주는 패턴설

계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여성복 브랜드의 패턴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인터뷰 연구결과로 실제 환편니트

재킷의 생산공장 실무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하여 환편

니트의 소재적 특성으로 생기는 패턴상의 문제점을 파

악하여 이를 반영하여 패턴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그리고 환편니트 재킷으로 생산되는 다양한 환편니

트 소재 중 의류업체에서 재킷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

는 폰테디롬 조직으로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다양한 조직과 물성의 환편니트와 다양한 아이템에 대

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소재물성에 따른 사이즈

스펙에 대한 패턴적용이 가능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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