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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복 재킷 패턴 설계 시 허리선 절개분량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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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cutting amount at the waistline on the jacket appearance eval-
uation and movement functionality, and to suggest a proper waistline cutting amount when designing the men's casual
jacket for those in their 30's. The researchers prepared 4 kinds of experimental jackets varying the waistline cutting
amount: 0.0cm, 0.5cm, 1.0cm, and 1.5c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Regarding the front view appearance,
the jacket with the 0.5cm cutting amount achieved the highest score (6 out of 9). On the side view and the back view,
there was no meaningful difference. However, the jacket with 0.5cm cutting amount achieved the highest score (4 out of
5). On the other hand, on the movement functionality, there was small statistical difference; the 1.5cm experimental jacket
received the highest score in the most areas. This is resulted because if the cutting amount was increased, equally with
the V-zone area which gives room for movements. This result showed the difference from the previous research of men
in their 20’s,where 0.0cm achieved the highest test score for both appearance and movement functionalit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using the 0.5cm and 1.5cm for the waistline cutting amount; for the jacket appearance 0.5cm is the best
while the 1.5cm is better for the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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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남성복 정장은 초기의 개인 맞춤용 양복점에서 출발하여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국내의 산업발전과 함께 많

은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21세기 이후에 이르러, 남성복 시장

은 남성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꾸준한 성장을 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되는 중요한 시장

이다. 더불어 남성 소비자들이 도시적이고 세련된 멋을 추구하

며 패션 감각이 상승하면서 가치 있는 의류제품을 구매하려는

의식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남성 소비자의 패션지향에 따라 이

들의 패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시장이 요구되고 있다(“Catch male consumers”, 2008). 또한

다양함에 대한 남성복 디자인의 욕구는 상품 개발 시 여성복

못지않게 발 빠른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Young casual

market”, 2006). 이로 인해 교육 현장과 의류 산업 현장에서는

여성복 패턴과 더불어 다양하게 응용 가능하고, 소비자의 체형

에 적합하면서, 사용하기 편한 남성복 패턴에 대한 연구가 요

구되고 있다.

재킷은 일반적으로 셔츠 위에 입는 상의의 총칭으로 바지와

같은 원단으로 제작되거나 혹은 바지와 다른 원단으로 제작되

기도 한다. 고부가가치 상품인 재킷은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20

대와 더불어 사회활동이 활발한 30대 남성에게 필수적인 아이

템 중의 하나이다. 남성복 재킷의 설계는 그 제도법이 까다롭

고 복잡하여 1단계, 2단계, 3단계 등의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

으며 단계에 따라서는 허리둘레선이나 가슴둘레선을 절개하여

옆선 쪽은 벌리지 않고 앞중심 쪽을 벌려서 제도하는 제도법을

제시하고 있다(Kwak & Suh, 2008; Nam &　Lee, 2005).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재킷 패턴 제도 시 허리선 절개분량이

필요한지를 검증한 선행연구(Kim et al., 2009)를 보면 허리

절개선을 0.5cm씩 벌려줄 때마다 앞목너비가 1cm씩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대 남성을 위한 재킷 제작에는 허리선

절개분량을 벌리지 않는 것이 외관평가와 동작평가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 허리선 절개분량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30대 남성의 체형은 20대와는 달리 복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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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둘레항목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로 인하여 남성 소비자의

신사복 정장 맞음새 만족도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20대는 만족

하는 비율이 높은데 반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만족하는 비율

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Ahn, 2001). 이는 대부분의 남성

복 제조업체의 마스터 패턴 설계 시 기준으로 삼는 이상체형이

20대 남성체형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회활동이 활

발한 30대 남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만족도가 높은 재킷 제도

법을 연구하기 위해 30대 남성체형에 재킷 패턴의 허리선 절

개분량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적절한 허리선 절개분량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남성복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남성복 패턴에 대한 연

구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hoi(2005)는

남성복의 인체와 의복과의 공간적 감각에 따른 실루엣 변화에

관한 연구를, Kim and Jo(2006)는 25~34세 남성을 대상으로

남성 캐주얼 재킷 원형 개발에 관한 연구를, Shim et

al.(2007)은 남성복 피티드 재킷 패턴설계를 위한 패턴비교분석

및 착의평가 연구를, Kim et al.(2012)은 브랜드 존과 버튼수

에 따른 남성복 슬림 핏 재킷의 사이즈와 재킷의 스타일에 따

른 패턴 설계 방법 실태조사를, Kim(2015)은 30대 남성 슬림

핏 재킷원형 패턴설계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자료 중

에서 3차원 직접측정 자료의 인체 치수 정보를 활용하여 30대

남성의 평균치수를 적용하여 재킷 패턴의 허리선 절개분량이

30대 남성복 재킷의 외관과 기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

로써, 30대 남성복 재킷설계에 적절한 허리선 절개분량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재킷 패턴 설계 시 허리선

을 절개하여 벌려주는 분량의 적절성에 대한 여부를 실험적으

로 검증하여 30대 남성복 재킷 패턴 설계 시에 실질적인 도움

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남성복 재킷 원형 선정 및 착의실험

1) 피험자 선정 

본 연구를 위한 피험자의 신체치수는 제6차 사이즈코리아 인

체치수조사 결과보고서의 3차원 직접측정 데이터를 기준으로

적용되었다. 30대 체형의 평균값 중에서 가슴둘레, 허리둘레 등

의 둘레항목에 우선순위를 두고 피험자를 선정하였으며, 피험

자의 신체치수는 다음의 Table 1과 같다(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0).

2) 실험복 원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허리선 절개분량이란 용어는 선행연

구(Kim et al., 2009)에서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Fig. 1과 같이 허리선 절개분량이란 패턴 설계 시 앞길 허리둘

레선을 절개하여 옆선의 허리둘레선은 고정하고 앞중심 쪽을

벌려 주는 분량으로 명명한다. 재킷 패턴 제작 시 연구자에 따

라 허리선을 절개하여 벌려주거나 가슴둘레선을 절개하여 벌려

주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Kim et al., 2009)

에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실험하여 비교하고자 허리둘레선을 절

개하여 앞중심 쪽을 벌려주었으며, Fig. 1에 허리선 절개분량을

1.5cm 벌려준 예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재킷의 제도법은 20대 남성 표준체형의 남

Table 1. Subjects body measurements       (unit: cm)

Body areas
Subjects 

Average size of men in 

their 30’s(n=203)

1 2 M

Biacromion length 44.0 43.5 43.6

Chest circumference 99.5 98.3 99.0

Waist circumference 84.0 83.5 83.7

Hip circumference 95.8 95.0 95.9

Back length 44.2 44.0 46.0

Arm length 58.2 58.4 57.7

Stature 173.4 173.0 171.4

Fig. 1. Example for the cutting amount of waistline. Kim et al.(2009),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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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캐주얼 재킷 패턴 설계 시 허리선 절개분량이 외관과 동작

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Kim et al., 2009)에서 도

출된 제도법을 이용하여 남성복 재킷 패턴을 설계하였다. 즉 선

행연구의 재킷 패턴 제작법을 기준으로 하여 30대 남성 평균

치수를 대입하여 기본패턴을 제작한 이후에 허리절개선 분량을

0.0cm, 0.5cm, 1.0cm, 1.5cm로 절개하여 총 4종류의 실험복

원형 패턴을 제도하였다. 30대 남성체형의 패턴 제도법은 Fig.

2와 같으며, 허리선 절개분량을 달리한 4종류 재킷 패턴의 중

합도는 Fig. 3과 같다.

3) 실험복 평가 

제작한 실험복은 외관평가와 동작평가로 나누어 착의평가를

실시하였다. 외관평가 평가항목은 선행연구(Kim et al., 2009)

를 참조하여 전면 9항목, 측면 2항목, 후면 3항목 총 14항목으

로 구성하였다. 외관평가를 위한 평가단은 의류학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원 이상의 전문가집단 11인으로 구성하여 5점 리커

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2회 반복 평가하였다. 동작평가를 위

한 평가항목은 정립 시 착용감 9항목과 동작 별 착용감 8항

목, 동작 시 착용감 8항목으로 총 25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평

가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동작 평가단은 앞의

Table 1에 제시된 평균치수에 근접한 피험자 7명으로 구성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평가는 1회 평가 후 30분간 휴식을 취

한 후 다시 반복 평가하여 총 2회 평가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한 자료분석은 SPSS Versio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4종류 실험복의 외관평가와 동작평가에 대한 항목

별 평균값을 비교하여 재킷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분산분

석(ANOVA)을 실시하였고, 분산분석 시 다중비교를 위한 사후

분석에는 Duncan test를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3.1. 허리선 절개분량에 따른 실험복 재킷 제작

남성복 재킷 패턴 제도 시 요구되어지는 설계방법 중 하나

는 재킷의 앞판 허리선을 절개하여 일정분량을 벌려주는 방법

이다. 허리선 절개 벌림 분량이 20대 남성 재킷 패턴의 외관과

동작기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Kim et al., 2009) 결

Fig. 2. Experimental jacket patternmaking method.

Fig. 3. Overlapped four experimental jacket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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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바탕으로 30대 남성의 재킷 패턴 설계 시에 허리선 절개

분량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4종류의 재킷 실험복을 제

작하였다. 재킷 패턴 제도법은 선행연구(Kim et al., 2009)에서

제시된 재킷 패턴 제도법을 이용하여 제도하였다. 다만 소매산

높이는 A.H/3 사용 시 패턴의 소매산 높이가 다소 높아 소매

통이 좁아지므로 전문가 그룹과 논의하여 A.H/3-1로 계산식을

변형하였으며, 구체적인 패턴치수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허

리선 절개분량을 적용하여 변화된 4종류 재킷의 패턴치수는

Table 3과 같다.

허리선 절개분량을 0.0cm에서 1.5cm까지 달리하여 벌려준

결과, 재킷의 앞판을 중심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Table 3에서와

같이, 허리선 절개분량이 0.5cm 증가할 때 전체 가슴둘레 패턴

치수는 0.8cm 증가하였고, 앞벽사이길이(1/2)는 0.5cm 증가하

였다. 가장 많은 변화를 나타낸 부위는 앞목너비(1/2)이다. 앞

목너비는 허리선 절개분량이 0.5cm 증가할 때 1/2분량에서

1cm, 즉 전체분량에서는 2cm 증가하였다. 옆목점에서 허리선

까지의 수직길이는 0.2cm 증가하여 그 영향은 크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허리선의 절개분량을 달리하여 재킷 패턴 제도

시 가슴둘레, 겨드랑앞벽사이길이, 앞목너비 등을 중심으로 패

턴 치수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달라진 패턴치수는 20

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외관과 동작기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30대 체형에 적합한 허리선 절개분량 설정은 외관평

가와 동작평가를 통하여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

3.2. 허리선 절개분량에 따른 실험복 평가

1) 외관 평가

30대 남성복 재킷 패턴 제도 시 앞판의 허리선 절개분량이

재킷의 외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외관 평가 결과,

전체 14개 평가항목 중 7개 항목에서 유의차가 나타났으며, 전

면, 측면, 후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4).

전면 평가의 경우, 9개 항목 중 6개 항목에서 유의차가 나타

났다. ‘앞면 어깨가 자연스럽다’, ‘목둘레선 부위가 자연스럽다’,

‘V존이 자연스럽다’, ‘라펠꺽임선 부위가 자연스럽다’, ‘앞처짐

Table 2. Jacket patternmaking method and size          (unit: cm)

Areas Patternmaking method Pattern size

Bodice

Jacket length (Height/2－11)+0.5 75.5

Chest circumference (Chest circumference/2+11) × 2
111.6 

(Actual size)

Front interscye(1/2) Back interscye－1 21.5

Back interscye(1/2) Chest circumference/6+6 22.5

Back neck point to waist line Back length 46.0

Armhole depth Chest circumference/4+3 27.7

Back neck width(1/2) Chest circumference/12+1 9.2

Back neck height Back neck width/3 3

Front neck width(1/2) Back neck width+1.3 10.5

Shoulder pad thickness 0.7 0.7

Shoulder to shoulder {(Back interscye/2)+1.3} × 2 47.5

Shoulder length ease (Back shoulder length)-(Front shoulder length) 0.3

Front dropping length Given fixed size 1.5

Sleeve

Sleeve cap height (A.H/3)-1 18.1

Elbow line (Sleeve length－Sleeve cap height)/2 + 3cm 35.7

Sleeve length Arm length+1.5 59.2

Table 3. Jacket pattern size variations according to cutting amount of waistline  (unit: cm)

     Cutting amount

Areas 
0.0  0.5 1.0 1.5 Size changes

Chest circumference 111.6 112.4 113.2 114.0 0.8

Front interscye(1/2) 21.5 22.0 22.5 23.0 0.5

Front neck width(1/2) 10.5 11.5 12.5 13.5 1.0

Side neck point to waistline 47.5 47.7 47.9 48.1 0.2



1000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17권 제6호, 2015년

분량이 적절하다’, ‘앞면의 전체적인 실루엣과 외관이 우수하

다’ 등의 항목에서 허리선 절개분량이 0.5cm인 실험복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은 3개 항목 중 2개

항목의 경우에도 절개분량이 0.5cm인 실험복의 평가가 가장 좋

았으며, 나머지 1개 항목의 경우에는 절개분량이 0.0cm인 실험

복에 대한 평가가 가장 좋게 나타났다.

측면 평가의 경우, 2개 항목 모두에서 실험복간의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라펠꺽임선 부위가 자연스럽다’ 항목에서는

허리선 절개분량이 1.0cm인 실험복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

으며, ‘밑단의 앞처짐 분량이 자연스럽다’ 항목에서는 허리선

절개분량이 0.5cm인 실험복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

났다.

후면 평가의 경우, 3개 항목 중 1개 항목에서 유의차가 나타

났으며, ‘뒤 어깨너비가 자연스럽다’에서 허리 절개선 분량이

0.5cm인 실험복이 가장 높은 평가를 얻었다. 유의차가 나타나

지 않은 2개 항목(뒤 칼라의 모양이 자연스럽다, 뒤품의 여유

분이 적절하다)에서도 허리 절개선 분량이 0.5cm인 실험복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다.

이를 토대로 전체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에서도 유의차를 확

인할 수 있었으며, 절개분량이 0.5cm인 실험복이 3.97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절개분량이 0.0cm인 실험복(3.63점),

1.0cm인 실험복(3.61점), 1.5cm인 실험복(3.31점)의 순으로 평

가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허리선 절개분량이 0.5cm인

실험복의 외관이 가장 우수하게 평가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20대 남성복 재킷의 허리선 절개분량에

대한 선행연구(Kim et al., 2009)의 외관평가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적절한 허리선 절개분량은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허리선 절개분량이 없

는 0.0cm인 실험복의 외관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30대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허리선 절개분량 0.5cm인

실험복의 외관평가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남성체형과 비교할 때 30대 남성체형은 복부를 중심으로 한 둘

레량이 다소 증가하여 삼각체형에 근사한 체형특징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재킷의 외관평

가 시 연령대와 체형에 따라 허리선 절개분량이 달라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Table 4. Results of appearance evaluation of four experimental jackets (N=22)

Evaluations
Cutting 0.0 Cutting 0.5 Cutting 1.0 Cutting 1.5

F-value
M SD M SD M SD M SD

Front

Natural shoulder area 3.74b 0.69
4.22

a
0.80 3.57b 0.73

3.30

b
0.82  5.89

**

Wrinkle of shoulder area 3.61 0.84 3.57 0.95 3.35 0.88 3.00 0.90  2.23

Wrinkle of armhole area 3.61 0.66 3.83 0.72 3.65 0.78 3.30 0.97  1.74

Proper ease between font intersect line 3.83 0.83 4.13 0.63 3.74 0.81 3.65 1.11  1.34

Natural neck circumference area
3.52

ab
0.67

3.91

a
0.60

3.30

b
0.63

3.30

b
0.97  3.53

*

Natural V-zone area
3.39

b
0.72

4.09

a
0.60

3.65

b
0.71

3.26

b
0.75  6.26

**

Natural braking point area
3.57

bc
0.66

4.09

a
0.60

3.70

ab
0.70

3.26

c
0.81  5.55

**

Proper front drop amount 
3.70

b
0.56

4.09

a
0.67

3.74

ab
0.62

3.48

b
0.67  3.69

*

Overall front silhouette and appearance 
3.61

b
0.72

4.26

a
0.45

3.48

b
0.59

3.09

c
0.73 13.59

***

Side
Proper appearance of breaking point area 3.57 0.79 4.04 0.64 4.26 3.73 3.30 0.97  1.10

Proper front dropped length 3.70 0.63 4.09 0.79 3.70 0.88 3.57 0.73  2.02

Back

Proper appearance of the back collar 3.91 0.79 4.00 0.52 3.74 0.62 3.48 0.90  2.33

Natural shoulder to shoulder
3.78

ab
0.67

3.96

a
0.56

3.57

ab
0.66

3.39

b
0.66  3.44

*

Proper ease between back interscye line 3.30 0.93 3.35 0.98 3.09 0.85 3.00 0.90  0.77

Mean
3.63

b
0.47

3.97

a
0.42

3.61

b
0.50

3.31

c
0.52  7.63

***

1 point: Very bad, 2 point: Bad, 3 point: Somewhat good, 4 point: Good, 5 point: Very good

Each shadowed cell indicates the highest score among the experimental jacket evaluations 

*p<.05, **p<.01, ***p<.001, Group by Duncan test: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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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작 평가

동작기능성을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 전체 25개 평가항목 중

5개 항목에서 유의차가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

다(Table 5).

정립 시 착용감의 경우, 9개 평가항목 중 4개 항목에서 유의

차가 나타났다. ‘등품부위’, ‘가슴부위’, ‘진동부위’, ‘소매통부

위’ 등의 항목에서 허리선 절개분량이 1.5cm인 실험복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은 나머지 항목(목

부위, 어깨부위, 앞품부위, 허리둘레부위, 앞길)에서도 허리선

절개분량이 1.5cm인 실험복에 대한 평가가 다른 3종류 실험복

에 대한 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동작 시 착용감의 경우, 8개 평가항목 중 1개 항목에서 유의

차가 나타났다. ‘팔을 옆으로 45
o
 들었을 때’의 항목에서 허리

선 절개분량이 0.5cm인 실험복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유

의차가 나타나지 않은 7개 항목 중 ‘팔을 옆으로 90
o
 들었을

때’의 경우 허리선 절개분량이 0.5cm인 실험복에 대한 평가가

다른 실험복에 대한 평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6개 항

목(가볍게 걸을 때, 팔을 앞으로 45
o
 들었을 때, 팔을 앞으로

Table 5. Movement functionality evaluation results of experimental jackets (N=14)

Evaluations
Cutting 0.0 Cutting 0.5 Cutting 1.0 Cutting 1.5

F-value
M SD M SD M SD M SD

Standup 

right

Neck 3.47 0.83 3.53 0.83 3.53 0.92 4.07 0.26 2.04

Shoulder 3.33 0.72 3.73 0.46 3.54 0.64 3.87 0.52 2.32

Front interscye 3.67 0.72 3.67 0.62 3.87 0.52 3.87 0.52 0.56

Back interscye 
2.93

b
0.59

3.47

a
0.64

3.40

ab
0.83

3.67

a
0.62 3.16

*

Chest
3.33

b
0.72

3.67

ab
0.62

3.73

ab
0.46

4.07

a
0.26 4.59

**

Waist 3.87 0.52 3.73 0.59 3.80 0.56 3.93 0.26 0.44

Armhole
2.87

c
0.74

3.13

bc
0.52

3.60

ab
0.74

3.67

a
0.62 5.04

**

Bicep 
3.33

b
0.62

3.53

b
0.64

3.73

ab
0.46

4.07

a
0.46 4.85

**

Front bodice 3.53 0.52 3.60 0.51 3.40 0.51 3.80 0.41 1.75

Actions

Walk slightly 3.67 0.62 3.73 0.70 3.47 0.83 4.00 0.38 1.70

Arms raised forward 45
o
 up 2.87 0.74 3.07 0.59 3.13 0.35 3.40 0.63 2.04

Arms raised forward 90
o
 up 2.53 0.74 2.60 0.63 2.73 0.70 2.80 0.86 0.41

Arms raised sideward 45
o
 up

3.07

bc
0.59

3.53

a
0.52

3.00

c
0.53

3.47

ab
0.64 3.38

*

Arms raised sideward 90
o
 up 2.47 0.92 2.87 0.83 2.33 0.72 2.67 0.98 1.09

Arms raised maximum up 2.00 0.76 2.13 0.74 2.13 0.64 2.47 0.99 0.95

Maximum forward bend from waist 2.40 0.63 2.60 0.51 2.53 0.52 2.87 0.74 1.57

Chair sit 3.33 0.49 3.40 0.63 3.13 0.83 3.67 0.49 1.85

Fit with 

actions

Neck 3.27 0.96 3.47 0.74 3.20 0.86 3.80 0.56 1.72

Shoulder 2.60 0.74 3.07 0.80 2.87 0.83 3.13 0.74 1.42

Front interscye 3.07 0.59 3.13 0.52 3.27 0.59 3.40 0.63 0.96

Back interscye 2.73 0.59 3.00 0.65 3.00 0.65 3.27 0.70 1.67

Chest 3.20 0.68 3.40 0.63 3.27 0.70 3.60 0.74 0.99

Waist 3.73 0.59 3.87 0.52 3.80 0.77 3.80 0.77 0.10

Bicep 3.20 0.68 3.33 0.62 3.20 0.56 3.20 0.86 0.14

Front bodice 3.33 0.49 3.33 0.62 3.47 0.52 3.60 0.51 0.86

Mean
3.11

b
0.33

3.30

b
0.30

3.25

b
0.27

3.53

a
0.28 4.99

**

1 point: Very bad, 2 point: Bad, 3 point: Somewhat good, 4 point: Good, 5 point: Very good

Each shadowed cell indicates the highest score among the experimental jacket evaluations 

*p<.05, **p<.01, ***p<.001, Group by Duncan test: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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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o
 들었을 때, 팔을 최대한 들었을 때, 허리를 최대한 굽혔을

때, 의자에 앉았을 때)에서는 허리선 절개분량이 1.5cm인 실험

복에 대한 평가가 다른 실험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동작 시 부위별 착용감의 경우, 8개 항목 모두에서 유의차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6개 항목(목부위, 어깨부위, 앞품부위, 등

품부위, 가슴둘레부위, 앞길)에서 허리선 절개분량이 1.5cm인

실험복에 대한 평가가 다른 실험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개

항목(허리둘레부위, 소매통부위)에서는 허리선 절개분량이 0.5cm

인 실험복에 대한 평가가 다른 실험복에 대한 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정립 시, 동작 시 및 동작 시 부위별 착용감에

대한 25개 항목의 전체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유의차가 나타

났다. 허리선 절개분량이 1.5cm인 실험복(3.53점)이 가장 높았

으며, 다음으로 0.5cm인 실험복(3.30점), 1.0cm인 실험복(3.25

점), 0.0cm인 실험복(3.1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동작평가에서는 허리선 절개분량 1.5cm인 실험복이 가장 우수

함을 알 수 있었고, 이는 허리선 절개분량이 0.0cm에서 1.5cm

로 늘어나면서 앞품부위 및 V-zone 부위의 여유분이 증가하여

동작기능성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선행연구(Kim et al., 2009)의 동작평가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허리

선 절개분량이 없는 0.0cm인 실험복의 동작기능성이 가장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대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

서는 허리선 절개분량 1.5cm인 실험복의 동작기능성이 가장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연령대에 따라 허리선 절개분량이 달라야 함을 확인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외관평가와 동작평가를 종합해본 결과, 허

리선 절개분량이 0.5cm인 실험복이 외관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

수를 받았으며, 동작평가에서는 허리선 절개분량이 1.5cm인 실

험복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

하는 30대 남성복 재킷의 적절한 허리선 절개분량은 다음과 같

다. 외관을 중요시하는 남성복 제조업체에서는 허리선 절개분

량 0.5cm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동작기능성을 중요시 하

는 남성복 제조업체에서는 허리선 절개분량 1.5cm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4. 결 론

본 연구는 30대 남성복 재킷 패턴 설계 시 허리선 절개분량

이 상이한 4 종류의 재킷 실험복을 제작하여 외관 평가와 동

작평가를 실시하여 허리선 절개분량에 따라 외관과 동작 기능

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연구를 통하여 도출

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외관평가 결과, 전체 14개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유의차가

나타났고, 전체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허리선 절개분량이

0.5cm인 실험복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나, 외관이 우수

한 30대 남성 재킷 패턴 설계를 위해서는 허리선 절개분량을

0.5cm로 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동작평가 결과, 전체 25개 항목 중 5개 항목에서 유의차가

나타났고, 전체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허리선 절개분량이

1.5cm인 실험복에 대한 평가가 다른 3종류 실험복에 대한 평

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허리선 절개분량이 높을수록 가슴

둘레 및 V-zone 부위의 여유분이 많아져 동작기능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동작기능성이 우수한 30

대 남성 재킷 패턴 설계를 위해서는 허리선 절개분량을 1.5cm

로 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외관평가와 동작평가 분석을 통하여 제안하는 30대 남성 재

킷 패턴의 허리선 절개분량은 다음과 같다. 슬림한 핏을 위주

로 하여 외적인 이미지가 중요한 남성복 제조업체에서는 허리

선 절개분량 0.5cm를, 클래식 핏을 위주로 동작기능성을 중요

시 하는 남성복 제조업체에서는 허리선 절개분량 1.5cm를 사

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연구는 20대 체형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Kim et

al., 2009)에서 외관평가와 동작평가 모두에서 가장 우수한 것

으로 평가된 허리선 절개분량 0.0cm인 것과는 다른 결과로서

연령대에 따라 허리선 절개분량을 달리하여야 함을 확인하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결과라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남성복 재킷 패턴 설계 시 허리선을 절개

하여 벌려주면 V-zone 부위의 여유분이 증가함으로써 재킷의

외관과 동작기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

며, 연령별 특성에 따라 허리선 절개분량을 달리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허리선 절개분량이 연령 및 체

형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연

령대와 체형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경계하고, 다양한 연령대

와 체형에 재킷 패턴 제도 시 허리선 절개분량이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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