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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current sleeve head products for men and women to develop sleeve

head products for aesthetically-designed sleeves. Men and women's sleeve head products, suitable for sleeve

caps, were designed and developed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en and

women's sleeve heads for aesthetic jacket sleeves were designed with sleeve patterns in the background.

Sleeve heads and upper sleeves were additionally designed to make 7-layers for men and 4-layers for wo-

men. Second, sleeve head patterns were designed so that men's would have a whole length of 48cm, an an-

gle of 30
o
 and a width of 4.5-7.5cm; in addition, women's would be 40cm, 30

o
 and 4-5cm. Third, the same

materials were used for men's and women's sleeve head products, and the background was made from 1-

layer of soft non-woven fabric. As for the sleeve heads, 2-layers and 1-layer of non-fusible interlinings

were used for men's and women's, respectively. In order to provide flexibility, the materials were designed

in a bias direction. For upper sleeves, 1-layer of non-woven fabric and felt were used for men's, and 1-layer

of felt for women's so that an empty space caused by easing contraction can be sup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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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재킷은 비즈니스에 있어서 착용자의 지위와 이미지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특히 정장은 직

장생활 또는 공식적인 장소에서 착용하는 적절한 의복

으로 사회적 성공을 위해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를 부각

시키고 돋보이게 하는 필수아이템이다(Choi et al., 2010).

재킷의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원단, 패턴

의 구성, 부자재의 구성요소, 제조기술, 유행 등이 있다.

원단과 패턴은 실루엣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외에 전체적인 스타일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부자재를 빼놓을 수 없다(Kim, 2008). 이러한 재킷을 구

성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미적인 측면과 기

능적인 측면이며 특히 인체의 여러 부위 중에서도 큰 팔

을 감싸는 소매는 기능성과 심미적인 측면을 잘 조화시

켜 디자인과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Moon & Cho, 2001).

소매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매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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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진동둘레의 형태, 봉합 여유량, 어깨패드, 슬리브

헤드, 소매 결합 시 봉제요인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소매

의 미적인 효과와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

구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소매의 달림 상태가 좋아진다.

특히, 소매의 외관에 심미적인 영향을 미치는 슬리브헤

드는 소매산 둘레의 상부 곡면을 오그림 처리함으로써

볼륨과 여유를 위한 입체형성에 이용되고(Lee, 1998), 소

매산 부근에 생긴 빈 공간을 채워주어 소매의 외관을 아

름답게 해준다(Park & Park, 2009).

최근 남성복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남성복에 관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남성복 브랜드 재킷 안감

제작에 관한 연구(Kim, 2014), 국내 신사복 시장 현황 및

스타일 형성 기술 동향 연구(Kim, 2008), 남자 캐주얼

재킷의 내부구조에 관한 연구(Park & Park, 2009) 등의

선행연구가 있는데, 이들은 주로 안감의 모양이나 심지,

구성요소에 관하여 다루고 있어 소매의 실루엣에 영향

을 미치는 내부구조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

라서 재킷 소매의 심미적인 구성을 위한 패턴 및 제품

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시판 중인 슬리브헤드 제품의 소매 상부 각

도와 전체길이, 소재 및 구성조합을 조사하여 생산되

고 있는 제품들을 유형화한 연구자의 선행연구(Park &

Jang, 2015) 결과를 바탕으로 재킷 소매의 심미적 외관

을 위한 소매산 구성에 적합한 슬리브헤드를 개발하고

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킷 소매의 심미적인 외관을 위한 남성 및 여

성용 슬리브헤드 디자인을 제시한다.

둘째, 슬리브헤드 디자인에 적합한 남성 및 여성용

패턴을 개발한다.

셋째, 재킷 소매의 심미적인 외관을 위한 소매산 구성

에 적합한 남성 및 여성용 슬리브헤드 제품을 개발한다.

II. 이론적 배경

슬리브헤드는 재킷의 소매산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제작 후 소매산 부분에 말려진 소매

모양을 내주면서 여분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준다. 슬리

브헤드는 종종 일자 밴드가 들어있는 패딩천으로 판매

되는데 이것은 형태 변화가 쉬우며 모직에는 더욱 조심

스럽게 사용된다(Wargnier, 2010).

슬리브헤드는 <Fig. 1>과 같이 사용 목적과 의도에 따

라 크기와 두께, 모양을 달리 적용하여 사용하며 금형을

제작하여 절단기에 넣어 완성한다. 일반적으로 면 T/C

와 펠트를 여러 겹으로 만들며 겉으로 보일 때 누름자국

이 생기지 않도록 다층구조로 만들어진다(Lee, 2015).

현재까지 슬리브헤드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m(2008)의 국내 신사복 시장 현황 및 스타일 형성 기

술 동향에 관한 연구에서, 슬리브헤드는 웃옷의 어깨를

받쳐주기 위해 덧대는 심으로 어깨패드와 부착하여 소

매 어깨 부분의 볼륨을 잡아주는 기능과 소매산 부근에

생기는 빈 공간을 채워 소매의 외관을 미려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신사복에 있어 슬리브헤드가 사용되는 부

분은 외관의 전체적인 틀을 형성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

한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슬리브헤드는 일반적으로 ‘부메랑’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일자 형태도 사용하였지만 현재

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신사복 스타일의 어깨 형

태에 따라 다양한 패턴과 원단이 요구된다. 슬리브헤드

의 길이는 보통 42~46cm, 폭은 4~5.5cm이며 보통 나선

형의 중심 지지대 위에 큰 날개와 작은 날개가 지지대를

중심으로 양 끝이 쌍을 이루면서 부착되어 있고, 날개는

바이어스 방향으로 교차되게 사용한다. 그 위로 유선형

의 작은 지지대가 부착되어 탄력성과 견고함을 보강해

준다. 슬리브헤드에 구성되는 각각의 조각은 성능과 소

재에 따라 부직포, 모심지 등을 사용한다고 한다.

Park and Park(2009)의 남자 캐주얼 재킷의 내부구조

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슬리브헤드는 형태나 두께가 다

양하고 일반적으로 시판되는 형태와 유사한 것을 사용

하고 있었으며, 업체별로 제품에 적절한 슬리브헤드를

Fig. 1. Sleeve head shape and mold.

From Lee. (2015). pp.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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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주문하여 사용한다. 기성복용으로 시판되는 슬리

브헤드는 형태가 각기 다른 모심지 3장과 부직포 1장의

조합으로 만들어졌으며 소매와 봉제되는 부분은 입체

적인 형태가 아닌 직선의 형태를 띠며 일부 맞춤복에서

는 자신들의 노하우를 접목한 다양한 슬리브헤드를 주

문제작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수량과 형태에 따라

그 두께가 달라지고 소매산 부분 외관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부자재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슬리브헤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길이와

형태 및 두께가 다양하고 소재는 주로 부직포나 모심지

를 사용하며 소매산 부근의 빈 공간을 채워 소매의 외관

을 미려하게 해주는 부자재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종류와 소재에 관한 특징들을 간단하게 서술하는 방식

의 연구는 있으나, 다양한 슬리브헤드를 소매 형태에 따

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방법이나 적합한 패턴

에 관한 연구가 없어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III. 연구방법

1. 슬리브헤드 디자인 설계

현재 시판 중인 제품과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남성

용과 여성용 슬리브헤드 제품분석 결과를 살펴본 본 연

구자의 선행연구(Park & Jang, 2015) 결과를 반영하여

소매의 형태를 유지하고 소매 상부 부분의 외관을 아름

답게 하기 위한 슬리브헤드 제품을 제안하고자 하였으

며, 남성 및 여성용 슬리브헤드를 두 가지 형태로 디자

인하였다.

2. 슬리브헤드 패턴설계

슬리브헤드 패턴설계를 위해 남성복 테일러링(Choi

& Cho, 2014)의 소매 슬리브헤드 패턴제도법 <Fig. 2>

와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Park & Jang, 2015)의 외관평

가 결과에 나타난 우수제품을 참고하여 패턴을 설계하

였다. 연구에 사용된 남성용은 S브랜드의 100size 싱글

재킷 상의패턴을 이용하여, 소매 사이즈는 소매산 17cm,

소매의 위팔둘레 37cm, 진동둘레 53cm, 오그림 분량 2cm

인 패턴으로 설계하였으며, 여성용은 M브랜드의 55size

싱글재킷 상의패턴을 이용하여, 소매 사이즈는 소매산

15cm, 소매의 위팔둘레 32cm, 진동둘레 44.5cm, 오그림

분량 2cm인 패턴으로 설계하였다. 1차 패턴을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과정을 거쳐 최종패턴을 완성하였다.

3. 슬리브헤드 제품제작

남성용과 여성용 슬리브헤드 실물 제품제작은 총 2차

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소매의 기능성과 심미성 등 외

관에 적합한 부분의 특성을 반영하여 부자재를 사용하

였고, 제작 시 사용된 소재로는 소매의 외관이 아름다워

보이도록 심미성과 성형성을 고려하여 바탕 부분에 부

드러운 소재의 부직포를 사용하였고, 형태 유지를 위해

슬리브헤드의 앞, 뒤에 비접착심지인 모심지를 사용하

였으며, 소매 상부의 안정을 위해 부직포와 펠트를 사용

하여 제품을 제작하였다.

4. 슬리브헤드 제품 외관평가

완성된 슬리브헤드 제품에 대하여 의복구성학 전문가

집단 6명에 의한 외관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제품으로

완성한 슬리브헤드를 재킷에 부착하여 남성용 100size

(B: 93, W: 77, S: 43) 여성용 55size(B: 85, W: 67, S: 38)

의 팔이 부착된 바디에 착의하여 소매에 생기는 군주름

여부와 진동둘레의 당김, 슬리브 상부 곡면의 채움분, 전

체외관 위주로 평가하였다. 외관평가 문항은 소매 상부

3문항, 진동둘레의 외관 3문항, 전체외관 2문항으로 총

8문항을 구성하였으며, 평가방법은 5점 평점 리커트(Li-

Fig. 2. Sleeve head pattern design method.

From Choi and Cho. (2014).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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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t)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

렇다’(5점)으로 해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Statistics 21을 사용하였으며, 1 ·

2차 제품에 대한 기술통계 및 t-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1차 슬리브헤드 제품개발

1) 1차 디자인 설계

1차 슬리브헤드 제품디자인은 선행연구의 시제품 외

관평가 결과를 통한 우수제품을 바탕으로 디자인하였으

며, 남성용 우수제품을 살펴본 결과, 소매 패턴의 형태와

제품이 유사하며, 소매 상부에 펠트와 부직포를 사용하여

상부 곡면을 잘 채워주고, 힘받이 부분의 비접착심이 소

매 앞, 뒤의 군주름을 보완하며, 바탕 부분을 구성하는

패턴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여성용 우수제품은 소매 패

턴의 형태와 유사하며, 전체가 바탕 부분으로만 이루어

져 있어 전체외관에서 곡면의 채움이 부족하고 전체적

으로 약간의 군주름이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

결과는 <Fig. 3>의 남성용, <Fig. 4>의 여성용과 같다. 먼

저 남성용은 바탕 부분을 소매 패턴의 형태로 설계하였

고, 심미성과 성형성을 높일 수 있는 소재의 부직포를

사용하여 추가로 보완하였으며 힘받이 부분은 비접착심

인 모심지를 사용하여 소매 앞, 뒤의 군주름을 보완하며,

소매상부 부분에 착용감을 높일 수 있는 부드러운 소재

의 펠트를 사용하여 상부 곡면을 잘 채워주고, 소매에 부

착 시 소매 외관에 생기는 누름자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모든 소재를 두께가 얇은 0.40mm 이하의 것을 사용하

였다.

여성용은 슬리브헤드 바탕 부분을 소매의 형태로 전

개하여 심미성과 성형성을 높일 수 있는 소재의 부직포

를 사용하였고, 소매 앞, 뒤의 군주름을 보완하기 위해

힘받이 부분에 비접착심인 모심지를 사용하였으며, 소

매상부 부분에 착용감을 높일 수 있는 부드러운 소재의

펠트를 사용하여 상부 곡면을 잘 채워주고, 소매에 부

착 시 소매 외관에 생기는 누름자국을 최소화시키기 위

해 두께가 얇은 0.40mm 이하의 소재를 사용하였다.

2) 1차 제품 패턴설계

(1) 남성용 슬리브헤드 패턴설계

1차 남성용 슬리브헤드 패턴설계는 <Fig. 5>와 같다.

① 슬리브헤드 기준선 설계

- A, A'의 수직선, B, B'의 수평선을 그린 후 C, C' 선

상에 바깥소매와 안소매의 완성선을 맞추어 배열한다.

- 진동둘레의 노치는 a-a'의 바깥소매 끝점, a에서 3cm

위로 올려 b-b', 소매 중심선 d-d', d에서 앞으로 11cm 내

려와 c-c', 바깥소매와 안소매가 만나는 지점 e-e', e에서

뒤로 13cm 내려와 g-g', g에서 중심 쪽으로 4cm 위로 올

려 f-f'를 표시한다.

- 슬리브헤드 앞의 길이는 바깥소매의 끝까지 설정하

고, 뒷면의 길이는 C, C'선에서 겨드랑점 방향으로 13cm

내려온 지점까지의 길이를 설정한다.

② 슬리브헤드 바탕 부분 설계

슬리브헤드 바탕 부분의 너비는 a-a' 7cm, b-b' 6cm,

c-c' 5cm, 중심 d-d' 4cm, e-e' 4.5cm, f-f' 5cm, g-g' 5.5cm

의 너비로 설정하여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린다.

③ 슬리브헤드 힘받이 부분과 소매상부 부분 설계

- 앞 힘받이 부분 는 소매 중심 d-d'에서 3cm 내려온

지점부터 b-b'까지, 바탕 부분 너비보다 1cm 줄여 설계

Fig. 3. 1
st

 design for male. Fig. 4. 1
st

 design for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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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뒤 힘받이 부분 는 소매 중심 d-d'에서 3cm 내려온

지점부터 g-g'에서 2cm 올라간 지점까지, 바탕 부분보다

1cm 줄여 설계한다.

- 앞 힘받이 부분 는 b-b'에서 위로 1cm 짧게 설정

하고, 보다 0.5cm 너비를 줄여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설계한다.

- 뒤 힘받이 부분 는 보다 전체 0.5cm 줄여 설계한다.

- 소매상부 부분 는 d에서 좌우로 6cm, d'에서 보다

0.5cm 줄여 설계한다.

- 소매상부 부분 는 길이에서 좌우로 1cm씩 늘려

설정하고, d'에서 바탕 부분보다 0.5cm 줄여 설계한다.

(2) 여성용 슬리브헤드 패턴설계

1차 여성용 슬리브헤드 패턴설계는 <Fig. 6>과 같다.

① 슬리브헤드 기준선 설계

- 진동둘레의 노치는 a-a'의 바깥소매 끝점, c-c'에서

앞으로 11.5cm 내려와 b-b', 바깥소매와 안소매가 만나

는 지점 d-d', d에서 9cm 내려와 e-e'를 표시한다.

Fig. 5. 1
st

 pattern design for male.

Fig. 6. 1
st

 pattern design for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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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브헤드 앞면길이는 바깥소매의 끝까지 설정하

고, 뒷면의 길이는 d에서 겨드랑점 방향으로 9cm 내려

온 지점까지의 길이를 설정한다.

② 슬리브헤드 바탕 부분 설계

슬리브헤드 바탕 부분의 너비는 a-a' 6cm, b-b' 5cm,

중심 c-c' 5cm, d-d' 5cm, e-e' 5.5cm의 너비로 설정하여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린다.

③ 슬리브헤드 힘받이 부분과 소매상부 부분 설계

- 힘받이 부분 와 는 중심 c-c'에서 좌우로 4.5cm

내려온 지점부터 앞 a-a'에서 1cm 올라간 지점, 뒤 e-e'

에서 1cm 위로 올라간 지점까지 설정하고 바탕 부분 너

비보다 1cm 줄여 설계한다.

- 소매상부 부분 는 중심 c에서 앞으로 8cm, 뒤로

9.5cm, 바탕 부분 너비보다 1cm 줄여 설계한다.

3) 1차 제품제작

1차 슬리브헤드 제품의 사진은 <Fig. 7>의 남성용,

<Fig. 8>의 여성용과 같고, 본 실험에 사용된 재킷의 소

재는 면 100%의 머슬린으로 두께 0.31mm, 밀도는(코/

2.54cm) 경사 64, 위사 60이며, 굽힘 강도 B 0.0783gf · cm
2
/

cm, 2HB 0.0857gf · cm
2
/cm의 강성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

였으며, 슬리브헤드 제품의 소재는 <Table 1>의 남성용,

<Table 2>의 여성용과 같다. 남성용 슬리브헤드 제품제

작 시 바탕 부분은 부드러운 부직포 1겹을 사용하였으

며, 힘받이 부분은 비접착심지를 각각 2겹씩 사용하고,

소재의 신축성을 제공하기 위해 바이어스 방향으로 설

계하였다. 슬리브헤드의 상부 부분은 부직포와 펠트를

1겹씩 사용하여 오그림 분량으로 인해 생긴 빈 공간을

Table 1. For male product sleeve head lineup and material

Construction Sleeve cap part Force receiving part Based on part

Materials Felt Non-woven Interfacing Non-woven

Combination

Layer 1 1 Front 2 / Back 2 1

Blend percentage of fibers (%) Rayon 10 Polyester 90 Rayon 50 Polyester 50 Wool 35 Polyester 65 Rayon 50 Polyester 50

Thickness (mm) 0.40 0.39 0.36 0.39

Flexural strength

B (gf · cm
2
/cm)

Warp: 0.1135 Warp: 0.1125
Warp: 0.0571 /

Weft: 0.2869
Warp: 0.1125

2HB (gf · cm
2
/cm)

Warp: 0.1322 Warp: 0.1342
Warp: 0.0533 /

Weft: 0.2033
Warp: 0.1342

Density (W/2.54cm) - -
Warp: 45 /

Weft: 37
-

Fig. 7. 1
st

 product for male.

Fig. 8. 1
st

 product for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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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도록 하였으며, 제품의 각도는 30
o
, 전체길이는

47cm, 바탕 부분 부직포 1겹, 힘받이 부분 앞, 뒤에 비

접착심지 각 2겹씩, 소매상부 부분 부직포 1겹과 펠트

1겹으로 구성하여 총 7겹으로 제작하였다.

여성용 슬리브헤드 제품제작 시 바탕 부분은 부드러

운 부직포 1겹을 사용하고, 힘받이 부분 앞, 뒤에 비접

착심지를 각각 1겹씩 사용하였으며, 소재의 신축성을 제

공하고자 바이어스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슬리브헤드의

상부 부분은 펠트 1겹을 사용하여 오그림 분량으로 인

해 생긴 빈 공간을 보완하도록 하였으며, 제품의 각도는

30
o
, 전체길이는 40cm, 바탕 부분 부직포 1겹, 힘받이 부

분 앞, 뒤에 비접착심지 1겹씩, 소매상부 부분 펠트 1겹

으로 구성하여 총 4겹으로 제작하였다.

4) 1차 제품 외관평가

전문가 집단 6명에게 제시한 슬리브헤드 제품을 부착

한 재킷의 외관평가 사진은 <Table 3>과 같고, 남성용과

여성용 1차 제품의 외관평가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재킷에 어깨 패드를 부

착하고, 팔이 부착된 상태의 바디에 착의하여 외관평가

Table 2. For female product sleeve head lineup and material

Construction Sleeve cap part Force receiving part Based on part

Materials Felt Interfacing Non-woven

Combination

Layer 1 Front 1 / Back 1 1

Blend percentage of fibers (%) Rayon 10 Polyester 90 Wool 35 Polyester 65 Rayon 50 Polyester 50

Thickness (mm) 0.40 0.36 0.39

Flexural strength

B (gf · cm
2
/cm)

Warp: 0.1135
Warp: 0.0571 /

Weft: 0.2869
Warp: 0.1125

2HB (gf · cm
2
/cm)

Warp: 0.1322
Warp: 0.0533 /

Weft: 0.2033
Warp: 0.1342

Density (W/2.54cm) -
Warp: 45 /

Weft: 37
-

Table 3. Photos of 1
st

 design evaluation of sleeve head products

Type Product Front Side  Back

Male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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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하였다. 남성용 1차 제품의 외관평가에서 전체

평균 4.26으로 평가되었으나, 소매상부 부분에서 ‘상부

에 군주름은 없는가?’의 항목이 4.00으로 가장 낮은 점

수로 평가되어 소매상부 부분에 약간의 군주름이 형성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상부 진동둘레의 형태

는 안정적인가?’의 항목이 4.16으로, 주로 소매상부 부

분 곡면의 오그림 분량 채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나머지 항목들과 전체적인 외관은 4.33으로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용 1차 제품의 외관평가에서 전체평균 4.47로 평

가되었으나, 소매상부 부분에서 ‘뒷부분에 군주름은 없

는가?’의 항목과 진동둘레 부분에서 ‘앞 진동둘레와 상

부 진동둘레의 형태가 안정적인가?’의 항목이 4.33으로

평가되어 슬리브헤드의 너비가 넓어서 진동둘레 쪽으

로의 밀림 현상이 나타나 미세한 주름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2. 2차 슬리브헤드 제품개발

1) 2차 디자인 설계

남성용과 여성용 1차 외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차

디자인을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9>의

남성용 <Fig. 10>의 여성용과 같다. 남성용 1차 외관평

가 결과, 소매 전체의 외관에 오그림 분량 채움이 부족

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진동둘레의 뒷부분에 군주름

이 있어 외관이 좋지 않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2차 디자

Table 4. Results of 1
st

 design evaluation of sleeve head products                              (N=6)

Type Male Female

Factors Mean S.D. Mean S.D.

Sleeve cap

Does the cap of the sleeve cap not have wrinkles? 4.00 0.00 4.50 0.54

Does the front of the sleeve not have wrinkles? 4.33 0.51 4.50 0.54

Does the back of the sleeve not have wrinkles? 4.33 0.51 4.33 0.51

Sleeve cap average 4.22 0.34 4.44 0.53

Armhole

Is the shape of the armhole on the sleeve cap part stable? 4.33 0.51 4.33 0.51

Is the shape of the armhole on the front stable? 4.33 0.51 4.66 0.51

Is the shape of the armhole on the back stable? 4.16 0.75 4.33 0.51

Armhole average 4.27 0.69 4.44 0.51

Overall
Do the notches on the sleeve curve properly? 4.33 0.51 4.66 0.51

Does the overall appearance of the sleeve look good? 4.33 0.51 4.50 0.54

Overall average 4.33 0.51 4.58 0.52

Average total 4.26 0.51 4.47 0.52

Fig. 9. 2
nd

 design for male. Fig. 10. 2
nd

 design for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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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설계에서는 바탕 부분을 소매 패턴의 형태로 전개하

였고, 너비를 연장해주었으며, 소매 상부 오그림 분량 채

움의 부족함을 방지하기 위해 소매상부 부분의 길이와

너비를 연장하였다. 또한 진동둘레 뒷부분의 군주름을

보완하기 위하여 뒤 슬리브헤드의 길이를 연장하여 전

체길이를 늘려 설계하였다.

여성용 1차 외관평가 결과, 소매 전체의 외관에 오그

림 분량 채움이 과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바탕 부분의

너비가 넓어서 주름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2차 디자인 설계에서는 바탕 부분을 소매 패턴의 형

태로 전개하고, 바탕 부분과 힘받이 부분, 소매상부 부

분의 너비를 작게 축소하여 슬림하게 설계하였다.

2) 2차 제품 패턴설계

(1) 2차 남성용 슬리브헤드 패턴설계

2차 남성용 슬리브헤드 패턴설계는 <Fig. 11>과 같다.

① 슬리브헤드바탕 부분 설계

슬리브헤드 바탕 부분의 너비 설정은 a-a' 7.5cm, b-b'

7cm, c-c' 5.5cm, 중심 d-d' 4.5cm, e-e' 4.5cm, f-f' 6cm, g-

g' 6.5cm의 너비로 설정하여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린다.

② 슬리브헤드 힘받이 부분과 소매상부 부분 설계

- 힘받이 부분 와 는 중심 d-d'에서 좌우로 2.5cm

내려온 지점부터 앞 a-a', 뒤 g-g'에서 각각 1cm 올라간

지점까지 설정하고, 중심 d'에서 1cm 줄이고 c'와 e'의 너

비보다 0.5cm 줄여 자연스럽게 설계한다.

- 힘받이 부분 와 는 중심에서 와 보다 0.5cm,

a와 g 부분에서 각각 2cm 줄이고, c', d', e'에서 0.5cm 줄여

서 설계한다.

- 소매상부 부분 는 중심 d에서 앞으로 8.5cm, 뒤로

7.5cm, 중심 d'에서 B의 너비보다 0.5cm 줄여 설계한다.

- 소매상부 부분 는 의 길이에서 좌우로 1cm씩

길게 설정하고, 중심 d'에서 바탕 부분 너비보다 1cm 줄

여 설계한다.

(2) 2차 여성용 패턴설계

2차 여성용 슬리브헤드 패턴설계는 <Fig. 12>와 같다.

① 슬리브헤드 바탕 부분 설계

슬리브헤드 바탕 부분의 너비 설정은 a-a' 5cm, b-b'

4.5cm, 중심 c-c' 4cm, d-d' 4.5cm, e-e' 5cm의 너비로 설

정하여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린다.

② 슬리브헤드 힘받이 부분과 소매상부 부분 설계

- 힘받이 부분 와 는 중심 c-c'에서 좌우로 4.5cm

내려온 지점부터 앞 a-a'에서 1cm 올라간 지점, 뒤 e-e'에

서 1cm 위로 올라간 지점까지 설정하고, 바탕 부분 너비

보다 1cm 줄여 설계한다.

- 소매상부 부분 는 중심 c에서 앞으로 9cm, 뒤로

12cm, 바탕 부분 너비보다 1cm 줄여 초승달 모양으로

그려준다.

3) 2차 제품제작

2차 슬리브헤드 제품의 사진은 <Fig. 13>의 남성용,

Fig. 11. 2
nd

 pattern design for 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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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의 여성용과 같고 2차 실험에 사용된 제품의

소재는 <Table 1>의 남성용, <Table 2>의 여성용과 같

다. 제품제작 시 사용한 소재와 총 겹수 및 방법은 1차

와 동일하게 진행하였으며, 남성용 제품은 바탕 부분의

너비를 0.5~1cm, 뒤쪽길이 1cm를 늘려 1차보다 넓고 길

게 제작하였다. 또한 힘받이 부분 앞, 뒤의 너비 0.5cm,

길이 2.5cm씩 늘려 제작하였으며, 슬리브헤드의 상부 부

분 부직포 너비를 1차와 같게 하고 길이를 4cm로 늘려

제작하였으며, 펠트 너비는 1차와 같고, 길이를 4cm 늘

려 제작하였다.

여성용 슬리브헤드 제품제작 시 바탕 부분 부직포의

전체너비를 1cm 줄이고 길이는 1차와 같다. 힘받이 부

분의 길이는 1차와 같고 너비를 0.5~1cm 줄였으며, 슬리

브헤드 상부 부분의 펠트 너비를 1cm 줄이고, 길이를

2cm 늘려 제작하였다.

4) 2차 제품 외관평가

전문가 집단 6명에게 제시한 슬리브헤드 제품을 부착

한 재킷의 외관평가 사진은 <Table 5>와 같고, 남성용과

여성용 2차 제품의 외관평가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남성용 2차 제품의 외관평가에서 전체적으로 평균 4.74

의 높은 점수로 평가되었으며, 소매 상부, 진동둘레, 전

체외관에서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고, 특히 소매 앞부분

의 군주름과 오그림 채움 분량은 5.00으로 최고의 점수

Fig. 12. 2
nd

 pattern design for female.

Fig. 13. 2
nd

 product for male. Fig. 14. 2
nd

 product for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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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외관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용 2차 제품의 외관평가에서 전체적으로 평균 4.85

의 높은 점수로 평가되었으며, 소매 상부, 진동둘레, 전체

외관에서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고, 소매 상부와 앞부분

에 군주름 형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0으

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외관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났다.

(1) 남성용 슬리브헤드 1차 · 2차 제품비교

<Fig. 15>의 1차 제품특징으로는 바탕 부분을 소매 패

턴의 형태로 전개하였으며, 각도는 30
o
, 전체길이는 47cm,

바탕 부분 부직포 1겹, 힘받이 부분 앞, 뒤에 바이어스

방향의 비접착심지 각각 2겹씩, 소매상부 부분 부직포

1겹과 펠트 1겹으로 구성하였다. 총 7겹으로 제작하여 외

관평가를 실시한 결과, 소매 전체의 외관에 오그림 분량

채움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진동둘레의 뒷부분

에 군주름이 있어 외관이 좋지 않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2차 제품에서는 소매 전체의 오그림 분량을 위하여 바탕

부분의 너비를 0.5~1cm 연장해 주고, 소매상부 부분의 길

이를 4~5cm, 너비를 0.5cm씩 연장하였다. 또한 진동둘레

뒷부분에 군주름을 보완하기 위하여 뒤 슬리브헤드의

길이를 연장하여 전체길이 48cm로 늘려 제작하였다.

슬리브헤드의 바탕 부분 너비를 1차 제품보다 넓고 길

게 하여 소매 전체외관의 군주름을 보완하였으며, 소매

상부 부분의 길이를 늘려 오그림 분량을 충분히 제공함

으로써 상부의 곡면을 잘 채워주었고, 힘받이 부분의 너

비와 길이를 추가함으로써 앞, 뒤에 생기는 군주름을 보

Table 5. Photos of 2
nd

 design evaluation of sleeve head products

Type Product Front Side  Back

Male

Female

Table 6. Results of 2
nd

 design evaluation of sleeve head products                              (N=6)

Type Male Female

Factors Mean S.D. Mean S.D.

Sleeve cap

Does the cap of the sleeve cap not have wrinkles? 4.83 0.40 5.00 0.00

Does the front of the sleeve not have wrinkles? 5.00 0.00 5.00 0.00

Does the back of the sleeve not have wrinkles? 4.50 0.54 4.66 0.51

Sleeve cap average 4.77 0.31 4.88 0.17

Armhole

Is the shape of the armhole on the sleeve cap part stable? 4.83 0.40 4.83 0.40

Is the shape of the armhole on the front stable? 4.66 0.51 4.83 0.40

Is the shape of the armhole on the back stable? 4.50 0.54 4.83 0.40

Armhole average 4.66 0.48 4.83 0.40

Overall
Do the notches on the sleeve curve properly? 5.00 0.00 4.83 0.40

Does the overall appearance of the sleeve look good? 4.66 0.51 4.83 0.40

Overall average 4.83 0.25 4.83 0.40

Average total 4.74 0.36 4.8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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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해주었다.

(2) 여성용 슬리브헤드 1차 · 2차 제품비교

<Fig. 16>의 1차 제품특징으로는 바탕 부분을 소매

패턴의 형태로 전개하였으며, 각도는 30
o
, 전체길이는

40cm로 길이와 너비를 넓고 길게 하여 소매의 볼륨 보

강에 중점을 두어 바탕 부분 부직포 1겹, 힘받이 부분

앞, 뒤에 바이어스 방향의 비접착심지 각 1겹씩, 소매상

부 부분 펠트 1겹으로 구성하여 총 4겹으로 제작하여 외

관평가를 실시한 결과, 소매 전체의 외관에 오그림 분량

채움이 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슬리브헤드의 너비

가 넓어서 진동둘레 쪽으로 밀림 현상이 나타나 주름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차 제품에서는 바탕 부

분의 전체너비를 1cm 줄이고, 힘받이 부분의 너비를 0.5

~1cm 줄였으며, 소매상부 부분의 길이를 2cm 늘리고,

너비를 1cm 줄여 제작하였으며, 슬리브헤드의 전체길이

는 1차와 같다.

Fig. 15. Male 1
st
· 2

nd
 Pattern degree of polymerization.

Fig. 16. Female 1
st
· 2

nd
 Pattern degree of polyme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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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브헤드 바탕 부분과 힘받이 부분, 소매상부 부분

의 너비를 전체적으로 슬림하게 축소하여 설계하였으며

너비를 줄여줌으로써 소재에 의해 밀려서 생기는 군주

름을 보완해주었다.

(3) 남성용 비교제품과 연구제품 외관평가 비교

슬리브헤드 시제품 외관평가를 실시한 선행연구(Park

& Jang, 2015) 결과를 통한 우수제품을 비교제품으로

설정하고, 비교제품과 연구제품의 유의차 검정을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제품의 외관평가 사진은 <Table

7>과 같고,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비교제품과 연구제품의 t-test를 실시한 결과, 총 8개

의 항목 중 4개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소매상부 부

분 ‘슬리브의 앞부분에 군주름은 없는가?’의 항목에서 비

교제품은 4.33, 연구제품은 5.00으로 최상의 점수로 평

가되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연구제품에 바

탕 부분을 추가하고 힘받이 부분 길이와 너비를 늘려주

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진동둘레 부분의

‘상부 진동둘레의 형태는 안정적인가?’의 항목에서 비교

제품은 4.00, 연구제품은 4.83으로 평가되어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냈다. 이는 비교제품의 각도가 낮아 소매상부 부

분에 남는 여분이 많다고 판단되며, 상대적으로 연구제

품은 각도가 소매 패턴과 같아 소매 상부에 남는 여분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상부의 형태가 안정적이라 볼 수 있

Table 7. Photos of design evaluations of product research and compared for males

 Type Product Front Side  Back

Compared

product

Research

product

Table 8. Comparison of design evaluations of product research and compared for males           (N=6)

Product Compare Research
t-value

Factors Mean S.D. Mean S.D.

Sleeve cap

Does the cap of the sleeve cap not have wrinkles? 4.00 0.00 4.83 0.40 −1.19

Does the front of the sleeve not have wrinkles? 4.33 0.51 5.00 0.00 −2.23*

Does the back of the sleeve not have wrinkles? 3.83 0.98 4.50 0.54 −0.87

Sleeve cap average 4.05 0.49 4.77 0.31

Armhole

Is the shape of the armhole on the sleeve cap part stable? 4.00 0.00 4.83 0.40 −2.82**

Is the shape of the armhole on the front stable? 4.33 0.81 4.66 0.51 −1.86

Is the shape of the armhole on the back stable? 4.17 0.75 4.50 0.54 −2.39*

Armhole average 4.16 0.52 4.66 0.48

Overall
Do the notches on the sleeve curve properly? 4.33 0.51 5.00 0.00 −3.16*

Does the overall appearance of the sleeve look good? 4.33 0.51 4.66 0.51 −1.11

Overall average 4.33 0.51 4.83 0.25

Average total 4.16 0.50 4.74 0.36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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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뒤 진동둘레의 형태는 안정적인가?’의 항목에

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연구제품의 바탕

부분 길이를 더 길게 하여 뒷부분에 오그림 분량을 채

워줌으로써 부족한 볼륨을 잘 채워 외관이 우수해졌다

고 볼 수 있다. 전체외관 부분 ‘슬리브 곡면의 오그림 분

량 채움은 적당한가?’의 항목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으며, 비교제품은 4.33, 연구제품은 5.00으로 오그림

분량 채움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교제품에

는 없는 바탕 부분을 새로 추가 구성하여, 소매 전체의

곡면을 잘 채워주어 외관이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여성용 비교제품과 연구제품 외관평가 비교

슬리브헤드 제품의 외관평가에서 비교제품과 연구제

품의 유의차 검정을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제품의

외관평가 사진은 <Table 9>와 같고, 그 결과는 <Table 10>

과 같다.

비교제품과 연구제품의 t-test를 실시한 결과, 총 8개

항목 중 전체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소

매상부 부분에서 비교제품은 3.88~4.13, 연구제품은 4.66

~5.00으로 평가되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진동둘

레 부분에서 비교제품이 3.63~4.13, 연구제품에서 전체

4.83으로 평가되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전체

외관에서 비교제품이 3.38과 3.88, 연구제품에서 4.83으

로 평가되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비교제품에 비

해 전체적으로 점수가 월등히 높아졌다. 이는 비교제품

Table 9. Photos of design evaluations of product research and compared for females

 Type Product Front Side  Back

Compared

 product

Research

product

Table 10. Comparison of design evaluations of product research and compared for females         (N=6)

Product Compare Research
t-value

Factors Mean S.D. Mean S.D.

Sleeve cap

Does the cap of the sleeve cap not have wrinkles? 4.13 0.35 5.00 0.00 −5.00**

Does the front of the sleeve not have wrinkles? 4.00 0.53 5.00 0.00 −3.87**

Does the back of the sleeve not have wrinkles? 3.88 0.35 4.66 0.51 −3.10**

Sleeve cap average 4.00 0.41 4.88 0.17

Armhole

Is the shape of the armhole on the sleeve cap part stable? 4.13 0.35 4.83 0.40 −2.82**

Is the shape of the armhole on the front stable? 3.63 0.51 4.83 0.40 −4.78***

Is the shape of the armhole on the back stable? 4.00 0.00 4.83 0.40 −5.00**

Armhole average 3.92 0.28 4.83 0.40

Overall
Do the notches on the sleeve curve properly? 3.38 0.51 4.83 0.40 −5.58***

Does the overall appearance of the sleeve look good? 3.88 0.35 4.83 0.40 −5.00**

Overall average 3.63 0.43 4.83 0.40

Average total 3.87 0.36 4.85 0.31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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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소매 패턴의 형태로 설계하여 슬리브헤드에 볼륨

을 주기위해 각도를 완만하게 벌려주고, 오그림을 하여

소매에 부착하게 되는데, 이때 소매의 중심부에 남는 여

분이 많기 때문에 바탕 부분의 구성을 생략하여 제품을

구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소매의 각도가 높아 남

는 여분을 미처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관의 미적 효

과가 감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제품에서

는 슬리브헤드의 각도를 소매와 같게 하기 위해 소매 패

턴의 형태로 전개하였고, 바탕 부분을 추가로 구성하였

으며, 이는 전체적인 외관에 심미적인 기능을 더해준 효

과로 볼 수 있다. 힘받이 부분 또한 길이와 너비를 더해

주어 앞, 뒤의 군주름을 해소하고, 소매상부 부분의 길이

와 너비를 더해주어 상부의 곡면을 잘 채워줌으로써, 소

매의 외관이 전체적으로 우수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남

성용과 여성용 연구제품은 선호하는 소매의 어떠한 패

턴으로도 슬리브헤드를 제작할 수 있으며, 재킷의 겉감

소재의 두께에 따라 겹수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또한 슬리브헤드 소재를 부드러운 재질을 사

용함으로서 원단의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별

도의 다림질 조형 없이 사용 가능하다. 슬리브헤드를 부

착하는 방법으로는 헤드의 상부 부분을 오그림하여 슬

리브헤드가 재봉기의 바닥면을 향하게 놓고 부착하는

것이 오그림 분량 배분에 유리하다.

(5) 소매디자인에 따른 슬리브헤드 패턴설계방법

연구자가 개발한 슬리브헤드의 패턴설계는 디자인별

완성된 재킷 소매 패턴에서 시작하며, <Fig. 17>과 같이

소매 패턴의 바깥소매와 안소매의 뒤 솔기 부분을 C-C'

에 시접 없이 붙인 후 진동둘레의 외곽선을 완성하고,

1cm의 시접을 포함하는 슬리브헤드 완성선을 그려준다.

슬리브헤드 앞 길이는 바깥소매의 앞 끝까지 설정하고,

뒤 길이는 겨드랑점에서 중심 방향으로 남성용 6~7cm,

여성용 4~5cm 올려 슬리브헤드 전체길이를 설정하며,

바탕 부분 너비와 힘받이 부분, 소매상부 부분의 너비

를 2차와 같은 치수를 적용하여 설계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매의 심미적인 외관을 위한 슬리브헤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현재 시판 중인 제품과 업체

에서 사용하고 있는 남성 및 여성용 슬리브헤드 제품을

비교분석한 결과(Park & Jang, 2015)를 바탕으로 슬리브

헤드 디자인을 설계하였으며, 소매산 구성에 적합한 남

성 및 여성용 슬리브헤드 제품을 개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킷 소매의 심미적인 외관을 위한 남성 및 여성

용 슬리브헤드 유형별 외관평가 결과에 나타난 우수제

품을 반영하여 개발한 슬리브헤드 디자인으로 남성용은

바탕 부분을 소매 패턴의 형태로 전개하여 1겹으로 디

자인하고 힘받이 부분과 소매상부 부분의 형태를 각각

2겹씩 디자인하여 총 7겹으로 설계하였으며, 여성용은

바탕 부분을 소매 패턴의 형태로 전개하여 1겹으로 디

자인하고, 힘받이 부분과 소매상부 부분을 각각 1겹씩

디자인하여 총 4겹으로 설계하였다.

둘째, 슬리브헤드 패턴 설계는 S패턴을 사용한 남성

용, M패턴을 사용한 여성용의 두 장 소매 패턴을 기본

으로 설계하였으며, 바깥소매와 안소매의 솔기를 시접

없이 붙이고, 바탕 부분은 소매패턴 형태로 전개하였으

며, 남성용은 전체길이 48cm, 각도 30
o
, 너비 4.5~7.5cm,

여성용은 전체길이 40cm, 각도 30
o
, 너비 4~5cm로 설계

하였다.

셋째, 슬리브헤드 제품 제작 시 남성 및 여성용 제품

의 소재는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며, 바탕 부분은 부드러

운 부직포 1겹을 사용하였고, 힘받이 부분은 비접착심

지를 각각 2겹씩 사용하고 여성용은 1겹 사용하였으며,

소재에 신축성을 제공하고자 바이어스 방향으로 설계

하였다. 소매상부 부분은 부직포와 펠트를 각각 1겹씩

사용하고, 여성용은 펠트 1겹을 사용하여 오그림으로 인

해 생긴 빈 공간을 보완하도록 제작하였다.

넷째, 재킷 소매의 외관을 위한 슬리브헤드 제품에 대

하여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착의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개발제품이 비교제품보다 높은 평

가를 받았으며, 남성용은 전체평균 4.64로 소매 상부, 진

동둘레, 전체외관에서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고, 특히 소

매 앞부분의 군주름과 오그림 채움 분량은 적당한가의

항목에서 외관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용

은 평균점수가 4.73의 높은 점수로 평가되었으며 소매

상부, 진동둘레, 전체외관에서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고,

특히 소매 상부와 앞부분에 군주름이 없는가의 항목에

서 외관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슬리브헤드의 외관평가 시

소재를 머슬린으로 한정하여 옷감의 종류나 두께에 따

른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또한 슬리브헤드가 재킷

의 활동성에 관여하는 정도가 미미하여 착용감 평가를

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

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제언으로는 올이 풀리지 않는 신

소재의 사용으로 슬리브헤드를 내부 부자재가 아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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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 노출시켜도 손색이 없는 디자인이 될 수 있는 제

품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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