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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ase of stretchable jackets which has been common since the 

mid-1990s and the whole actual conditions in making the lining fabrics. This can be done by investigating the actual 

conditions of domestic clothes businesses about the consumers.

The outcom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result of the survey in the differences of the ease between regular and stretchable fabrics shows that the 

pattern of designing stretchable fabrics needs diminishing the width of shoulder is 0.42cm, the whole girth chest 

is 1.83cm, the wh이e girth of waist is 0.88cm. It also shows that designing the ease of the whole girth of chest 

is 1.91cm to 2.54cm in the regular lining fabrics and is from 0 to 1.27cm in the stretchable fabrics more than 

the right side of fabrics. The ease of the whole girth of waist is similar to the round chest, in which the bottom 

sweep for garment is almost equal to the right side of fabrics in both regular lining fabrics and stretchable fabrics.

The result of investigating the actual conditions of making the lining fabrics of stretchable jacket fabrics shows 

that 80% of a woman's wear brand produces and gives the pattern of the lining fabrics only for the special designing 

to the cooperative clothes manufactures. The business which always provides the patterns for the lining fabrics in the 

main office is only limited to 20%. Also, it shows that using the lining fabrics of stretchable jacket fabrics and regular 

lining fabrics together is 46.7%, the stretchable lining fabrics is 40% and the regular lining fabrics is 13.3% only.

Key words: ease（여유분）, jacket（재킷）, lining fabrics（안감 소재）, pattern making（패턴 설계）, stretchable 

fabrics（신축성 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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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안감에서도 함께 요구되는 기능이라 할 수 있 

다. 신축성 소재는 90년대 중반 이후 외의류에 널리 

보급된 스판덱스 혼용 기술로 인해 몸에 꼭 맞는 의 

복의 유행경향과 더불어 편안함과 활동성을 중시하 

는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어 신축성 소재의 중 

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디자인에 있어서도 형태 

안정성과 맞음새 향상이라는 기능성과 심미성의 양 

면성을 추구하는 패션 경향을 만족시켜 주는 소재로 

신축성 소재의 사용이 보편화 되었다. 이처럼 보편화 

된 신축성 소재는 소재에 따라 신축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신축성 소재를 이용한 의류 제품 생산용 패턴 

설계 시 소재의 신축성을 고려하여 적정 여유분을 부 

여하여야 하므로 비 신축성 소재로 의류를 제작할 때 

와는 다른 여유분 설정이 필요하다').

재킷의 경우, 여름용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 

부분 안감이 부착되고 있고, 신축성 소재의 재킷일 

경우는 겉감 패턴 설계 시 각 부위의 여유분을 감소 

시켜 설계함으로 인해 안감 부착 시에는 겉감에 상응 

하는 신축성을 가진 안감 소재를 사용하거나 신축성 

이 없는 안감을 사용할 경우는 겉감 패턴 설계 시 감 

소시킨 각 부위의 여유분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러나 

국내 의류업체에서는 안감 소재에 따른 안감 패턴의 

여유분에 대한 정확한 규명 없이 원가 상승과 생산성 

감소와 불량 증가 등의 이유로 비신축성 소재 안감과 

신축성 소재 안감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신축성 소재의 사용 증가로 인해 신축성 소재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한진이2)는 신 

축성 소재 셔츠 블라우스의 여유분에 관해 연구하였 

고, 양혜원»은 신축성 소재를 사용한 중년 여성의 토 

르소 원형을, 김선영"은 스트레치 소재의 길과 바지 

원형 개발과 인체 측정복으로의 활용을 연구하였다. 

설경희'는 신축성 직물 스커트의 체형별 여유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박지은, 김희은©은 비스트 

레치 소재 와 스트레치 소재를 이용한 중년 여성 의 재 

킷 착의 적합성을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의복 아이템 중 재킷은 고부가가치 제 

품으로 심미성과 더불어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 신축 

성 직물 재킷의 착용이 보편화된 추세이지만,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신축성 직물 재킷의 여유분에 관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더불어 안감 패턴의 여 

유분과 재킷의 안감 제작 실태에 관한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여성복 브랜드의 실태 조사를 통하여 신축성 직 

물 재킷과 비신축성 직물 재킷의 여유분의 차이를 알 

아보고, 안감 제작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 

고, 신축성 직물 재킷 안감 패턴의 여유분을 알아보 

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1. 여성복 브랜드의 신축성 직물 재킷과 비신축성 

직물 재킷의 여유분의 차이를 알아본다.

2. 여성복 브랜드의 재킷의 안감 제작에 관한 전반 

적인 실태를 알아본다.

3. 여성복 브랜드의 신축성 직물 재킷 안감 패턴의 

여유분 및 설계방법을 알아본다.

n. 연구방법 및 절차

1. 여성복 브랜드 선정 및 조사

한국패 션브랜드연감=Korea fashion brand annual. 2005/ 

2006에 기재된 국내 여성복 브랜드 중 2004년 매출액 

200억원 이상의 캐릭터 캐쥬얼과 커리어 캐쥬얼 존zone) 

을 중심으로 20대 여성 대상의 15개 브랜드를 선정하 

였다 조사 대상 브랜드는〈표 1〉과 같다. 여성복 브 

랜드 현황조사는 2005년 8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여성복 브랜드 패턴 담당 실무자를 직

1) 설경희, ''신축성 직물 스커트의 체형별 여유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 2.
2) 한진이, “신축성 소재 셔츠블라우스의 여유량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3) 양혜원, ''신축성 소재를 이용한 토르소와 슬리브 패턴에 관한 연구: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건국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4) 김선영, “스트레치 소재의 길과 바지원형 개발과 인체측정복으로의 활용''(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1999).
5) 설경희, Op. cit..
6) 박지은, 김희은, “비스트레치 소재와 스트레치 소재를 이용한 중년여성의 재킷 착의 적합성 연구,'' 한국의 

류산업학회지 6권 4호 (2004), pp. 48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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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 여성복 브랜드

업체명 브랜드명 20%년 매출

한섬
타임 799억원

마인 589억원

나산
조이너스 680억원

꼼빠니 아 450억원

데코 데 코 513억원

미 샤 미 샤 450억원

신신물산 솔레지아 429억원

대현
블루페 페 410억원

모조에 스핀 250억원

신원 베스띠벨리 400억원

인동어패럴 쉬즈미스 350억원

아이디 룩 레니본 300억원

아니 베에프 아니베에프 210억원

린컴퍼니 린 200억원

래만 에 꼴드빠리 200억원

접 방문하여 설문지에 따라 인터뷰 방법에 의하여 조 

사하였다. 설문문항은 크게 신축성 직물 재킷의 여유 

분과 비신축성 직물 재킷의 여유분, 신축성 직물 재 

킷 안감 패턴의 여유분과 설계방법, 재킷의 안감 제 

작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본 조사에 응답한 여성복 브랜드의 실무 담당 응 

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표 2〉에서와 같이 응 

답자의 86.7%가 남자였으며, 13.3%가 여자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담당 업무는 86.7%가 패턴이고, 

13.3%는 그레이딩이었으며, 경력은 5〜10년이 20%, 

10〜20년이 73.3%, 20〜30년이 6.7%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이 대부분 10〜20년 이상의 경력자로 패턴 업무 

를 담당하고 있는 남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 재킷 디자인 및 소재

본 연구에서 여성복 브랜드의 신축성 직물 재킷과 

비신축성 직물 재킷의 여유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한 재킷 디자인으로는 기본 테일러드 재킷 디자인으 

로 제한하였다. 기본 테일러드 재킷은 1 버튼 재킷, 2 

버튼 재킷, 3 버튼 재킷 등이 있으나, 이 중 1 버튼 재 

킷은 앞면의 V존에서 가슴둘레와 앞품의 여유분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재킷 여유분의 연구를 위 

하여서는 3 버튼 재킷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져 싱글 여밈의 옆선이 연결된 3 버튼 재킷으로 한정 

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디자인은〈그림 1〉과 같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실태조사에서 조사한 내용 중 진 

동둘레올림분 량이 란 겉감의 진동둘레 부분의 시 접분 

량이 편안하게 놓이도록 하기 위하여 안감 패턴 설계 

시 앞뒤길 및 소매의 진동둘레에서〈그림 2〉의 

®, ©, ④에서와 같이 올려주는 분량을 지칭한다. @ 

는 앞길 진동둘레올림분량으로 칭하며, ®는 앞소매 

〈표 2〉여성복 브랜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문항 항목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13 86.7

여자 2 13.3

계 15 100

담당업무

패턴 13 86.7

그레이 딩 2 13.3

계 15 100

근무경력

5 〜 10년 3 20.0

10~20년 11 73.3

20 〜 30 년 1 6.7

계 15 100

〈그림 1> 조사대상 재킷 디자인

267



76 국내 여성복 브랜드의 신축성 직물 재킷 및 안감 여유분 실태조사 복식문화연구

진동둘레올림분량으로 칭하며, ©는 뒤길 진동둘레 

올림분량으로 칭하며, ④는 뒤소매 진동둘레올림분 

량으로 칭한다.

국내 여성복 브랜드에 대한 예비조사와 문헌조사 

결과, 재킷에 사용되는 신축성 소재는 위사 한 방향 

신축에 spandex 함유비율은 3-5%, 신장률은 25% 내 

외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조사를 

위하여 제시한 재킷에 사용된 소재는 cotton 95%에 

polyurethane 5%가 혼용된 수자직으로써 신장률은 위 

사 한 방향으로 26.51%의 직물로 한정하여 사용할 

경우를 설정하여 이에 대해 응답해 주도록 하였다.

3.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2.0.1 for windows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여성복 브랜드의 재킷의 겉감의 여유분 

과 안감 패턴의 여유분, 안감 제작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에 관하여 기술통계를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하 

고 결과를 고찰하였다. 응답자의 자료 중 인치(inch) 

로 응답한 자료는 센티미터(cm)로 환산하여 분석하 

였다.

in. 결과 및 고찰

1. 신축성 직물 재킷과 비신축성 직물 재킷의 여 

유분 차이 조사결과

1)신축성 직물 재킷의 각 부위별 여유분

신축성 직물 재킷의 비신축성 직물 재킷과의 

여유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신축성 직물 

재킷 패턴 제작 시 비신축성 직물과 신축성 직물 

의 여유분을 다르게 부여하는지 여부와, 다르게 

부여한다면 어느 부위인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는〈표 3〉에서와 같이 모든 브랜드에서 신축성 직 

물은 비신축성 직물에 비해 각 부위별 여유분을 

달리하여 제작하고 있었으며, 여유분이 다른 이유 

는 신축성 정도가 다르기 때문과 신체부위별 활동 

량이 다르기 때문인 이유가 각각 46.7%로 나타났 

다. 여유분이 다른 부위로는 가슴둘레, 소매통둘 

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진동둘레 등의 순으로 

여유분을 달리 적용하여 패턴을 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 신축성 직물 재킷 패턴 제작 시 여유분 설정 조사 결과

문 항 항 목 브랜드 수 비율(%)

비신축성 직물과 신축성 직물은 신 

체 각 부위별 여유분이 다른가?

예 15 100

아니오 0 0

계 15 100

여유분이 다른 이유

신축성 정도가 다르기 때문 7 46.7

소재의 수축률이 다르기 때문 1 6.7

신체부위별 활동량이 다르기 때문 7 46.7

계 15 100

여유분이 다른 부위(복수응답)

어깨너비 6 8.8

가슴둘레 14 20.6

허리둘레 9 13.2

엉덩이둘레 8 11.8

진동둘레 7 10.3

소매통둘레 13 19.1

팔꿈치 둘레 7 10.3

소매 부리 . 2 2.9
총기 장 2 2.9

계 6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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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축성 직물 재킷과 비신축성 직물 재킷의 여 

유분 차이

여성복 브랜드 기본 사이즈의 각 부위별 신체치수 

와, 3 버튼 재킷 설계 시 비신축성 직물 제품치수와 

신축성 직물 제품치수를 알아보았다.〈표 4〉에서 보 

듯이 여성복 브랜드의 기본 사이즈의 신체치수는 제 

5차 한국인 신체치수 조사 결과, 20〜24세 여성 표준 

체형의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진동둘레, 소매통둘레 

의 평균치는 유사하였다. 그러나 어깨너비는 37.23cm, 

가슴둘레는 83.68cm로써 여성복 브랜드의 신체치수 

가 제5차 한국인 신체치수 조사결과 치수보다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킷의 여유분을 조사한 결과, 비신축성 직물 재 

킷의 제품치수는 어깨너비 여유분 0.54cm, 가슴둘레 

여유분 4.56cm, 허리둘레 여유분 7.12ctn, 엉덩이둘레 

여유분 3.79cm, 진동둘레 여유분 6.88cm, 소매통둘레 

여유분 5.54cm로 나타났다. 신축성 직물 재킷 제품치 

수 여유분은 신체치수에 비해 어깨너비는 0.12cm, 가 

슴둘레는 2.73cm, 허리둘레는 6.24cm, 엉덩이둘레 

3.08cm, 진동둘레 6.20cm, 소매통둘레는 4.89cm의 여 

유분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축성 직물 

재킷의 제품치수와 비신축성 직물 제품치수와의 여유 

분 차이는 어깨너비는 0.42cm, 가슴둘레는 L83cm, 허리 

둘레는 0.88cm, 엉덩이둘레 0.71cm, 진동둘레 0.68cm, 소 

매통둘레는 0.65cm로 비신축성 직물 재킷에 비해 신 

축성 직물 재킷의 여유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여성복 브랜드 신축성 직물과 비신축 

성 직물의 여유분의 차이는 중년 여성의 재킷 착의적 

합성을 연구한 박지은, 김희은°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 

행 연구에서 중년 여성복 업체 6곳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신축성 직물 재킷과 비신축성 직물 재킷의 

여유분의 차이가 가슴둘레와 허리둘러］, 엉덩이둘레 

모두에서 1.27〜2.54cm라고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가슴둘레의 차이는 선행 연구와 유사하게 

1.83cm로 나타났으나 허리둘레는 0.88cm, 엉덩이둘 

레는 0.71cm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선행 연구가 중년 여성을 대상인 것으로 비신축성 

직물 재킷 사이즈에 여유분이 넉넉하여 신축성 직물 

재킷 제작 시 여유분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여도 직물 

의 신축성으로 상쇄가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20대 여성의 의복 선호 형태는 중년 여성 

과 달리 재킷의 심미성을 우선시하여 몸에 불편하더 

라도 날씬해 보이는 의복을 선호하므로 비신축성 직 

물 재 킷 사이즈에 여유분이 넉 넉 하지 않아 신축성 직 

물 재킷 제작 시 중년 여성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 

게 줄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대 여성의 재킷 

패턴 설계 시 심미성과 더불어 활동성에서도 만족감 

을 주는 여유분이 포함된 의복설계가 필요하다고 판 

단되 어진다.

2. 재킷의 안감 제작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단위: cm）〈표 4> 여성복 브랜드의 비신축성 직물과 신축성 직물의 재킷 제품치수 평균

\

신체부위、

표준치 수

20 〜24세
（제 5차 한국인 

신체치수조사）

브랜드 

기준치 수 

（신체치수）

비신축성 직물 신축성 직물 비신축성 직물 

제품치 수

신축성 직물

제품치 수

제품치 수

여유분

제품치 수

여유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최소값 최대값 평균

어깨너비 36.11 37.23 36.83 38.70 37.77 40.54 36.50 38.10 37.35 +0.12 0.42

가슴둘레 82.11 83.68 86.30 90.80 88.24 +4.56 84.00 88.90 86.41 +2.73 1.83

허리둘레 67.06 66.11 69.60 77.20 73.23 +7.12 69.00 76.20 72.35 +624 0.88

엉덩이둘레 91.25 91.47 92.30 99.06 95.26 +3.79 91.44 99.06 94.55 +3.08 0.71

진동둘레 36.23 36.68 41.91 45.70 43.56 *688 40.50 45.70 42.88 +6.20 0.68

소매통둘레 25.25 25.72 30.48 32.39 31.26 +5.54 29.80 32.00 30.61 44.89 0.65

7） 박지은, 김희은, Op. cit., pp. 48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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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감 패턴 설계 과정

여성복 브랜드의 안감 패턴 설계 과정에 대한 실 

태조사 결과는〈표 5〉와 같다.〈표 5〉에서와 같이 

협력 업체에 항상 안감 패턴을 제공하는 브랜드는 

20%에 불과하였으며, 80%의 브랜드에서는 셔링이나 

주름 등 특수 디자인일 때만 안감 패턴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본사에서 안감 패턴 설계는 60%가 패 

턴 담당자가 설계하고 있으며 40%는 그레 이 딩 담당 

자가 설계하고 있었다. 본사의 안감 패턴 설계방법은 

46.7%의 브랜드에서 회사 지침과 본인의 노하우를 병 

행하여 안감 패턴을 설계하며, 안감 패턴 설계방법은 

담당자의 노하우와 회사 지침에 의해서가 각각 26.7% 

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협력 업체에서 안감 패턴을 설 

계하는 방법도 업체에서 본사 지침과 협력 업체의 노 

하우를 병행하여 안감 패턴을 설계하는 경우가 53.3% 

였으며, 13.3%는 본사 지침에 의해, 6.7%는 협력 업체 

에서 자체적으로 안감 패턴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 업체에서의 안감 패턴 설계는 100% 

재단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신축성 직물 정장의 안감으로 사용되는 안감 

의 소재는 비신축성 안감과 신축성 안감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브랜드가 46.7%로 가장 많았고, 신축성 안 

감만을 사용하는 브랜드는 40%, 비신축성 안감만을 

사용하는 브랜드는 13.3%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신축성 직물 재킷의 안감인데도 신축성 안감만을 사 

용하는 브랜드는 40%에 불과하며, 비신축성 안감과 

병행하여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비신축성 안감에 비해 신축성 안감이 매끄럽지 못하 

여 몸에 휘감기거나 꼬이기 때문에 비신축성 안감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신축성 직물 재킷의 

안감으로 비신축성 안감과 신축성 안감이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각각 사용하는 안감의 소재 에 따

〈표 5> 여성복 브랜드의 안감 패턴 설계 실태조사

문 항 항 목 브랜드 수 비율(%)

협력 업체에 안감 패턴 제공 

여부

안감 패턴 항상 제공 3 20.0

특수디자인일 경우만 제공(협력 업체에서 자체적 

으로 안감 패턴 설계함)
12 80.0

계 15 100

본사 안감 패턴 설계자

패턴 담당자 9 60.0

그레이딩 담당자 6 40.0

계 15 100

안감 패턴 설계방법

회사 지침 4 26.7

설계담당자의 노하우 4 26.7

회사 지침+본인의 노하우 7 46.7

계 15 100

협력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안감 패턴 설계 시 안감 패 

턴 설계방법

본사 지시 2 13.3

협력 업체 자체적으로 진행 1 6.7

본사 지침+협력 업체 노하우 9 53.3

계 12 73.3

협력 업체에서 안감 패턴 

설계 시 설계자

재단사 12 100

계 12 100

신축성 직물 재킷의 안감 소재

비신축성 안감 2 13.3

신축성 안감 6 40.0

비신축성 안감+신축성 안감 7 46.7

계 1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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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정확한 안감 패턴에 대 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2) 안감 소재 사용현황

여성복 브랜드 재킷의 안감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안감 소재의 섬유별, 조직별 사용현황 조사 결과는 

〈표 6〉과 같다. 안감 소재를 섬유별로 살펴보면〈표 

6〉에서와 같이 봄과 여름에는 polyester 72.2%, rayon 

16.7%, acetate 11.1%의 안감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에는 polyester 76.5%, rayon 

17.6%, acetate 5.9%를 사용하고, 겨울에는 polyester 

80.2%, rayon 20%를 사용하고 있었다. 조직별로 살펴 

보면, 봄에는 plain이 73.4%로, twill과 satin이 각각 

13.3%이며, 여름에는 plain이 86.6%로, twill과 satin0] 

각각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에는 plain과 twill 

이 각각 46.6%로 satin 4.8%이 며 겨울에 는 plain 10.5%, 

twill 79.0%, satin 1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여성복 브랜드 정장에 사용되는 안감 

의 사용현황은 섬유별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대부 

분에서 polyester를 70〜80%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조직별로 봄, 여름에는 plain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가을에는 plain과 twill을 동일한 비 

중으로 사용하였으며, 겨울에는 twill을 가장 많이 사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신축성 직물 재킷 안감 패턴의 여유분 및 설계 

방법 조사결과

여성복 브랜드의 신축성 직물 재킷에 사용되는 비 

신축성 안감 패턴과 신축성 안감 패턴의 치수여유분, 

안감 패턴의 설계방법 및 신축성 직물 재킷 안감 패 

턴의 여유분과 설계방법을 조사한 결과는〈표 7〉과 

같다.〈표 7〉에서와 같이 신축성 직물 재킷의 안감으 

로 사용하는 안감 소재는 비신축성 안감을 쓰는 경우 

와 신축성 안감을 쓰는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났다.

1) 비신축성 소재 안감일 경우

여성복 각 브랜드에서 신축성 직물 재킷 안감 패 

턴 설계 시 비신축성 안감 소재일 경우 안감 패턴의 

여유분 설정 및 그 설계방법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 

다. 안감 소재에 따른 구체적인 안감 패턴의 여유분

〈표 6> 여성복 브랜드의 안감 소재 사용현황 (복수 응답 포함)

계절
섬유별 조직별

섬유 브랜드수 비율(%) 조직 브랜드수 비율(%)

봄

Polyester 13 72.2 Plain 11 73.4

Acetate 2 11.1 Twill 2 13.3

Rayon 3 16.7 Satin 2 13.3

계 18 100 계 15 100

여름

Polyester 13 72.2 Plain 13 86.6

Acetate 2 11.1 Twill 1 6.7

Rayon 3 16.7 Satin 1 6.7

계 18 100 계 15 100

가을

Polyester 13 76.5 Plain 10 47.6

Acetate 1 5.9 Twill 10 47.6

Rayon 3 17.6 Satin 1 4.8

계 17 1(X) 계 21 100

겨울

Polyester 12 80 Plain 2 10.5

Acetate 0 0 Twill 15 79.0

Rayon 3 20 Satin 2 10.5

계 15 100 계 1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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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cm)〈표 7〉신축성 직물 재킷 안감 패턴의 각 부위별 여유분 조사결과

안감 종류

부위

비신축성 안감 신축성 안감

최소값 최대값 최 빈값(%)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최 빈값(%) 평균

표준

편차

전체가슴둘레여유 0 4.00 2.54(53.3) 1.91 1.16 0 4.00
0 (26.7) 
1.27(26.7)

1.57 1.22

전체허리둘레여유 0 4.00 2.54(46.7) 1.81 1.16 0 4.00 1.27(33.3) 1.49 1.19

전체밑단둘레여유 0 4.00 0 (46.7) 1.15 1.30 0 4.00 0 (46.7) 1.04 1.24

앞뒤길진동둘레 올림분 량 (⑥) 0 1.91
0.64(33.3)
0.95(33.3)

0.84 0.48 0 1.91
0.64(33.3)
0.95(33.3)

0.84 0.48

뒤 활동분 량시 작점 (①) 2.54 7.62 4.00(46.7) 4.50 1.23 2.54 7.62 4.00(46.7) 4.50 1.23

뒤 활동분 량경 사길 이 (©) 1.30 3.90 2.54(40.0) 2.45 0.70 1.30 3.90 2.54(40) 2.45 0.70

뒤활동분량(①) 1.30 2.54 1.91(66.7) 1.90 0.31 1.30 2.54 1.91(66.7) 1.86 0.26

뒤활동분량 끝난점(働 0 7.60 4.00(26.7) 3.62 1.81 0 7.60 4.00(26.7) 3.70 1.85

전체소매통둘레여유 0 2.54 1.27(26.6) 0.97 0.71 0 2.54 1.27(26.6) 0.97 0.71

소매 진동올림분 량(①) 0 1.91 1.00(33.3) 0.95 0.46 0 1.91 1.00(33.3) 0.95 0.46

재킷길이(0) -2.54 2.54 0 (66.7) 0.21 1.04 -2.54 2.54 0 (66.7) 0.21 1.04

소매길 이 (©) 0 1.30 0 (66.7) 0.23 0.45 0 1.30 0 (66.7) 0.23 0.45

패드깎는분량(⑰) -0.32 -0.60 -0.60(80.0) -0.54 0.10 -0.32 -0.60 -0.60(80.0) -0.54 0.10

* 상기의 치수는 안감 패턴 설계 시 겉감 패턴을 기준으로 증감하는 치수임

및 설 계방법 은〈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감 

패턴의 8개 라인에서 키워주는 가슴둘레여유(④)는 

53.3%의 브랜드에서 0.32cm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전체가슴둘레로는 2.54cm의 여유를 주고 있었으 

며, 브랜드 평균으로 보면 안감 패턴을 겉감보다 

1.91cm 정도 크게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둘레여유(国)는 46.7%의 브랜드에서 가슴둘레와 

동일하게 0.32cm의 여유분을 주어 전체허리둘레의 

여유로 2.54cm를 겉감보다 크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브랜드 평균으로는 1.81cm를 겉감보다 크게 설 

계하고 있었다. 밑단둘레여유(©)는 46.7%의 브랜드 

에서 0cm로 겉감과 동일하게 설계하고 있었으나 몇 

몇 브랜드에서 0.5cm를 겉감보다 키워 전체밑단둘레 

여유분으로 4cm를 키워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전체밑단둘레에 대한 브랜드 평균값은 

겉감보다 1.15cm를 키워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이 밑단둘레에서는 가슴둘레와 허리둘 

레보다 여유분을 적게 주고 있는데, 이는 밑단둘레 봉 

제 시 이즈분이 너무 많으면 봉제와 모양새가 나빠지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소매통둘레 여유(④)는 

각 라인에서 0.25〜0.32cm를 크게 하여 전체소매통둘 

레 여유분은 1〜 1.27cm로써 앞뒤길 라인에서 키워주 

는 분량과 동일하게 소매통둘레 소매절개선 4곳에서 

겉감보다 크게 설계하고 있었다.

앞뒤길과 소매의 진동둘레올림분량은 겉감의 진 

동둘레시접이 1cm일 때 안감이 겉감시접을 누르지 

않고 감싸 진동둘레를 편안하게 하도록 제작하기 위 

하여 보통 앞뒤길 진동둘레와 소매진동둘레에서 안 

감 패턴 설계 시 겉감시접분량 만큼 올려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앞뒤길의 진 

동둘레올림분량(每))은 조사대상 브랜드 중 33.3%에 

서 각각 0.64cm와 0.95cm로 여 유분을 설정 하고 있었 

으며 브랜드 평균은 0.84cm로 나타났다. 최소값은 

0cm이고 최대값이 1.91cm로 앞뒤길의 진동둘레올림 

분량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진 

동둘레올림분량의 경우, 앞길 프린세스라인의 진동 

둘레올림분량(©)은 옆길 진동둘레올림분량(⑥)과 동 

일하게 적용하지만 뒤길 프린세스라인의 진동둘레올 

림분량(面)은 옆길 진동둘레림분량(©)의 절반을 적 

용하여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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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안감 패턴의 여유분과 설계부위.

반면에 소매의 진동둘레올림분량(①)은 최빈값과 

평균값이 0.95〜 1cm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최소값 

은 0cm, 최대값은 L91cm로 나타났다. 앞뒤길과 소매 

에서 겉감진동둘레의 시접을 감싸기 위해서는 진동 

둘레올림분량이 시접이 1cm라고 했을 때 앞뒤길과 

소매에서 진동둘레올림분량이 합쳐서 2cm는 되어야 

한다. 하지만 조사결과 몇몇 브랜드에서 특이하게 앞 

뒤길 진동둘레와 소매진동둘레의 올림분량을 주지 

않는다고 응답한 브랜드 때문에 그 평균값이 예상보 

다 적은 0.95-1cm 정도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소매에서 큰소매의 올림분량((。은 작은소매 올림분 

량(①)과 동일하지만 뒤소매의 올림분량(①)은 ①값 

의 절반을 올려주어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중심의 활동분량(①)은 뒤목점에서 4.00 〜4.50cm 

내려와서, 허리둘레선 위 3.62~4.00cm 되는 지점까 

지 1.91cm의 활동분량을 주었으며, 어깨에 0.60cm 어 

깨패드를 사용할 경우 안감 패턴 설계 시 앞뒤길 어 

깨와 소매산에서 깎는 분량(©)은 대부분의 브랜드에 

서 0.60cm를 깎아 주어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2) 신축성 소재 안감일 경우

신축성 직물 재킷의 안감 패턴 설계 시 신축성 소 

재 안감일 경우, 안감 패턴의 여유분 및 설계방법 조 

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축성 안감도 비신축성 안 

감과 유사하게 설계하고 있었으나, 신축성 안감의 늘 

어나는 특성을 고려하여 비신축성 안감보다는 여유 

분을 적게 하여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슴둘레여유(④)는 전체 여성복 브랜드 중 각각 26.7% 

의 브랜드에서 겉감과 동일하게 설계하고 있거나 겉 

감보다 0.16cm씩 크게 하여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전체가슴둘레에 대한 여유분이。〜 1.27cm로 신 

축성 안감 패턴이 비신축성 안감 패턴보다 현저히 여 

유분을 적게 두고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허리둘레 여유분은 33.3%의 브랜드가 1.27cm의 

여유를 주며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밑 

단둘레 여유분은 46.7%의 브랜드에서 비신축성 안감 

과 동일하게 Octn로 겉감 패턴과 동일하게 안감 패턴 

을 설계하고 있었으며, 브랜드 평균으로 보면 1.04- 

1.15cm의 여유분을 주고 있었다. 이는 밑단둘레는 소 

재신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하지만 신축성 안감일 경우에도 가슴둘레와 허 

리둘레, 엉덩이둘레 여유분의 최대값은 4.00cm로 나 

타나 비신축성 안감의 최대값과 동일하게 설정한 브 

랜드들도 있었다. 전체소매통둘레 여유분은 0.97- 

1.27cm 정도 겉감보다 크게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신축성 안감일 경우, 앞뒤길의 둘레항목 여유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위의 안감 패턴 설계방법은 비신 

축성 안감 패턴과 동일하였다. 즉, 뒤중심의 활동분 

량(①)은 뒤목점에서 4.00~4.50cm 내려와서, 허리둘 

레선 위 3.62〜4.00cm 되는 지점까지 1.91cm의 활동 

분량을 주어 설계하고 있었다. 앞뒤길 진동둘레올림 

분량(每))은 각각 33.3%의 브랜드에서 0.64cm와 0.95 

cm를 올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평 

균으로 보면 0.84cm이었고 최소값은 0cm이며 최대값 

은 1.91cm 올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매진동 

둘레올림분량(①)은 0.95〜 1.00cm이었으며, 최소값은 

0cm, 최대값은 1.91cm로 나타났다. 소매에서 큰소매 

의 올림분량(①)은 작은소매의 ①값과 동일하지만 뒤 

소매의 올림분량(①)은 ①값의 절반을 올려주어 설 

계하고 있었으며, 어깨패드는 비신축성 안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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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일하게 0.60cm를 깎아내려 설계하고 있었다. 소 

매산의 패드 분량도 앞뒤길과 동일하게 0.60cm를 깎 

아내려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여성복 브랜드의 신축성 직물 재킷의 

안감 패턴의 여유분은 안감 소재의 신축성에 따라 달 

라졌으며, 비신축성 안감 소재일 경우보다 신축성 안 

감 소재일 경우 소재의 신축성으로 인해 여유분을 적 

게 두어 설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몸에 맞는 유행 

경향과 더불어 편안함과 활동성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는 소재로 보편화된 신축성 직물 재킷의 여유분과 

비신축성 직물 재킷 여유분 차이와, 안감 제작에 관 

한 전반적인 실태 및 신축성 직물 재킷의 안감 패턴 

제작 시 안감 패턴의 여유분을 국내 여성복 브랜드를 

중심으로 연구한 것으로써, 본 연구결과로 도출된 결 

론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여성복 브랜드에서 생산되는 3 버튼의 기 

본 테일러드 재킷의 여유분에 관한 조사 결과, 

비신축성 직물과 신축성 직물의 각 부위별 여 

유분의 차이는 어깨너비는 0.42cm, 가슴둘레는 

1.83cm, 허리둘레는 0.88cm, 엉덩이둘레는 0.71cm, 

진동둘레는 0.68cm, 소매통둘레는 0.65cm 정도 

차이 나게 신축성 직물용 패턴을 줄여서 설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국내 여성복 브랜드 재킷의 안감 제작에 관한 실 

태조사 결과, 여성복 브랜드 본사에서 협 력 업체 

에 안감 패턴을 항상 제공하는 브랜드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80%의 브랜드가 특수 

디자인일 때만 안감 패턴을 협력 업체에 제공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감 패턴 설계과정 

은 일반적으로 협력 업체에서 재단사가 본사 지 

침과 협력 업체의 노하우에 의해 자체적으로 설 

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성 직물 재킷 

의 안감 소재는 비신축성 안감과 신축성 안감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브랜드가 46.7%, 신축성 안 

감만을 사용하는 브랜드는 40%, 비신축성 안감 

만을 사용하는 브랜드는 13.3%로 나타났다.

3. 국내 여성복 브랜드 신축성 직물 재킷 안감 패 

턴의 여유분 및 설계방법 조사 결과, 전체 가슴둘 

레 여유분은 비신축성 안감 패턴에서 1.91 〜2.54cn皿 

신축성 안감 패턴에서 0〜 1.27cm를 겉감보다 

크게 설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허리둘레 

여유분은 가슴둘레 여유분량과 유사하였으며 

밑단둘레는 비신축성 안감과 신축성 안감 모두 

에서 0cm로 겉감과 똑같이 하여 여 유분을 주지 

않고 있었다. 전체소매통둘레 여유분은 겉감보 

다 1.00-1.27cm 정도로 크게 하였는데, 앞뒤길 

8개 라인에서 크게 해주는 분량과 동일한 분량 

으로 소매통둘레 4개의 라인에서 크게 설계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축성 직물 재킷의 

여유분은 비신축성 직물에 비 하여 적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신축성 직물 재킷의 안감 소재도 신축성 안 

감과 비신축성 안감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여성복 브 

랜드가 많으며, 안감 패턴의 여유분도 신축성 안감 

소재를 사용할 경우와 비신축성 안감 소재를 사용할 

경우,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축성 직 

물 재킷의 맞음새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소재 의 신 

축성 정도에 따라 겉감 패턴의 여유분도 달라져야 하 

며 또한 안감 패턴의 여유분도 안감 소재의 신축성 

정도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다양한 신축성 소재의 의 

복 아이템 중 재킷으로 한정 하여 연구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신축성 직물의 아이템과 디자인 

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앞으로의 후속 연구는 신축성 직물과 비신축성 

직물의 여유분의 차이를 본 연구에서는 패턴치수가 

아닌 제품치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는데, 제품치수 

와 패턴치수와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하리 

라 판단되며, 또한 안감 패턴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편물(knit) 등 좀 더 다양한 신축성 소재에 대 

한 연구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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