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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act

This research compared 3 types of jacket pattern design methods for men's wear (age range 25-35) in text-

books. We are to develop research pattern with problem solving based on an analysis of three jacket patt-

erns. The comparative analysis revealed that loose-silhouette slopers A and B scored high in functional eva-

luation and low in appearance evaluation. However, the tight-silhouette slim-line sloper C received high

points in appearance evaluation, but low scores in functional evaluation. All three slopers were evaluated

low in the back appearance.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 jacket sloper were: front width,

(1/10 chest×2)+0.8cm; side width, 1/10 chest+5.5cm; back width, (1/10 chest×2)+1.5cm; armscye depth, 1/8

chest+11cm; waist back length, 1/2 jacket length+5cm; and hip length, 1/2 (jacket length-waist length)+

1cm. The proportions against jacket length were applied to waist length, hip length, and the position of chest/

waist pockets. In addition, the back part with low appearance estimation was adjusted as comfortable with

the back curve line. Appearance evaluation and 3D clothes modeling system (CLO) showed an overall imp-

rovement in the developed jacket sloper when compared to the original jacket slo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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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킷원형

I. 서 론

패션을 통해 적극적인 개성을 표현하려는 젊은 남성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남성복 패션시장이 새로운 소비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새로운 소비

주체 및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20~30대 남성들은 비교적

단순하고 정형화되어있는 남성복 틀을 깨고 다양한 의

복형태를 요구하고 있다(Jeong, 2011). 그 중 남성복 정

장의 경우 격식의 개념으로 입혀지던 과거와 달리 아이

템 및 다양한 소재들이 남성복에 시도되어 종전의 남성

복에서 통용되었던 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다양한 패

턴의 남성복 재킷디자인이 나오고 있다. 이상과 같이 남

성 소비자들의 의식변화 및 패션에 대한 요구도가 다양

화됨에 따라 대학에서도 남성복 교재의 패션트렌드를

반영한 패턴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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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된 남성복 패턴교재에 소개된 테일러드 재킷의 제

도방법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트렌디한 재킷의

실루엣을 나타내기에는 응용력이 미비한 부분이 많고

(Park & Lee, 2013), 남성복 제작을 위한 전문패턴서적

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남성복의 재킷패턴설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3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남성복 슬림핏 재킷패턴 설계

방법 연구(Kim, 2009), 20대 남성 표준체형을 중심으로

한 캐쥬얼 재킷 허리선 절개분량이 외관과 동작성에 미

치는 효과(Kim et al., 2009), 남성복 피티드 재킷패션설

계를 위한 패턴비교분석 및 착의평가(Shim et al., 2007)

그리고 패턴제도법에 따른 남성복 재킷의 여유량 비교

연구(Park & Lee, 2013), 브랜드존과 버튼수에 따른 남

성복 슬림핏 재킷의 사이즈와 재킷의 스타일에 따른 패

턴설계방법 실태조사(Kim et al., 2012)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남성 재킷에 대한 연구는 다각도로 진행

되고 있으나 교육용 패턴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남성복 교

재를 대상으로 재킷패턴 설계방법 비교 및 착의평가를

통해 25~35세 대상의 교육용 재킷몸판패턴을 개발하고

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재킷패턴디자인은

시접이 포함되지 않은 교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비교분

석에 사용한 3종의 교재는 <Table 1>과 같다. 패턴제도

시 사용한 인체치수는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Ko-

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0)

데이터 중 25~35세 계측평균치를 사용하였다(Table 2).

2. 재킷패턴제도법 및 치수비교

교육용 재킷패턴개발을 위한 실험복 제작 시 재킷의

길이는 72cm로 통일하여 기초패턴을 설계한 후 치수를

비교분석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항목은 총 21항목이

며 그 내용은 <Fig. 1>과 같다.

3. 착의평가

1) 피험자 선정과 실험복

착의평가를 위한 피험자 선정은 제6차 한국인 인체치

수조사(KATS, 2010)의 25~35세 남성 평균값에 준하여

남자 피험자 3명을 선정하였고, 실험복은 동일한 치수의

라펠 및 칼라를 설계한 후 투버튼 싱글 재킷의 형태로

제작하여 착의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소재물성은 <Table

3>과 같다.

2) 기능성 평가

피험자에게 3종류의 실험재킷을 임의의 순서로 착의

시킨 후 각 동작을 취해 직접평가(Self-sensory test)를 하

도록 하였으며, 점수는 5점 척도법으로 평가하였다. 동

작적합성 평가항목은 Han(2006)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7동작으로 구성하였으며, 동작설정기준은 <Table

4>와 같다.

3) 외관평가

피험자는 기능성 평가 시 선정된 피험자와 동일하며,

평가자는 의복구성 교수 4명 및 의복구성 전공 석사 1명

Table 1. Men's wear textbooks used in the analysis

Items A B C

Author Nam and Lee Kim and Park Park et al.

Year of publication 2003 2004 2013

Publisher Kyohakyongusa Kyungchunsa Gyomoon Publishers

Table 2. Required dimensions for jacket patternmaking*                                    (Unit: cm)

Measurement items
Height Circumference Length

Stature Chest Waist Neck Hip Waist back Biacromion

Dimensions 172.9 96.0 82.6 37.2 94.8 44.2 43.4

*: Average size of 25-35 year-old male (KAT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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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여 총 5명이 재킷외관평가에 참여하였다. 외관

평가항목은 Han(2006)이 평가한 검사항목을 참고로 하

여 재킷원형설계에서 중요한 부위 및 항목을 연구목적

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하여 총 29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평가항목은 <Table 5>와 같다.

4) CLO에 의한 3차원 의상착용을 통한 분석

CLO 프로그램을 이용한 3차원 의상착용을 통한 외관

Height & Length Width Others

01. Armscye depth 07. Chest width-front 16. Shoulder angle (Front)

02. Waist back length 08. Chest width-side 17. Shoulder angle (Back)

03. Hip length 09. Chest width-back 18. Back curve line (Chest p.)

04. Jacket length 10. Waist width-front 19. Back curve line (Waist p.)

05. Back neck height 11. Waist width-side 20. Back curve line (Hip p.)

06. Biacromion length 12. Waist width-back 21. Center front slope

13. Hip width-front

14. Hip width-side

15. Hip width-back

p.: position

Fig. 1. Items for Pattern analysis.

Table 3.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for experimental clothes

Fabric name Fiber
1)

Weave Thickness (mm) Density
2)

 (number/inch) Weight
3)

 (g/m
2
)

Muslin Cotton 100 Plain 0.30 71×70  122.0

1): KS K 0210-1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KSA], 2015),  2): KS K 0511 (KSA, 2009), 3): KS K 0514 (KS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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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직물변형률 분포를 분석하였으며, 아바타는 제

6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KATS, 2010)에서 제시된 25~

35세 계측평균치를 사이징한 다음 착의기체로 활용하였

고 사이즈 정보는 <Table 6>과 같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한 자료분석은 SPSS 18.0을 사용하였으

며, 원형 간의 유의한 차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

원분산 분석(One-way ANOVA) 및 t-test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재킷패턴의 제도법 및 치수비교

재킷패턴분석을 위해 총 21항목에 대한 제도법 및 치

수비교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Table 7>과

같다. <Table 7>에 의하면 진동깊이(Armscye depth)의 경

우 A는 [(B/10)+12cm]+3cm=24.6, B는 (B/8)+12cm=24,

C는 (키/7.5)+1.5cm=24.6을 각각 사용하였으며, 등길이

(Waist back length) 설정은 A, B의 경우 (키/4)+1cm=44.3

의 계산치수를 사용한 반면 C는 신체 실측치인 44.2를 패

턴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엉덩이길이(Hip length)는 A, B

의 경우 키/8, C는 키/9의 계산치수를 각각 적용한 결과

A, B는 21.6cm인 반면 C는 19.2cm였다. 그리고 앞품의

경우 A는 (2B/10)+1.5cm, B는 (2B/10)+1.5cm, C는 (2B/

10)-1+0.8cm의 계산수치를 적용하였고, 옆품의 경우 A

는 (B/10)+5cm, B는 B/10+5cm(3cm 내부공간), C는 (B/

10)+1+5.4cm(2cm 내부공간) 계산수치를 적용하였다. 그

리고 등품의 경우 A는 (2B/10)+2.5cm, B는 (2B/10)+1cm,

C는 (2B/10)+1.8cm를 적용하였다. 패턴완성 후 가슴둘레

전체 여유량을 계산해 보면 A는 13.6cm, B는 15.6cm, C

는 6.2cm이고 허리둘레 여유량은 A는 14.2cm, B는 13.6cm,

C는 7.6cm이며 엉덩이둘레 여유량은 A는 12.0cm, B는

8.2cm, C는 7.6cm를 각각 나타내었다.

목뒤점-어깨점사이길이(Biacromion length)는 A, B, C

의 경우 23.2cm, 22.7cm, 21.7cm로 각각 나타났고, 목옆

점을 기준으로 한 앞어깨경사각도(Shoulder angle-front)

는 17.0°, 22.0°, 19.5°, 뒤어깨경사각도(Shoulder angle-

back)는 17.5°, 18.0°, 20.5° 로 각각 나타나 이 결과를 어

깨선 봉제 후 각도로 분석해 본 결과 A는 17.0°, B는 18.3°,

C는 18.0°로 각각 나타났다.

2. 중합도를 통한 패턴의 형태비교

중합도 비교결과는 <Fig. 2>와 같으며 앞판을 비교분

Table 4. Motion for functional evaluation

Items M1 M2 M3 M4

Motion

90 degree forward 90 degree sideways Up to a maximum Bending arm forward

Items M5 M6 M7

Motion

Raise your left arm

on his right shoulder

Raise your right arm

on his left shoulder

Raise your right arm

to back n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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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결과 A원형의 경우 다른 원형에 비해 옆선의 곡선

이 완만하고 허리와 힙치수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

리고 앞판의 옆목너비가 커서 어깨끝점의 위치가 상대

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C원형의 경우 두 원형에 비해

앞중심 각도(Center front sloper)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

며, 가장 슬림한 라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C원형의 허

리다트 위치가 허리선에 위치한 A, B원형에 비해 허리

선 3cm 위 그리고 옆선 쪽으로 위치하고 있다. 옆판의

Table 5. The questionnaire for appearance evaluation

Items Questionnaires

Front (12 items)

F1 Fitness & winkle of shoulder region

F2 Fitness of shoulder width

F3 Appearance of waist silhouette

F4 Position of waist dart

F5 Length of waist dart

F6 Fitness of front width

F7 Appearance of front

F8 Position of side panel

F9  Position of armhole

F10 Position of button

F11 Placement of button extension

F12 Shoulder angle

Back (8 items)

B13 Fitness of scapula region

B14 Position of shoulder width

B15 Position of waist line

B16 Fitness of back width

B17 Appearance of back

B18 Position of side panel

B19 Position of armhole

B20 Shoulder angle

Side (1 item) S21 Appearance of side

Whole appearance (6 items)

W22 Placement of shoulder line

W23 Placement of chest line

W24 Ease amount of chest circumference

W25 Placement of waist line

W26 Ease amount of waist circumference

W27 Placement of hip line

Collar (2 items)
C28 Placement neckline 

C29 Comfort of neck region

Table 6. Size menu for 3D clothes modeling system (CLO)*                               (Unit: cm)

Size items
Height Circumference Length

Stature Cervical Waist Hip Chest Waist Hip Biacromion

Dimensions 172.9 147.9 104.3 86.0 96.0 82.6 94.8 43.4

*: Average size of 25-35 year-old male (KAT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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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attern size comparisons according to men's wear textbooks                     (Unit: cm, 
o
)

 Measure items A B C

Height & Length

1. Armscye depth 24.6 24.0 24.6

2 .Waist back length 44.3 44.3 44.2

3. Hip length 21.6 21.6 19.2

4. Jacket length 72.0 72.0 72.0

5. Back neck height 02.3 02.3 02.5

6. Biacromion length 23.2 22.7 21.7

Width

7. Chest width-front 20.7 (2B/10+1.5) 20.7 (2B/10+1.5) 19.0 (2B/10-0.2)

8. Chest width-side 14.6 (B/10+5) 11.6 (B/10+2) 14.0 (B/10+4.4)

9. Chest width-back 21.7 (2B/10+2.5) 20.2 (2B/10+1) 21.0 (2B/10+1.8)

10. Waist width-front 22.5 22.0 20.7

11. Waist width-side 10.3 10.6 09.4

12. Waist width-back 16.6 16.5 16.0

13. Hip width-front 22.8 22.6 22.0

14. Hip width-side 12.8 11.7 11.7

15. Hip width-back 17.8 17.2 17.5

Others

16. Shoulder angle (Front) 17.0 22.0 19.5

17. Shoulder angle (Back) 17.5 18.0 20.5

18. Back curve line (Chest p.) 01.0 00.9 00.9

19. Back curve line (Waist p.) 03.0 03.3 02.0

20. Back curve line (Hip p.) 03.8 04.0 02.0

21. Center front slope 00.5 00.8 02.5

p.: position

Fig. 2. Overlapped slo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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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A원형은 엉덩이에서 밑단에 연결된 옆선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B원형이 허리선 위 옆판의 기울기가 뒷

판 쪽으로 많이 기우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뒷판의 경우 가슴 및 엉덩이 위치에서의 너비치수가 A

>B>C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허리선 아래 뒷중심선 경

사가 B>A>C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뒷판의 경우에서도

C원형이 가장 슬림한 것으로 나타났다.

3. 1차 착의평가

1) 기능성 평가

6패널 재킷디자인으로 실험의복을 제작하여 피험자

3명에게 착의시킨 후 동작에 따른 기능성 평가를 실시

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기능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형 간 유의한 차이는 인

정되지 않았으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B>A>C원형 순

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A원형은 양팔을 최대각도

로 올렸을 때 편안한가(M3) 항목에서, B원형은 양팔을 옆

으로 90도 올렸을 때 편안한가(M2)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각각 얻었으며 A, B원형 모두 평균값이 3.0(보통

이다) 이상을 얻었다. 그리고 C원형은 두 팔을 앞에서 꺾

어 모았을 때 편안한가(M4) 항목에서 매우 불편하다는

응답이 나왔으며, 대체로 기능성 평가결과가 A, B원형

에 비해 낮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C원형의 경우 A, B

원형에 비해 전체적인 여유가 적은 슬림한 패턴을 가지

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2) 외관평가

3가지 재킷에 대한 외관평가결과는 <Table 9>와 같고

재킷착장사진은 <Table 10>과 같다. <Table 9>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C원형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을 살펴보면 앞면의 경우 어

깨너비(F2), 허리실루엣(F3), 앞면 외관(F7), 앞면 옆폭분

리선 위치(F8), 앞암홀둘레선(F9), 앞어깨경사(F12), 뒷

면 견갑골 부위(B13), 뒷면 외관(B17), 뒷면 옆폭분리선

위치(B18), 뒤어깨경사(B20), 옆면 외관(S21), 허리둘레

선 여유(W26), 엉덩이둘레선 위치(W27) 항목에서 C원

형이 의미있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외관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3) CLO에 의한 3차원 의상착용을 통한 분석

CLO 프로그램을 이용한 3차원 의상착용을 통한 외관

평가비교 및 직물변형율 분포 분석결과는 <Table 11>과

같다. 3차원 의상착용을 통한 분석결과와 재킷외관 그

리고 동작기능성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재킷의 외관에 영향을

주는 허리실루엣, 엉덩이둘레선의 위치, 전체적인 앞, 옆,

뒷면 외관평가에서 C원형이 전체적인 여유량이 적은 슬

림한 라인으로 인해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동작에 따른

기능성 평가에서는 세 가지 원형 중 가장 낮은 평가가 나

타났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연구원형에 적용하여 수정 및

보완하고자 한다. B원형의 경우 재킷외관평가결과에서

뒷면의 옆폭분리선 위치(B18)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얻

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3차원 의상착용에 의한 외관평가

및 직물변형율에서도 같은 문제점으로 지적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A원형의 경우 중합도를 통한 패턴비교에서 살

펴보면 앞판의 옆목너비가 커서 어깨끝점의 위치가 상대

적으로 크게 나타나 어깨너비가 커지는 현상을 3차원

의상착용에 의한 외관평가결과 및 앞어깨너비(F2) 외관

평가결과에서 A원형이 가장 낮은 평가를 얻은 결과를

보여주므로 이것에 대한 패턴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

Table 8. Functional wearing evaluation

Types

Items

A B C
F-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M1 3.33 1.15 3.33 0.57 2.33 1.15 1.00

M2 4.00 1.00 4.33 0.57 3.33 1.15 0.87

M3 3.00 2.00 2.67 0.57 2.00 1.00 0.43

M4 3.00 1.73 3.00 0.00 1.67 0.57 1.60

M5 3.33 0.57 4.00 1.00 3.00 1.00 1.00

M6 3.00 0.00 3.67 0.57 2.67 1.52 0.87

M7 3.00 1.00 3.00 0.10 2.00 1.00 1.00

Total average 3.23 1.09 3.42 0.81 2.42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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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3가지 원형 모두 뒷면이 낮은

점수를 얻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4. 재킷연구원형 제작

1) 연구원형

1차 착의평가를 실시한 후 기능성 평가 및 외관평가결

과를 바탕으로 재킷몸판 연구원형을 제도하였다. 제도

방법은 <Fig. 3>과 같으며 제도에 따른 부분 치수규격은

<Table 12>와 같다. 연구재킷원형의 제도식 특징을 간

단히 살펴보면 앞품은 (1/10가슴둘레×2)+0.8cm, 옆품은

1/10가슴둘레+10cm(4.5cm 내부공간), 등품은 (1/10가슴

둘레×2)+1.5cm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진동깊이는 1/8가

슴둘레+11cm, 허리길이는 1/2재킷길이+5cm, 엉덩이길

Table 9. Appearance evaluation

Types

Items

A B C
F-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Front

F1 3.40 1.05 3.33 1.04 4.07 .70 2.73

F2 3.07ab 1.28 3.67ab .97 4.20a .77 4.53*

F3 3.67ab .90 2.93b 1.33 4.07a .79 4.60*

F4 3.33 .97 3.33 .97 3.47 1.30 0.07

F5 3.33 .90 2.87 .91 3.47 1.12 1.53

F6 2.73 .88 3.27 .88 3.27 1.10 1.54

F7 3.07ab .79 3.33ab .97 3.93a .96 3.52*

F8 3.00ab 1.00 3.40ab .82 3.80a .67 3.36*

F9 3.07ab 1.10 3.33ab 1.23 4.07a .70 3.73*

F10 3.60 .73 3.73 .59 3.67 .81 0.12

F11 3.67 .81 3.47 .83 3.80 .41 0.82

F12 3.67ab 1.04 3.27ab 1.03 4.20a .67 3.76*

Back

B13 2.00ab .53 2.60ab .98 2.87a .83 4.54*

B14 2.93 1.22 3.33 1.17 3.93 .96 3.00

B15 3.13 1.06 3.40 .98 3.80 .67 1.98

B16 2.40 1.05 2.60 .98 2.93 .88 1.14

B17 2.00ab .65 2.53ab .83 2.80a .77 4.33*

B18 3.07b 1.03 2.67c .97 3.60a .73 3.85*

B19 2.93 1.03 2.80 1.01 3.27 .88 0.90

B20 3.07bc 1.28 3.20b 1.01 4.13a .51 5.18**

Side S21 2.87ab .99 3.00ab .75 3.67a .72 3.98*

Whole appearance

W22 3.60 .91 3.60 1.05 4.27 .45 3.09

W23 3.73 .79 3.60 1.05 4.20 .41 2.32

W24 3.20 .94 3.20 1.01 3.87 .91 2.42

W25 3.47 1.06 3.20 1.01 4.00 .84 2.60

W26 2.53ab .91 3.13ab 1.06 3.73a 1.03 5.34**

W27 3.07ab 4.16 2.60b 1.05 3.93a .70 6.95**

Collar
C28 4.00 .65 4.07 .70 4.27 .59 0.67

C29 3.87 .91 4.00 .84 4.33 .48 1.45

*p<.05, **p<.01

Duncan test results: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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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2(재킷길이-허리길이)+1cm를 사용하였으며, 재

킷길이에 대한 프로포션을 허리길이 및 엉덩이길이 그리

고 가슴주머니 및 허리주머니 위치에 적용하였다. 그리

고 전체적으로 낮은 외관평가결과가 나온 뒷면은 뒷중

심 곡선 라인을 수정하여 인체의 등면 곡선에 대해 편안

한 맞음새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하였다. 목옆점을 기준으

로 한 앞어깨경사각도는 22.0°, 뒤어깨경사각도는 18.0°

로 나타나 이 결과를 어깨선 봉제 후 각도로 분석해 본

결과 18.5°로 나타났다.

그리고 패턴완성 후 가슴둘레 전체 여유량은 11.4cm,

허리둘레 여유량은 11.8cm이며 엉덩이둘레 여유량은

8.3cm를 각각 나타내었다.

5. 연구원형의 착의평가결과

1) 기능성 평가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5~35세 대상의 교육용

재킷몸판패턴을 개발하였으며 연구재킷원형의 적합성

검토를 위한 비교원형으로 외관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

수를 받은 C원형을 선정하였다. 연구원형과 비교원형의

패턴중합도 및 동작기능성 평가에 대한 t-test 결과를 <Ta-

ble 13>에 나타내었다.

<Table 13>에 의하면 두 원형 간 유의한 차이는 인정

되지 않았으나 전체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연구원형이

3.14로 C원형의 2.42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연구

Table 10. Pictures of three jacket types

Types

Parts
A B C

Front

Side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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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은 양팔을 최대각도로 올렸을 때 편안한가(M3) 항

목과 오른목뒤로 올렸을 때 편안한가(M7) 항목에서 가

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양팔을 옆으로 90도 올렸을

때 편안한가(M2)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2) 외관평가

연구원형과 비교원형의 외관평가에 대한 t-test 결과를

<Table 14>에 나타내었다. 부위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난 항목을 살펴보면 앞면에서는 앞품의 여유(F6), 앞

면의 외관(F7)에서 연구원형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

리고 전체적으로 외관평가점수가 낮았던 뒷면에서 연

구원형이 높은 점수를 얻은 항목이 많이 나타났다.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을 살펴보면 견갑골 부위(B13),

뒤품의 여유(B16), 뒷면의 외관(B17), 뒷면의 옆폭분리

선 위치(B18), 뒤암홀둘레선 위치(B19) 그리고 옆면의

외관(S21), 전체 가슴둘레선의 여유(W24)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어 패턴수정에 따른 외관평가에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CLO에 의한 3차원 착용을 통한 분석

연구원형의 직물변형율 및 광목제작사진을 <Table 15>

에 나타내었으며, A, B, C, D 각 원형별 3차원 착의를 통

한 재킷여유량을 제시한 결과는 <Table 16>과 같다.

<Table 15>에서 보면 앞, 옆, 뒷면에서의 재킷의 전체

적인 여유분량을 파악할 수 있는데 특히 연구원형의 경

우 여유량이 가장 적은 C원형과 비교하면 약간의 여유

Table 11. Fitness and textile strain comparison using a 3D clothes modeling system

Items
A B C

Fitness Textile strain Fitness Textile strain Fitness Textile strain

Front

Side

Back

Textile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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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atternmaking method of development jacket sloper.

Table 12. Pattern size of development jacket sloper                                    (Unit: cm, 
o
)

 Measurement items Dimensions

Height & Length

1. Armscye depth 23.0

2. Waist back length 41.0

3. Hip length 16.5

4. Jacket length 72.0

5. Back neck height 02.5

6. Biacromion length 21.7

Width

7. Chest width-front 20.0 (2B/10+0.8)

8. Chest width-side 15.1 (B/10+5.5)

9. Chest width-back 20.7 (2B/10+1.5)

10. Waist width-front 21.5

11. Waist width-side 10.4

12. Waist width-back 15.9

13. Hip width-front 22.3

14. Hip width-side 12.9

15. Hip width-back 16.5

Others

16. Shoulder angle (Front) 22.0

17. Shoulder angle (Back) 18.0

18. Back curve line (Chest p.) 01.0

19. Back curve line (Waist p.) 03.0

20. Back curve line (Hip line p.) 03.5

21. Center front slope 01.1

p.: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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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관찰되어지는데 이러한 여유량 설정이 기능성 평

가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패턴의

뒷중심 곡선 라인 설정이 등면 굴곡을 가장 잘 커버함

으로써 연구원형의 뒷면에서 개선된 외관평가결과를 뒷

Table 13. Overlapped jacket pattern and t-test of functional wearing evaluation

Overlapped jacket sloper T-test of functional wearing evaluation

Items
C D

t-value
Mean S.D. Mean S.D.

M1 2.33 1.15 3.00 1.00 −.75

M2 3.33 1.15 4.67 0.57 −1.78

M3 2.00 1.00 2.67 1.52 −.63

M4 1.67 0.57 3.00 1.00 −2.00

M5 3.00 1.00 3.00 1.00 −.00

M6 2.67 1.52 3.00 0.00 −.37

M7 2.00 1.00 2.67 0.57 −1.00

Total 2.42 1.07 3.14 1.01

C: C sloper, D: Development jacket sloper

Table 14. Results of t-test of appearance evaluation

Items
C D

t-value Items
C D

t-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F1 4.07 .70 3.93 .96 .43 B16 2.93 .88 4.00 .53 −4.00***

F2 4.20 .77 4.33 .48 −.56 B17 2.80 .77 4.00 .65 −4.58***

F3 4.07 .79 4.27 .59 −1.00 B18 3.60 .73 4.13 .64 −3.07**

F4 3.47 1.30 4.07 .45 −1.68 B19 3.27 .88 4.20 .77 −2.17*

F5 3.47 1.12 4.00 .37 −1.74 B20 4.13 .51 4.33 .72 −.87

F6 3.27 1.10 4.27 .45 −3.25** S21 3.67 .72 4.33 .48 −2.95**

F7 3.93 .96 4.60 .50 −2.37** W22 4.27 .45 4.20 .67 .32

F8 3.80 .67 4.20 .41 −1.95 W23 4.20 .41 4.20 .41 −1.18

F9 4.07 .70 4.13 .51 −.29 W24 3.87 .91 4.40 .50 −1.97*

F10 3.67 .81 4.07 .25 −1.80 W25 4.00 .84 4.40 .50 −1.36

F11 3.80 .41 4.00 .00 −1.87 W26 3.73 1.03 4.27 .45 −1.82

F12 4.20 .67 4.07 .79 .49 W27 3.93 .70 4.33 .48 −1.80

B13 2.87 .83 3.87 .74 −3.46** C28 4.27 .59 4.33 .61 −.30

B14 3.93 .96 4.13 .64 −.67 C29 4.33 .48 4.33 .61 .00

B15 3.80 .67 4.00 .75 −.76

*p<.05, **p<.01, ***p<.001

C: C sloper, D: Development sl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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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해주고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5~35세 대상의 교육용 재킷패턴을 개

발하기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남성복 교재 3종의 패

턴설계방법에 대한 비교 및 착의평가를 통해 문제점들

을 파악한 후 재킷몸판패턴을 개발하였다.

1. 본 연구에서 비교한 남성복 교재 3종의 패턴설계

방법들을 분석해 본 결과 여유량이 많은 실루엣인 A, B

원형의 경우 동작기능성 평가에서는 다소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외관평가에서는 낮은 평가를 나타내었다. A

원형의 경우 중합도를 통한 패턴비교에서 살펴보면 앞

판의 옆목너비가 커서 어깨끝점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어깨너비가 커지는 현상을 3차원 의상착용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외관평가결과에서도 앞

어깨너비(F2)에서 A원형이 가장 낮은 평가를 얻어 이것

에 대한 패턴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B원형은 다

른 원형에 비해 옆판의 뒷면 기울기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외관평가결과에서 뒷면의 옆폭분리선 위치(B18)

이 가장 낮은 평가를 얻은 결과와 3차원 의상착용에 의

한 분석에서도 같은 문제점으로 지적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재킷의 외관에 영향을 주는 허리실루엣, 엉덩

이둘레선의 위치, 전체적인 앞, 옆, 뒷면 외관평가에서

C원형이 전체적인 여유량이 적은 슬림한 라인으로 인해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동작에 따른 기능성 평가에서는

Table 15. Wearing evaluation of development jacket sloper

Items

Parts

3D simulation condition
Real condition

Fitness Textile strain

Front

Side

Back

Textile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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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은 평가가 나타나므로 이러한 결과를 연구원형

에 적용하여 수정 및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3가지 원형 모두 뒷면이 낮은 점

수를 얻어 이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뒷중심 라인을 수정

하여 연구원형을 제작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5~35세 대상의 교육용

재킷몸판패턴을 개발하였으며 비교원형으로 외관평가

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슬림핏 라인의 C원형을 선

정하였다.

 2. 연구재킷원형의 제도식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앞품은 (1/10가슴둘레×2)+0.8cm, 옆품은 1/10가슴둘레

+5.5cm, 등품은 (1/10가슴둘레×2)+1.5cm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진동깊이는 1/8가슴둘레+11cm, 허리길이는 1/2

재킷길이+5cm, 엉덩이길이는1/2(재킷길이-허리길이)+

1cm를 사용하였으며, 재킷길이에 대한 프로포션을 허리

길이 및 엉덩이길이 그리고 가슴주머니 및 허리주머니 위

치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낮은 외관평가결

과가 나온 뒷면은 뒷중심 곡선 라인을 수정하여 인체의

등면 곡선에 대해 편안한 맞음새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하

였다.

3. 연구재킷원형과 비교원형의 동작기능성 평가에 대

한 t-test 결과 두 원형 간 유의한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

으나 전체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연구원형이 3.14로 C

원형의 2.42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연구재킷원형과 비교원형의 외관평가에 대한

t-test 결과 앞면에서는 앞품의 여유(F6), 앞면의 외관(F

7)에서 연구원형이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뒷면은 견갑

골 부위(B13), 뒤품의 여유(B16), 뒷면의 외관(B17), 뒷

면의 옆폭분리선 위치(B18), 뒤암홀둘레선 위치(B19) 그

리고 옆면의 외관(S21), 전체 가슴둘레선의 여유(W24)

Table 16. Ease amount using a 3D clothes modeling system

Types

Parts
A B C D

Front

Side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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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고 특히 전체적으로 외

관평가점수가 낮았던 뒷면에서 연구재킷원형이 높은 점

수를 얻은 항목이 많이 나타났다.

4. 연구재킷원형의 3차원 의상착용을 통한 외관평가

비교 및 직물변형율 분포에서도 여유량이 가장 적은 C

원형과 비교할 때 앞, 옆, 뒷면에서의 재킷의 전체적인

여유분량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패턴의 뒷중심 등곡

선 라인 설정이 등면 굴곡을 가장 잘 커버함으로써 연구

재킷원형의 뒷면에서의 높은 외관평가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어서 패턴수정에 따른 외관평가에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25~35세 대상의 교육용 재킷몸판에 대

한 연구패턴을 제시하였으며, 후속연구로써 재킷소매에

대한 패턴분석이 이루어진 후 착의실험을 통한 몸판과

소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교육용 재킷패턴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현재 시판되고 있는 남성복 교재를 살펴보면 시

접패턴을 포함한 제도법과 포함하지 않은 제도법이 함께

출판되고 있는데 대학 교육용 교재의 패턴설계는 원형

단계에서 시접을 포함하지 않는 제도법을 다루는 것이

학생들의 이해도 및 패턴활용도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

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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