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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suffering financial crisis in 1997, Korea's fashion market has grown in the direction that satisfies the 
reasonable price and diverse consumer's sensitivity and need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cutting portion in the waist line is surely necessary for designing the jacket pattern in men's wear, by closely 
examining the effects of the cutting portion in the waist line on the external appearance and functionality given 
designing the jacket pattern in men's wear for the standard body type in 20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external appearance, when having evaluated by dividing into 14 items such as the 
whole surface, the side, and the back side, the experimental clothing, which wasn't cut the waist line, obtained the 
highest mark in 13 items and, the significant difference was indicated in 10 items except 4 items. As a result of 
evaluating performance, the experimental clothing, which wasn't cut the waist line, obtained the highest mark in 
13 items among 25 items in the total. Next, the cutting portion in the waist line obtained the highest mark in 10 
items for the experimental clothing with opening in 1.0cm. The next was indicated to be in order of the 
experimental clothing with 1.5cm and the experimental clothing with 0.5cm. Given seeing the above result, the 
cutting portion in the waist line given designing the jacket pattern for the standard body type in 20s could be known 
that the experimental clothing with the most excellent mark in the evaluation of performance was all the 
experimental clothing with 0.0cm whose waist line wasn't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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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의 패션시장은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소비자의 감성과 욕구를 충

족시키는 방향으로 성장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유니

섹스 캐주얼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이지 

캐주얼에서 감성 캐주얼로 변화 발전하였다. 유니섹

스 캐주얼 시장의 다양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에 

익숙한 젊은 남성 소비자층의 메트로 섹슈얼과 꽃미

남 열풍은 남성 어덜트 캐주얼과 트레디셔널 캐주얼 

등의 기존 남성복 패턴은 실루엣의 변화가 다양하지 

않아 고감도 남성들의 패션 욕구 충족에 한계를 느끼

게 하였다.  
20대의 젊은 소비자층은 자신의 패션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시장을 원

하고 있다1). 이로 인해 기존의 브랜드는 남성 영캐주

얼에 대한 라인을 전개하거나 새로운 신규 브랜드를 

런칭하면서2) 이들의 욕구를 수용하고자 하며 남성복

의 다양한 디자인에 대한 욕구는 상품 개발 시 여성

복에 못지않은 발 빠른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이
로 인해 교육 현장과 의류 산업 현장에서 여성복 패

턴과 더불어 다양하게 응용 가능하고, 소비자의 체형

에 적합하며, 사용하기 편한 남성복 패턴에 대한 연구

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재킷은 고부가가치의 상품으로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20대에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 중의 하나이

다. 남성복 재킷의 설계는 보통 1단계, 2단계, 3단계

로 분류하여 그 제도법이 까다롭고 복잡하며, 허리선

을 절개하여 옆선을 묶고 앞중심을 1～2cm 벌려줌으

로 인해 앞목너비가 뒷목너비에 비해 벌리기 전보다 

더 넓어지며 제도법 또한 더 복잡하여진다. 재킷 패

턴 제도 시 여유분은 브랜드의 이미지와 디자인에 따

라 달라지고, 앞목너비와 뒤목너비의 관계 또한 달라

지고, 이에 따른 재킷의 이미지와 기능성에서도 영향

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지만, 대부분의 교육용 교재에

서는 이에 대한 언급은 미비하며, 이에 대한 연구 또

한 부족하다.
다양한 원형과 제도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으로, 

남성복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강여선3)은 남

성복 재킷의 선호 여유량과 맞음새에 관한 연구를 하

였고, 정재은4)은 남성의 체형별 재킷 길 원형(block)
을 연구하였으며, 이은진, 김인숙5)은 남성 재킷 원형 

제도법에 대하여, 황은경, 김인숙6)은 20대 남성 체형 

특성에 따른 원형 개발을 연구하였고, 김미정7)은 남

성 캐주얼 재킷 원형 개발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이
와 같이 선행 연구가 주로 남성복 재킷의 원형 설계

와 여유량에 관한 것으로 남성복 재킷 설계 시 교육

용 교재와 연구에서 패턴 설계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

는 원형 상에서 허리선을 절개하여 벌려줌으로 인해 

변화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 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8)에서 

인체 치수 정보 활용을 위해 분류한 20대 남성의 표

준체형을 선택하여 재킷 패턴의 허리선의 절개 분량

이 외관과 기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20대 남

성 표준체형의 재킷 패턴 제도시에 허리선의 절개 분

량이 꼭 필요한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남

성복 재킷 패턴의 원형을 선정하여 남성복 캐주얼 재

킷 패턴 설계 시 허리선을 절개하여 벌려주는 분량을 

달리함에 따라 패턴 상에서 변화되는 항목별 변화량

을 알아보고자 하며, 이러한 변화량이 표준체형의 외

관과 기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

한 연구를 통하여 남성복 캐주얼 재킷 패턴 설계 시 

허리선을 절개하여 벌려주는 분량이 꼭 필요한 것인



84 남성 캐주얼 재킷 패턴 설계 시 허리선 절개 분량이 외관과 동작성에 미치는 효과 복식문화연구

－ 618 －

 9) 김미정, op. cit., pp. 96-104.
10) 김미정, op. cit., pp. 55-56.
11) Ibid., pp. 84-87.
12) 김명옥, “신축성 직물 재킷의 안감패턴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p. 38-41.

지와 얼마를 벌려주는 것이 적절한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캐주얼 재킷 패턴 설계 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및 절차
1. 남성복 재킷 원형 선정 및 착의 실험

1) 실험복 원형 및 피험자 선정
본 연구에서 사용할 20대 남성복 캐주얼 재킷 원

형을 선정하기 위하여 김미정의 선행 연구9)에서 제

시한 원형과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은 캐릭터 캐주얼 

재킷을 생산하는 S사의 패턴을 선정하였다. 김미정

은 선행 연구에서 두 곳의 업체 패턴과 에스모드식 

원형을 검증하여 제시하였다. 실험복의 외관평가와 

동작평가를 위한 피험자의 신체치수는〈표 1〉과 같

이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자료에 기준하여 20대 남성 

표준체형에 근접한 치수로 신장 174cm, 가슴둘레 

96.0cm, 허리둘레 77.3cm, 소매길이 58.5cm, 등길이 

42.0cm, 어깨사이길이 43.5cm 등이다.

2) 실험복 원형 제작 및 패턴치수 비교 
실험복 제작을 위하여 디자인은 선행 연구10)을 참

고하여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3버튼 재킷으로 선정

<표 1> 피험자의 신체치수            (단위: cm, kg)

신체부위
표준체형 (2005)

표준치수 피험자 1 피험자 2

어깨사이길이 43.4 43.1 43.3

가슴둘레 95.6 96.0 95.8

허리둘레 77.7 77.3 78.0

엉덩이둘레 94.6 95.1 94.7

등길이 41.9 42.1 42.5

위팔둘레 29.8 30.0 29.7

팔길이 58.3 58.1 59.0

키 173.5 174 175

하였다. 사용한 소재는 머슬린으로 하였으며, 구체적

인 부자재 사용부위는 동일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형태 안정성과 맞음새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앞몸판

은 전면에, 뒤몸판은 어깨부위에 심지를 부착하였으

며, 각각 패턴 설계 시 제시하는 두께의 어깨패드, 슬
리브헤드, 식서테이프와 암홀테이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대 표준체형에 적합한 재킷 패턴

을 설계를 위해 머슬린으로 제작하여 외관평가와 동

작평가를 통하여 수집한 2개의 원형을 수정 보완한 

패턴을 실험복 원형이라 칭하였다.
수집한 2종류의 실험복 원형 패턴을 패턴 제도 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몸판 16항목, 소매 3항목으로 

총 19항목으로 나누어 원형별로 제도법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3) 착의 실험
본 연구에서 착의 실험은 외관평가와 동작평가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착의 평가에 대한 항목은 김미정
11)과 김명옥12)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머슬린으로 제작한 실험복을 피험자에게 임의로 착

용시켜 평가하였다. 외관검사는 피험자에게 2종류의 

실험복을 착용하여 기본 자세로 전면, 후면, 측면의 

자세로 총 51항목을 5명의 의류학 전공자가 5점 리커

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동작평가는 피험자가 직접 실

험복을 착용하여 각각의 동작을 취한 후 각 부위의 

착용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총 43항목으로 평가하였

다. 동일한 평가를 3일 간격으로 3회 반복 평가하여 

보다 더 기능성과 동작성이 좋은 재킷 원형 개발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2. 허리선 절개 분량에 따른 재킷 연구실험복 제
작 및 착의 실험

1)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허리선 절개 분량이란 용어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그림 1〉과 같이 허리선 

절개 분량이란 패턴 설계 시 앞길 허리선이나 가슴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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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허리선 절개 분량의 예.

레선을 절개하여 옆선의 허리선이나 가슴둘레선은 

고정하고 앞중심쪽을 벌려 주는 분량으로 명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허리둘레선을 절개하여 앞중심쪽을 

벌려주었으며, 그림은 허리선 절개 분량을 1.5cm 벌
려준 예이다.

2) 연구실험복 패턴 및 피험자 선정
본 연구에서 연구 원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외관평가와 동작평가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하여 

20대 남성복 캐주얼 재킷 패턴 설계의 원형으로 사용

하였다. 원형 선정한 이후 허리선 절개 분량을 각각 

0.0cm, 0.5cm, 1.0cm, 1.5cm 의 4단계로 나누어 설정한 

각각 4개의 패턴을 연구실험복이라 하였다. 외관평

가를 위한 피험자 선정은〈표 1〉과 동일한 피험자이

다. 동작평가를 위하여 표준체형에 근접한 피험자로 

8명을 선정하였다. 

3) 연구실험복 제작
재킷 패턴의 허리선 절개 분량에 따른 연구실험복 

디자인은 재킷 원형 패턴과 동일한 3버튼 재킷으로 하

였다. 소재는 선행 연구13)를 참조하여 겉감은 면 70%, 
나일론 30%가 혼방된 능직으로 두께는 0.27mm이다. 
안감 소재는 폴리에스테르 100%의 타페타로 사용하

였다.

4) 실험복에 대한 평가 및 자료분석

실험복에 대한 평가는 외관평가와 동작평가로 나

누어 실시하였다. 외관평가는 전면 9항목, 측면 2항
목, 후면 3항목 총 14항목으로 구분하여 5점 리쿼트

척도로 의류학 전공자로 8명을 구성하여 평가하였다. 
동작평가는 정립 시와 상황별 동작 및 동작 시 부위

항목으로 총 26항목으로 나누어 5점 리쿼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외관평가와 동작평가는 평가의 정확성

을 높이기 위하여 일주일 후에 반복하여 2번씩 평가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2.0.1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리선 절개 분량의 타당성과 적합한 절개 

분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One-way ANOVA
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고찰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남성복 재킷 원형 착의 실험 결과 

1) 재킷 원형 제도법 비교
본 연구에서는 남성 캐주얼 재킷 원형 패턴 제작 

시 허리선을 절개하여 벌려주는 분량이 외관과 기능

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남성복 재

킷 패턴 원형으로 사용할 재킷 패턴을 선정하기 위하

여 연구방법에서 언급한 김미정 연구 원형과 남성복 

업체의 S사 연구 원형을 수집하였다. 재킷 패턴 설계

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재킷길이, 가슴둘레여유분, 
어깨사이길이, 라펠시작점 등은 동일하게 통제하여 

재킷 패턴을 설계하였다. 가슴둘레여유분은 김미정14)

과 강여선15)의 선행 연구를 참조하였다. 김미정은 2
5～34세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캐주얼 재킷에서 적

정 가슴둘레여유분이 13cm 정도라고 하였으며, 실제 

패턴 제도법에 따라 패턴 설계 시 다트분량과 사이드

패널, 뒤중심선 등에서 감해지는 분량을 빼면 최종완

성치수의 가슴둘레여유분은 13cm 정도이다. 또한, 
강여선은 조사대상 남성복업체 평균의 샘플 재킷의 

부위별 여유량은 10.9cm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가슴둘레여유분은 전체 13cm로 통제하여 가

슴둘레를 제외한 진동깊이, 뒤목너비, 앞목너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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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김미정, op. cit., p. 92.

<표 2> 재킷 원형 패턴 제도법 및 패턴치수 비교                                                 (단위: cm)

실험복

항목

김미정 연구 원형 S사 연구 원형

제도법 패턴치수 제도법 패턴치수

몸판

재킷길이* (신장/2)－11+0.5  76.5 재킷길이(디자인요소)  76.5

가슴둘레* (B/2+13)×2 109(실측치) (B/2+11)×2 109(실측치)

앞벽사이길이(1/2) B/6+4.7  20.7 뒤벽사이길이－1  21.3

뒤벽사이길이(1/2) B/6+6  22.0 B/6+6.3  22.3

뒤목점~허리선 (신장/4)－1.5  42.0 등길이  42.1

진동깊이선 B/6+11  27.0 B/4+3  27.0

뒤목너비(1/2) B/12+0.5   8.5 B/12+1   9.0

뒤목높이 1.5   1.5 뒤목너비/3   3.0

앞목너비(1/2) 뒤목너비+2.5  11.0 뒤목너비+1.3  10.3

어깨패드두께 0.4 0.7  

어깨사이길이* (뒤목너비+15)×2  47.0 {(뒤벽사이길이/2)+1.3}×2  47.0

어깨길이이즈분량   1   0.3

앞처짐분량   0   1.5

소매

소매산높이 (진동깊이/8)－1.5  17.5 A.H/3  17.0

팔꿈치선높이 (소매길이－소매산높이)/2+3  18.1 (소매길이－소매산높이)/2+2.5  20.7

소매길이* 팔길이+1.5  59.8 팔길이+1.5   59.8

* 재킷길이, 가슴둘레, 어깨사이길이 등과 같은 항목은 동일조건으로 통제함. 

패턴상의 차이점을 수집한 2개의 원형을 비교하였으

며,〈표 2〉와 같다.
〈표 2〉에서와 같이 몸판에서의 재킷 원형 패턴 

설계법은 재킷길이와 가슴둘레는 동일하게 하였으

며, 진동깊이와 뒤목너비, 앞목너비, 뒤목높이 등에

서 패턴제도법이 다르게 나타났다. 김미정 연구 원형

은 앞처짐분량이 없었으나, S사의 연구 원형은 앞처

짐분량이 1.5cm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에서는 김

미정 연구 원형의 소매산높이를 구하는 공식이 (진동

깊이/8)－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소매산높이에 

적절하지 않고, 선행 연구16)에 소매산 높이의 패턴치

수가 17.5cm로 되어 있는 점과 일반적으로 남성복 재

킷 패턴 설계 시 소매산 높이로 사용되는 A.H/3을 기

준으로 하는 것을 감안하여 소매산 높이를 최종적으

로 17.5cm를 적용하였다. 

2) 착의 실험 결과
수집한 2개 원형을 수정 보완하여 20대 남성 캐주

얼 재킷 원형 패턴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외관평가와 

동작평가를 실시하였다. 외관평가 결과, 허리선의 위

치, 앞처짐분량, 어깨경사도, 밑단둘레의 수평, 전체

적인 외관 등에서 S사의 원형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김미정 연구 원형은 앞면암홀둘레선, 뒷
면암홀둘레선, 칼라안쪽 목둘레선 등에서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동작평가 결과, 가슴둘레의 여유분을 

통제하여 재킷을 제작하여 착용감에서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각각의 동작별로 점수가 다르게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겨드랑뒤벽사이부위의 착용

감은 S사의 원형이, 겨드랑앞벽사이부위와 소매통부

위의 착용감은 김미정 연구 원형이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났다. 

3) 20대 남성복 캐주얼 재킷 원형 패턴 제도법
외관평가와 동작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각각의 결

과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항목을 참조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적인 20대 남성복 캐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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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남성복 재킷 원형 제도법(몸판).

재킷 원형 패턴 제도법으로는 S사의 연구 원형을 기

본으로 하여 김미정 연구 원형의 겨드랑앞벽사이부

위와 소매통부위 등을 참조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제

도법은〈그림 2, 3〉과 같다.

2. 허리선 절개 분량에 따른 재킷 착의 평가 결과

1) 연구실험복 패턴 치수 비교
허리선 절개 분량을 각각 0.0cm, 0.5cm, 1.0cm, 

1.5cm의 4단계로 나눈 재킷 패턴의 항목별 패턴치수

의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는〈표 3〉과 같다. 표에서와 

같이 허리선을 절개하여 각각의 단계별로 벌려주었

<표 3> 허리선의 절개 분량에 따른 항목별 패턴치수의 변화량                                     (단위: cm)

실험복

신체부위
표준 0.0 표준 0.5 표준 1.0 표준 1.5

가슴둘레 107.0 107.0 107.0 107.0

겨드랑앞벽사이길이  41.1  41.4  41.7  42.0

앞목너비(1/2)
 10.3 

(뒤목너비+1.3)
 11.3

(뒤목너비+2.3)
 12.3

(뒤목너비+3.3)
 13.3

(뒤목너비+4.3)

옆목점~허리선  44.5  44.7  44.9  45.1

<그림 3> 남성복 재킷 원형 제도법(소매).

을 때 가슴둘레, 겨드랑앞벽사이길이, 앞목너비, 옆

목점에서 허리선까지의 길이 등에서 패턴치수가 변

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슴둘레는 적정 여유

분을 미리 선정하였으므로 인해, 허리선 절개 분량에 

따른 실험복에서는 여유분을 통제하였다. 또한, 겨드

랑 앞벽사이길이가 허리선 절개 분량의 단계가 높아

질수록 증가하였으나, 소매 부착 시의 오그림분량이 
동일하면서 몸판진동둘레 제도 시 자연스러운 선이 

나오도록 패턴을 제도하였다. 앞목너비는 허리선 절

개 분량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더 넓어진 것으로 나타

났고, 옆목점에서 허리선까지의 길이 또한 절개단계

가 높아질수록 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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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의 평가 결과

(1) 허리선 절개 분량이 재킷의 외관에 미치는 영향
20대 남성복 표준체형 재킷의 패턴 설계 시 허리

선 절개 분량이 외관에 미치는 결과는〈표 4〉와 같

다. 표에서와 같이 전체적인 외관평가 결과, 허리선 

절개 분량이 0.0cm 즉 허리선을 절개하여 벌리지 않

은 패턴이 평균 4.05점으로 가장 우수한 점수를 얻었

다. 그 다음으로는 허리선을 0.5cm를 벌린 실험복의 

평균이 3.71점, 허리선을 1.0cm를 벌린 실험복의 평

균이 3.46점, 허리선을 1.5cm를 벌린 실험복의 평균

이 3.25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면에 대한 외관평가 결과, 전면 외관의 9개의 평

가 항목 중에서 ‘브이존(V-zone: 옆목점에서 라펠꺽임

선까지 부분)이 자연스럽다’의 1개 항목을 제외한 모

든 항목 즉 ‘앞면 어깨가 자연스럽다’, ‘앞면 어깨부

위가 들떠 보이지 않는다’, ‘앞면 암홀 부근에 군주름

이 있다’, ‘앞품의 여유분이 적당하다’, ‘목부위 목둘레

선(옆목점～앞목점)이 자연스럽다’, ‘라펠꺾임선 부위

가 자연스럽다’, ‘앞처짐 분량이 적절하다’, ‘앞면의 전

<표 4> 남성복 캐주얼 재킷 패턴 허리선 절개 분량에 따른 외관 평가 결과

실험복

항목

표준 0.0 표준 0.5 표준 1.0 표준 1.5
F값

M S.D M S.D M S.D M S.D

전

면

앞면 어깨가 자연스럽다 3.96 0.76 3.83 0.57 3.43 0.89 3.26 1.01 3.566**

앞면 어깨부위가 들떠 보이지 않는다 4.13 0.69 3.61 0.65 3.30 0.92 2.83 1.07 9.422***

앞면 암홀 부근에 군주름이 있다 4.13 0.86 3.65 0.83 3.78 0.95 3.65 1.11 1.308

앞품의 여유분이 적당하다 4.30 0.70 4.26 0.75 3.91 0.84 3.43 1.08 5.060**

목부위 목둘레선(옆목점～앞목점)이 자연스럽다 4.04 0.47 3.70 0.87 3.23 0.97 2.87 0.92 8.809***

V존(옆목점～라펠꺽임선)이 자연스럽다 3.83 0.71 3.91 0.73 3.65 0.88 3.39 1.03 1.678

라펠꺾임선 부위가 자연스럽다 4.04 0.47 3.52 0.59 3.61 0.78 3.48 0.73 3.591**

앞처짐 분량이 적절하다 4.26 0.75 4.00 0.67 3.91 0.66 5.30 8.47 0.515

앞면의 전체적인 실루엣과 외관이 보기에 좋다 4.35 0.57 3.87 0.62 3.70 0.76 3.30 0.82 8.695***

측

면

라펠꺾임선 부위가 자연스럽다 4.13 0.69 3.57 0.94 3.35 0.93 2.91 1.08 6.889***

밑단의 앞처짐 분량이 자연스럽다 4.26 0.68 3.74 0.86 3.43 0.89 3.09 0.99 7.554***

후

면

뒤칼라의 모양이 자연스럽다 4.26 0.68 4.04 0.76 3.52 0.84 3.30 0.97 6.674***

뒤 어깨너비가 자연스럽다 3.78 0.79 3.30 0.87 2.96 0.87 2.52 1.03 8.078***

뒤품의 여유분이 적절하다 3.30 1.02 3.04 0.97 2.74 0.964 2.17 0.93 5.719***

평균 4.05 3.71 3.46 3.25 -
주)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p<0.05, **p<0.01, ***p<0.001.

체적인 실루엣과 외관이 보기에 좋다’에서 허리선 절

개 분량이 0.0cm 즉 허리선을 절개하여 벌리지 않은 패

턴이 외관평가 결과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측면과 후면의 외관평가에서도 전면에서와 동일

하게 허리선의 절개 분량을 벌리지 않은 실험복이 

‘라펠꺾임선 부위가 자연스럽다’, ‘밑단의 앞처짐 분

량이 자연스럽다’, ‘뒤칼라의 모양이 자연스럽다’, 
‘뒤 어깨너비가 자연스럽다’, ‘뒤품의 여유분이 적절

하다’ 등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

로 나타났다. 
외관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 유의차가 나타난 

항목을 살펴보면, 전면에서는 ‘앞면 어깨부위가 들떠 

보이지 않는다’, ‘옆목점에서 앞목점까지의 목둘레선

이 자연스럽다’, ‘라펠꺾임선 부위가 자연스럽다’, ‘앞
면 전체의 실루엣과 외관이 보가 좋다’ 등에서 유의

차가 나타났다. 측면과 후면에서는 모든 외관평가 항

목에서 허리선을 벌리지 않은 실험복의 외관이 유의

차가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20대 남성 표준체형의 허리선 절개 분

량에 따른 재킷의 외관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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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허리선을 절개하여 벌리지 않은 재킷 실험복의 

외관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리선 절개 

분량이 0.5cm, 1.0cm, 1.5cm로 높아질수록 실험복의 

외관은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허리선 절개 분량이 재킷의 동작성에 미치는 
영향

20대 남성복 표준체형 재킷의 패턴 설계 시 허리

<표 5> 남성복 캐주얼 재킷 패턴 허리선 절개 분량에 따른 동작성 평가결과 

실험복

항목

표준 0.0 표준 0.5 표준 1.0 표준 1.5
F값

M S.D M S.D M S.D M S.D

정립시 

착용감

네크둘레(목부위) 3.80 0.862 3.87 0.516 3.80 0.561 3.80 1.014 0.028

어깨부위 3.67 0.976 3.07 1.335 3.60 0.910 3.53 0.915 1.010

앞품부위 3.73 0.884 3.60 0.632 3.40 0.910 3.07 0.961 1.720*

등품부위 3.60 0.737 3.33 0.617 3.67 0.617 3.53 0.640 0.726

가슴부위 3.73 0.799 3.27 0.458 3.60 0.507 3.20 0.941 1.998

허리둘레(배)부위 4.07 0.799 3.67 0.976 3.93 1.033 3.73 0.961 0.565

진동부위 3.53 0.915 3.00 1.069 3.27 1.163 3.27 0.884 0.691

소매통부위 3.73 0.594 3.53 0.834 3.60 0.986 3.60 0.828 0.156

앞길 3.80 0.941 3.67 0.816 4.07 0.961 4.07 0.704 0.808

동작시

착용감

가볍게 걸을 때 3.93 0.799 3.80 0.775 4.00 0.535 3.80 0.775 0.283

팔을 앞으로 45˚ 들었을 때 3.80 0.561 3.40 0.507 3.73 0.594 3.47 0.743 1.566

팔을 앞으로 90˚ 들었을 때 2.80 0.862 2.40 0.507 3.00 0.655 2.93 0.799 2.097

팔을 옆으로 45˚ 들었을 때 3.40 0.737 3.27 0.799 3.53 0.743 3.20 1.146 0.430

팔을 옆으로 90˚ 들었을 때 2.60 1.121 2.07 0.799 2.20 0.941 2.14 1.099 0.852

팔을 최대한 들었을 때 2.13 0.990 1.87 0.990 2.20 0.941 1.73 0.884 0.728

허리를 45˚ 굽혔을 때 3.00 1.000 2.80 0.775 3.20 0.941 3.00 1.000 0.459

의자에 앉았을 때 3.40 0.828 3.40 0.507 3.47 0.834 3.53 0.990 0.093

동작시

부위별

착용감

네크둘레(목부위) 3.87 0.915 3.67 0.724 3.60 0.737 3.47 1.060 0.550

어깨부위 3.40 0.986 3.00 1.069 3.47 0.915 3.07 1.223 0.739

앞품부위 3.40 0.828 3.00 0.378 3.27 0.884 3.13 1.125 0.618

등품부위 3.40 0.828 3.27 0.594 3.13 0.743 3.40 1.056 0.362

가슴둘레부위 3.60 0.828 3.47 0.516 3.40 0.828 3.20 1.146 0.565

허리둘레(배)부위 4.00 0.845 4.00 0.655 3.87 0.915 3.87 0.834 0.133

소매통부위 3.53 0.834 3.07 0.799 3.73 0.704 3.53 0.640 2.145

앞길 3.67 0.900 3.60 0.737 3.80 0.941 3.73 0.884 0.147

평균 3.50 3.24 3.46 3.32 -

주) 1점: 매우 불편하다, 2점: 불편하다, 3점: 보통이다, 4점: 편하다, 5점: 매우 편하다.
*p<0.05, **p<0.01, ***p<0.001.

선 절개 분량이 동작성에 미치는 결과는〈표 5〉와 같

다. 표에서와 같이 전체적인 동작성 평가 결과, 허리

선을 절개하지 않은 실험복의 평균이 3.50점으로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허리선을 

1.0cm 벌린 실험복이 평균 3.46점, 허리선을 1.5cm 벌
린 실험복이 평균 3.32점, 허리선을 0.5cm 벌린 실험

복이 평균 3.2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립시의 착용감에서는 허리선을 절개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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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0.0 실험복이 ‘어깨부위’, ‘앞품부위’, ‘가슴부

위’, ‘허리둘레부위’, ‘진동부위’, ‘소매통부위’ 등 6개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네크둘레’ 착용

감에서는 허리선을 0.5cm 벌린 실험복이, ‘등품부위’
와 ‘앞길’에서는 허리선을 1.0cm 벌린 실험복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 길’ 항목에

서는 허리선을 1.0cm와 1.5cm 벌린 실험복이 가장 높

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작시  착용감에서는 허리선을 1.0cm 벌린 실험

복이 ‘가볍게 걸을 때’, ‘팔을 앞으로 90˚ 들었을 때’, 
‘팔을 옆으로 45˚ 들었을 때’, ‘팔을 최대한 들었을 

때’, ‘허리를 45˚ 굽혔을 때’ 등 5개 항목에서 가장 높

은 점수를 얻었다. ‘팔을 앞으로 45˚ 들었을 때’와 ‘팔
을 옆으로 90˚ 들었을 때’ 항목에서는 허리선을 벌리

지 않은 실험복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의자

에 앉았을 때’ 항목에서는 허리선을 1.5cm 벌린 실험

복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동작시 부위별 착용감에서는 ‘네크둘레’, ‘앞품부

위’, ‘등품부위’, ‘가슴부위’, ‘허리둘레부위’ 항목에

서는 허리선을 벌리지 않은 실험복이 가장 높은 점수

를 얻었다. ‘어깨부위’, ‘소매통부위’, ‘앞 길’ 항목에

서는 허리선을 1.0cm 벌린 실험복이 가장 높은 점수

를 얻었으며, ‘등품부위’에서는 허리선을 1.5cm 벌린 

실험복이 허리선을 벌리지 않은 실험복과 동일하게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작시 부

위별 착용감은 정립시 착용감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

냈다. 
동작성 평가에서 유의차가 나타난 항목을 살펴보

면, 정립시 착용감에서 ‘앞품부위’ 항목만 유의차가 

나타났으며, 동작시 착용감과 동작시 부위별 착용감

에서는 유의차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품부위’ 항목의 유의한 정도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허리선의 절개 분량이 재킷의 외관에는 유

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외관과 달리 동작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대 표준체형의 남성복 재킷 패턴 설

계 시 허리선의 절개 분량이 외관과 기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허리선의 절개 분량이 남성복 재킷 

패턴 설계 시 꼭 필요한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대 남성복 표준체형의 캐주얼 재킷 원형 

패턴을 제도하기 위하여 교육용 원형과 업체용 원형

을 수집하여 외관평가와 동작성 평가를 실시하여 최

종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실험복 원형으로 선정한 재

킷 패턴 제도법은 다음과 같다. 둘레항목으로 가슴둘

레 여유분은 B(가슴둘레)/2+11cm이며, 너비항목인 겨

드랑뒤벽사이길이는 B/6+6cm, 겨드랑앞벽사이길이는 

B/6+5cm, 뒤목너비는 B/12+1cm, 앞목너비는 뒤목너

비+1.3cm이다. 길이항목으로 재킷길이는 디자인 적

인 요소에 해당하며, 허리둘레선 위치 또한 등길이를 

사용하였다. 소매산높이는 A.H/3, 소매길이는 신체치

수+1.5cm로 정하였다.
둘째, 허리선 절개 분량이 표준체형의 재킷의 외

관과 동작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허리

선 절개 분량을 각각 0.0cm, 0.5cm, 1.0cm, 1.5cm의 4
단계로 나누어 착의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먼저, 외관평가 결과, 전면, 측면, 후면으로 구분

하여 평가하였을 때, 허리선을 절개하지 않은 실험복

이 대부분의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또한 대부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작성 평가 결과, 허리선을 절개하지 않은 실험복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그 다음은 허리선 절개 

분량은 1.0cm 벌린 실험복, 허리선 절개 분량이 1.5cm
인 실험복, 허리선 절개 분량 1.0cm인 실험복 순으로 

나타났다. 동작성 평가에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20대 표준체형의 재킷 패턴 

설계 시에 허리선의 절개 분량은 외관평가와 동작성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은 실험복이 모두 허

리선을 절개하지 않은 0.0cm 실험복인 것을 알 수 있

었다. 즉, 표준체형은 재킷 패턴 설계 시 허리선을 절

개하여 벌려주는 단계는 생략하는 것이 외관과 동작

성에서 더 우수한 재킷을 제작한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본 연구는 20대 표준체형의 남성복 재킷 패턴 설

계 시 적절한 허리선 절개 분량을 과학적으로 규명하

고 제시하여 패턴 설계에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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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대의 표준체형만을 대상으로 연구의 

대상을 제한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중년 남성

과 노년 남성 등의 다양한 연령층의 재킷 패턴 설계

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후속 연구로는 허리선의 절개 분량이 높아

질수록 옆목점에서 허리선까지의 길이가 증가하는

데, 이러한 증가량은 큰삼각체형에 알맞을 것으로 사

료됨으로 표준체형과 비교하여 큰삼각체형에서는 허

리선의 절개 분량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중년 

남성과 노년 남성 등 다양한 연령과 체형에서의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강여선 (2004). “남성복 재킷의 선호 여유량과 맞음새

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명옥 (2006). “신축성 직물 재킷의 안감패턴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정 (2005). “남성 캐주얼 재킷 원형 개발에 관한 

연구 -25～34세 남성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5). 제5차 한국인 인체치

수조사 자료; 직접측정에 의한 인체치수 통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이은진, 김인숙 (2003). “남성 재킷 원형 제도법 연

구.” 한국의류학회지 27권 8호.
정재은 (2000). “남성의 체형별 재킷 길 원형(block) 연

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채수한 (2008년 9월 22일). “남성소비자를 잡아라.” 어

패럴뉴스.
황연희 (2006). “남성 영 캐주얼시장 포문 열리나?.” 

패션채널 2006년 11월호 

황은경, 김인숙 (2004). “20대 남성 체형 특성에 따른 

원형 개발연구.” 복식문화연구 12권 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