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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우리나라 란제리업계는 1956년 주식회사 신 와코

루에 의해 생산이 개시된 이래 여성들의 기본 스타일

을 결정하는 필수의류로서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여 오

늘날 패션계의 독자적인 역을 형성하게 되었다.

국내 란제리 시장은 신 와코루, 남 L&F, 좋은 사

람들 등 란제리 3사가 대표적인 세력으로 주도하고 있

었으나 최근에는 패션성과 기능성을 강조하는 신개념

의 인너웨어를 표방하여 소비자의 감도, 연령, 가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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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about lingerie company’s education and pattern-making
actual conditions.

This study used a questionnaire method. Respondent of survey is designers who work in exist lingerie
company.

The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processed using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for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Most of lingerie designers educated lingerie design, pattern and textiles etc. after entering a

company and satisfaction 57.3% about education has satisfaction of intergrade.
2. Designer’s 87.8% has satisfaction more than intergrade about own pattern-making technology and

work career is high, satisfaction about pattern-making technology is high.
3. Correlation was expose that is in lingerie education availability and optimum level arrival period of

pattern-making ability before entering a company. In case take lingerie education before entering a
comany, thought that optimum level arrival period of pattern-making ability is shorter.

4. Most of lingerie company designers used flat pattern-making method and draping method.
5. There is correlation between work career and using the basic pattern. Work career was expose that

make and use only own basic pattern in case is more than 3 years.
6. Contents about deepening pattern-making technology are most by 92.2% to contents of lingerie

re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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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시장 세분화가 가속화되어「트라이엄프」, 「한로」,

「라펠라」, 「CK」, 「프린세스탐탐」, 「겐조」등 다양한 수

입 브랜드들이 려 들어오고 있으며 제품기획이나 유

통측면에 있어서도 과거의 백화점과 도매시장 위주의

유통구조에서 벗어나 신업태와 홈쇼핑, 인터넷쇼핑 등

이 활성화되고 있다.

파운데이션 의복(Foundation Garment)은 체형을

다듬는 의류로서 신체에 착하여 신체의 일부와 같이

움직임이 가능한 제 2의 피부역할을 하면서 기능상 외

양보정과 위생보강 등 2가지 중요한 측면을 가진다.

파운데이션 의복(Foundation Garment)은 크게 두가

지로 구분되는데 기능적인 면이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파운데이션(Foundation)과 심미적인 측면이 중요시되

는 란제리(Lingerie)로 구분되어진다. 파운데이션에는

브래지어, 팬티, 거들, 콜셋, 바디수트, 웨이스트 니퍼

등이 있으며, 란제리에는 슬립, 파자마, 가운, 란쥬 등

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란제리라 하면 파운데이

션과 란제리를 모두 포함하여 일컫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신체를 의식한다」라는 바디 콘셔스룩(Body

concious look)에 대한 여성의 의식변화에 편승하여

피트성과 활동성이 겸비된 파운데이션에 대한 강한 욕

구는 아름답고 균형잡힌 몸매를 갖고 싶다는 필요를

그대로 상품화하여 보다 쾌적하고 기분좋게 입을 수

있는 파운데이션의 개발을 촉구하고 있다.

란제리업계는 란제리보다는 파운데이션 위주로 생

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판매도 그렇다. 파운데

이션의 경우에는 소규모의 업체에서도 생산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란제리의 경우에는 대기업을 위주로 생산

이 이루어지고 있다.

파운데이션 의복은 아웃웨어(Out wear)와는 달리

본래 기능인 신체 결점의 정용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개체간의 체형 및 변화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적합성이 높은 패턴제작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패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란제리업

계의 경우 디자인과 패턴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통합

되어 있어서 전문적이지 못하다. 또, 우리나라의 란제

리업계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부재로 인

해 단시간에 습득할 수 없는 고도의 숙련된 전문기술

이 요구되는 고감각의 기능을 가진 패턴메이커 양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파운데이션 의복의 경우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패턴메이커의 육성을 위해 패션

산업계와 학계의 산학협동을 통한 노력과 그 방면의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다양한 교과목 구성체제

를 갖추고 있어 과목간에 연계 교육이 어려운 우리나

라 대학 교육의 특성상, 패턴제작기술과 같이 장기간

의 집중 교육과 연계과정을 가져야 하는 교과목 운용

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는 고도로 전문화된 란제리 전문 인력이 절

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서 국내 란제리업계의 디자

이너를 대상으로 교육환경을 조사하고, 현업에서의 패

턴제작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으며, 연구의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국내 란제리업계의 교육내용 및 과정을 파악

한다.

둘째, 국내 란제리업계 디자이너들의 패턴제작실태

를 파악한다.

셋째, 국내 란제리업계 디자이너들의 재교육실태를

파악한다.

II.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국내의 란제리업체 6개사(W

사, V사, B사, S사, M사, G사 등)에 근무하고 있는 디

자이너들이며, 국내 대표적인 내셔널브랜드 3개사와

맞춤속옷업체 1개사, 그리고 홈쇼핑 및 신업태업체 2

개사를 선정하 다. 디자이너를 파운데이션 분야와 란

제리 분야로 구분하여 총 13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90부의 설문지 중 응답이 불완전한 설문지 8

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82부를 연구자료로 활용하 다.

2. 조사방법

본 연구의 조사방법은 설문지법을 이용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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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15일~18일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

고, 설문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설문지를 작성

2004년 1월 15일부터 2월 27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

다.

3. 측정도구 및 조사내용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본 연구자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총 37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7문항, 란제리교육에 관

한 8문항, 란제리 패턴제작기술과 원형에 대한 질문 8

문항, 치수와 맞음새에 대한 질문 11문항, 란제리 재교

육에 관한 3문항으로 구성하 다.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회수된 총 82개의 설문지를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통

계 프로그램으로 빈도, 백분율 등을 구하고 변수에 따

른 유의성 검증은 F-test로 하 다. 만족도에 관한 측

정은 5점척도법을 사용하 으며, ‘매우 불만족’1점에

서‘매우 만족’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평가하 다.

III.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본 연구의 대상자는 국내 란제리업체에서 근무하는

디자이너로서 W사, V사, B사, S사, M사, G사 등 6개

란제리업체를 중심으로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근무분

야, 대학전공분야 등을 조사하 다.

1) 학력

란제리업계에 종사하는 디자이너들의 최종학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전체 디자이너 82명 중 4년제 대학 졸업이 가장 많

았고 대학원 석사 졸업, 2년제 대학 졸업, 외국패션 스

쿨 수료 순으로 디자이너의 91%가 4년제 대학졸업이

상의 높은 학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과거에는 고등

학교 졸업이나 2년제 대학 졸업자도 많았으나 최근에

는 기업측에서 대부분 대학교 졸업이상의 고학력을 가

진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2) 성별

대상 디자이너의 경우 여성이 96.3%(79명), 남성이

3.7%(3명)로 압도적으로 여성의 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는데 조사한 기업체가 비록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

만 란제리의 경우 여성위주의 브래지어, 팬티, 거들 등

의 비중이 크므로 직접 착용해보고 디자인을 할 수 있

는 여성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남성 디자이너의 경우에도 3명중 2명이 남성물(트

크, 팬티, 런닝)을 디자인하며 1명만이 브래지어 디

자인을 담당하고 있었다. 수년전까지만 해도 남성 디

자이너는 거의 전무한 상태 으나 점차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란제리 분야도 아주 극

소수이기는 하지만 남성 디자이너가 생겨나고 있다.

3) 연령

란제리 디자이너의 연령의 경우 다른 아웃웨어

(Outwear) 디자이너와 마찬가지로 20대 연령의 비중

이 가장 높아 20대가 57.3%(47명), 30대가 41.4%(34

명), 40대가 1.3%(1명)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복종에

비해서는 30대와 40대 연령의 비중도 높은 편이었는

데, 이는 란제리 디자이너의 경우에는 디자인 업무와

함께 장기간 숙련된 패턴 경력이 요구되므로 디자이너

의 연령도 자연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82

A 제8권4호

<표 1>  디자이너의 학력

구분 인원(F) 백분율(%)

2년제 대학졸업 4 4.9

대학교졸업 67 81.7

대학원 석사졸업 8 9.8

외국패션스쿨수료 3 3.7

합 계 82 100.0

구 분 인원(F) 백분율(%)



4) 경력

란제리 디자이너의 경력은 1년이상 3년미만이

29.3%(24명)로 가장 많았고 3년이상 5년미만이

29.3%(24명), 5년이상 10년미만이 22%(18명), 10년이

상이 22%(18명), 1년미만이 2.4%(2명)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이 10년이상인 경우도 22%로 다른 복종의

경우에 비해 대체로 경력이 많은 디자이너들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타

복종과 달리 란제리업계는 디자이너가 패턴제작업무를

겸하고 있는 특성상 패턴제작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

조되므로 패턴을 익히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아가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해 경력이 많은 디자이너의 비율

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경력과 근무분야를 란제리분야와 파운데이션분야로

나누어 살펴보면 란제리분야의 경우에는 3-5년정도의

경력을 가진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파운데이션분야의 경우에

는 1-3년정도의 경력을 가진 경우가 많고 그 이상의 경

력을 가진 경우는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는 란

제리분야의 경우는 주로 대기업중심이므로 란제리분야

디자이너들의 수요가 적어 신입 디자이너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적으며 또 실제로 이직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

되어 있어 한곳에 오래 근무하게 되므로 란제리분야 디

자이너의 경력이 파운데이션분야 디자이너들에 비해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파운데이션분야 디자이너의

경우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의 경력을 쌓은 후에는 계속

생겨나고 있는 작은 업체들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기업에 근무하는 파운데이션분야 디자이너들의 경력

이 란제리분야 디자이너들에 비해 낮았다.

5) 근무분야

란제리분야 디자이너의 경우를 크게 4개의 근무분

야로 구분하여 조사하 는데 파운데이션(브래지어, 팬

티, 거들, 올인원), 란제리(슬립, 가운, 파자마), 남성물

(트 크, 삼각팬티, 런닝), 란쥬(여성란쥬, 런닝, 메리야

스)분야로 분류하 다.

각 근무분야에 있어서 한 디자이너가 1개의 아이템

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2~3개의 아이템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파운데이션 분야에 속해있는 경우가 59.8%(49명),

란제리 분야에 속해있는 경우가 20.7%(17명), 남성물

분야에 속해있는 경우가 13.4%(11명), 란쥬 분야에 속

해있는 경우가 11%(9명)로 파운데이션 분야에 속해있

는 경우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란제리업체의 대부분이 파운데이션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로 판매율도 파운데이션이 주를 이

루고 란제리의 경우에는 제품구성을 맞추기 위한 아이

템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 대학전공분야

란제리업체 디자이너의 경우 92.7%(76명)가 의류관

련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는 7.3%(6명)로 나타났다. 의류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소과, 공예과, 섬유디자인 등 미술관

련학과나 불문과, 문과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류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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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부서에 따른 근무경력

구분 근무경력 합계

1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파운데이션부서 0 17 12 10 10 49

란제리부서 1 2 7 2 5 17

남성물부서 1 3 1 4 2 11

란쥬부서 0 2 4 2 1 9

합 계 2 24 24 18 18 *86

* 2개이상의부서에속해있는경우가있어서조사대상 82명보다많은 86명으로집계됨.

구 분
근무경력

합계
1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단위: 명



후에 패션전문학원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란제리업체들이 의류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우선 채용하고 있어 대학에서의 전공이 무엇보

다 중요시됨을 알 수 있다.

2. 란제리 교육 실태

1) 입사 전 란제리 교육실태

입사 전 란제리 교육실태 조사에서는 란제리업체 디

자이너들의 입사 전 란제리교육 수혜여부와 교육내용,

교육기관, 교육비수혜 이유 등을 조사하 다.

현업에 근무하고 있는 디자이너 중에서 입사하기 전

에 란제리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14.6%(12명)

로 아주 소수만이 입사 전에 란제리 교육을 받은 것으

로 나타났다.

입사 전 란제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받

은 경우가 67%(8명), 학원에서 받은 경우가 16.7%(2

명)로 나타났으며 개인교습 등을 통해서 배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내용으로는 주로 란제리패턴에 대한 교육이 이

루어지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란제리에 관한 소재와 봉

제법에 대한 교육, 란제리 디자인에 대한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입사 전에 란제리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학교

교육과정 중에‘란제리 교육과정이 없어서’라는 의견

이 68.3%(56명)로 가장 많았는데, 한국의류학회(1999)

의「의류학 교과과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교

과과정 중에 란제리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는 극

소수에 불과하며 패션학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실정

으로 아주 적은 시간을 할애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란제리 자체에 대

한 인식이 부족해서’라는 의견도 29.3%(24명)로 나

타났다. 그 외에도‘란제리전문교육기관을 찾지 못해

서’가 9.8%(8명), ‘란제리 교육자가 없어서’라는 의

견이 3.7%(3명)로 나타났다.

2) 입사 후 란제리 교육 실태

입사 후 란제리 교육 실태 조사에서는 입사 후 란제

리 사내 교육자, 란제리 사내교육 만족도, 란제리교육

내용의 실무투입여부 등을 조사하 다.

란제리 디자이너들은 대다수가 입사 전에 학교나 학

원 등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므로 회사에 입사한 후에

입사선배를 통해서 실무에 필요한 내용들을 교육을 받

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은 기본적인 패턴제작기술에

대한 내용과 란제리의 종류와 소재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란제리업체에

서 CAD 시스템을 이용한 패턴제작보다는 수작업을

통해서 패턴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도 수작업방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입사한 후 실시된 란제리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보

통이 57.3%(47명)로 나타났으며, 불만족이 18.3%(15

명), 만족이 17.1%(14명), 매우 만족과 매우 불만족은

각각 3명(3.7%)로 나타났다. 디자이너들의 대부분이

입사 후 실시된 란제리 교육에 대해서 크게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하는 경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입사 후 실시하는 사내교육의 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디자이너의 학력에 따른 교육 만족도에서는 2년제

대학졸업인 경우에는 불만족하는 경우가 75%인 반면

4년제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는 보통정

도 이상의 만족도를 가지는 경우가 75%정도로 나타나

2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더 교육에 대해서 만족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유의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근무경력에 따른 교육 만족도도

그다지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사 전

란제리 교육여부에 상관없이 입사 후의 란제리 교육에

관해서 모두 보통 정도의 만족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입사 당시 받은 란제리 교육내용이 현업에

서 즉각 활용이 가능한가’하는 질문에‘그렇다’라고

답한 경우가 67.1%(55명)로 나타나 만족도조사에서 대

다수가 그다지 만족스럽거나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

다고 답하 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받은 내용을 즉각 현

업에 투입함을 알 수 있다.

업무수행시 발생하는 전문지식 및 기술상의 문제는

이미 업무수행을 하면서 어려움을 경험했던 선배에게

문의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91.5%(75명)로 가장 많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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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해결하는 경우도 13.4%(11명)로 나타났으나 란

제리 전문가나 전문 학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는

한사람도 없었다.

3. 란제리 패턴제작 실태

1) 패턴제작 실태

패턴제작 실태조사에서는 란제리업체 디자이너들의

패턴제작기술에 대한 만족도, 패턴제작시 어려운 점,

패턴제작기술의 적정수준도달시기, 패턴제작방법, 패

턴제작기술 습득경로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현업에서 근무하는 디자이너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패턴제작기술에 대한 만족도에서 보통정도가

56.1%(46명), 만족이 31.7%(26명)로 나타나 대부분 자

신의 패턴제작기술에 대해서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턴제작기술에 대한 만족도는 근무경력과 유의차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패턴

제작기술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입사 전 란제리 교육여부나 의류학과 졸업여부는

패턴제작기술에 대한 만족도에 별다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패턴제작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서는‘취급이 어려운 신소재 개발에 따른 활용에 대한

심화지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31.7%(26명), ‘패턴제

작원리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29.3%(24명)로 나타났다. 이는 입사 후 란제리업계 실

무 현장에서 필요한 지속적인 고급 기술 연구 개발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더욱 고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 및 제도장치가 필요하다.

디자이너들은 점차 경력이 쌓일수록 더욱 요구되는 심

화된 패턴 활용에 어려움을 느낌을 알 수 있다.

패턴제작실력은 3-5년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적정수

준에 도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5-

10년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19.5%(16명)나 되었

다. 입사 전 란제리교육여부와 패턴 제작실력 적정수

준도달기간도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입사

전에 란제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3-5년정도가

지나야 적정수준에 도달한다고 생각했으나 입사 전에

란제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3년정도가 지나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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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디자이너의 학력에 따른 입사 후 교육에 대한 만족도

구분 입사후교육에대한만족도 합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2년제대학졸업 0(0.0) 3(3.7) 1(1.2) 0(0.0) 0(0.0) 4(4.9)

디자이너 4년제대학졸업 2(2.4) 9(11.0) 39(47.6) 14(17.1) 3(3.6) 67(81.6)

학력 대학원석사졸업 0(0.0) 2(2.4) 6(7.3) 0(0.0) 0(0.0) 8(9.8)

외국패션스쿨수료 1(1.2) 1(1.2) 1(1.2) 0(0.0) 0(0.0) 3(3.7)

전 체 3(3.6) 15(18.3) 47(57.3) 14(17.1) 3(3.7) 82(100.0)

구 분
입사후교육에대한만족도

합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단위 : F(%)

3(3.7)

39(47.6)

6(7.3)

<표 4>  패턴제작기술에 대한 만족도

구분 빈도(F) 백분율(%)

매우 불만족 0 0

불만족 9 11.0

보통 46 56.1

만족 26 31.7

매우 만족 1 1.2

합 계 82 100.0

구 분 인원(F) 백분율(%)
<표 5>  패턴제작기술 적정수준도달기간

구분 인원(F) 백분율(%)

1년이상 ~ 3년미만 14 17.1

3년이상 ~ 5년미만 51 62.2

5년이상 ~ 10년미만 16 19.5

10년이상 1 1.2

합 계 82 100.0

구 분 인원(F) 백분율(%)



정수준에 도달한다고 생각하여 란제리 교육을 받은 경

우에 더욱 빨리 패턴 제작실력이 적정수준에 도달한다

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입사 전에 받은 란제

리 교육 자체가 전문적이거나 체계적이지는 않더라도

란제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보다 쉽게 입사 후의 교

육내용을 습득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란제리업체의 디자이너들은 아웃웨어와는

달리 디자인 업무와 함께 패턴제작을 직접하고 있는데

‘차별화, 고급화 제품개발을 위해서는 란제리 패턴 제

작기술의 연구 개발이 시급하다’라고 대부분이 느끼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란제리 전문교육

기관이 거의 전무하고 또한 사내에서 시행하는 교육자

체가 일관성이 없으며 논리적이거나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또 한 업체 안에서도 디자이너에 따라 패턴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스타일에 따라 또는 디자이

너에 따라 제품의 사이즈가 천차만별로 나타나기 때문

에 란제리에 대한 표준화 연구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신체변화나 체형변화, 특이체형 등에 맞는 표준 패턴

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최정옥(1995)의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패션

업계에 패턴 CAD 시스템이 정착된 지는 이미 오래되

었으나 란제리업계에서는 여전히 패턴 CAD 시스템이

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란제리업체 디

자이너들 중 란제리 패턴 제작과정에서 입체패턴이나

패턴 CAD시스템, 입체구성과 패턴 CAD시스템을 병

용하는 경우는 전무하여 패턴 CAD시스템을 전혀 활

용하지 않고 대부분이 입체구성법이나 평면구성법을

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면패턴 제작법만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와같이 란제리업계는 아직

도 패턴 CAD시스템이 많이 보급되어있지 않고 대부

분 수작업을 통해서 패턴을 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패턴제작방식은 디자이너의 경력과는 무관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채수경(1999)의 연구에 따르면 숙

녀복업체의 패턴사들의 경우에는 평면패턴 제작방식만

사용하는 경우는 경력 8년이상인 경우가 54.8%로 나

타났으나 입체패턴 제작방식을 도입한 패턴사는 경력

이 4-5년일 경우에 43.7%로 입체패턴 제작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력이 낮

을 경우에 평면패턴 제작방식보다 입체패턴 제작방식

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패턴 제작기술 습득 경로를 살펴보면, 디자이너들은

대부분 입사선배로부터 직접 패턴 제작기술을 전수받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재를 통해서 습득하는

경우나 교육기관을 통해서 습득하는 경우는 아주 극소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란제리업계 종

사 디자이너들은 패턴지식 및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로가 거의 제한적이어서 대부분 사내 선배로부

터 전수받는 도제방식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전문교재

의 개발 및 전문교육기관의 개설 또는 재교육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2) 원형사용실태

란제리 패턴 제작의 기본이 되는 원형사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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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입사 전 란제리 교육여부에 따른 패턴제작기술 적정수준도달기간

구분 실력적정수준도달기간 전체

1년이상 ~ 3년미만 3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 10년미만 10년이상

란제리교육을받지않음 8(9.8) 47(57.3) 14(17.1) 1(1.2) 70(85.4)

란제리 교육을받음 6(7.3) 4(4.9) 2(2.4) 0(0.0) 12(14.6)

전 체 14(17.1) 51(62.2) 16(19.5) 1(1.2) 82(100.0)

구 분
실력적정수준도달기간

전체
1년이상 ~ 3년미만 3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 10년미만 10년이상

단위 : F(%)

<표 7>  디자이너들의 패턴제작방식

구분 빈도(F) 백분율(%)

입체패턴제작방식 0 0

평면패턴제작방식 18 22.0

입체 +평면패턴제작방식 53 64.6

CAD패턴제작방식 0 0

평면 +CAD패턴제작방식 5 6.1

입체 +CAD패턴제작방식 0 0

평면 + 입체 + CAD패턴제작방식 6 7.3

합 계 82 100.0

구 분 빈도(F) 백분율(%)



조사결과, 디자인별, 아이템별 패턴제작시 주로 본인의

수정원형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51.2%(42명)로

가장 많았고, 회사내 기존원형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경우는 41.5%(34명), 원형없이 디자인마다 경험에 의

해 패턴을 제작하는 경우는 13.4%(11명)순으로 나타났

다. 이는 디자이너의 근무경력과 유의차가 있었는데

근무경력이 1년미만이거나 1-3년사이인 경우에는 회

사내 기존원형만을 활용하지만 근무경력이 3-5년이상

인 경우에는 회사내 기존원형만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나 디자이너들의 대부분은 처음에는 교육받은

대로 회사내 기존원형을 위주로 활용하다가 경력이 쌓

일수록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자신만의 수정원형을 만

들어서 활용함을 알 수 있다. 경력이 3년미만인 경우

에는 경험에 의해서 패턴을 제작하는 경우는 단 한명

도 없었으나, 3년이상이 되면서 경험에 의해서 패턴을

제작하는 디자이너들이 나타났다.

4. 란제리업계의 치수사용 및 맞음새 실태

1) 치수사용 실태

치수조사에서는 현재 란제리업계에서 사용하는 치

수에 대한 만족도와 치수 세분화의 필요성 및 패턴제

작시 적용치수 등에 대해서 조사하 다.

현재 란제리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치수에 대한 만

족도 조사에서는 보통정도가 56.1%(46명), 만족하는

경우가 35.4%(29명)로 나타났으며 불만족은 8.5%(7

명)로 대부분 현업에 종사하는 디자이너들은 치수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무경력이나 의류

학과 졸업여부, 입사 전 란제리 교육여부에 상관없이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치수 세분화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현재 사용

되는 치수보다 더 세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61%(50명), 지금의 치수체계로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39%(32명)로 나타났다. 치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다양한 체형에 좀 더 대

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개개인의 체

형차가 크고 너무나도 다양한 체형을 단지 몇 개의 치

수로 전부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1991)은“시판 파운데이션제품에 대한 불만족요인 연

구”에서 소비자들은 연령이 높고 뚱뚱한 체형일수록

체형에 맞는 제품을 찾기 어렵다고 답하 고 20대와

미혼여성이 치수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경우가 많아 파

운데이션 치수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으

나 지금에 이르러서도 치수 체계화는 미비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패턴제작시 적용하는 치수는 디자이너 본인의 치수

와 회사 디자인실의 치수를 절충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52.4%(43명)로 나타났으며, 디자인실에서 제시해 준

치수만을 적용하는 경우도 39%(32명)나 되었으나 본

인만의 치수를 적용하는 경우는 2.4%(2명)로 나타났

다. 기타 의견으로 디자인실의 치수와 국민표준체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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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근무경력에 따른 회사내 기존원형 활용정도

구분회사내기존원형회사내기존원형 전체

비활용 활용

1년미만 1(1.2) 1(1.2) 2(2.4)

1년이상~ 
11(13.5) 13(15.9) 24(29.4)

3년미만

근무 3년이상 ~ 
15(18.3) 8(9.8) 23(28.0)

경력 5년미만

5년이상 ~
10(12.2) 8(9.8) 18(22.0)

10년미만

10년이상 11(13.5) 4(4.9) 15(18.4)

전 체 48(58.3) 34(41.5) 82(100.0)

구 분
회사내기존회사내기존

전체
원형비활용 원형활용

단위 : F(%)
<표 9>  근무경력에 따른 사용치수에 대한 만족도

구분사용치수에대한만족도전체

불만족 보통 만족

1년미만 1(1.2) 1(1.2) 0(0.0) 2(2.4)

1년이상 ~ 
2(2.4) 15(18.3) 7(8.5) 24(29.3)

3년미만

근무 3년이상 ~ 
3(3.7) 11(13.4) 9(11.0) 23(28.0)

경력 5년미만

5년이상 ~ 
1(1.2) 9(11.0) 8(9.8) 18(22.0)

10년미만

10년이상 0(0.0) 10(12.2) 5(6.1) 15(18.3)

전 체 7(8.5) 46(56.1) 29(35.4) 82(100.0)

구 분
사용치수에대한만족도

전체
불만족 보통 만족

단위 : F(%)



사치수를 절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근무경력

에 따른 패턴제작 치수출처를 조사한 결과, 근무경력

이 3년미만일 경우에는 본인의 기존 치수를 패턴제작

시 적용하는 경우는 한명도 없었으며, 근무 경력이 5

년이상이 되었을 때는 본인과 디자인실의 치수를 절충

하여 적용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근무

경력이 높아질수록 본인의 수정원형을 사용하는 것과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인만의 수정원형을 제

작하는데 본인의 치수와 디자인실의 치수를 절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맞음새 실태

맞음새 실태조사에서는 란제리 맞음새 평가시 문제

점과 아이템별 문제 발생부위 및 현상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1) 맞음새 평가시 문제점

란제리 맞음새 평가시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 다섯가

지로 조사되었다. 첫째, 다양한 체형을 커버하기 어렵

다는 것이 73.2%(60명)로 가장 많았는데 사람의 체형

은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란제리 치수의 경우

크게 몇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맞음새 평가시에

많은 문제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한국산업규격의 브

래지어 치수는 밑가슴둘레를 기준으로 가슴둘레와 밑

가슴둘레 치수차이에 따라 밑가슴둘레 65cm 구간을

AAA컵~E컵, 70cm 구간은 AAA컵~E컵, 75cm와

80cm 구간은 AAA컵~D컵까지, 85cm 구간은 AAA

컵~B컵까지 대략 30개 치수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

나 현재 브래지어 제조업체는 한국산업규격에 제시된

호수 중 일부만을 생산하고 있다. 박은미(2000)에 의

하면 성인여성용 브래지어 생산비율을 살펴본 결과

75A가 1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80A

(12.95%), 80AA(8.81%), 70A(8.29%) 순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이 실제 브래지어 제작시에는 스타일에 따

라 그 중에 평균적인 몇 개의 치수만으로 구성되어 있

어 모든 체형을 커버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둘째, 다양한 소재를 취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37.8%(31명)로 나타났는데, 과거 란제리에서 취급하던

소재들은 소수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소재개발 기술이

발달하고 소비자들의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여러 가

지 새로운 소재들이 개발되어 소재마다의 특성이 달라

패턴을 제작하고 맞음새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다양

한 소재취급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다양한 디자인 수용의 어려움을 들었는데, 이

는 소비자들의 개성과 취향이 다양해짐으로써 보다 다

양하고 새로운 디자인과 스타일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고도의 맞음새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넷째, 맞음새 평가시 적절한 착용감을 찾기 어렵다

는 점을 들었는데, 이것은 사람마다 적절하다고 느끼

는 신체 착정도가 달라 대다수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고 느껴지는 착용감을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브래지어의 경우에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치수보다 한 치수크게 착용했을 때 편안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몸에 조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의 경우에는 자신의 치수보다 한 치수 작게 착용하는

경우도 있다. 즉 소비자 개개인이 자신에게 적합하다

고 느끼는 정도의 차가 심해 가장 적절한 맞음새 정도

를 찾는데 디자이너들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다섯째, 기능성 및 보정성 충족의 어려움을 들었는

데 란제리 중 특히 화운데이션 의복의 맞음새 평가시

디자인이나 착용감과 함께 기능성 및 보정성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점에서 디자이너들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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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근무경력에 따른 본인치수와 디자인실치수

의 절충치수 적용정도

구분 절충치수 절충치수 전체

비활용 활용

1년미만 2(2.4) 0(0.0) 2(2.4)

1년이상 ~ 
12(14.6) 12(14.6) 24(29.3)

3년미만

근무 3년이상 ~
12(14.6) 11(13.4) 23(28.0)

경력 5년미만

5년이상 ~
8(9.8) 10(12.2) 18(22.0)

10년미만

10년이상 5(6.1) 10(12.2) 15(18.3)

전 체 39(47.6) 43(52.4) 82(100.0)

구 분
절충치수 절충치수

전체
비활용 활용

단위 : F(%)



(2) 아이템별 문제 발생 부위 및 현상

디자이너들이 지적한, 란제리의 맞음새 평가시 문제

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 및 현상을 6가지 아이템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브래지어

맞음새 평가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브래지어컵의 용량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방의 감쌈

용량이 부족하여 가슴부분이 눌리는 현상이 발생하거

나 또는 용량이 남아서 들뜨는 현상이 발생한다. 다음

으로 가슴을 모아주는 효과가 떨어지거나 와이어(Wire)

가 빠지는 현상, 가슴부위의 봉제선이 두드러지는 현상

이 발생하는데 이는 패턴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봉제

시 약간의 불량에 의해서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세번째로는 어깨끈 부위의 문제를 지적하 는데, 어깨

끈이 바깥쪽으로 빠지거나 안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

하 다. 중심쪽의 용량이 부족하거나 상컵쪽으로 몰리

는 경우가 있었고 어깨끈 부위에 레이스 등을 부착한

경우에 맞음새 평가시 촉감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총길이의 경우에는 옆선의 수직길이나 브래지

어의 총길이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로 원단마다

브래지어 날개길이의 차등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 기타의 맞음새 평가시 다른 문제점

으로는 브래지어 날개부위의 들뜸현상이 지적되었다.

·팬티

맞음새 평가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엉덩이의 감쌈정도를 지적하 다. 엉덩이부위를 조금

감싸는 경우에는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앉았다 일

어서는 동작에 의해서 엉덩이 중심 골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며 또 너무 많이 감싸는 경우에도 마찬

가지로 활동에 의해서 엉덩이 중심 골쪽으로 원단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착용감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팬티 맞음새 평가시 두번째 문제는 다리부

위에서 발생하는데 팬티의 밴드부분은 연약한 피부조

직에 닿기 때문에 너무 많이 조이게 되면 아픔을 느끼

게 되고 너무 헐 한 경우에는 쉽게 움직이게 되어 활

동시 안정감이 없다. 옆선부분은 옆선의 봉제선이 골

반뼈부위에 닿게 되면 피부가 눌려서 통증이 생기게

되므로 옆선의 위치선정이 맞음새에 중요한 요소인데,

옆선의 미적인 위치와 착용시 편안한 위치를 일치시키

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또 옆선의 길이도 중요한데

길이에 따라 착용감이 좌우된다. 허리부분의 경우에는

뒤허리선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앉았을 때 원단이 말

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또 겉옷 착용시 보이게 되

며, 반대로 너무 짧을 경우에는 앉았을 때 벗겨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허리부분의 라인설정이 중요

하다. 그 외에 샅부분도 맞음새 평가시 문제가 발생하

는데 샅부분의 너비나 원단의 종류에 따라서 피부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패턴의 제작이나 원단의 선

정시 많은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들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허리부분으로 거

들은 몸에 착되어 허리, 배, 엉덩이 부분을 보정해주

는 기능을 가지는데 허리부분의 치수가 너무 작을 경

우 하체착용이 어렵거나 허리압박이 강하고 허리가 클

경우 허리의 보정기능이 저하된다. 다음으로는 다리부

분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다리부분이 너무 조

일 경우에는 거들 착용부분과 착용되지 않은 부분 사

이에 경계선이 확실하게 발생하여 미관상 좋지 않거나

또 너무 헐거울 경우에는 동작에 의해서 말려 올라가

는 문제가 발생한다. 복부부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복부를 눌러주는 기능을 하는 판넬의 위치나 크기, 강

도등의 설정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다. 또 총길이의 경

우 앞뒤길이의 밸런스와 적절한 길이의 선정의 어려움

을 지적하 고, 또 장시간 거들 착용시 통증을 호소하

는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슬립

가슴부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가슴이 너무 조이거나 큰 경우, 또 젖꼭지점의 위치

가 너무 중심쪽으로 몰리거나 밖으로 벗어난 경우, 그

리고 컵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은 경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총길이와 어깨

끈, 허리부분에도 맞음새에서 문제가 발생하 다. 슬립

의 경우 겉옷 안에 착용할 것인지 또는 실내에서 잠옷

대신의 용도로 착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총길이의 설정

이 다르고 또한 미관상으로는 허리의 라인을 좁게 하는

것이 좋으나 착용시 불편함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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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맞음새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 다.

·트 크

밑위부분에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 는데 밑위가

짧거나 길어서 편안하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고

보행시 마찰로 인해 원단이 마모되는 경우도 있다. 또

엉덩이부위에서도 맞음새 문제가 발생하 는데 엉덩이

중심 골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 다. 그리고 허

리의 밴드에 의해 신체에 자국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

맞음새 평가시 주의를 요하 다.

·란쥬

맞음새 평가시는 총길이와 소매길이부위에서 문제

가 가장 많이 발생하 는데 란쥬소재의 신축성이 많아

작업 후에 총길이가 줄거나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여

맞음새 평가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란쥬의 경우에는 세탁 후의 변화도가 커서 세탁실

험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지적되었다.

디자이너들의 대부분은 맞음새 평가시 피팅모델을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91.5%(75명)가 모델에게 착용하여 피팅을 하 다. 그

리고 본인이 착용하는 경우도 53.7%(44명)로 나타났

으며 모니터링을 활용하는 경우도 26.8%(22명)로 나

타났다. 그러나 피팅모델을 활용함에 있어서 모델의

치수가 정확하지 않아 맞음새 평가의 결과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이 착용하는 경우에

도 자신의 치수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착용감

에 대해서만 점검하고 있는 실정이다.

5. 란제리 재교육

란제리 재교육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현업에

종사하는 디자이너 93.9%(77명)가 그렇다고 답하 다.

또, 란제리 연수기회가 주어진다면 98.8%(81명)의 디

자이너가 연수를 받겠다고 답했다. 란제리 재교육과

란제리 연수기회 참여여부는 근무경력과는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무연수가 5년미만인

경우에는 연수기회가 생기면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100% 으나 5년이상의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디자이너들도 있었다.

디자이너들이 원하는 연수의 내용은 심화패턴구성

기술에 대한 내용이 90.2%(74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 신소재 취급법 및 트랜드정보가 45.1%(37명)로,

그리고 체형이나 신체치수에 대한 정보가 42.7%(35

명)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자이너의 근무경력과 유의

차가 있는 것으로 근무경력이 낮을수록 심화패턴에 대

한 연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경력이 높아지면 어느 정도 패턴에 대한 심화지식을

갖게 되므로 또 다시 연수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낮아

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IV.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도로 전문화된 란제리 전문 인력이 절

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서 국내 란제리업계의 디자

이너를 대상으로 교육환경을 조사하고, 현업에서의 패

턴제작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현 란제리업체 디자이너의 일반적 사항

국내 란제리업체 디자이너들은 91%가 4년제 대학

졸업이상의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어 최근 기업측에서

는 대부분 대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선

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디자이너의 성별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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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란제리 교육여부에 따른 심화패턴연수에 대

한 참여희망정도

구분 심화패턴연수 심화패턴 연수

전체 비참여 참여

란제리
란제리교육을

6(7.3) 64(78.0) 70(85.4)

교육
받지않음

여부
란제리교육을

2(2.4) 10(12.2) 12(14.6)
받음

전 체 8(9.8) 74(90.2) 82(100)

구 분
심화패턴 심화패턴

전체
연수비참여 연수참여

단위 : F(%)



이 96.3%, 남성이 3.7%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는

데 란제리가 주로 여성위주의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어

서 직접 착용해보고 디자인할 수 있는 여성이 더 선호

되기 때문이다.

디자이너의 연령은 아웃웨어(Outwear)와 마찬가지

로 20대의 비중이 57.3%로 가장 높았으나 30,40대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또한 경력은 5년이상인 경우가

40.3%로 다른 복종에 비해 경력이 높은 편이다. 이는

란제리업체의 특성상 디자이너가 디자인과 패턴을 겸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패턴이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근무분야는 파운데이션분야에 속해있는 경우가

59.8%로 이는 우리나라 란제리업체 대부분이 파운데

이션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란제리의 비중이 작아 많

은 디자이너가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2) 란제리교육 실태

입사 전 란제리교육을 받은 경우는 14.6%로 소수만

이 란제리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내용

은 주로 패턴에 대한 교육이며 소재와 봉제법, 디자인

순으로 나타났다.

입사 전 란제리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학교교육

과정 중에‘란제리 교육과정이 없어서’라는 의견이

68.7%로 가장 많았는데 학교교육과 패션학원에 란제

리 교육과정의 개설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란제리 디자이너들은 입사 후 란제리교육을 받게 되는

데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57.3%가 보통이라고 답하

으며 불만족하는 경우가 만족하는 경우보다 다소 많아

교육의 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즉시 현업에 투입되는데 업무수행시 어

려운 점은 91.5%가 선배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나 참고할 수 있는 교재 또한 전무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3) 패턴제작 및 업무

현업 디자이너의 87.8%가 자신의 패턴제작기술에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으며 근무경력이 높을

수록 패턴제작기술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근무경력이 높아질수록 패턴제작기술의 질

이 향상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준다.

패턴제작실력은 대부분이 3-5년정도의 시간이 지나

면 적정수준에 도달한다고 생각하며 입사 전 란제리교

육을 받은 경우에는 1-3년 정도면 적정수준에 도달한

다고 생각하여 입사 전 란제리교육여부와 패턴제작실

력의 적정수준도달기간에 유의차가 있다.

란제리업체 디자이너들의 대부분은 패턴제작시 입

체와 평면패턴을 병용하는 수작업을 통해서 패턴을 제

작하고, 란제리업체에 패턴 CAD시스템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다. 디자이너의 근무경력과 사용하는 원형사

이에는 유의차가 있어서 디자이너의 경력이 3년이상

인 경우에는 자신만의 수정원형을 만들어 활용한다.

맞음새 평가시 문제발생 원인으로는 다양한 체형커

버의 어려움이 73.2%로 가장 많았으며 다양한 소재취

급의 어려움, 다양한 디자인 소화의 어려움, 적절한 착

용감 발견의 어려움, 기능성과 보정성 충족의 어려움

순으로 나타나 란제리만의 독특한 특성에 맞는 맞음새

의 문제점을 보여 주었다.

4) 란제리 재교육

디자이너의 93.9%가 재교육을 원하고 98.8%가 연

수기회가 있으면 참여하겠다고 하여 현업에 있는 대부

분의 디자이너가 재교육을 받고 싶어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입사 후의 란제리 교육이 불충분하고 기대에 미

치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연수받고 싶은 내용으로는 심화패턴구성기술에 대

한 내용이 90.2%로 가장 많았고 신소재 취급법 및 트

렌드정보, 체형이나 신체치수에 대한 정보 순으로 교

육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란제리 디자

인에 있어 패턴의 중요성을 나타내 준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1) 조사대상 란제리업체가 몇 곳에 국한되어 있고

조사대상자도 한정되어 있어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란제리업체에 확대 적용시키기는 무리가 있다.

2) 본 연구는 란제리업체의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조

사하 으므로 다른 란제리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란제리업계 실태를 파악하여 업체에서 요구하는

학교에서의 란제리에 대한 교육내용과 과정에 대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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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란제리의류의 개선을 위해 인체의 치수와 체형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커버율

이 높은 란제리 원형연구와 실용화가 필요하다.

4)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패션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여성복, 남성복, 란제리, 아동복 등으로 세분

화하여 필요한 의복원형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패션산

업의 인력수요에 대한 요구가 보다 다양해지고 전문화

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는 전공교육의 필요성

이 증 가하고 있는 분야인 란제리부분에 대한 교육과

연구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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