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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the method of patternmaking, difficulty in draft 
of patternmaking, fit in sleeve, aesthetic view, fashiona바eness in the five types of two-piece sleeve under the 
controled situation.

Five types of two piece sleeve that were originated from five countries including domestic companies which 
called A type, B type, C type, D type, and E type were used.

In order to conduct the experiment for the study, 10 persons who were well organized about the patternmaking 
drafted 5 types of sleeve and were tested for the differences in the method of patternmaking, difficulty in draft 
of patternmaking. Another panel were tested for fit in sleeve, aesthetic view, fashionableness in the five types of 
two-piece sleeve in jacket under the controled situation.

The res미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ed :
1. C type was needed height of armh이e in bodice and D type was needed height of armhole and width of 

armhole in bodice as well as all parts of sleeve measurements to draft patternmaking.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the items such as cap height, ease amount around sleeve cap, width 

of sleeve, forwardness of sleeve and the length of elbow line of the five types patternmaking drafted.

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difficulty in draft of the five types of patternmaking. C type and E 

type were easier to draft.

4.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fitness of the sleeves in jacket. C type and E type were more fit.
5.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esthetic view. A type, B type and E type were more aesthetic under 

the situation.
6.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fashionableness in jackets. A type and E type were more fashionable 

under the situation.
Key words: two piece sleeve（두 장 소매）, difficulty in draft of pattemmciking（패턴 메이킹의 용이성）, fit in 

血eve（맞음새）, aesthetic v시ue（심미성）, fghhm（유행성）.

의복을 구성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I. 서 론 미적인측면과기능적인측면이며,특히,인체의여

러 부위 중에서도 동작성이 큰 팔을 감싸는 소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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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과 심미적 측면을 잘 조화시켜 소매 디자인과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소매의 미적 효과와 기능성이라는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요인이 결합되어 

작용하므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그로 인해 

다른 인체 부위에 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를 분석해 보면 크거】, 팔의 동작에 따른 

상지 의 형 태 변화"⑶, 바디스의 진동형 태와 소매와의 

관계'), 소매형태와 동작성V 각 소매형태의 관능적 

비교1 소매산 높이 변화에 따른 소매 의 오그림 분과 

소매둘레선상의 각도에 따른 소매 의 오그림 분。등 

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몸판과 소매와의 관계, 또는 팔 

의 동작과 소매와의 관계 등과 같은 소매의 기능성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이제는 패턴메이킹 방법 

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국내에 

소개된 여러 가지 방법의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비교 

를 통해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보다 실 

제적이고 완성도 있는 의복구성을 위한 패턴메이킹 

의 적용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런데 소매의 패턴메이킹을 위해서는 소매의 형 

태와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소매의 구성요인 즉, 

소매산 높이, 오그림분, 팔둘레의 맞음새, 팔꿈치의 

위치, 소매의 전방향성, 소매부리 폭 등이 서로 상호 

작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성요인들은 패턴메이킹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실제로 같은 조 

건하에서 패턴메이킹 방법을 비교하고 이에 따른 소 

매 구성요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상이한 패턴메이킹 방법으로 구성된 의복 

을 통해 소매의 맞음새, 심미성, 유행성 등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각 패턴메이킹 방법이 주는 차이를 

제안할 수 있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지, 더 나아가 체형이나 유행상황에 

맞는 보다 효율적인 패턴메이킹 방법을 제안할 수 

있을 지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가지 유형의 두 장 소매 

패턴을 선정하여 패턴메이킹 방법의 차이와 소매형 

태의 구성요인인 팔둘레의 맞음새, 오그림분, 팔꿈치 

의 위치, 소매의 전방향성, 소매부리 폭 등에서 패턴 

간의 차이를 알아보고, 소매의 패턴메이킹 방법의 

용이성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몸판의 형태가 

동일한 치수와 디자인으로 고정된 재킷에 다섯 유형 

의 소매를 각각 부착한 실험복을 제작하여 맞음새, 

유행성, 심미성 등을 평가 ■ 비교하였다.

n. 연구방법 및 절차

1. 소매 패턴의 선정

1)비교 패턴의 선정 및 설계

먼저, 패턴메이킹 방법을 알아보고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두 장 소매 패턴 유형 다섯 가지를 선정하였 

다. 교육계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문화식 패턴%이 

후 A 형이라 칭함), 외국에서 들어와 국내에 소개되 

어 이용되고 있는 패턴 즉, 미국의 FIT식 패턴이(이후 

B 형이라 칭함), 프랑스의 에스모드식 패턴%이후 C

1) 최해주, 소매설계를 위한 상지체표변화 모형에 관한 인간공학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5.
2) 이정란 팔동작시 진동주변 체표변화와 진동둘레선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6.
3) 김혜경, 박은주, 전은경, 신체동작에 따른 상지형태변화에 관한 피복 인간공학적 연구: 전방수직동작과 측방 

수직 동작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3(1), 1989, pp.49-58.
4) 최명희, 임원자, 진동 形態 및 소매 原型 製圖 方法에 관한 硏究, 대한가정학회지 27(4), 1989. pp.1-10. 석혜 

정, 남성 Casual jacket의 소매 원형개발에 관한 연구, 경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5) 이순홍, Set-in Sleeve의 활동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 소매산 높이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8(2), 1980, 

pp.1-13.
6) 术효숙, 노희숙, 여성 자켓의 2장 소매패턴에 관한 연구(제1보): 기존 소매패턴의 비교 연구, 한국의류학회 

지, 22(5), 1998, pp.575-584.
7) 이명희, 최석철, 재단각도 변화에 따른 오그림에 관한 연구: 소매산둘레선상의 각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 

회지, 22(1)，1998, pp.41-48., 재단각도 변화에 따른 오그림에 관한 연구 (제 2보): 소매산높이에 따른 각도변 

화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3(3), 1999, pp.353-360.
8) 일본문화여자대학, 서 양피복구성 학 n, 유신문화사, 1981, pp.27-28.
9) Curtis, E. Irving, Fundamental Principles of Patternmaking, FIT, N.Y., 1988, p,72.

10) Pattern Making Mamial Women's Garment, Esmode, 1985, pp.14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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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형

C 형

제도에 사용된 치수 

소매길이 : 60 cm 
앞진동둘레 : 22 
뒤진동둘레 : 23

〈그림 1> 5가지 유형의 두 장 소매 패턴

형이라 칭함), 독일의 뮐러 부자식 패턴叫2)(이후 D 

형이라 칭함), 국내 업체'%이후 E 형이라 칭함)에서 

이용되고 있는 패턴 등이다. 이들 패턴설계 방법은 

〈그림 1>과 같다.

다음으로, 패턴 설계를 위한 필요치수는 1997년도 

국민표준체위조사보고서场의 18세〜24세 여성의 평 

균 신체치수를 근거로 하여, 기성복사이즈 85-68-94 

으 치수를 이용하여 제시된 5가지 유형의 두 장 소매 

패턴을 설계하였다. 설계된 패턴은 패턴별 적용항목 

의 계측치에 대한 비교와 패턴메이킹 방법에 대한 

용이성 평가에 이용되었다.

2) 실험복 제작

착의평가를 위한 실험복 제작을 위하여 선정된 

다섯 가지 소매 패턴을 의류전공자 10인에게 설계하 

게 한 후, 각각의 패턴에 대하여 소매의 구성요인에 

해당하는 항목을 계측하여 이들 계측치가 평균에 가 

장 가까운 패턴을 이용하였다. 몸판은 김경순”)의 싱 

글브레스트 재킷을 참고로 하여 설계되었으며, 동일

〈표 1> 실험복 소재의 물리적 특성

구 분 구성성분 밀 도 두 께

특징 Cotton 100% 60 X 60/inch2 0.32 mm

11) 미카엘 뮐러, 뮐러부자 시스템, 여성복 재단의 완성

12) 이형숙, 서양의복구성, 교학연구사, 2000, pp. 154-158.
13) 강시언, 한국의류학회주체, 기성복 패턴 워크샵, 2000.
14) 국민표준체위조사 보고서, 국립기술품질원, 1997.
15) 김경순, 테일러링, 교학연구사, 1999, pp. 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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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각 소매유형 실험복의 정면과 측면

한 조건으로 제한되어 각 소매 패턴마다 한 벌씩 제 

작되 었다.

실험복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재킷 소 

매의 겉쪽에 팔 중심선, 팔 둘레선, 팔꿈치 둘레선을 

표시하였으며 실험복 소재의 물성은〈표 1〉과 같고, 

착장사진은〈그림 2＞에 제시하였다.

착의평가를 위한 피험자로는 여성 기성복 상의 

'84-92-160'사이즈를 착용하는 여자대학생 3명이 선 

정되었다. 각 착의대상자의 신체계측 항목과 계측치 

는 ＜표 2＞와 같다.

2. 평가 및 분석

1) 종류별 패턴 메이킹 방법과 적용항목의 비교

패턴설계시 필요한 치수 항목과 계산항목이 패턴 

마다 차이가 있으며 필요항목들에 의해 그 소매의 

형태가 결정되어지므로 각 소매 패턴 설계시 필요한 

치수항목은 무엇이고 어떻게 설계되는가에 대한 방 

법을 비교하였으며 패턴설계에 의해 얻어진 각 부위 

별 계측치를 비교하였다.〈표 3＞은 각 패턴 설계 후 

패턴간 비교를 위한 소매 부위별 계측항목들이다.

2) 패턴메이킹 방법의 용이성

패턴메이킹 방법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내용은 각 

패턴의 설계시 주어진 방법이 이해하기 쉽고 치수적 

용 방법이 용이하며 진동둘레가 팔의 진동둘레에 적 

합하도록 잘 만들어지는지 등의 세 개 문항으로 구 

성되었으며, 평가방법은 먼저 패턴메이킹에 대한 충 

분한 지식을 지니고 있으나 선정된 5가지 패턴에 대 

한 설계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 지식이 없는 의류학 

전공자 10인을 구성한 후, 이들에게 선정된 5가지 패 

턴을 주어진 방법으로 설계한 후 패턴메이킹 방법의 

용이성 항목을 평가하였다.

구성된 패널은 선정된 5가지 패턴에 대한 사전 지 

식이나 사전 훈련을 하지 않음으로써 평가 결과에 

학습효과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3) 관능검사에 의한 착의평가

개인의 시각 관찰력은 시각 훈련을 통해 개발되 

어지며, 의복에 대한 평가는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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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착의대상자의 신체치수

모 델 

항목
평균* A B C

신장 160.0 162.6 162.5 163.0
등길 이 37.7 42.0 40.5 39.0
엉덩이길이 20.1 22.0 22.0 23.0
목옆점-젖꼭지점길이 24.0 24.0 24.0 25.5
앞품 30.9 32.0 30.0 31.5
뒤품 35.3 35.0 34.0 34.0
어깨끝점 사이 길이 39.1 40.0 39.0 39.0
팔길 이 51.1 55.0 53.0 55.5
팔꿈치길 이 32.0 32.0 32.0
목밑둘레 36.6 39.5 36.0 37.0
가슴둘레 83.7 84.0 83.0 82.0
허리둘레 65.6 69.0 64.5 65.5
엉덩이둘레 89.2 93.0 92.0 92.0
진동둘레 35.8 35.0 34.0 34.0
위팔둘레 26.3 29.0 25.0 24.5
팔꿈치 둘레 21.9 24.0 22.0 22.0
손목둘레 14.7 15.0 15.0 15.0
체중 52.2 57.0 50.0 52.0

- * : 1997년도 국민표준체위조사보고서의 18서 〜24 세
여성의 평균 신체치수

•** : 국민표준체 위조사보고서 의 계측치는 직선거리 임.

보다 객관적이며 구체적으로 인지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디자인 및 의복 구성을 전공하는 

석 • 박사 15명을 검사자로 선정하였으며, 검사항목 

은 소매의 맞음새, 심미성, 유행성으로 나누어 평가 

하였다.

맞음새에 대한 평가항목은 팔의 각 부위에 대한 

위치의 적절성, 여유분량의 적절성, 전방향성의 적절 

성 등 다섯 항목이었고, 심미성에 대한 평가항목은 

몸판과의 관계에서 균형적인 형태를 취하는가, 전체 

적으로 자연스러운가 등 세 문항이었다.

유행성에 대한 평가항목은 소매의 모양새, 소매산 

의 오그림 분량, 앞 • 뒤소매 이음선의 위치 등의 3항 

목이었다. 그리고, 유행성은 맞음새나 심미성과는 달 

리 평가기준이 시대에 따라 변화될 뿐만 아니라 상 

대적이므로, 먼저 평가 기준을 정하였다. 이를 위하 

여 타켓이 같은 다섯 브랜드에서 시판된 각각의 재 

킷을 같은 사이즈의 것으로 무작위 선정하여 소매에

〈표 3> 패턴 설계후 각 부위별 계측항목

계측항목 계측방법

오그림 분량
소매의 앞뒤진동둘레- 

몸판의 앞뒤진동둘레

소매산 높이 각 소매의 설계시 제시된 소매산

소매폭
각 소매 설계에 의해 계측되거나 

계산된 팔둘레

팔꿈치 둘레폭
각 소매 설계에 의해 계측되거나 

계산된 팔꿈치 둘레

진동둘레 설계후 계측된 총 진동둘레

앞진동둘레 설계후 계측된 앞 진동둘레

뒤진동둘레 설계후 계측된 뒤 진동둘레

팔꿈치길이 소매정점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

소매폭선- 

팔꿈치길 이

소매 폭선에서 팔꿈치 둘레선까지의 

길이

겉 

소 

매

팔둘레 너비 겉소매에서의 소매폭선 길이

팔꿈치둘레너비 겉소매에서의 팔꿈치둘레선 길이

소매부리 너비 겉소매에서의 소매부리 길이

안 

소 

매

팔둘레 너비 안소매에서의 소매폭선 길이

팔꿈치둘레너비 안소매에서의 팔꿈치둘레선 길이

소매부리 너비 안소매에서의 소매부리 길이

앞둘례
겨드랑점에서부터의 

앞진동둘레 길이

뒤둘레
겨드랑점에서부터의 

뒤진동둘레 길이

앞높이
겨드랑점에서 앞진동둘레 

끝점까지의 수직길이

뒤 높이
겨드랑점에서 뒤진동둘레 

끝점까지의 수직길이

소매의 전방향성
소매부리가 소매정점으로

부터 앞을 향한 정도

서의 모양새, 소매산의 오그림 분량, 앞 • 뒤소매 이 

음선의 위치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평가자들에 

게 그 결과를 인지시켜 유행성 평가의 기준으로 삼 

도록 하였다. 재킷의 유행경향을 조사한 결과, 소

16) M. R. Delong, rThe Way We Look』, Ames, IA: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87,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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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관능검사의 평가내용

맞음새 심미성 유행성

- 진동둘레에 당김이나 주름은 없는가

- 진동둘레의 오그림분은 적절한가

• 팔의 전방향성 정도는 적절한가

• 소매 밑단선의 설정은 적절한가

- 팔꿈치선은 실제 팔꿈치 위치와 일치 

하는가

, 소매의 외형이 보기에 아름다운가

，소매착의 상태가 자연스러운가

, 몸판과 소매가 균형을 이루는가

• 소매의 모양새는 요즈음의 유행 

경향과 비슷한가

• 소매 이음선은 요즈음의 유향경 

향과 비슷한가

• 소매산의 오그림분은 요즈음의 

유행경향과 비슷한가

매의 모양새는 여유분이 적어 비교적 타이트하였고, 

소매산에서의 오그림분은 예전과 비교해 볼 때 적은 

편이었으며 앞소매의 이음선은 앞쪽에서 보이지 않 

을 정도로 낮은 쪽에 위치하였고 반면, 뒤소매의 이 

음선은 진동높이의 중간쯤에 위치하였다.

〈표 4〉는 각 요인별 평가항목이다.

평가 방법은 3명의 피험자에게 다섯 벌의 실험복 

을 무작위로 착용하게 하고 정면의 입위 자세를 취 

한 상태에서 검사자들이 각 항목에 따라 정 면, 측면, 

후면의 외관을 관찰한 뒤 평가하게 하였다 각 평가 

항목에 대하여 5점 리커트 척도가 적용되었으며 '매 

우 그렇다'를 5점, 그렇다'를 4점, 보통이다'를 3점, 

'그렇지 않다'를 2점, 매우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평가하였다.

4. 분석방법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항목별로 평균과 표준편차 

를 구하였으며 평균점수를 이용하여 각 패 턴 유형을 

비교하였다. 관능검사에 대한 평가시 검사자 수가 15 

명 이 었으므로 정규성 검정을 Kolmogorov-Smirnov 검 

정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고, 그 결과 모든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 모수적인 검정을 

할 수 있으므로, 평가의 결과 분석을 위해 일원분산 

분석, 던컨의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계측자료는 SPSS/PC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皿 결과 및 논의

1. 종류별 패턴 메이킹 방법

1) 제도시 패턴별 필요치수 및 적용항목의 비교

〈표 5>는 두장 소매를 설계할 때 필요항목이다. 

일반적으로 소매를 설계할 때 요구되는 항목으로는 

소매길이와 몸판에서의 앞 • 뒤 진동둘레, 팔꿈치 길 

이, 소매부리 폭 등의 계측치였으나, 이외에 C형에서 

는 몸판의 암홀 높이가 요구되었고,。형에서는 몸판 

에서의 암홀높이와 겨드랑이 너비가 요구되었다.

〈표 6>은 두 장 소매를 설계 하는데 있어 각 소매 

유형에 따른 부위별 적용방법이다.

A형의 소매는 소매산을 설정한 후 소매정점에서 

앞•뒤진동둘레 계측치를 소매폭선과 연결함으로써 

소매폭이 결정되며 또한 뒤진동둘레에 1cm를 더해 

줌으로써 뒤소매폭이 다른 소매에 비해 넓다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소매는 진동둘레 곡선을 그

〈표 5> 각 소매패턴 설계시 필요 항목

소매 유형 A 형 B 형 C 형 D 형 E 형

필요항목

소매길 이 

앞, 뒤진동둘레 

소매 부리

소매길 이 

총진동둘레 

소매부리

소매길 이 

암흘높이 

총진동둘레 

팔꿈치길 이

소매길 이

암홀높이

총진동둘레

겨드랑이 나비 

팔꿈치길 이 

소매부리

소매길 이 

앞,뒤진동둘레 

팔꿈치길 이 

소매 부리

A: 문화식, B. 미국, C: 프랑스 D: 독일, E: 국내 업체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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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소매 제도시 항목별 계산법 (단위: cm)

매유형 

항목
A 형 B 형 C 형 D 형 E 형

1. 소매산 

높이 설정

A.H/4+2.5+
패드분(1)

A.H/3 암홀높이 X
A.HX5/6

암홀높이 X
A.HX5/6

AH/3+0.7

2. 소매폭 설정
소매정점에서

BA.H+1, FA.H
A.HX3/4 A.HX3/4 몸판에서의 겨드랑이 

너비+5 〜6
소매정점에서

B.A.H, F.A.H-0.7

3. 팔꿈치 둘레 

선 위치

소매길 이/

2+2.5
팔둘레 선〜 

소매길 이/2+2.5
실제팔꿈치길이 실제팔꿈치길이 

(33〜34)
실제팔꿈치길이

(31)

4. 
진 

동 
둘 

레 

선

소 

매 

정 

점

앞

소매정점에서 팔둘 

레선까지 사선의 1/ 
4지점에서 L8 나가 

곡선

팔둘레선과 수평선상 

에 3/16팔둘레선분 

설정, 같은 값만큼 내 

려지점과 곡선 연결

소매산높이의

L2지점과 곡선

소매산 쪽에서 1.2 
나가 곡선 연결

팔둘레선과 수평선 상 

의 5.5지점 설정, 소매 

산 안내사선에서 1.7 
나가 곡선

뒤

소매정점에서 팔둘 

레선까지 사선의 1/ 
4지점에서 1.5 나가 

곡선

팔둘레선과 수평선상 

에 3/16팔둘레선 지 

점과 1/16팔둘레선지 

점과 직선연결후, 설 

정, 같은 값만큼 내려 

지점과 곡선 연결

소매산높이의 

玲지점과 곡선

소매산 쪽에서 1 
나가 곡선 연결

팔둘레선과 수평선 

상의 5.5지점 설정, 

소매산 안내사선에서 

2.1 나가 곡선

암 

홀 

밑 

점

앞

소매정점에서 팔둘 

레선까지 사선의 1/ 
4지점에서 1.3 들어 

가 곡선

3/16팔둘레선만큼 소 

매산 안내 직선상에 

서 올라가 곡선 연결

소매산의 1/2의 중 

간지점에서 2 들어 

가 곡선 연결

앞몸판에서 앞너치까지 

의 곡선을 그대로 그린 

다.

팔둘레선의 5.5 지점 

설정, 소매산 안내사 

선에서 1.7 나가 곡선

뒤

소매정점에서 팔둘 

레선까지 사선의 1/ 
4지점과 곡선

1/16팔둘레선만큼 소 

매산 안내 직선상에 

서 올라가 곡선 연결

소매산의 2/3의 중 

간지점에서 1들어 

가 곡선 연결

1/4겨드랑이너비 + 0.5 
수직길이 아래에서 뒤 

너치까지는 직선, 뒤너 

치부터 곡선 연결

팔둘레선의 3.5 지점 

설정, 소매산 안내사 

선에서 1.3 나가 곡선

리기 위해 특정 값을 주어 가이드 점을 설정해 주고 

있으나, 이 가이드 점은 평균적인 체형에 대한 패턴 

인 경우 가이드 점이 잘 맞아 진동둘레선을 잘 그릴 

수 있으나 대부분 평균체형이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 

의 패턴을 그릴 때는 오히려 정해진 값에 의한 가이 

드 점을 따르다 보면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릴 수가 

없어 오히려 초보자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진 다.

B형의 소매폭은 총 진동둘레의 3/4값으로 설정되 

어 있고, 앞 • 뒤진동둘레의 계측치가 앞 • 뒤 진동둘 

레곡선에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C형은 소매산 설정을 위해 몸판의 암홀높이를 계 

측한 값을 적용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D형은 몸판의 암홀높이 이외에도 겨드랑이 너비 

를 통해 소매폭을 결정하는 특징이 있으며 소매를 

설계해 나가는 방법이 다른 제도방법과 매우 다르다.

E형은 소매산 설정이 상대적으로 높고 앞진동둘 

레에서 0.7cm를 제하므로 앞소매폭이 다른 소매에 

비해 좁게 설정되고 있다.

2) 적용항목에 대한 패턴별 차이

〈표 7>은 두 장 소매를 설계한 후 각 항목을 계 

측하여 패턴별로 비교한 결과이다.

먼저, 소매산 값은 A형 패턴이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계산식에서 계산식 자체는 낮게 설정되 

어 있을지라도 어깨 패드의 두께를 그대로 더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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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두 장 소매의 치수항목에 대한 패턴별 비교

매유형 

항목

A 형 B 형 c 형 D 형 E 형
F 값

M D M D M D M D M D

소매산 높이 15.59 a 15.21 b 14.69 be 14.60 c 15.52 ab 5.53 **

오그림 분량 3.89 a 3.14 abc 2.72 be 3.66 ab 2.50 c 2,64 *

소매 폭 34.69 a 32.66 b 32.16 b 34.39 a 31.72 b 9.73 ***

팔꿈치 둘레폭 30.03 ab 29.03 ab 28.44 c 30.86 a 28.12 c 2.21

소매 폭선.팔꿈치길 이 17.93 b 21.57 a 20.43 a 20.01 a 15.56 c 11.94 ***

겉
팔둘레 너비 22.75 b 21.97 b 20.07 d 2354 a 21.12 c 25.92 ***

소 팔꿈치둘레 너비 19.76 ab 19.44 b 17.50 c 19.53 ab 20.08 a 28.13 ***
매

소매부리 너비 15.14 c 16.39 b 15.34 c 15.19 c 18.12 a 17.54 ***

안
팔둘레 너비 11.94 a 10.69 b 12.09 a 10.84 b 10.60 b 11.57 ***

소 팔꿈치둘레 너비 10.26 a 9.59 ab 10.94 a 11.33 a 8.05 c 3.02 *
매

소매부리 너비 9.45 a 8.43 b 9.87 a 9.19 a 7.54 c 11.55 ***

앞둘레 6.20 a 6.27 a 6.66 a 4.16 b 2.48 c 9.48 ***

뒤 둘레 9.09 b 6.51 c 11.30 a 9.11 b 12.32 a 21.01 ***

앞높이 3.15 a 2.76 a 2.03 b 1.17 c 0.42 d 59.32 ***

뒤높이 5.90 b 3.93 c 9.77 a 6,70 b 8.60 a 31.98 ***

소매의 전방향성 5.96 c 8.34 a 7.19 b 7.54 b 7.15 b 23.23 **

• * p<.05, ** pMOl, *** p<.OOl.
• 알파벳은 던컨테스트의 결과임 (a > b > c > d).

있어 높게 나타난다고 보아진다.

오그림분량은 A형 패턴과 D형 패턴이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해 E형 패턴과 C형 패턴의 소매 

가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진동둘레 선의 형 

태 차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E형 패턴의 경 

우 앞소매의 진동둘레값에서 0.7을 제하였기 때문에 

오그림분량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진다.

팔꿈치 둘레폭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으며 소매폭선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에서는B형에 

서 가장 길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은 5가지 유형의 두 장 소매 패턴을 비교 

한 것이다.

〈표 8> 패턴 메이킹 방법의 용이성에 대한 비교

기술 통계량 

평가항목

A 형 B 형 c 형 D 형 E 형
F-Value

M D M D M D M D M D

패턴설계 방법에 대한 이해가 쉬운가 3.13 b 3.57 b 4.43 a 3.29 b 4.40 a 6.72 ***

각 항목별 적용이 간단한가 3.25 b 3.14 b 4.86 a 2.57 b 4.20 a 9.26 ***

소매산의 설정은 적절한가 3.38 b 3.29 b 4.86 a 2.43 c 4.40 a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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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MOD식

.. ................... FIT식
----------내셔널 브랜드

〈그림 3＞ 5가지 유형의 두장 소매 패턴의 비교

3) 패턴 메이킹의 용이성

〈표 8＞은 패턴메이킹 방법의 용이성에 대한 결과 

이다. 패턴메이킹의 방법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결 

과를 살펴보면, 패턴설계 방법에 대한 이해가 쉬운 

가', '각 항목별 적용이 간단한가'와 '소매산의 설정은 

적절한가' 등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모든 항목에서 C 형과 E 형의 소매 패턴메이킹 방법 

이 높게 나타났다.

2. 관능검사에 의한 착의평가

1) 소매 패턴의 맞음새에 대한 비교

〈표 9＞는 소매 패턴의 맞음새에 대한 결과이다. 

〈표 9＞에 의하면, '몸판과 진동둘레의 맞음새는 적 

절한가', '오그림분은 적절한가'와 '팔꿈치선은 실제 

팔꿈치 위치와 일치하는가' 등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몸판과 진동둘레의 맞음새에 대한 평가에서는 E 

형의 패턴과 C형의 패턴이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진동둘레의 오그림분은 C형의 패턴과 E 

형의 패턴이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팔꿈치선은 실제 팔꿈치 위치와 일치하는가의 항목 

에서는 A형 소매와 D형 소매의 패턴이 높게 나타났 

다.

다섯 종류의 소매 중 소매의 맞음새에 대한 평가 

에서는 C형과 E형의 소매가 대체적으로 높은 평가 

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소매 패턴의 심미성 비교

〈표 10＞은 소매 패턴에 대한 심미성 평가에 대한 

결과이다.〈표 10＞에 의하면, 심미성에 대한 평가 

항목인 '소매의 외형이 보기에 아름다운가,' '소매와 

몸판이 균형을 이루는가'와 '전체적으로 잘 맞는가' 

등의 세 항목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매의 외형이 보기에 아름다운가의 항목에서는 A 

형 소매와 B형, E형의 소매 패턴이 비교적 높게 나타 

났고, 전체적으로 균형 잡혀 보이는가와 전체적으로 

잘 맞는가 등의 항목에서는 B형 소매와 E형 의 소매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성 평가에 있어서는 A형과 B형, E형의 소매 

가 비교적 높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3) 소매 패턴의 유행성 비교

〈표 11＞은 소매 패턴의 유행성에 대한 결과이다.

〈표 9＞ 소매 패턴의 맞음새에 대한 비교

기술통계량 A 형 B 형 C 형 D 형 E 형

F-Value
평가항목 ■-一 M D M D M D M D M D

몸판과 진동둘레의 맞음새는 적절한가 2.82 b 2.83 b 3.17 a 3.08 b 3.40 a 3.53*
진동둘레의 오그림분은 적절한가 3.50 b 3.75 ab 4.00 a 3.25 b 3.80 a 3.30*
팔둘레선에 여유분은 적당한가 3.36 ab 3.50 ab 3.83 a 3.50 ab 2.60 b 1.73
팔의 전방향성 정도는 적절한가 3.00 a 3.82 a 3.66 a 3.25 a 3.00 a 1.96
소매 밑단선의 설정은 적절한가 3.92 a 3.67 a 3.33 a 3.17 a 3.40 a 1.10
팔꿈치선은 실제 팔꿈치 위치와 일치하는가 4.08 a 2.17 b 3.00 b 3.92 a 2.20 b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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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소매 패턴의 심미성에 대한 비교

기술통계량 A 형 B 형 C 형 D 형 E 형

F-Value
평가항목 M D M D M D M D M D

소매의 외형이 보기에 아름다운가 3.50 a 3.25 ab 2.58 be 2.00 c 3.20 ab 7.61 ***

소매와 몸판이 균형을 이루는가 3.45 ab 3.58 a 2.75 be 2.58 c 3.50 a 3.87 **

전체적으로 잘 맞는가 3.50 a 3.50 a 3.08 b 2.33 be 3.20 ab 4.98 **

〈표 11> 소매 패턴의 유행성에 대한 비교

기술통계량 

평가항목

A 형 B 형 c 형 D 형 E 형
F-Value

M D M D M D M D M D

• 소매의 모양새는 요즈음의 

유행경향과 비슷한가
3.67 a 3.58 ab 2.83 be 2.75 c 4.00 a 4.29 **

• 소매 뒤소매 이음선은 요즈음의 

유향경향과 비슷한가
3.25 ab 3.58 a 3.08 ab 2.67 b 3.80 a 2.73 *

• 소매 앞소매 이음선은 요즈음의 

유향경향과 비슷한가
3.42 ab 3.33 ab 2.67 b 3.17 ab 3.60 a 1.71

• 소매산의 오그림분은 요즈음의 

유행경향과 비슷한가
3.70 a 2.83 b 3.08 ab 3.33 ab 3.80 a 2.64 *

〈표 11〉에 의하면, 전체적인 소매 모양새, 뒤소매 

이음선과 오그림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맞음새는 E형과 A형 패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고, 뒤소매 이음선에 

서는 B형과 E형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오그 

림분에서는 A형과 E형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세 항목 모두 E형 소매가 유행성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앞소매 이음선에 대한 유행성에 대한 유의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E형에서 이용되고 있는 소 

매의 패턴이 나머지 부위에서 유행경향을 잘 반영하 

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의복 구성을 위한 패턴을 설계 

하는데 있어 공식적인 적용보다는 유행을 반영하기 

위해 보다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의복의 형태와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 

는 소매의 구성요인 즉, 소매산 높이, 오그림분, 팔둘 

레의 맞음새, 팔꿈치의 위치, 소매의 전방향성, 소매 

부리 폭 등과 패턴메이 킹 방법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소매의 맞음새, 심미성, 유행성 등의 차이 

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소개되어 이용되고 

있는 그 출처의 국적이 다른 다섯 가지의 두 장 소매 

패턴을 선정하여, 의류학 전공자들로 하여금 직접 

다섯 가지 방법에 따라 패턴을 설계하여 그 결과치 

로 패턴메이킹 방법을 비교하였으며, 몸판이 동일한 

조건으로 통제되고, 다섯 가지 소매패턴이 적용된 

실험복을 제작하여 소매의 맞음새, 심미성, 유행성 

등을 평가하였다. 착의평가를 위한 피험자로는 여성 

기성복 상의 '84-92-160'사이즈를 착용하는 여자대학 

생 3명을 선정하여, 제작된 실험복을 무작위로 선택 

하여 착장하게 한 후, 15명의 평가단에 의해 평가하 

게 하였다.

실험복의 몸판은 김경순의 자켓을 참고하여 제작 

하였으며 실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균을 구하였고 일원분산분석과 던컨의 다 

중비교 검사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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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 소매 패턴메이킹시 필요치수는 모든 패턴에서 

소매길이, 몸판의 앞 • 뒤 진동둘러】, 팔꿈치 길 

이, 소매부리 폭 등이었고, 이외에 C형 패턴에 

서는 몸판의 암홀 높이가 요구되었고, D형에 

서는 몸판에서의 암홀높이와 겨드랑이 너비가 

요구되었다.

1-2. 적용항목에 대한 패턴별 차이는 A형 패턴은 

소매산 높이, 오그림분, 소매폭 등에서 높은 값 

을 보였고 반면, 소매의 전방향성은 낮은 값을 

보였다. B형 패턴은 소매의 전방향성에서 높은 

값을 보였고, C형 패턴과 D형 패턴은 소매산 

높이는 낮은 값을 보였다. E형의 패턴은 오그 

림 분량이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그리고, 소 

매폭선에서 팔꿈치둘레선까지의 길이에서 B 

형 패턴, C형 패턴, D형 패턴에서 모두 높은 값 

을 보여, 이는 체격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추측 

되어진다.

1- 3. 패턴메이킹의 방법의 용이성의 평가에서, '제

도방법에 대한 이해가 쉬운가', '각 항목별 적 

용이 간단한가'와 '소매산의 설정은 적절한가' 

등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모든 

항목에서 C형과 E형의 소매 패턴메이킹 방법 

이 높게 나타났다.

2- 1. 몸판과 진동둘레의 맞음새에 대한 평가에서는

E형의 패턴과 C형 패턴이 비교적 적절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진동둘레의 오그림분은 C형과 

E형의 패턴이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팔꿈치선은 실제 팔꿈치 위치와 일치하는 

가의 항목에서는 A형 소매와 D형 소매의 패턴 

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 종류의 소매 중 소매의 맞음새에 대한 

평가에서는 C형과 E형의 소매가 대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 심미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A형과 B형, E형의 

소매 패턴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 유행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체적인 소매 모양 

새, 뒤소매 이음선과 오그림분에서의 유행경향 

이 유의 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장 

소매 패턴의 유행성을 반영하는 정도에 있어서 

는 A형과 E형 패턴이 다른 패턴에 비해 비교적

관한 비교 연구 복식문화연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E형 패턴은 모든 항목 

에서 비교적 높게 평가되었고, C형 패턴은 맞음새 

항목에서 높게 평가되었고, A형 패턴은 심미성과 유 

행성 항목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패턴메이킹 방법을 5개로 한정하였으 

며 그 착의 대상을 3명으로 한정하였고 직물조직이 

나 구조가 가지는 요인에 대하여서는 연구되지 못하 

였다.

그러므로 이를 보완하여 추후, 보다 다차원적 측 

면에서 패턴메이킹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또한 각 부분에 대한 패턴메이킹 방법의 

비교 이외에도 의복의 아이템별 패턴메이킹의 비교, 

패턴내에서의 라인의 감성적인 비교, 직물조직에 따 

라 요구되는 여유분량, 소매산에서 생기는 오그림분 

의 수용량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효율적인 체형별 • 부위별 그레이딩 양의 

분석 등, 패턴메이킹과 관련의 연구가 지속적이고도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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