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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볼 캡(Baseball cap)의 시판 제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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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by analyzing a form and composition in baseball cap targeting 97 marketing
products, and we have typified it by frequency analysis. We have carried out comparing and wearing test between com-
parative pattern and the most preferred three products of sports brand, fashion brand A, and fashion brand B (flex fit).
And also, in order to provide basic indices for developing new pattern, we have carried out analysis of variance. 1. As a
result of analyzing a form in baseball cap, the most general pattern type for crown is central cutting with six pieces. In
a cap, a basic type with no decoration was the most general. In the size adjustment and decoration, belt type and embroi-
dery type (front or side embroidery of the crown) was the most common, respectively. 2.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analyzing six-piece typed crown pattern, the comparative pattern was the same and symmetric in size and form of three
patterns in front, side, and back. However, the patterns of marketing products of three brands were different in size and
form of three patterns in front, side, and back. The patterns of sports brand were the largest in crown height and width,
thus it was good at providing activity and motion. The patterns of fashion brand A were the shortest in the crown length
and well-curved in front pattern, so it was well-matched with head shape. The patterns of fashion brand B were well-
described back side of head since its convex and long patterns in the back head. 3. As a result of wearing test by five-
point Likert sacle among brand, pattern of fashion brand B outperformed the others since it was well-matched with head
shape. In the cap, pattern of fashion brand A is the most preferred which was 7.5 cm of length and 18cm of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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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 패션에서 개성 있는 모자는 스타일을 마무리 해 주는

주요 아이템이며, 모자를 패셔너블하게 코디함으로써 다양한 스

타일을 감각적으로 연출 할 수 있다. 이렇듯 패션 완성의 아이

콘이라 할 수 있는 모자는 그 용도에 따라 스타일연출을 위한

‘패션모자’와 스포츠·레저를 즐길 때 착용하는 기능적인 ‘스포

츠모자’로 구분할 수 있다. 야구모자라 불리는 ‘베이스볼 캡’은

가장 대중적인 아이템으로 스포츠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패

션소품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다. 그 예로 매년 미국에서 판매

되는 1억 2천만 개의 스포츠 모자 수요의 85%는 운동용이 아

닌 일상패션용이며, 스포츠 모자 중 가장 대표적인 베이스볼 캡

은 스포츠 스타가 아닌 힙합 가수로부터 유행되었고, 일상생활

에서는 T셔츠와 함께 입는 편안한 일상복의 하나가 되었다(나

창엽, 2003). 또 착용자는 자기가 지지하는 스포츠 팀과는 무

관하게 본인의 취향에 따라 디자인과 칼라, 로고, 소재, 착용감,

바느질 등을 살펴 선택함으로써 오늘날 개성과 패션을 상징하

는 제품으로 발전해 왔다.

어패럴뉴스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패션잡화 분야의 매출이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더휴컴퍼니’의 패션잡화 시장진출 아

이템별 상품구성을 살펴보면 모자가 패션잡화의 45%를 차지

(“패션잡화 시장 진출”, 2009.6.15)하고 있어, 앞으로의 모자

시장의 규모를 시사해 주고 있다.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 베이스볼 캡은 낮에 모자를 쓰고 있

으면 태양광을 이용해 챙에 내장된 LED가 충전되어 밤에 불

빛을 밝혀줄 수 있는 솔라라이트 캡 등 친환경제품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개발되어 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시각에서 발전하고 있는 모자에 관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머리계측에 관한 연구(김선희, 2005; 안영실, 서

미아, 2004)와 사이즈에 관한 연구(임지영, 2005; 이진희, 2003;

이진희, 도월희, 2003), 머리 형태 및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김

선희, 2005; 문남원, 1998), 디자인에 관한 연구(김은실, 배수정,

2005; 이진희, 2002) 등이 대부분이며, 패턴 개발에 관한 연구는

송미령, 오순희 (1998)의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토크, 베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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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 등의 패턴을 개발한 연구가 유일하며, 가장 기본적이고 대중

적인 베이스볼 캡의 패턴개발을 위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모자 디자인 선호도를 연구한 선

행연구(장정아, 김주애, 2007)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이 가

장 선호하는 ‘베이스볼 캡’의 형태를 분석하고, 시판 제품들의

크라운 패턴을 비교·분석함을써 향후 베이스볼 캡 패턴 개발

의 기초지표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 판매량이 높은 대표적 베이스볼 캡의 크라운

형태, 캡의 형태, 사이즈조절 형태, 장식형태, 부자재 형태 등

을 분석하여 베이스볼 캡의 형태를 유형화 할 수 있다.

• 연구문제 2 : 시판 베이스볼 캡의 패턴과 비교패턴을 조사

하고 착의 평가를 통해 패턴들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새로

운 패턴제시에 기초지표를 제공 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2.1. 베이스볼 캡의 형태 분석

2.1.1. 분석제품 및 시기 

시판중인 베이스볼 캡의 형태 분석을 위하여 2009년 7월~8

월 패션브랜드 및 스포츠브랜드 매장을 방문하여 각 매장에서

판매량이 높은 베이스볼 캡을 의도 표집하여, 총 97개의 제품

에 대해 크라운 및 캡의 형태와 구성, 부자재 등을 분석하였다.

2.1.2. 분석방법

베이스볼 캡은 크게 크라운 부분과 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Fig. 1은 시판중인 베이스볼 캡의 일반적인 구성을 나타

낸 그림이다. 각 명칭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으며, 그

외는 연구자가 임의로 정하였다. 또 패션브랜드와 스포츠브랜

드에서 판매량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베이스볼 캡의 크라운

형태, 캡의 형태, 사이즈조절 형태, 장식형태, 부자재 형태 등

을 살펴보고 유형화 하였으며, SPSS 14.0 통계 패키지를 사용

하여 유형별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2.2. 베이스볼 캡의 패턴 비교분석

2.2.1. 분석제품 선정

시판 베이스볼 캡의 패턴 분석을 위하여 패션브랜드 및 스

포츠 브랜드 매장에서 판매량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6피스

(pieces)의 베이스볼 캡을 각각 5개씩 의도표집하여 대학생을 대

상으로 직접 착용해보고 선호하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중 브랜드별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제품 각각 1개씩 선택하

고, 비교패턴 1종을 선택하여 패턴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

된 베이스볼 캡의 사이즈는 ‘2002 국민표준체위 조사’의 성인

남자 평균 머리둘레 57.3 cm(19~24세)에 가장 근접한 사이즈로

한정하였으며, 시판되고 있는 M size 제품 또는 58 cm의 제품

으로 선정 하였다. 

2.2.2. 패턴 비교

수집한 베이스볼 캡의 봉제선을 절개하고, 크라운패턴은 시접

을 포함하여 분해시 늘어남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다림질

을 하지 않고 평면화시켜 패턴을 전개하였다. 캡은 모자의 형태

를 유지하기 위해 넣은 템플릿을 평면화 시켜 그대로 사용 하

였다. 패턴분석을 위해서 비교패턴과 시판 제품의 패턴을 중합

시켜 비교, 고찰하였으며, 비교패턴은 Fig. 2와 같다. 시판제품과

동일한 조건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 시판제품의 부위별 시접량

을 측정하여 비교패턴에도 통일한 치수를 포함하여 비교하였다.

2.2.3. 착의평가

착용 시의 베이스볼 캡 패턴별 차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소재 및 부자재들을 동일한 조건으로 실물 제작을 하여

착의평가를 하였다. 평가기간은 2009년 10월 9일~12까지 실시

하였으며, 평가자는 의복원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복 구성관련 전문인 8명으로 구성하였고, 피험자는 ‘2002 국

민표준체위 조사’의 성인남자 평균 머리둘레 57.3 cm(19~24세)

의 ±1S.D에 속하는 3인으로 하였다. 평가항목은 평가자에게 크

Fig. 1. 베이스볼 캡의 일반적 구성 Fig. 2. 비교패턴(최인려, 방혜경,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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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 외관에 관한 시각적 평가 10문항, 캡 외관에 관한 3문항

과 피험자에게 착용감에 관한 7문항으로 5점 평점 척도법을 사

용하였다. 

제작에 사용된 소재는 시판되고 있는 베이스볼 캡의 소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면 100%의 20수 옥스퍼드를 사용하였고,

크라운 패턴 간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동일한 패

턴의 캡을 부착하여 평가하였으며, 캡 패턴의 객관적 평가를 위

해서는 동일한 크라운 패턴에 크기가 다른 세 개의 캡을 부착

하여 평가하였다. 

자료의 차리는 SPSS 프로그램으로 하였으며, 패턴간의 적합

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베이스볼 캡의 형태 분석

3.1.1. 크라운 형태

크라운의 봉제선에 따른 절개방법 형태는 크라운정점에서 각

피스가 모아지는 중앙절개법, 앞·뒤중심선에 평행한 세로절개

법, 그 외 복합 절개법등으로 유형화 할 수 있었다. 중앙 절개

에는 5피스, 6피스, 7피스, 8피스의 형태가 있었고, 세로절개에

는 대부분이 4피스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복합절개는 5피스의

형태가 있었다. Table 1은 크라운 형태와 절개에 따른 유형과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과 중앙절개 6피스(64.9%), 5피

스(16.5%), 7피스, 8피스(5.2%), 세로절개 4피스, 복합절개 5피

스(4.1%),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다수의 베이스볼 캡은 중앙절

개 6피스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3.1.2. 캡 형태

캡은 아무런 장식이 없는 기본형, 위캡과 아래캡 사이에 코

드나 파이핑을 끼워 넣은 파이핑형, 캡 외곽을 바이어스로 처

리한 바이어스형, 캡에 사선 등으로 절개를 넣어 배색을 달리

한 절개형 등으로 유형화 할 수 있었다. Table 2는 캡 형태별

유형의 명칭과 분포이며, 기본형(84.5%)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파이핑형(9.3%)과 기타유형으로는 바이어스형(3.1%)과 절개형

(3.1%) 순으로 나타났다.

3.1.3. 사이즈 조절 형태

베이스볼 캡의 사이즈 조절 형태를 조사한 결과 사이즈 조

절기의 재료에 따라 벨트형, 버클형, 벨크로형, 고무줄형, 플라

스틱형 등이 있었으며, 그 외 사이즈 조절이 되지 않는 형태도

있었다. Table 3은 사이즈 조절의 형태별 유형 및 분포이다.

분석 결과 벨트형(35.1%)이 가장 많았으며, 버클형(20.6%), 벨

크로형(19.6%), 고무줄형(9.3%), 플라스틱형(8.2%), 기타(7.2%)

순의 비율로 나타나 전체의 55%이상이 벨트형과 버클형으로

Table 1. 크라운 형태와 절개에 따른 유형과 분포

크라운

유 형

중앙절개 세로절개 복합절개

6피스 5피스 7피스 8피스 4피스 5피스

크라운

형 태

빈 도(%) 63(64.9) 16(16.5) 5(5.2) 5(5.2) 4(4.1) 4(4.1)

      

Table 2. 캡 형태별 유형 및 분포

캡 유형 기본형 파이핑형
기 타

바이어스형 절개형

캡 형태

빈도(%) 82(84.5) 9(9.3) 3(3.1) 3(3.1)

Table 3. 사이즈 조절 형태별 유형

사이즈조절

유      형
벨트형 버클형 벨크로형 고무줄형 플라스틱형

사이즈조절

형      태

빈도 (%) 34(35.1) 20(20.6) 19(19.6) 9(9.3)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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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3.1.4. 장식과 부자재 형태 및 기타

Table 4는 베이스볼 캡의 장식과 부자재 및 기타 형태별 유

형 및 분포이다. 

장식은 크라운의 정면이나 측면에 자수장식을 한 자수형과

나염 및 전사기법으로 원단에 프린트한 프린팅형, 와펜장식이

나 원단을 덧댄 아플리케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 분포

를 살펴보면 자수형(66%)이 가장 많았으며, 프린팅형(13.4%),

아플리케형(12.4%), 기타(8.2%) 순으로 나타났다. 

베이스볼 캡을 구성하는 부자재는 모자의 맞음새에 영향을

주는 사이즈 리본과 크라운 정점에 부착하는 단추가 있었으며,

사이즈 리본은 고무밴드를 사용한 제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제품에서 부직포 심지를 원단으로 감싼 것을 사용하고 있었다.

부직포를 감싼 소재로는 면 30수 트윌소재(62.9%)가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으로 쿨맥스(23.7%), 고무밴드(8.2%), 기타(5.2%)의

Table 4. 베이스볼 캡의 장식과 부자재 및 기타 형태별 유형 및 분포                                                             n (%) 

형태,빈도

기타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장식형태 자수형 64(66.0) 프린팅형 13(13.4) 아플리케형 12(12.4) 기타 8(8.2)

사이즈

리본의 소재

면30수 

트윌
61(62.9) 쿨맥스 23(23.7) 고무밴드 8(8.2) 기타 5(5.2)

단추지름 16 mm 41(42.3) 14 mm 26(26.8) 18 mm 17(17.5) 단추없음 13(13.4)

크라운&

캡 각도
130

o

40(41.2) 140
o

30(30.9) 120
o

16(16.5) 기타 11(11.3)

모자 소재 면20수 옥스포드 52(53.6) 폴리 에스테르 26(26.8) 아크릴+모 8(8.2) 기타 11(11.3)

Table 5. 시판제품의 크라운 패턴과 비교패턴의 중합도

 앞(F) 옆(S) 뒤(B)

스포츠브랜드 

패션브랜드A

패션브랜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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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나타났다. 

크라운 정점의 단추 지름은 16 mm(42.3%)가 가장 많았으며,

14 mm(26.8%), 18 mm(17.5%) 순으로 나타났고, 단추를 사용하

지 않은 모자(13.4%)도 있었다. 

크라운 패턴의 앞중심선 곡률을 파악하고, 크라운과 캡이 이

루는 각도를 분석하고자 모자의 측면에서 각도기를 이용하여 크

라운과 캡이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130
o
(41.2%)가 가장 많았으며, 140

o
(30.9%), 120

o
(16.5%),

기타(11.3%)의 순으로 나타났고, 최근에는 크라운과 캡의 각도가

90
o
에 근접한 패션모자가 인기를 얻고 있어, 이러한 각도를 반영

한 베이스볼 캡 패턴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베이스볼 캡의 소재는 면100%의 옥스퍼드 20수(53.6%)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폴리에스테르 100%(26.8%)가

높은 빈도를 보였고, 아크릴 70%+모30%(8.2%), 기타(11.3%)

순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브랜드 중 일부 골프 및 등산용품 전

문 브랜드에서 고어텍스나 쿨맥스 등의 기능성 소재의 모자가

많이 시판되고 있었다. 

3.2. 베이스볼 캡의 패턴 분석

3.2.1. 크라운 패턴

3.2.1.1. 기준점 설정 : Fig. 1과 같이 6피스 베이스볼 캡의 크

라운 패턴을 중합시켜 패턴구간별 길이와 형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준점을 설정하였다. 분해한 크라운 조각의 정점과 크

라운 햄라인의 중심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 크라운 정점에서

수직으로 6 cm 내려간 지점을 기준점으로 정하였다. 이는 크라

운 정점부분에서 머리좌우길이/2 ×⅓ 지점이며, 패턴을 분석한

결과 크라운 정점에서 6 cm구간까지의 패턴 사이즈 변동이 가장

적었기 때문에 연구자는 이점을 기준점으로 설정하였다. 

3.2.1.2. 패턴비교 : 본 연구에 사용한 비교패턴의 앞(F), 옆

(S), 뒤(B) 모든 크라운 패턴은 좌·우 대칭이며 크기와 형태가

동일했으나, 시판제품의 크라운 패턴은 앞, 옆, 뒤 패턴의 크기

와 형태가 달랐다. 이를 비교하기 위해 비교패턴과 시판 제품의

크라운 패턴 앞, 옆, 뒤를 각각 중합하였다. 또 제품별 크라운의

앞, 옆, 뒤 패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세 패턴을 중합시켰으

며, Table 5는 시판제품의 크라운 패턴과 비교패턴의 중합도이

고, Table 6는 시판제품의 크라운 패턴과 비교패턴의 구간별 증

감량이며, Table 7은 스포츠 브랜드 패턴, 패션브랜드A 패턴,

패션 브랜드B 패턴의 크라운 앞, 옆, 뒤 패턴의 중합도이다. 

• 스포츠 브랜드 크라운 패턴 : 스포츠 브랜드의 크라운 앞

패턴을 비교패턴과 중합시킨 결과, 앞패턴은 중심선(C.F.L)과

옆크라운에 붙는 양쪽 모두 비교패턴에 비해 약 0.2 cm 정도

그 너비가 작으며 곡률이 평편하였고, 기준점을 중심으로 대칭

이 이루어지지 않고 양쪽의 형태가 달랐다. 옆패턴은 비교패턴

에 비해 크라운 정점 부분에서의 너비가 양쪽 모두 약 0.3 cm

정도 크게 나타났으며, 앞패턴과 만나는 햄라인 너비는 0.4 cm

크고, 뒤패턴과 만나는 쪽의 중간부분의 너비가 0.2 cm 정도

작게 나타나 비교패턴에 비해 완만한 곡선을 보였고, 크라운의

수직길이는 약 0.5 cm 짧게 나타났다. 뒤패턴은 비교패턴에 비

해 전체적으로 크고 긴 형태를 보였다. 양쪽 모두 크라운 정점

Table 6. 시판제품의 크라운 패턴과 비교패턴의 증감량                                                                      단위 : cm

패턴 부위

스포츠 브랜드 패턴 패션브랜드 패턴 A 패션브랜드 패턴 B 

앞(F) 옆(S) 뒤(B) 앞(F) 옆(S) 뒤(B) 앞(F) 옆(S) 뒤(B)

C.F.L S.L F.L B.L S.L C.B.L C.F.L S.L F.L B.L S.L C.B.L C.F.L S.L F.L B.L S.L C.B.L

크라운정점~

기준점(수평)
-0.1 0.1 0.3 0.3 0.2 0.2 0.2 0.2 0.2 0.2 0.2 0.2 -0.3 0.3 0 0.3 -0.5 0.2

기준점~

햄라인(수평)
-0.2 -0.2 0.4 -0.2 1.1 0.9 0 -0.2 0.2 0 1.4 0.8 -0.3 0 0.9 -0.2 0.3 0.5

크라운정점~

햄라인(수직)
0 0 -0.5 -0.3 -0.2 -6.6 -1.0 -1.1 -1.2 -1.2 -0.7 -6.0 -0.4 -0.7 -0.4 0.3 -0.4 0.9

Table 7. 스포츠브랜드, 패션브랜드A, 패션브랜드B 제품의 크라운 패턴의 중합도

스포츠 브랜드 패션 브랜드A 패션브랜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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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너비가 0.2 cm 크고, 햄라인 방향으로 갈수록 점점 더

불룩한 곡률을 보였으며, 옆패턴과 만나는 햄라인 교차점의 너

비는 약 1.1 cm 크게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수직방향의 길이

증가도 함께 보였다. 또, 스포츠 브랜드의 앞, 옆, 뒤 패턴끼리

비교해본 결과, 앞패턴에 비해 옆패턴은 앞패턴과 만나는 쪽의

크라운 정점에서 햄라인까지의 너비가 약 0.2 cm가 더 크게 나

타났다. 뒤패턴도 옆패턴과 만나는 쪽은 크라운 정점에서의

0.2 cm 크며, 수직아랫방향으로 갈수록 점차 더 커져, 햄라인

부분에서는 약 1.4 cm정도의 큰 차이를 보였다(Table 7). 이는

스포츠 브랜드 패턴의 경우도 패션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앞패

턴을 기준으로 옆패턴은 수평방향으로의 미세한 너비의 증가가

있었으며, 뒤패턴은 수평 아래방향으로 갈수록 너비의 점진적

증가와 동시에 수직방향으로 길이의 증가도 나타나 머리 뒤통

수에 대한 여유가 패턴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네 패턴들 중 크라운의 크기가 가장 크며, 이는 스포츠 브랜드

의 특성상 활동성과 운동성을 고려한 패턴 설계라 생각된다. 

• 패션 브랜드A 패턴 : 패션A 패턴의 크라운 패턴을 비교패

턴과 중합시킨 결과 앞패턴은 비교패턴의 햄라인이 직선인 것

과는 달리 양끝이 살짝 올라간 완만한 곡선의 형태이었으며, 이

는 머리의 곡률을 반영한 결과라 생각된다. 

옆패턴은 앞패턴과 붙는 쪽이 비교패턴 보다 0.2 cm 정도 크

며 볼록한 형태를 보였다. 뒤패턴은 비교패턴보다 크라운 정점

에서의 수평너비가 양쪽 모두 0.2 cm 정도 컸으며, 햄라인쪽으

로 갈수록 그 차이가 점점 커져 옆패턴과 붙는 쪽 햄라인 교

차점은 비교패턴보다 무려 1.4 cm나 컸을 뿐 아니라, 뒤통수를

좀 더 잘 감쌀 수 있도록 수직방향으로도 길이 증가도 보였다.

각각의 크라운 앞, 옆, 뒤패턴의 모양과 크기를 비교해 본 결과

Table 7 그 크기가 동일한 비교패턴과는 달리, 앞패턴을 기준으

로 옆패턴은 양쪽 절개선에 있어 기준점 아랫방향에서 수평방

향으로 약 0.2~0.6 cm 너비가 크게 나타나 불룩한 형태를 보였

으며, 수직길이는 약 0.9 cm 짧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짧고 볼

록한 형태를 보여주었다. 뒤패턴은 크라운 정점의 시작은 앞패

턴과 같았으며, 햄라인으로 갈수록 너비가 점점 커져 옆패턴과

의 햄라인 교차점을 기준으로 앞패턴보다 약1.0 cm 너비가 크

게 나타났으며, 햄라인이 뒷중심으로 갈수록 수직 길이가 증가

하였다. 따라서 앞패턴을 기준으로 옆패턴은 양쪽 절개선에서

의 곡률이 더 크게 나타났고, 뒤패턴에서는 수평방향의 너비와

수직방향으로의 길이가 크게 나타나 머리튀통수를 커버할 수

있는 여유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 패션 브랜드B 패턴 : 패션B 패턴은 ‘플랙스 핏’ 제품으로

Y업체의 특허등록된 제품으로 베이스볼 캡 중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제품이며, 다른 제품의 크라운 형태와 달리 사이즈 조절

을 위한 뒷부분 트임이 없고, 약간 신축성이 있는 소재를 사용

하며, 머리둘레에 해당하는 모자 햄라인에 신축성이 좋은 고무

밴드를 둘러 자연스러운 핏(fit)이 생기는 형태의 모자이다. Fig.

3은 일반적인 베이스볼 캡과 플랙스 핏 베이스볼 캡의 형태를

나타내었다.

패션브랜드 B 크라운 패턴을 비교패턴과 중합시킨 결과 앞

패턴은 비교패턴보다 그 길이가 약 0.3~0.7 cm 정도 짧았고,

햄라인의 양끝이 살짝 올라간 완만한 곡선의 형태였으며, 특히

중심보다 옆패턴과 만나는 쪽의 햄라인 교차점이 좀 더 올라갔

는데, 이는 패션브랜드 A패턴과 같은 결과로 머리의 곡률을 반

영하기 위함으로 사료된다. 또 옆패턴과 만나는 쪽의 윗부분은

비교패턴보다 0.3 cm 수평방향으로 크고 불룩한 형태를 보였다.

옆패턴도 비교패턴보다 길이가 약 0.3 cm 정도 짧고, 햄라인은

앞과 달리 수평을 이루었으며, 크라운 정점에서 앞패턴과 만나

는 방향의 윗부분의 크기는 비슷했으나 중간에서부터 아래쪽으

로 내려갈수록 점점 사이즈가 증가하여 옆패턴쪽 햄라인 끝점

은 비교패턴 보다 수평방향 약 0.9 cm 증가량을 보였으며, 뒤

패턴과 만나는 선의 윗부분은 비교패턴보다 약 0.3 cm 크고 중

간으로 내려갈수록 점차 같았으며, 아래로 갈수록 햄라인 끝점

이 약 0.3 cm 작았다. 뒤패턴은 크라운 정점에서의 크기는 양

쪽 모두 비교패턴과 비슷했으나 옆패턴과 붙는 선의 중간부분

에서 수평방향으로 0.5 cm 작아 비교패턴보다 곡률이 완만하게

보이며,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비슷한 크기를 보였다. 또

C.B.L쪽은 비교패턴보다 중심부분에서 수평방향으로 0.5 cm 더

불룩한 형태를 보였으며, C.B.L쪽 햄라인 끝점은 약 0.9 cm 수

직길이의 증가를 보여주어 뒤통수 부분에서 불룩하고 그 길이

가 길어 뒷머리 형태를 잘 표현하는 패턴이었다. 또 앞, 옆, 뒤

세 패턴을 중합시켜 비교한 결과, 앞패턴과, 옆패턴은 비슷한

형태와 크기를 보였으며, 옆과 뒤패턴은 C.B.L의 중간부분이

수평방향으로 0.5 cm 증가를 보였고, 뒤패턴은 햄라인이 앞, 옆

패턴에 비해 C.B.L쪽의 햄라인 끝점이 점점 아래로 내려와

1.3 cm의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스포츠브랜드, 패션브랜드 A, 패션브랜드 B 제품의

크라운 앞, 옆, 뒤패턴을 중합시킨 결과, 전체적인 크라운의 크

기는 세 종류의 패턴 모두 뒤 >옆 >앞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교

패턴은 크라운의 세 조각의 크기와 형태가 같고 좌우가 대칭인

데 반해, 이들 세 패턴은 모두 앞, 옆, 뒤 패턴의 모양과 크기

가 달랐고, 비교패턴과 같이 대칭되지 않았다. 또한 세 브랜드

패턴 모두 앞, 옆 패턴의 크기 및 형태의 차이는 미비했으나

뒤 패턴은 구간별 크기와 형태의 차이가 크고, 뚜렷하게 나타

나 뒤통수의 형태와 여유가 패턴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

구분
일반 

베이스볼 캡

플랙스 핏 

베이스볼 캡

플랙스 핏 

베이스볼 캡 (안)

사진

설명
뒷통수 돌출 부분에  

∩ 모양 트임 
뒷통수 부분이 막힘

모자둘레 전체에 

고무밴드

Fig. 3. 일반 베이스볼 캡과 플랙스 핏 베이스볼 캡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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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앞으로 패턴을 개발함에 있어 이 결과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2.2. 캡 패턴

3.2.2.1. 기준점 설정 : 캡 패턴별 길이와 형태 차이를 분석

하기 위한 기준점 설정은 크라운과 캡이 만나는 선에서 캡이

대칭되는 선의 가장 위쪽점을 기준점으로 하였다. 

3.2.2.2. 패턴비교 : Fig. 4는 스포츠 브랜드와 패션 브랜드

A,B의 캡 패턴을 중합시킨 중합도이다. 

스포츠 브랜드 캡은 패션브랜드A 패턴에 비해 캡의 길이가

약 1 cm 이상 길었으며 너비 또한 양쪽 모두 약 0.5 cm 이상

씩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스포츠 브랜드의 특성상 모자의 용도

가 야외 활동 중 햇볕을 잘 차단하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또

패션 B는 패션A 보다 캡의 길이가 0.5 cm 짧아, 스포츠 및

패션 A 패턴보다 시야가 넓어 실내 활동에 적합할 것으로 생

각되어진다. 또 패션A, B 캡의 너비는 약 18 cm로 너비가 비

슷했고, 길이는 스포츠브랜드 8.5 cm, 패션브랜드A 7.5 cm, 패

션브랜드B 7 cm 순이였으며, 그러므로 전체적인 캡 패턴의 크

기는 스포츠브랜드 >패션브랜드A >패션브랜드B 의 순으로 나

타났다. 

3.3. 착의평가

패턴별로 제작한 베이스볼 캡의 크라운 외관에 대한 착의평

과 결과는 Table 8과 같다.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인 외

관과 햄라인은 패션B 패턴이 3.78 이상으로 안정적이다 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앞중심선과 뒤중심선이 제 위치에 있는가를

묻는 문항은 스포츠 브랜드의 패턴이 평점 4.28 이상의 높은

결과가 나타났으며, 모자에 군주름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문항

역시 스포츠 브랜드가 3.72 이상의 높은 평점을 얻었다. 앞과

양옆의 여유의 적당함을 묻는 문항에서도 패션브랜드 B가 각

각 4.11과 3.61 이상, 모자의 깊이 또한 3.83으로 높은 평점이

나타났으며, 전체문항에 대한 평점은 패션브랜드 B가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스포츠브랜드 3.76, 패션브랜드 A 3.37,

비교패턴 3.30 순으로 나타났다. 

캡 패턴별 외관에 대한 착의평가 결과는 Table 9 와 같다.

캡의 너비와 길이가 적당한지를 묻는 항목에서 3.71이상의

높은 평점을 얻었고 캡의 모양또한 평점 3.57이상의 평점을 얻

Fig. 4. 캡 패턴 중합도 

Table 8. 베이스볼 캡의 크라운 착의 평가 결과 

항목/척도
스포츠 패션A 패션B 비교패턴

F-값
M S.D M S.D M S.D M S.D

1. 전체적인 외관은 좋은가? 3.72 0.75 2.83 0.79 3.78 0.81 3.00 0.84  6.70**

2. 모자의 햄라인은 안정적인가? 3.61 0.92 3.33 0.69 3.78 0.55 3.06 0.80  3.22**

3. 앞중심선은 제 위치에 있는가? 4.28 0.46 3.94 0.24 4.11 0.32 3.78 0.55  4.95**

4. 뒤중심선은 제 위치에 있는가? 4.28 0.46 3.94 0.24 3.83 0.62 3.67 0.59  4.78**

5. 모자의 외관에 군주름은 없는가? 3.72 0.75 2.78 0.88 3.67 0.97 2.94 0.87  5.61**

6. 앞의 여유는 적당한가? 3.78 0.81 2.83 1.04 4.11 0.68 3.39 0.85  7.43**

7. 양 옆의 여유는 적당한가? 3.33 0.97 3.00 0.97 3.61 0.85 3.06 0.87  1.69**

8. 뒤의 여유는 적당한가? 3.50 0.99 3.22 0.88 3.33 0.91 3.28 0.83  0.32**

9. 모자의 깊이(높이)는 적당한가? 3.50 0.86 3.50 0.71 3.83 0.86 3.28 0.96  1.31**

10. 모자의 폭(너비)는 적당한가? 3.72 0.57 3.50 0.71 3.89 0.47 3.39 0.78  2.18**

*P≤ 0.05, **P≤ 0.01

Table 9. 베이스볼 캡의 캡 착의 평가 결과

항목/척도
패션 B 캡 패션 A 캡 스포츠 캡

F-값
M S.D M S.D M S.D

1. 캡의 너비는 적당한가? 3.14 0.38 3.71 0.49 3.00 0.00 7.88**

2. 캡의 길이는 적당한가? 3.29 049 3.71 0.49 2.86 0.38 6.23**

3. 캡의 모양은 자연스러운가? 2.86 0.38 3.57 0.53 3.00 0.58 3.94**

*P≤ 0.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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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모든 항목에서 패션브랜드 A 캡 패턴이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Table 10은 패턴별 피험자의 착의 평가 결과이다. 패션브랜

드 B의 크라운 패턴이 전체적으로 가장 우수한 패턴이라는 결

과가 나왔으며, 특히 머리 둘레가 편안하고(4.33) 머리와 모자

간의 들뜸이 없다(4.00)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패션

브랜드 A 패턴이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머리둘레가 편

안하고 양옆의 여유가 적당한가(3.67)의 항목에서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또 피험자에게 모자를 착용한 상태에서 착용감만으로 구입하

고 싶은 패턴의 모자를 선택하라는 질문을 했을 때, 모두 패션

B의 패턴을 선택하였으나, 자신이 착용한 모습을 보며 구입하

고 싶은 패턴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는 모두 패션 A 모자를 선

택 하였다. 그 이유는 크라운의 높이가 짧아 착용감은 떨어지

지만 머리가 작고 예뻐 보인다고 응답하여, 착용감이 약간 떨

어지더라도 외향적인 모습에 더 중점을 둔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베이스볼 캡의 시판제품 중 판매량이 높은 97개

를 대상으로 베이스볼 캡의 형태와 구성을 알아보고, 빈도분석

을 통화여 유형화 하였다. 또 선호도가 높은 스포츠 브랜드, 패

션브랜드 A, 패션브랜드 B(플랙스 핏) 등 세 제품을 분석하여,

비교패턴과 그 차이를 비교·고찰하고, 착의 평가를 실시하였

으며, 패턴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새

로운 패턴개발을 위한 기초지표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스볼 캡의 형태를 분석한 결과 크라운 절개방법은

크라운 정점에서 각 피스가 모아지는 중앙절개 6피스형이 가

장 많고, 캡은 장식이 없는 기본형이, 사이즈 조절 형태는 벨

트형이 많으며, 장식은 크라운 정면이나 측면에 자수를 넣은 자

수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둘째, 6피스의 베이스볼 캡의 크라운 및 캡 패턴을 분석한

결과 비교패턴은 앞, 옆, 뒤 세 패턴의 크기와 형태가 같고 좌우

가 대칭인데 반해, 시판제품의 세 브랜드 크라운 패턴은 앞, 옆,

뒤 패턴의 크기와 형태가 각각 달랐으며, 스포츠 브랜드 패턴은

크라운의 깊이가 가장 깊고, 너비도 크며, 뒤 패턴이 가장 크

고 여유가 많아 운동성 및 활동성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으

며, 캡의 크기와 너비가 가장 커 야외활동에 적합했다. 또 패

션 브랜드A 패턴은 크라운의 길이가 가장 짧고, 앞 패턴의 햄

라인이 곡선의 형태를 띄어 머라둘레의 곡률을 잘 반영하고 있

Table 10. 베이스볼 캡의 크라운 착의 평가 결과 (피험자 )

항목/척도
스포츠 패션A 패션B 비교패턴

F-값
M S.D M S.D M S.D M S.D

1. 전체적인 외관은 좋은가? 3.00 0.00 2.67 0.58 3.33 0.58 3.00 0.00  1.33**

2. 크라운의 햄라인은 안정적인가? 3.00 0.00 3.00 1.00 3.00 0.00 3.67 0.58  1.00**

3. 머리둘레는 편안한가? 2.67 0.58 3.67 0.58 4.33 0.58 2.33 0.58  7.58**

4. 머리와 모자간의 들뜸이 없나? 2.67 1.15 2.67 0.58 4.00 1.00 2.00 1.00  2.30**

5. 앞의 여유는 적당한가? 3.00 1.00 3.33 1.15 3.33 1.15 3.33 1.53  0.06**

6. 양 옆의 여유는 적당한가? 3.00 1.00 3.67 0.58 3.67 1.53 2.33 0.58  1.22**

7. 전체적으로 편안한가? 2.67 0.58 3.33 1.53 3.67 0.58 2.67 0.58  0.90**

*P≤ 0.05, **P≤ 0.01

Table 11. 베이스볼 캡의 크라운 착의 평가 

스포츠브랜드 패션브랜드 A 패션브랜드B 비교패턴

정면

측면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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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패션브랜드B 패턴은 뒤 패턴이 뒤통수 부분에서 불룩

하고 길이가 길어 뒷머리 형태를 잘 표현하는 패턴이었다. 

셋째, 5점 척도법에 의한 브랜드별 패턴 착의 평가 결과 크

라운은 머리와 모자간의 들뜸이 없고 머리의 형태를 잘 반영한

패션 브랜드B 패턴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캡은 캡 길이

가 7.5 cm, 너비 18 cm의 패션브랜드A 패턴이 가장 높은 점수

를 얻었다. 

향후 베이스볼 캡 패턴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크라운

패턴은 머리의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패션 브랜드 B패턴을,

캡 패턴은 패션 브랜드 A패턴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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