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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orts climbing requires more maximum body motion range than any other sport. This study examined

what element affects the actions of sports climbers and suggest an ideal pattern archetype to maximize func-

tion based on moti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included abstracted elements influencing clothing design

by researching the body type of sports climbers and the motion of sports climbing. Along with the charac-

teristic of climbing wear, this study also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sleeve patterns for sports climb-

ing wear and general sports jackets, abstracting comparative parts that influence sports climbing wear design.

To develop the final research archetype, research was done on 107 sports climbers in their 20s-30s that sel-

ected the top 3 brands and collected patterns as well. A research archetype was selected based on 3-D vir-

tual clothing and developed into 4 different patterns with different sleeve cap heights. Appearance evaluation

and a motion functionality evaluation were then conducted in order to select a final research archetype ade-

quate for sports climbing based on evaluation findings. In addition, this study identified aesthetical problems

of the final research archetype produced based on functionality that could suggest an archetype for a climbing

jacket that could be visually satisfying through appearance evaluations and motion functionality eval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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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밍 웨어

I. 서 론

최근 많은 사람들이 야외 활동 및 웰빙 라이프스타일

을 선호하고, 2011년부터 전면 시행된 초 ·중 ·고교 및

기업의 주5일제로 인해 각종 레저 및 스포츠 활동에 대

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그 중 극한을 도전하고 체험

하는 신종 레포츠인 익스트림 스포츠(Extreme Sports)에

대한 관심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트레킹과 하이킹

인구의 증가로 클라이밍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Sport Climbing)이 개최한 ‘2015 클라이밍 월드컵’에

서 남자 볼더링 분야의 세계랭킹 1위와 여자 통합 세계

랭킹 1위를 우리나라 선수가 차지한 기록은 국내 스포

츠 클라이밍에 대한 선호도 및 인지도를 증가시켰다

(Kim, 2016).

이와 같이 스포츠 클라이밍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클라이밍 웨어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

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이루어진 클라이밍 웨어의 패턴

에 대한 선행연구는 팬츠에 관한 연구(Jung, 2013)가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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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참여자들은 활동을 함에 있

어, 의복이 인체의 움직임과 같은 기능적인 요소를 충족

시킬 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스포츠 클라이머들은 가

동범위가 큰 의복착용을 원하고 있으나, 이에 맞는 소매

의 기능성 관련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본 연

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활동성에 기반한 기능을 극대화 시

킬 수 있는 패턴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스포츠 클라이밍

재킷패턴을 개발하고 활동성과 미적 효과를 충족하는

패턴 원형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종래에 사용되지 않

았던 마이너스 소매산을 포함한 소매산 관련 연구를 진

행하여 클라이머의 활동에 적합한 이상적인 소매패턴

원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첫째, 스포츠 클라이밍 동작과

스포츠 클라이머의 체형을 고찰하여 의복설계에 필요

한 요소를 추출하고, 둘째, 스포츠 클라이밍 웨어와 일

반 스포츠 재킷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여, 스포츠 클라

이밍 웨어의 특성을 고찰하며, 셋째, 연구원형을 제작하

여 외관착의평가와 동작기능성평가를 거쳐 기능적인 스

포츠 클라이밍 재킷의 원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II. 일반적 고찰

1. 스포츠 클라이밍의 역사

스포츠 클라이밍은 1940년 프랑스의 등반가인 가스

통 레뷰파(Gaston Rebuffat)가 전문 산악인들을 교육하

고 훈련하기 위해 개발하였으며, 1976년에 소련 코카서

스 서부의 돔바이 자연암벽에서 등반경기대회가 개최

된 것을 계기로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1985년 이

탈리아의 아르코에서 처음으로 인공암벽대회가 열린 후,

모든 공식적인 경기는 인공암벽에서 치러진다. 개별적

이고 분산적으로 치러지던 암벽등반대회는 1988년부터

국제산악연맹(UIAA)이 등반경기대회를 통합 관장하면

서 더욱 발전하였으며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만큼 전문화되었다(Kim et al., 2006).

우리나라의 스포츠 클라이밍 역사도 1980년대부터 시

작되었다. 1988년 5월 서초구 살레와 스포츠 매장에 국

내 최초의 인공암벽 ‘살레와 월’이 설치됐고, 1989년 10월

마산에서는 이근택에 의해 국내 최초의 실내 암장 ‘악돌

이’가 생기며 대중화를 촉진시켰다. 한편 2003년에 전

국 5만여 명에 불과했던 스포츠 클라이밍 동호회 회원

수는 2011년에는 약 19만 명으로 늘어나며 대중화되었

다.

2. 스포츠 클라이밍 동작과 클라이머의 체형

스포츠 클라이밍의 많은 동작은 손과 발을 동시에 사

용하므로 어떠한 운동보다 신체로 하여금 최대한의 가

동범위를 요구한다 스포츠 클라이밍에 수행되는 신체

동작은 팔과 다리의 굽힘, 회전, 뻗음, 조임 정도와 손,

발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기술로 분류되는데, <Fig. 1>

과 같이 상체의 여러 부위 중 어깨와 팔의 가동범위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Kim et al., 2006).

클라이머의 체형은 체중을 지지하고 끌어올리는 동

작을 통해 다양한 상체 근육이 발달되어 있으며, 불안

전한 암벽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통해 근

력과 평형성을 지닌다. 클라이머들은 체중을 실어 매달

리고 뛰어오르는 것과 같이 반복되는 클라이밍 활동으

로 인하여, 몸 전체의 실루엣이 날씬하며 팔과 어깨를

비롯하여 상체의 후면이 발달되어 섬세한 근육질 체형

을 가지게 된다(Son, 2013).

Fig. 1. Skill and motion of sports clim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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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포츠 재킷과 스포츠 클라이밍 재킷의 비교

일반 스포츠 재킷과 스포츠 클라이밍 재킷의 차이점

을 밝히기 위하여 각각 1개의 모델을 선정한 후, 패턴을

수집하여 특징을 비교하였다. 수집된 스포츠 재킷패턴

은 조깅 및 러닝용 제품이며, 스포츠 클라이밍 재킷패

턴은 클라이밍을 목적으로 제작 ·판매되고 있는 기능성

재킷이다. 두 수집모델의 일반 사항은 <Table 1>과 같

다. 자인은 원형 그대로 소매 달림 선에 달린 소매인 셋

인 소매(Set-in Sleeve) 형태에, 신축성이 없는 100% 나

일론 우븐(Woven) 소재의 의복을 선정하여 패턴을 수

집하였다. 수집된 패턴은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절개

및 입체분량을 제외한 기본 원형으로 정리 ·수정하였

다. 수집된 패턴의 중합도는 <Fig. 2>와 같다.

스포츠 클라이밍 재킷과 스포츠 재킷의 패턴 중합도

를 비교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몸판 크기 차이가 크다

는 점과 진동의 형태 및 높이, 위팔둘레, 어깨각도 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장 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비교부위는 소매산의 높이인데, 스포츠 재킷은 높

은 소매산 형태를 보인 반면, 스포츠 클라이밍 재킷의 소

매산은 스포츠 재킷의 약 1/2으로 나타났다. <Table 2>는

스포츠 활동 시 나타나는 팔의 가동범위에 따라 적합한

소매산의 형태가 다름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유의미한 차이점을 보인 비교부위는 위팔

둘레인데, 스포츠 재킷이 스포츠 클라이밍 재킷에 비해

작은 위팔둘레로 설계되었다. 전체적인 몸판 형태의 경

우, 스포츠 클라이밍 재킷의 가슴둘레, 허리둘레, 밑단

둘레가 스포츠 재킷에 비해 크게 설계되었으며, 이는 활

동성을 위한 여유분량으로 해석된다. 진동의 형태를 비

교한 결과는 스포츠 클라이밍 재킷의 패턴이 전체적으

로 완만한 형태로 나타나 스포츠 클라이밍 재킷의 소매

산이 완만한 형태인 점과 일치했다. 어깨기울기의 경우,

스포츠 클라이밍 재킷이 더 완만하게 나타나, 스포츠 재

킷에 비해 어깨끝점이 높게 설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써 어깨끝점과 소매가 만나는 지점에 각이 생기지

않으며, 어깨끝점부터 겨드랑점까지의 길이가 길어져 여

유분량 확보가 용이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옷길이

와 진동깊이, 소매길이, 소매부리의 비교부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스포츠 클라이밍 재킷의 패턴 설계에 있

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III. 연구방법

1. 실태조사 및 패턴 수집

설문조사를 통해 스포츠 클라이밍 웨어의 착용실태

와 선호도를 조사한다. 설문조사의 대상자는 20, 30대 남

자 스포츠 클라이머로서, 스포츠 클라이밍 동호회 회원

Table 1. General information of Sports climbing jacket and Sports jacket

Category Purpose of use Sleeve type Fabric composition

Sports climbing jacket Sports climbing
Set-in sleeve 100% NYLON

Sports jacket Jogging and running

Fig. 2. Overlap of sports climbing jacket and sports

jacket pattern.

Table 2. Sleeve cap shape according to sleeve mo-

tion range of sports climbing and sports

Sports climbing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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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및 행사 참여자로 한정하며,

설문의 문항은 활동빈도, 많이 쓰는 신체부위, 클라이밍

웨어 착용이유, 선호브랜드, 선호이유 등으로 구성하며,

이를 통해 클라이밍 재킷패턴 설계에 필요한 여러 정보

를 수집한다.

설문내용을 근거로 클라이머들이 선호하는 상위 3개

의 브랜드를 선정하고 각 브랜드의 스포츠 클라이밍 재

킷패턴을 수집한다. 수집된 3종류의 패턴을 원형으로

정리한다.

2. 연구원형 선정

수집된 3종류의 패턴을 치수비교와 중합도 비교를 하

고 가상착의평가를 통해 연구원형을 선정한다. 가상착

의평가는 클로 3D 모델리스트(CLO 3D Modelist) 프로

그램을 사용하며 우측으로 90° 팔을 들어올린 동작, 앞

으로 90° 들어올린 동작 시 발생하는 당김 현상과 주름

의 정도를 분석하여 활동성이 가장 탁월한 패턴을 연구

원형으로 선정한다. 이때, 피험자의 신체치수는 사이

즈코리아(Korea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0)의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 3차원 형상측

정 조사사업 보고서 중, 30~34세의 3차원 직접측정항목

별 통계표를 기준으로 한다.

3. 최종연구원형 개발

1) 4종류의 소매산 패턴 설계

선정된 연구원형을 토대로 −2cm, 2cm, 7cm, 12cm의

소매산 높이가 다른 4종류의 패턴을 설계하여 실험복을

제작한다. 평가에 사용된 실험복 소재는 실제 클라이밍

재킷에 사용되는 기능성 소재로 제작하였으며, 그 물리

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2) 외관착의평가와 동작기능성 평가

4종류의 실험복에 대해 외관착의평가와 동작기능성

평가를 실시한다. 착의평가를 위한 피험자 선정은 제6

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KATS, 2010)의 30~34세 남성

평균값에 준한 남자 피험자 1명을 선정하였다. 평가항

목은 스포츠 클라이밍 재킷설계에 끼치는 요소 및 부위

에 관한 내용으로 외관착의평가 14문항, 동작기능성평

가 16문항으로 구성되며, 부동자세와 팔을 옆으로 90°

든 동작과, 180° 위로 든 동작 시, 몸판과 소매에 나타나

는 현상을 패턴 실무자 5명이 평가한다.

3) 미적 문제점 보완

평가결과로 선정된 연구원형의 미적 문제점을 보완

한 후, 최종연구원형을 완성한다. 선정된 연구원형과 최

종연구원형의 차이를 중합도로 비교한다.

IV. 스포츠 클라이밍 웨어의

소매패턴 개발

1. 연구원형 선정

1) 착용실태 및 선호도 조사

스포츠 클라이밍 웨어의 착용실태와 선호도 조사를

위한 설문은 총 1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불성

실한 18부를 제외한 89명의 조사결과는 <Table 4>와 같

다. 조사대상자의 활동빈도는 주 1회가 54명(60.7%)으

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많이 쓰는 신체부위는 어깨, 팔,

손가락, 다리, 발가락의 순으로 나타나 팔과 어깨 부위가

클라이밍 재킷의 설계에서 가장 가장 중요한 부위임을

알 수 있었다. 스포츠 클라이밍 전용 의복을 착용하는 이

유는 활동성, 기능성(땀 흡수 및 발산, 체온유지 등), 의

무감, 심리적 만족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호

하는 브랜드 의 선호이유에 대한 조사결과로는 기능성,

세련된 이미지, 합리적 가격, 광고모델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실제 스포츠 클라이밍 활동

시 어떠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여 의복

설계에 끼치는 요소를 추출하였다.

2) 패턴 수집 및 분석

설문내용을 근거로 클라이머들이 선호하는 상위 3개

브랜드를 선정하고 각 브랜드의 스포츠 클라이밍 재킷

Table 3. Physical properties of fabric for test wear

Blending fiber
Percentage of

blending fiber (%)
Thickness (mm) Density (Strand/5cm) Weight (g/m

2
)

Gore-Tex
NYLON 100% 0.18 Warp Weft

91
Membrane 0.01 63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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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패턴의 호칭은 한국산업규

격(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의 성인 남성복 신체

치수분류표 기준 중 L(100)이며, 디자인은 기본 셋인 소

매 형태, 소재는 스트레치 성분이 더해지지 않은 직물이

다. 각 브랜드명은 무작위 순으로 A, B, C로 명명하였으

며, 일반 사항은 <Table 5>와 같다. 수집된 패턴은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절개 및 입체분량을 제외한 기본 원

형으로 정리 ·수정하였다. 3개 브랜드의 패턴 중합도는

<Fig. 3>과 같이 나타났으며, <Fig. 4>의 측정방법을 통

해 패턴의 치수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수집원형의 패턴 치수 및 중합도를 분석한 결과, 어깨

사이길이, 위팔둘레, 소매산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으며,

상의길이, 진동깊이, 앞뒤편차 항목의 경우 각 패턴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깨사이길이는 ±4.5cm의 차

이를, 위팔둘레는 ±8cm의 큰 차이를 보였으며, 소매산

은 ±4.5의 차이를 보여 어깨사이길이, 위팔둘레, 소매산

항목이 스포츠 클라이밍 재킷설계 시 가장 유의미한 항

Table 4. Sports climbing survey contents

Category Frequency Ratio (%)

Age
20s 39 43.8

30s 50 56.2

Total 89 100.0

Frequency of sports climbing

activities per week

Less than once 54 60.7

2 times 15 16.9

 3 times 9 10.1

 4 times 6 6.7

 More than 5 times 5 5.6

Total 89 100.0

The most used body parts

 Arm 26 29.2

 Shoulder 33 37.1

 Finger 20 22.5

 Leg 8 9.0

 Toe 2 2.2

Total 89 100.0

Preferred sports climbing wear brand

P 26 29.2

M1 17 19.1

T 22 24.7

M2 11 12.4

E 4 4.5

D 9 10.1

Total 89 100.0

 Reason of brand preference

 Functionality 56 62.9

 Refined image 10 11.2

 Reasonable price 21 23.6

Preferred advertising model 2 2.2

Total 89 100.0

Table 5. General information of selected 3 brands

Brands Sales type Production type

A Outdoor Brand License

B Outdoor Brand License, National

C Outdoor Brand Licens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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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상착의평가와 연구원형 선정

연구원형 선정을 위한 가상착의는 부동자세의 정면

에서 진동부위와 윗소매의 주름 양을, 팔을 옆으로 90°

들어 올린 정면에서 몸판 밑단의 들림 정도와 윗소매의

주름 양을, 팔을 앞으로 90° 올린 측면에서 몸판의 당김

과 주름 양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다. <Table 7>은 A,

B, C 3개 브랜드 패턴의 가상착의결과이다.

가상착의의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동자세의 정

면에서 암홀부위에 주름이 가장 많은 나타난 패턴은 B

사>C사>A사로서, 가슴둘레와 소매산이 암홀부위 주름

에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윗소매 주름이 가장 많

이 나타난 패턴은 B사>C사>A사 순으로, 가슴둘레가 크

고 어깨사이길이가 길며, 소매산이 낮은 설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팔을 옆으로 90° 들어 올린 정

면에서 몸판 밑단의 들림이 가장 크게 나타난 패턴은 B

사>A사>C사로 나타났다. C사의 경우 타사에 비해 소매

산이 낮고, 큰 위팔둘레로 설계되어 밑단 들림이 가장 낮

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윗소매 주름이 가장 많이 나

Fig. 3. Overlap of selected the 3 brands pattern.

Fig. 4. How to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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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패턴은 A사>B사>C사 순으로, 소매산이 가장 높게

설계된 A사가 가장 많은 주름을 보여 소매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팔을 앞으로 90° 들어 올

린 측면에서 몸판 당김 현상이 가장 큰 패턴은 A사>B사

>C사로 나타나, 가슴둘레와 밑단둘레가 가장 작고 소

매산이 높으며, 위팔둘레가 작은 A사의 패턴이 당김 현

상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상착의평가의 결과, 동작 시 위팔둘레에 주름이 적

게 발생하며, 몸판에서 소매방향으로 생기는 당김 주름

이 작은 C사의 패턴이 소매산 연구에 가장 적합한 원형

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C사의 패턴을 연구원형으로

선정하였다.

Table 6. Compare items and pattern size

Category Measurements A B C Compare

Body

1. Full length 73.0 71.0 74.0 C>A>B

2. Shoulder width 43.5 48.0 47.0 B>C>A

3. Shoulder length 13.0 13.7 14.4 C>B>A

4. Center back length 42.0 43.0 43.0 C=B>A

5. Bust circumference 111.0 115.0 112.0 B>C>A

6. Waist circumference 105.0 109.0 108.0 B>C>A

7. Bottom circumference 107.0 113.0 107.5 B>C>A

8. Armhole depth 24.5 26.5 26.5 B=C>A

9. F/B Bottom gap 5.0 3.5 6.5 C>B>A

Sleeve

10. Sleeve length 64.0 64.0 69.0 C>A= B

11. Cap height 11.0 9.5 6.5 A>B>C

12. Bicep 48.0 53.0 55.0 C>B>A

13. Waist circumference 26.5 28.0 27.0 B>C>A

Table 7. 3D virtual clothing of 3 brand pattern

Front Side 90° Front 90°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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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연구원형 개발

1) 4종류의 소매산 패턴 설계

3D 가상착의를 통해 선정된 가장 활동성이 좋은 C사

의 연구원형을 이용하여 −2cm(I), 2cm(II), 7cm(III), 12cm

(IV)라는 각각 다른 소매산의 4개의 패턴을 제작하였다.

소매산을 4가지로 분류한 이유는 비교대상의 다양성 추

구이며, 분류과정은 3D 가상착의에서 도출된, 우수한 동

작기능을 위해서는 소매산이 낮아야 한다는 가정을 반영

하여 마이너스 소매산을 포함하여 일반 스포츠 웨어에

사용된 소매산의 종류를 종합하여 설정하였다. 연구원형

의 몸판 패턴은 모두 동일하게 설계하였으며, 각 소매산

에 따라 몸판의 암홀에 맞도록 위팔둘레를 적용하였다.

개발된 패턴은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절개 및 입체분

량을 제외한 기본 원형으로 제작되었다. 개발된 소매패

턴과 치수는 <Table 8>과 같다.

2) 외관착의평가와 동작기능성평가

4가지 소매산에 대한 외관착의평가와 동작기능성평가

는 부동자세의 정면과 측면, 팔을 옆으로 90° 든 동작과,

180° 위로 든 동작의 정면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연구원

형 4종류의 착의결과는 <Table 9>와 같이 나타났으며,

<Table 10>의 평가항목을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좋음(5점)’, ‘좋음(4점)’, ‘보통(3점)’, ‘나쁨(2점)’, ‘매

우 나쁨(1점)’으로 평가하였다.

외관착의평가는 부동자세 정면의 경우, 소매와 관련

되어 나타나는 현상보다는 어깨부위의 눌림, 암홀부위

의 주름과 남는 현상과 같이 몸체와 관련된 항목으로

진행하였으며, 소매는 윗소매의 주름 정도를 평가하였

다. 팔을 옆으로 90° 올린 동작의 경우, 어깨와 암홀 주

름 및 몸판 당김 주름과 옆 몸판 들림의 정도를 평가하

였다. 팔을 위로 180° 올린 동작의 경우, 옆으로 90°의

평가항목과 같이 어깨와 암홀 주름 및 몸판 당김 주름

과 옆 몸판의 밑단 들림의 정도를 평가 하였으며, 소매

는 윗소매의 주름 정도와 소매부리의 당김 정도를 평가

하였다. 부동자세 측면의 경우, 암홀부위의 주름 정도와

윗소매에서 나타나는 주름의 정도를 평가하였다. 동작

기능성 평가는 부동자세 정면의 경우, 외관착의평가와

같이 소매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현상보다는 몸체와 관

련된 평가가 주로 이루어졌다. 어깨부위의 눌림으로 인

한 착용감, 앞품과 뒷품 및 겨드랑이 부위의 여유분량이

많아 이물감이 느껴지는 착용감, 윗소매의 주름으로 인

해 느껴지는 착용감 정도를 평가하였다. 팔을 옆으로

90° 올릴 경우, 어깨부위 주름으로 인한 착용감, 앞품과

뒷품의 당김으로 인한 주름 현상, 겨드랑이 부위의 착용

감 정도를 평가하였으며, 소매는 팔을 들어올리면서 윗

소매 부분에 나타난 주름으로 인해 느껴지는 착용감을

평가하였다. 팔을 위로 180° 올릴 경우의 평가는 팔을

90° 올렸을 때의 평가항목과 동일하게 구성하고 소매부

리의 착용감 항목을 추가하여 팔을 위로 올렸을 때 소매

부리가 몸체의 영향으로 형태 및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

고 몸체방향으로 당겨 내려오는 현상을 평가하였다.

(1) 외관착의평가 분석

부동자세의 정면에 대한 평가로 암홀부위에 남는 현

상은 IV>III>II>I 순으로 나타났고, 어깨 눌림 현상으로

인해 나타난 주름 또한 IV>III>II>I 순의 결과로 나타났

다. 윗소매 부분 주름과 관련된 항목은 IV>III>II>I 순

으로 나타났다.

팔을 옆으로 90° 올린 경우, 어깨부위의 주름 항목은

I>II>III>IV 순으로 나타났으며, 암홀부위 주름은 I>II>

Table 8. Development patterns of 4 different sleeve cap height                     (Unit: cm)

Category I II III IV

Developed sleeve pattern

Measurement

items

Sleeve length 62.0 62.0 62.0 62.0

Sleeve cap height −2.0 02.0 07.0 12.0

Bicep 53.0 52.0 50.0 46.0

Wrist circumference 26.5 26.5 26.5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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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V 순으로 나타났다. 몸판의 밑단 들림 현상의 경우,

I>II>III>IV 순으로 나타났으며, 몸판 당김 현상의 경우

도 I>II>III>IV 순으로 나타났다. 윗소매 주름의 경우 또

한 패턴 I의 주름 양이 가장 작았으며, 패턴 IV의 경우

주름이 많이 생성되어 윗소매부위를 누르는 현상을 나

타냈다.

팔을 위로 180° 올린 경우, 어깨부위의 주름은 I>II>

III>IV 순의 결과로 나타났으며, 암홀부위의 주름은 I>

II>III>IV 순으로 나타났다. 몸판의 밑단 들림 현상은 I>

II>III>IV 순으로 나타났으며, 몸판 당김 주름 현상의 경

우 I>II>III>IV 순으로 나타났다. 윗소매 주름 현상의 경

우, I>II>III>IV 순으로 나타났으며, 패턴 I의 주름 양이

가장 작고, 패턴 IV의 경우, 주름이 많이 생성되어 윗소

매와 어깨부위를 누르는 현상을 보였다. 소매부리의 위

치 변화의 경우 뚜렷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는데, I>II>

III>IV 순으로 나타났다. 패턴 I은 소매부리가 팔목을 감

Table 9. Appearance and Motion functionality evaluation

Front 90° Side 180°

I

(−2cm)

II

(2cm)

III

(7cm)

IV

(1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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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는 위치를 유지하는 데에 반해, 패턴 IV의 경우 위치

를 유지하지 못하고 당겨 내려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소매산이 높을수록 소매인심의 길이가 짧아져 나타

난 결과로 분석된다.

부동자세의 측면에 대한 평가는 암홀부위 주름 현상

의 경우 IV>III>II>I 결과로 나타났으며, 패턴 I의 실험복

에서 가장 많은 주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윗소매 당김

현상 또한 IV>III>II>I의 결과로 나타났다.

외관착의평가 결과표는 <Table 11>과 같다.

(2) 동작기능성평가 분석

부동자세의 정면에서 어깨부위의 착용감 항목에 대

한 결과는 IV>III>II>I로 나타나 IV가 어깨부위 착용감

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품부위의 착용감

은 IV>III>II>I 결과로, 뒤품 착용감 항목의 결과와 동

일하였다. 겨드랑이 착용감 항목은 IV>III>II>I 결과로

나타나 앞품과 겨드랑이 부분의 남는 부분이 가장 작은

IV의 패턴이 가장 탁월한 착용감 결과를 나타냈다.

팔을 옆으로 90° 올렸을 때, 어깨부위의 착용감에 대

Table 10. List of appearance and motion functionality evaluation

Category List of evaluation

Appearance evaluation

Front standing
Body

Pressed on shoulder part

Wrinkles on armhole part

Remnants on armhole part

Sleeve  Wrinkles on upper sleeve

Arms straight side

(90°)

Body

Wrinkles on armhole part

Lifted on bottom hem of side body

Wrinkles plowed by pulling on armhole

Sleeve Wrinkles on upper sleeve

Arms straight up

(180°)

Body

Wrinkles on armhole part

Lifted on bottom hem of side body

Wrinkles plowed by pulling on armhole

Sleeve
Wrinkles on upper sleeve

Changes of cuffs position

Side standing
Body Wrinkles on armhole part

Sleeve Wrinkles on upper sleeve

Motion functionality evaluation

Front standing
Body

Wearing sensation on shoulder blade

Wearing sensation on front breadth widths

Wearing sensation on back breadth widths

Sleeve Wearing sensation on upper sleeve

Arms straight side

(90°)

Body

Wearing sensation on shoulder blade

Wearing sensation on front breadth widths

Wearing sensation on back breadth widths

Wearing sensation on armpit

Sleeve Wearing sensation on upper sleeve

Arms straight up

(180°)

Body

Wearing sensation on shoulder blade

Wearing sensation on front breadth widths

Wearing sensation on back breadth widths

Wearing sensation on armpit

Sleeve
Wearing sensation on upper sleeve

Wearing sensation on w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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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항목은 I>II>III>IV 순으로 나타났으며 앞품과 뒤품

부위의 착용감은 동일하게 I>II>III>IV 순으로 나타났

다. 겨드랑이 부분의 착용감은 I>II>III>IV 순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I이 겨드랑이 부분에 여유가 많아 팔을 든

자세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윗소매 부

분의 착용감은 I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소매산이 낮아지면서 윗소매 부분의 불필요한 부분이

주름으로 바뀌면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팔을 180° 위로 올렸을 때, 어깨부위의 착용감과 관련

한 항목은 I>II>III>IV 결과로 나타났는데, 이는 팔을 위

로 올렸을 때 패턴 IV의 소매산이 불필요한 분량으로 바

뀌면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앞 ·뒤품 부위의 착용

감과 관련된 항목의 결과는 I>II>III>IV로 나타났으며,

겨드랑이 부위의 착용감과 관련된 항목도 I>II>III>IV로

나타났다. 이는 I의 소매산이 낮고 위팔둘레가 커짐에 따

라 팔의 바깥길이가 길어져 팔을 올리는 활동을 했을 때

몸판까지의 영향력이 작아져 나타나는 결과로 분석된다.

윗소매부위 착용감의 경우, I>II>III>IV 결과로 나타났으

며, 소매부리 착용감의 경우, I>II>III>IV 순으로 나타났

다. 패턴 I의 경우 소매부리가 팔목을 감싸는 위치를 유

지하는 데에 반해, 패턴 IV는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당

겨 내려와 착용 시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소매산이 높을수록 소매인심의 길이가 짧아져 팔을

위로 올렸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 분석된다. 동작기능성

평가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소매산별 외관착의평가 및 동작기능성평가 연구결과

I, II와 같이 소매산이 낮고 위팔둘레가 큰 연구원형이 팔

을 옆으로 90°, 위로 180°로 올렸을 때 몸판 들림 현상

이 가장 작고 활동성이 좋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신

체와 의복 사이의 여유가 많아 운동가능한 분량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부동자세와 동작자세의 평가결과가 역

순으로 나타난 점과 부동자세의 경우 I과 II의 차이가 II

와 III의 차이보다 크며, 동작자세의 경우 I과 II의 차이

보다 II와 III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II의 패턴

이 동작활동성이 가장 좋은 원형으로 채택되었다.

3) 미적 문제점

외관착의평가 및 동작기능성평가로 채택된 연구원형

은 팔을 편안히 내렸을 때 미적 문제점을 보였다. 본 연

구는 국내의 소비자가 아웃도어 웨어를 스포츠 활동만

이 아니라 평상복으로도 착용하는 실상을 고려, 활동성

과 함께 미적인 면을 고려한 패턴 제도법이 필요하다는

Table 11. Result of appearance evaluation

Category List of evaluation

Results

I

(−2cm)

II

(2cm)

III

(7cm)

IV

(12cm)

Front standing
Body

Pressed on shoulder part 1.6 2.6 3.2 3.8

Wrinkles on armhole part 1.6 2.2 2.8 3.2

Remnants on armhole part 1.8 2.4 3.0 3.6

Sleeve Wrinkles on upper sleeve 1.2 1.8 2.6 3.2

Arms straight side

(90°)

Body

Wrinkles on shoulder part 3.8 3.2 2.6 2.2

Wrinkles on armhole part 3.6 3.4 2.8 2.4

Lifted on bottom hem of side body 5.0 4.8 4.2 3.8

Wrinkles plowed by pulling on armhole 4.8 4.4 4.0 3.6

Sleeve Wrinkles on upper sleeve 3.8 3.2 2.6 2.2

Arms straight up

(180°)

Body

Wrinkles on shoulder part 3.6 3.2 2.8 2.4

Wrinkles on armhole part 3.6 3.4 2.8 2.4

Lifted on bottom hem of side body 4.2 4.0 2.8 2.0

Wrinkles plowed by pulling on armhole 4.0 3.6 2.8 2.0

Sleeve
Wrinkles on upper sleeve 3.8 3.4 2.4 1.8

Changes of cuffs position 4.8 4.0 2.6 1.6

Side standing
Body Wrinkles on armhole part 1.6 1.8 2.6 4.0

Sleeve Wrinkles on upper sleeve 1.2 1.8 2.6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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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에 미적 문제점 개선을 위한 보완방법을 제시하

였다.

가장 큰 유의한 문제점은 착장 후 팔을 편안히 내린

상태에서 나타났는데, 앞품과 뒷품 부분에 크고 많은 양

의 원단이 남는 현상, 윗소매 부분의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주름, 그리고 어깨 눌림 현상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몸판의 암홀과 소매산에서 수정할 부분을 제안하

였다. 첫째, 앞뒤 몸판의 옆 목점을 고정한 상태에서 어

깨끝점을 0.7cm 내려 어깨선을 굴려준다. 이 때 어깨선

과 암홀의 접점은 직각을 유지하고, 1.2cm 더 깊은 암

홀 라인을 만들어 준다. 이 방법으로 인해, 앞 ·뒷품의 남

는 현상이 줄어들고, 암홀의 주름도 일정 정도 사라지게

되며, 겨드랑이 방향으로 당겨져 나타난 어깨 눌림 현상

도 줄어들게 된다. 둘째, 소매에서 앞품과 연결되는 부

위를 중심으로 1.2cm 깊은 암홀 파임을 주고, 뒷품과 연

결되는 부위는 0.5cm 암홀 파임을 주어 주름과 남는 분

량을 줄어들게 한다.

4) 최종연구원형 개발

미적 보완책을 반영하여, 활동성과 함께 미적인 면을

갖춘 스포츠 클라이밍 재킷의 소매패턴을 위한 최종연

구원형이 <Fig. 5>와 같이 개발되었으며, 연구원형과의

중합도는 <Fig. 6>과 같이 나타났다. 최종연구원형의 실

험복 착의모습은 <Table 13>과 같다.

V. 결 론

본 연구는 스포츠 클라이밍 동작이 다른 어떠한 운동

보다 신체로 하여금 큰 가동범위를 요구하므로 이에 맞

는 기능성 소매패턴 개발의 필요성 인지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클라이머의 동작에 기

반을 둔, 기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패턴을 제시하는

데 있다.

우선, 이론적 배경으로서 스포츠 클라이밍 웨어와 일

반 스포츠 재킷을 비교분석하고, 스포츠 클라이머의 체

형과 스포츠 클라이밍 동작을 고찰하여 의복설계에 영

향을 끼치는 요소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스포츠 클라이

밍과 일반 스포츠 활동 시 나타나는 팔의 가동범위에 차

이가 있으며, 팔의 가동범위에 따라 소매산 형태가 다르

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스포츠 클라이밍 동작고찰

로 등반 시 이루어지는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움직임을

통해 상체의 여러 부위 중 어깨와 팔의 가동범위가 가장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20~30대 남성 스포츠 클라이머를 대상으로 스포츠 클

Table 12. Result of motion functionality evaluation

Category List of evaluation

Results

I

(−2cm)

II

(2cm)

III

(7cm)

IV

(12cm)

Front standing
Body

Wearing sensation on shoulder blade 2.2 2.6 3.2 3.6

Wearing sensation on front breadth widths 2.6 2.8 3.4 3.6

Wearing sensation on back breadth widths 2.4 2.6 3.4 3.6

Wearing sensation on armpit 1.4 1.8 3.2 4.0

Sleeve Wearing sensation on upper sleeve 1.4 2.0 2.8 4.0

Arms straight side

(90°)

Body

Wearing sensation on shoulder blade 4.2 3.6 3.2 2.4

Wearing sensation on front breadth widths 2.6 2.8 3.4 3.6

Wearing sensation on back breadth widths 2.4 2.6 3.4 3.6

Wearing sensation on armpit 1.4 2.0 3.4 4.4

Sleeve Wearing sensation on upper sleeve 3.8 3.4 2.8 2.4

Arms straight up

(180°)

Body

Wearing sensation on shoulder blade 2.4 2.8 3.4 3.6

Wearing sensation on front breadth widths 3.2 3.0 2.6 2.0

Wearing sensation on back breadth widths 3.6 3.4 2.8 2.2

Wearing sensation on armpit 4.2 3.8 2.6 2.0

Sleeve
Wearing sensation on upper sleeve 3.0 2.8 2.6 2.0

Wearing sensation on cuffs opening 4.8 4.0 2.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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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밍 웨어의 착용실태 및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포츠 클라이밍 활동 시 가장 많이 쓰는 신체부위가 팔

과 어깨, 손가락으로 나타나, 패턴 설계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이 설문을 통해 스포츠 클라이머

들이 선호하는 상위 3개의 브랜드를 선정하였고, 3개 브

랜드의 재킷패턴을 수집하여 가상착의평가를 통해, 활

동성에 가장 탁월하며 유의미한 패턴을 연구원형으로

채택하였다.

선정된 연구원형을 −2cm, 2cm, 7cm, 12cm의 4가지

소매산 경우로 개발하여 외관착의평가 및 동작기능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최종연구원

형을 개발하였다. 외관착의평가의 결과, 부동자세의 경

Fig. 5. Final Sports Climbing Jacket pattern.

Fig. 6. Overlap 2nd study pattern and Final study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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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소매산이 낮을수록 몸판과 소매에 주름과 당김 현

상이 나타난 반면, 소매산이 높을수록 주름 및 당김 현

상이 사라져 좋은 평가를 받았다. 팔을 90° 옆으로 올리

거나, 180° 위로 올리는 동작의 경우, 소매산이 낮을수

록 주름 및 당김 현상이 줄어들어 외관상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동작기능성평가의 결과, 소매산이 낮게 설계

된 패턴일수록 활동성이 탁월함을 알 수 있었다. 주름

및 당김 현상과 함께 가장 크게 나타난 비교항목은 몸판

의 옆 들림 정도와 소매부리의 위치 변화였는데, 소매

산이 낮을수록 몸판의 옆 들림 정도가 작았으며 소매부

리의 위치 변화도 작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의 결

과, 소매산이 낮고 위팔둘레가 큰 연구원형이 팔을 90,

180° 올렸을 때, 옆 들림이 가장 작다는 점이 도출되었

으며, 이 경우 신체와 의복 사이의 여유가 많아 운동가

능한 분량이 크기 때문에 활동에 적합한 원형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최종연구원형의 단점으로서 팔을 편안히 내

린 상태에서 앞 ·뒤품 부분에 크고 많은 양의 남는 현

상과 윗소매 부분 주름이 생기는 미적 문제점이 나타났

으며 어깨 눌림 현상도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단

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활동성과 미적 부분을

모두 만족시키는 스포츠 클라이밍 재킷원형을 제시하

였다.

본 연구는 스포츠 클라이밍 활동인구의 증가 및 아웃

도어 웨어의 대중화로 인하여 다양한 의복이 생산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스포츠

클라이밍 웨어의 기능성 소매패턴을 연구하고 개발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스포츠 클라이밍

웨어에 한정된 연구로서, 그 결과를 일상복으로 적용하

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스포츠 클라이머의 주관적인 만

족도를 대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연구과정상 한

계점으로는 가상착의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CLO 3D 프

로그램의 한계로 팔을 위로 자연스럽게 뻗는 자세를 구

현하지 못해 앞과 옆으로 90° 든 자세만으로 평가했다

는 점이 있다. 또한 패턴에 한해서는 연구를 셋인 소매

로 한정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소매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본 연구가 제안한

연구원형이 다양한 기능성 스포츠 재킷의 패턴 설계법

개발에 활용되고, 후속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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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Wearing of final study sports climbing jacket

Front standing Arms straight side (90°)

Arms straight up (180°) Side stan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