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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fur has emerged as one of fashion staples. there has been a rising interest in fur 

industry.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o estimate the amount of raw materials 

consumed at the production of fur clothes, and the scope of the study was limited to mink 

clothes. For an empirical study, in addition, Koreans’ favorable mink design was chosen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sales of fur clothes, and its consumption was estimated. The 

consumption of mink clothes depends on the special feature of natural resources such as 

place of origin, gender and variety. Therefore the method of consumption for mink clothes 

is inevitably different from it of fiber clothes. Considering the procedure of mink clothe's 

production as collect same kind of a fur and process though pattern placement, first is 

outfut work for consumption. At estimation of the consumption of mink clothes, the number 

of minks was counted by matching the area of mink skin with that of the mink cloth 

patterns. Then, the usable area of the patterns was calculated after splitting them into 

diverse figures such as triangle, quadrangle and trapezoid. If we divide area by using the 

similar in shape of pattern and calculate, We can find high efficiency by reducing extra 

space. Specially we can expect more efficient work system when we use computers for  

efficient division of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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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섬유의류 제작에서 마킹은 각 사이즈별로 그

레이딩한 패턴을 원단폭, 원단결방향, 마커벌수

와 사이즈, 무늬 조건등에 따라 원단 손실을 최

소화 하도록 패턴을 효율적으로 배열한 작업이

다(조영아, 1996). 모피의류 제작의 경우 마킹(패

턴의 배치)은 동물의 원피를 가공하여 원단화 한 

뒤 패턴을 배치할 수 있다. 하지만 모피의류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종류, 사이즈, 털의 

볼륨, 컬러등 원피의 품질이 동일한 것을 모아 1

벌의 모피의류를 제작하여야 의류 완성 시 털이 

고르고 통일감이 있어 봉제선의 이음새가 자연

스럽기 때문에 원피를 가공하기 전에 동일한 품

질의 원피를 의류제작에 소모되는 양 만큼 선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선별된 원피는 가공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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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원단화한 뒤 섬유의류 제품처럼 패턴을 배

치한다. 그러므로 모피의류 제작에 있어 원피의 

소모량 산출은 요척을 계산하는 가장 중요한 작

업이며 섬유의류 제품과 모피의류의 요척 계산 

방식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

다. 모피의 소모량은 모피의류 패턴을 도형으로 

분할하여 산출하는데, 평면패턴이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삼각형, 사각형, 사다리꼴 등의 도형으

로 패턴을 조각낸 뒤 면적을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면적의 값은 원피의 면적과 대응하여 원

피의 마릿수로 산출하며, 소모량 감소는 생산원

가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이미숙 외(2006)의 

연구에서는 의류 원자재의 효율적인 활용은 원

단 소모량을 감소시켜 생산비용 및 제품 가격의 

절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생산 의류 업체는 

물론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모두에게 큰 영향

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고가의 수입 원자

재에 의존하고 있는 모피의 효율적인 소모량 계

산은 생산원가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기에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모피의 효율적인 소모량 계산은 도형의 분할

을 패턴과 가장 동일하게 하여 분할면을 계산 

했을 때 가장 정확한 소모량 계산이 될 수 있으

며, 정확하고 신속한 계산을 위하여 CAD시스템

을 이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계산될 수 있다.

국내 모피패션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모피 스타일이나 실루엣 등의 디자인 측면(박주

영, 박혜원: 2002, 임주희: 2008, 김선영: 2009,이

유형: 2009, 서동민: 2013)과 모피의류의 구매행

동 (오선숙: 1995, 김정무: 2000, 김진경: 2005,

김지영: 2010) 및 모피산업(정성혜: 1994, 김혜

경: 1998), 모피소재의 봉재방법(김정하, 권수애:

2008)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특별히 모피의 

소모량 산출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모피회사에서 산출하는 모피

의류의 소모량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효율적인 소모량 산출을 위해 CAD시스템을 이

용하여 패턴의 도형을 세가지 방법으로 분할하

여 효율성을 비교해 보았다.

Ⅱ. 이론적 배경

모피의류는 여러 동물로부터 얻어지게 되므

로 종류에 따라 품질도 다양하다. 본 연구의 범

위는 모피의류에 사용되는 모피가 130여종에 이

르기 때문에 특히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밍크로 

제한하여 연구하였다.

1. 밍크 소재의 사이즈 

밍크는 족제비과(Mustelidae)에 속하는 짐승으

로 밍크의류는 여성용의 고급 외투 등에 쓰이고 

있다. 밍크는 색깔이 우아할 뿐만 아니라 털의 

양이 풍부하고 탄력이나 촉감이 좋아 모피의류

의 대명사가 되었다. 털 색상은 브라운 계통으

로 아주 엷은 갈색으로부터 거의 흑색에 가까운 

갈색까지이나(한국사전연구사. 1997), 현대에 와

서 인공 교배에 따라 품질개량과 색상개발로 40

여종의 색상이 품종 개발되어 모피 산업의 발달

을 촉진시키게 되었다. 밍크는 다른 모피스킨과

는 달리 암/수가 구분되어 사용되며, 그에 따라 

품질과 가격이 상이하다. 또한 원산지의 기후 

및 교배, 품질 개량(breeding) 조건에 따라 품질

이 좌우되며 털의 장모와 단모의 밀도, 길이, 색

상, 감촉, 탄력성 등의 구성 배열에 의해 좌우된

다(제니모피.2014)

<그림1> 밍크의 암,수 크기
(출처: http://www.sagafurs.com)

밍크의 암컷(female)과 수컷(male)의 선정에 

있어 ‘휘메일밍크’로 암컷이 더 고가로 생각되

지만 실질적으로 차이는 없다. <그림 1>과 같이 

밍크의 수컷은 면적이 크고 넓은 반면, 암컷은 

작고 좁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같은 면적의 제

품을 만들 경우 수컷은 암컷으로 만든 모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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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
------------------------→ 40~2(male)

1~5(female) ----------------------→

SIZE 40 30 00 0 1 2 3 4 5

단위(cm) ▲95 ▲89 ▲83 ▲77 ▲71 ▲65 ▲59 ▲53 ▲47

(출처: http://www.sagafurs.com)

<표 1> 밍크의 사이즈

비해 소모량이 덜 들어간다. 밍크의 소모량이 

조금 들어가면 그만큼 원자재 가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스킨의 암컷/수컷 차이는 특성의 차이로 수컷

은 사이즈가 크고, 털이 길고 볼륨이 크기 때문

에 스킨이 두꺼워 무게감이 있으며, 그에 비해 

암컷은 사이즈가 작고, 털이 짧고 볼륨이 작아 

가볍다. 이러한 특성이 있어서 같은 밍크 제품을 

만들면 수컷의 경우 스킨의 요척이 덜 들어가고,

제품의 털의 볼륨감이 크지만 의류제품의 무게

가 무거우며 암컷의 경우 스킨의 요척이 많이 

들어가며, 제품의 털의 길이가 짧아 털의 볼륨감

은 작지만 가벼운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코트와 

같이 길이가 긴 제품은 암컷스킨을 주로 쓰며,

길이가 짧은 디자인은 수컷 스킨을 주로 쓴다.

이렇게 암컷, 수컷 등 밍크의 사이즈에 따라 

사용매수가 달라지며, 마릿수에 따른 가공비등도 

달라지므로 원가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 요

인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밍크 구입 시 밍크의 

사이즈를 유념하여 구입하여야 한다. 밍크의 사

이즈는 <표 1>과 같이 분류되며 길이 47cm~95cm

까지 다양하게 선별되어 나누어진다. 밍크의 제

일 큰사이즈부터  포제로사이즈(40), 트리플제로

사이즈(30), 더블제로사이즈(00), 제로사이즈(0),

원사이즈(1), 투 사이즈(2), 쓰리 사이즈(3), 포 사

이즈(4), 파이브 사이즈(5) 로 점점 작아진다. 이 

중 제일 큰 사이즈 포제로사이즈(40)부터 투사이

즈(2)까지는 수컷에 속하며 면적이 크다. 제일 작

은 사이즈 파이브 사이즈(5)부터 원사이즈(1) 까

지는 암컷에 속하며 면적이 작다.

밍크의 면적은 밍크의 종류, 원산지, 성별, 가

공 방법 등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는 있지만 <표 

2>와 같이 일반적인 모피의 부위별 너비가 있어 

면적을 예측할 수 있다. 옥션을 통해 밍크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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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 원피 (길이 36 inches) 밍크의 면적 (길이 36 inches)

(앞) (뒤) Male Female

(출처: http://www.sagafurs.com)

<표 2> 밍크의 부위별 너비

매하게 되면 가공되지 않은 원피(Raw skin)의 형

태 <표 2>로 수입이 되며 밍크의 너비는 밍크의 

사이즈에 따라 달라진다. <표 2>의 밍크는 길이 

36 inches (91.5cm)를 예로 밍크 몸통의 너비를 머

리부터 다리까지 부위별로 표시한 것이다.

원피의 형태로 수입되어진 밍크는 모피의 1

차 가공(skin가공)공정에서 펼쳐주며, 밍크의 가

용면적은 <표 3>과 같이 머리, 팔, 다리, 꼬리 

등을 잘라낸 사다리꼴의 면적이 밍크의류 제작

시 가용면적에 속한다. 밍크는 사이즈에 따른 

가용면적이 모두  틀리므로 밍크 구입 시 사이

즈를 고려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이렇게 밍크는 가공을 거친 뒤 펼쳐져 실제 가

용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모피 구입 시 전문가들

이 적용하는 일반적인 밍크의 면적사이즈가 있으

며, 옥션에서 밍크 원피 구매시 시즌 전체 소모량

에 따른 요척을 산출하여 밍크의 양을 구매 할 

수 있다. 밍크의 일반적인 면적은 포제로사이즈

(40)의 경우 230~240inch², 트리플제로사이즈(30)

의 경우 210~220inch², 더블제로사이즈(00)의 경우 

190~200inch², 제로사이즈(0)의 경우 170~180inch²,

원사이즈(1)의 경우 150~160inch², 투 사이즈(2)의  

경우 130~140inch², 쓰리 사이즈(3)의 경우 

110~120inch², 포 사이즈(4)의 경우 90~100inch²,

파이브 사이즈(5)의 경우 80inch² 정도이며, 아직 

모피 업체에서는 inch단위를 많이 쓰기 때문에 면

적 또한 inch²로 계산하여 표기한다.

2. 밍크소재의 소모량(요척) 계산방법

섬유(의류)제품은 생산공정 중 제품기획에 

의해 디자인이 결정되면 패턴 완성 후 마킹을 

통해 요척을 산출한 뒤 원단을 발주한다. 모피

제품의 경우 제품기획에 의해 디자인이 결정

되면 디자인에 따른 모피의 소모량이 계산되

어져야 하며, 그 양을 기준으로 모피의 원피를 

구매할 수 있다. 이 과정 중 의류제품의 마킹

은 펼쳐진 원단의 형태를 기준으로 패턴을 배

치하여 최적의 요척을 산출하지만, 모피의 경

우 같은 품질의 원피를 선별하여 가공과정을 

거쳐야 섬유원단과 같이 펼쳐진 상태가 되므

로 우선 디자인에 맞는 같은 종류의 모피를 



- 181 -

181밍크 모피 제품의 소모량(consumption)산출에 관한 연구

밍크 원피 펼진 상태 절단면 가용면적

수입된 원피 상태로 밍
크의 모양 그대로이다.

모피의 1차 가공(Skin 가공)

시 펼쳐줌
머리,팔,다리,꼬리 부분은 밍
크의류제작시사용할 수 없
는 부위

사용할 수 없는 부위를 잘
라내면 사다리꼴의 가용 
면적이 나온다.

<표 3> 밍크원피의 가용 면적

부위 치수(cm)

가슴둘레 96

등길이 38

소매길이 23

<그림 2> 상의 원형과 소매
(출처 : 산업패턴설계 여성복1.나미향 외.2000)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평면 패턴상에서 소모량이 산출되

면 모피의 2차 가공(제작공정)의 선별과정에서 

털의 방향, 볼륨등을 고려하여 디자인에 맞는 

모피를 선별하며, 선별된 모피는 성형과정을 통

해 넓게 펼쳐진다. 성형과정에서 렛아웃이나, 렛

인으로 조각낸 뒤 봉제하면 모피의 원피가 섬유

(의류)원단과 같이 패턴에 맞추어 마킹을 할 수 

있도록 크게 펼쳐진 상태가 된다. 이와 같이 모

피는 동물의 형태인 로스킨 형태로 수입되어지

므로 의류로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소모량을 

면적으로 계산할 수 밖에 없다.

밍크의 소모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밍크의 

면적과 매칭하기 위한 평면패턴의 면적 계산 방

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 평면패턴의 면적을 계

산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간단한 원형 패

턴을 이용하였으며, 면적 계산을 위한 방법적인 

부분을 제시하기 위함이므로 산업패턴이 아닌 

간단한 제도용 패턴을 사용하였다.

패턴의 제도는 산업패턴설계(2000)의 상의 원

형과 소매 패턴을 참고로 55사이즈로 제도 하였

으며, 세부 치수는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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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 Back Sleeve

①삼각형의 면적:3.91inch²

②삼각형의 면적:4.03inch²

③삼각형의 면적:1.2inch²

④사각형의 면적:34.7inch²

⑤사각형의 면적:60.1inch²

⑥삼각형의 면적:2.9inch²

⑦사각형의 면적:19.6inch²

⑧삼각형의 면적:1.4inch²

⑨삼각형의 면적:4.8inch²

⑩삼각형의 면적:2.3inch²

⑪삼각형의 면적:3inch²

⑫사각형의 면적:41.7inch²

⑬사각형의 면적:58.4inch²

⑭사각형의 면적:15.1inch²

⑮삼각형의 면적:39.8inch²

⑯사각형의 면적:44inch²

<표 4> 원형 패턴 면적 계산

이렇게 제도된 패턴을 삼각형, 사각형, 사다

리꼴등의 도형으로 분할하여 각 도형의 면적을 

계산한 뒤 합산하면 패턴 전체의 면적을 알 수 

있다.

<표 4>는 <그림 2>의 원형을 도형으로 조각

낸 뒤 계산한 결과이다. 모피 업체에서는 주로 

인치를 기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패턴의 수치

를 모두 인치로 변환하여 계산하였으며 면적 또

한 제곱인치로 표시하였다. <표 4>와 같이 곡선

면과 사선면을 삼각형으로 나누어 주며, 수직수

평으로 연결하여 사각형 및 사다리꼴의 도형으

로 분할 할 수 있다. 이렇게 분할하여 계산한 면

적은 제품에 사용될 밍크 사이즈의 면적과 매칭

할 수 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밍크의 소모량

(요척)이 산출된다. 사용될 밍크의 1마리당 면적

과 패턴의 소모량을 매칭하면 밍크가 몇 마리 

사용될 지 계산되어지므로 총 소요되는 밍크의 

마릿수로 요척은 표기한다.

Ⅲ. 연구방법 및 내용

이론적 배경에서는 생산 단가를 줄이는데 가

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밍크원피의 최적의 소모

량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

구에서는 소모량 산출을 위한 패턴의 면적 계산

이 면적분할의 조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조건을 달리하여 차이를 비교해 보았으며, 비교/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소모량 산출 방식을 제안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밍크 아이템 중 가장 대

중적인 하프코트 디자인을 선정하여 그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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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 치수(inch)

코트길이 32

어깨너비 15.5

가슴둘레 41

엉덩이둘레 48

밑단둘레 50.5

소매길이 23

소매통 16

<그림 3> 선정된 밍크 디자인과 필요치수

<그림 4> 도식화에 따른 밍크디자인 패턴

을 분석하였다. 또한 밍크코트의 패턴 제도 및 

소모량 계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유카(Yuka)CAD

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업하였다.

1. 밍크 디자인선정 및 패턴

밍크 소모량의 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한 밍크

디자인 선정은 밍크의류를 생산하는 A업체의 

하프코트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였다. 디자인 선

정을 위해 선행연구를 보면 임주희(2008)의 연

구에서 모피재킷의 경우는 24~30인치, 반코트는 

32~36인치, 롱코트는 44~50인치의 총장을 가지

며 단아한 H라인 스타일과 여성스러운 A라인 

스타일이 주로 생산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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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의 연구에서는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모피 형태는 검은색의 하프코트와 재킷으로 H

라인, 나치라인칼라 (notch collar), 푸쉬 업 소매 

(push-up sleeve)를 가진 입기에 부담 없고 무난

한 스타일의 선택이 높다고 분석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모피업

체의 인기 아이템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선정하

였으며, 종합하면 32인치 길이의 여성스러운 A

라인 하프 코트, 라운드 칼라, 푸쉬업 소매의 디

자인으로 <그림 3>과 같다.

밍크코트의 소모량을 알아보기 위한 패턴의 

세부 사항은 <그림 4>와 같으며, 55사이즈 패턴

을 기본으로 하였다. <그림 4>의 패턴이 업체에

서 사용하는 밍크코트의 산업패턴이며 섬유의류

와는 다르게 시접이 없는 완성패턴을 사용한다.

밍크스킨의 경우 높은 원피의 가격과 봉제부분

이 겉에서 보이지 않아야 하는 원자재의 특성상 

봉제시 2mm내외의 시접으로 봉제되는 특수미싱

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밍크의류의 패턴은 특별

히 시접 분량을 패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 패턴 분할방법에 따른 소모량 계산 방법

본 연구에서는 밍크코트 제작시 필요한 최적

의 소모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평면패턴의 면적

계산 방식을 달리하여 소모량과 효율성을 알아

보았다. 면적 계산을 위한 패턴분할 방법의 경

우 첫째, 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

로 패턴을 삼각형, 사각형, 사다리꼴 등의 도형

으로 분할하여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두번

째 방법은 평면을 빈틈없이 매울 수 있는 정삼

각형 모양을 이용하여 배경을 만든 뒤 패턴에 

포함되는 삼각형의 개수를 세어 면적을 계산하

였다. 세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의 정삼각형 

크기를 달리하여 패턴에 포함되는 삼각형의 개

수를 세어 면적으로 계산하였다. 정삼각형 배경

의 경우 컴퓨터상에서 일정하게 정삼각형을 붙

여서 만들어 주었으며, 밍크패턴을 그 위에 배

치하여 패턴 내부에 포함되는 삼각형의 개수를 

세어서 면적을 계산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분석 

1. 패턴 분할 방식에 따른 소모량 계산

밍크스킨 사이즈의 경우 밍크 의류 제작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이즈가 수컷은 트리플

제로사이즈(30), 더블제로사이즈(00)이고, 암컷의 

경우 투 사이즈(2), 쓰리 사이즈(3)가 사용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 하프코트에 가장 많이 사용

되는 투 사이즈(2)를 선택하였다.

위의 사이즈가 주로 사용되는 이유는 한국인

의 체형에 맞는 밍크의류 제작 시 요척의 효율

성이 가장 좋은 사이즈이며, 또한 위 사이즈의 

밍크특성이 선호되기 때문이다.

패턴의 면적분할 방법을 비교한 결과는 <그

림 5>와 같다.

다음으로 면적 계산에 따른 밍크의 소모량을 

비교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소모량의 계산은 밍크패턴의 모양과 정확히 

같으면 요척의 효율성이 커지므로 밍크패턴의 

모양과 가장 흡사하게 신속히 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면 작업에 있어서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림 5>에서 (방법 1)을 보면 모피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패턴의 도형 분할 방법으

로, 삼각형, 사각형, 사다리꼴등의 면적으로 나

누어 도형의 면적을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하면 

총 면적이 나온다. 조각된 부분을 살펴보면 front

의 ②와 ③의 사각형 , back의 ⑤의 사각형처럼 

곡선과 사선부분의 분할면에 포함되는 분량을 

남는 분량과 함께 가감하여 도형을 크게 잡았

다. collar의 경우는 제일 긴 바깥쪽 외곽 면의 

길이를 측정하여 사각형모양으로 도형을 변형

한 뒤 면적을 계산하였다. (방법 2)를 보면 평면

의 배경을 정삼각형으로 채운 뒤 그 위에 평면

패턴을 놓고 패턴 안에 들어간 삼각형의 개수로 

면적을 계산하였다. 이때 삼각형 1개의 면적은 

8.12inch²이다. (방법 3)을 보면 (방법 2)와 같은 

방법이나, 삼각형 1개의 면적이 0.84inch²로 삼

각형을 더욱 세분화하여 면적을 계산한 것이다.

(방법 1)에서 각각의 면적의 합을 계산해보면,

front 2장은 917.8inch², back 2장은 686.1inch²,

sleeve 2장 과 cuffs 4장은 699inch², collar 2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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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의 도형 분할 방법

방법 1)

일반적인 면적 분할 방법으로 
패턴을 삼각형, 사각형,

사다리꼴의 모양으로 분할한 뒤 
각각의 면적을 계산하여 

합한다.

방법 2)

배경의 삼각형 1개의 면적이 
8.12inch²인 경우 - 삼각형의 
개수 합계가 총면적이 된다

방법 3)

배경의 삼각형 1개의 면적이 
0.84inch²인 경우 - 삼각형의 
개수 합계가 총면적이 된다

<그림 5> 도형분할 방법에 따른 면적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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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분할방법 총 면적 (단위: inch²)
밍크의 소모량 (단위: 마리)

투 사이즈(2): 140 inch²기준

방법 1)

패턴을 삼각형, 사각형, 사다리꼴의 
모양으로 분할한 뒤 각각의 면적을 

계산하여 합한다.

몸판 1603.9 11.5

소매 699 5

칼라 288.6 2.1

합계 18.6

방법 2)

배경의 삼각형 1개의 면적이 
8.11inch²인 경우 - 삼각형의 개수 

합계가 총면적이 된다

몸판 1664.7 11.9

소매 812 5.8

칼라 324.8 2.4

합계 20.1

방법 3)

배경의 삼각형 1개의 면적이 
0.84inch²인 경우 - 삼각형의 개수 

합계가 총면적이 된다

몸판 1574 11.3

소매 698.8 5

칼라 257.8 1.9

합계 18.2

<표 5> 도형분할 방법에 따른 밍크의 소모량

288.6inch²이다. 이렇게 계산된 면적합계를 밍크 

투사이즈(2)의 면적과 대응시키면 밍크의 마릿

수(소모량)를 알 수 있다. (방법 2)를 보면 삼각

형 1개의 면적이 8.12inch²이며, 평면패턴을 삼

각형의 패턴 위에 배치한 뒤 내부에 들어가는 

삼각형을 세어볼 수 있다. front 패턴에 포함되

어지는 삼각형 116개를 삼각형  1개의 면적수치

와 곱하면 앞판패턴의 면적이 나온다. 그러므로 

front는 삼각형 116개로 면적이 942inch²이며, 동

일한 방법으로 패턴의 back은 삼각형 89개로 면

적이 722.7inch²이다. sleeve 와 cuffs는 삼각형이 

50개로 면적이 812inch²이며, collar는 삼각형이

40개로 면적은 324.8inch² 이다.

(방법 3)을 보면 (방법 2)와 동일한 방법이지

만 삼각형을 더 작게 하여 패턴을 만들었다. (방

법 3)의 삼각형 1개의 면적은 0.84inch²이며, 평

면패턴을 삼각형의 패턴위에 배치한 뒤 내부에 

들어가는 삼각형을 세어 면적을 계산하였다. 패

턴 front의 삼각형은 1072개로 면적이 900.4inch²

이며, back의 삼각형은 802개로 면적이 

673.6inch²이다. sleeve와 cuffs는 삼각형이 832개

로 면적이698.8inch²이며, collar는 삼각형이 307

개로 면적은 257.8inch²이다.

이렇게 계산된 면적과 밍크 투 사이즈(2)의  

면적 130inch²~140inch²를 매칭하면 (방법 1)의 

몸판은 면적이 1603.9 inch²이므로 밍크가 11.5

마리정도 소모되며, 소매는 면적이 699inch²이므

로 밍크가 5마리, 칼라는 면적이 288.6inch²이므

로 밍크가 2.1마리 소모된다. 같은 방법으로 

(방법 2)의 소모량을 보면, 패턴 앞판의 면적이 

942inch²이므로 밍크가 6.8마리 소모되며, 뒤판

의 면적은 722.7inch²이므로 밍크가 5.2마리 소

모된다. 소매의 면적은 812inch²이므로 밍크가 

5.8마리 소모되며, 칼라의 면적은 324.8inch²이므

로 밍크가 2.4마리 소모된다. (방법 3)의 소모량

은, 패턴 앞판의 면적이 900.4inch²이므로 밍크

가 6.5마리 소모되며, 뒤판의 면적은 673.6inch²

이므로 밍크가 4.9마리 소모된다. 소매의 면적은 

698.8inch²이므로 밍크가 5마리 소모되며, 칼라

의 면적은 257.8inch²이므로 밍크가 1.9마리 소

모된다. <표 5>

2. 패턴 분할 방식에 따른 밍크의 효율성 

동일한 패턴을 분할하는 방식을 달리하여 효

율성을 비교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방법 1)은 기존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모피의 

소모량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삼각형, 사각형, 사

다리꼴 등으로 분할하여 도형의 면적을 합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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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방법 2)는 평면을 채울 수 있는 정삼각

형모양의 패턴바탕에 패턴을 배치하여 패턴에 

포함되는 삼각형을 면적으로 계산한 방법이며,

(방법 3)은 (방법 2)와 같은 방법이지만 삼각형의 

사이즈를 다르게 하여 면적을 계산한 방법이다.

각 방법에 따른 밍크의 소모량을 비교해 보

면, (방법 1)의 경우 몸판 11.5마리, 소매 5마리,

칼라 2.1 마리 로 총 18.6마리가 소모됨을 알 수 

있다. (방법 2)의 경우 몸판 11.9마리, 소매 5.8마

리, 칼라 2.4마리가 소모되며 총 20.1마리가 소

모된다. (방법 3)의 경우 몸판 11.3마리, 소매 5

마리, 칼라 1.9마리로 총 18.2마리가 소모된다.

밍크 스킨의 면적은 투사이즈(2)로 140inch²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비교한 결과 삼각형의 배경

을 크게 한 경우(방법 2)는 기존에 사용하던 방

식 (방법 1)에 비하여 모피의 소모량이 더 많아 

효율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방법 3)

처럼 삼각형의 크기를 작게 하여 패턴에 포함되

는 삼각형의 면적을 합산 한 것은 오히려 (방법 

1)보다 모피의 소모량이 적어서 효율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삼각형이 큰 경우는 패턴의 외

곽으로 남는 공간이 많이 생겨 효율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삼각형의 면적이 적은 

경우 조밀하게 배치되어 남는 공간이 적어 효율

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삼각형의 면적을 더 작게 하여 배치

할 경우 패턴과 가장 비슷한 모양을 가져서 효

율성이 더 클 것이라 생각된다.

Ⅴ. 결 론   

섬유(의류)산업에서는 소모량(요척)을 산출하

기 위해 평평한 원단에 패턴을 배치하는 마킹이

라는 작업을 하지만, 모피의 경우 천연자원인 

동물의 형태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생산과정에

서 원단의 소모량을 산출하는 방식이 섬유(의

류)산업과는 크게 다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피의류 제작시 모피 소모량을 계산하는 방법

에 대해 알아보고, 최적의 소모량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소모량 산출하는 방식

을 달리하여 비교해 보았다.

밍크코트의 소모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일

반적으로 평면 패턴을 삼각형, 사각형, 사다리꼴 

등으로 패턴을 분할하여 면적을 계산한 뒤, 밍

크의 사이즈와 매치하여 밍크의 마릿수로 소모

량을 산출한다. 그러므로 평면 패턴의 분할 방

법을 3가지로 달리하여 효율성을 비교해 보았으

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밍크코트의 평면패턴을 분할하여 면적을 계

산하기 위한 (방법 1)은 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패턴분할 방법으로 삼각형, 사각형, 사

다리꼴등의 도형으로 분할하여 각각의 면적을 

합산한다. (방법 2)는 평면을 채울 수 있는 정삼

각형 도형으로 배경패턴을 만든 뒤 의류패턴을 

배치하여 패턴내부에 포함되는 삼각형을 합산

하여 면적을 계산하며, (방법 3)은 (방법 2)와 같

은 방법이나 패턴의 정삼각형을 크기를 달리하

여 면적을 계산하였다. 동일한 밍크코트 패턴을 

3가지 방법으로 면적을 계산한 결과 평면패턴을 

분할하는 삼각형의 크기를 작게 하여 합산한 

(방법 3)의 방법이 밍크원피의 효율성이 가장 

높았으며, (방법 2)와 같이 분할하는 삼각형의 

크기가 큰 것은 오히려 효율성이 낮았다.

결과적으로 삼각형이 큰 경우는 패턴의 외곽

으로 남는 공간이 많이 생겨 효율성이 낮게 나

타난 것으로 보이며, 삼각형의 면적이 적은 경우 

조밀하게 배치되어 남는 공간이 적어 효율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삼각형의 

면적을 더 작게 하여 배치할 경우 패턴과 가장 

비슷한 모양을 가져 남는 공간이 최소화 되므로 

효율성이 더 클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밖

에 밍크의 소모량은 정확한 패턴의 면적 뿐만 

아니라 밍크원피의 털의 방향과 볼륨, 컬러, 봉

제시 이음세의 맞음 부분등 현장에서의 변수등

을 고려하여 계산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또한 섬유 의류의 경우 패턴제도, 그레이딩,

마킹, 요척산출이 캐드를 이용하여 작업의 연계

성이 있지만 모피의 경우 패턴제도, 소모량 계산

이 특정 전문가에 의해 작업이 되어 시스템화가 

잘 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패턴제도와 함께 

모피원피의 소모량 계산 또한 섬유의류와 같이 

캐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체계화 한다면 더 정확

하고 효과적으로 소모량을 산출하여 작업시스템

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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