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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내 패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점차 개성

화, 고급화, 다양화되어 가고 있으며 의류소비의 주기

도 짧아져 다양한 제품을 보다 신속하고 싼값으로 제

공받기를 원한다. 의류업체에서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

족시킬 수 있는 실루엣과 소재를 이용한 다양한 디자

인을 개발해야 하며, 이러한 디자인을 입체적으로 재

현해 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공업용 패턴제작이 이루

어져야 한다. 실제 국내 여성복업체는 경험이 풍부한

패턴 디자이너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디자이너

의 의도와 대량생산에 적합한 공업용 패턴을 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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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appropriate factors for production pattern making of women’s
clothing. Sample pattern designers and production patterners of 13 women’s brands were individually
interviewed about pattern making process and factors necessar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in pattern making were categorized in three groups.
1. Factors to be considered to achieve the correct use of specific materials: elasticity, shrinkage, lining

and interlining
2. Factors to be considered to satisfy the design specifications: silhouette, dart distribution, collar and

sleeve, trimming
3. Factors to be considered for better sewing quality: skillfulness of the sewer, sewing methods and

sewing equipment.
4. Suggestions were made for appropriate factors. A focus-group-interview in pattern design has been

interviewed to verify the suggested factors. The factors were presented as a guide to develop the
production pattern.

5. For better usage of the factors, standardization were suggested for making process with necessary
factors for jacket, sk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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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디자인에서부터 생산까지

의 작업과정이 단시간내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패턴제작에 대한 연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거나 실루엣을

개발해야 하는 패턴제작은 고도의 숙련된 패턴 디자

이너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제 제작 과정에서 고려하는 다양한 요인과 적용방

식에 대한 자료나 기술이 체계적으로 축적되거나 다

른 패턴 디자이너에게 전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패턴 디자이너는 단순히 디자인을 평면적으로 해

석하고 분석해 내는 패션 감각뿐만 아니라 생산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측하여

공업용 패턴에 미리 반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체형,

소재 및 부자재의 물리적 특성, 봉제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고루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장시간의

노력과 경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고 고품질의 의류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업용 패턴제작을 위해서는 숙련된 패턴 디

자이너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자료화해야 하

는 필요성이 절실하다.

완벽하지 못한 공업용 패턴으로 인한 손실은 1차적

으로 의류생산업체의 경제적인 손실뿐 아니라 품질저

하로 인한 소비자로부터의 외면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는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복의 공업용 패턴제작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숙련된 패턴 디자이너의 공업용 패턴제작에 관한 다

양한 경험과 지식을 체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된 자료는 경험이 부족한 패턴 디자이너와 의류학 관

련 학생들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패턴제작을 위한

가이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복의 공업용 패턴제작에 사용되는 중요한

요인들을 조사하여 분류한다.

둘째, 분류된 각 요인에 대해 패턴제작 과정상에 적

용되는 사항들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다.

II.

1. 여성복 업체 실태 및 공업용 패턴제작에

고려되는 요인 조사

1) 조사대상 및 방법

2001년 3월에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

시하 으며, 본 조사는 2001년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에 걸쳐 실시하 다. 조사방법은 패턴 개발실의 실장

급 이상의 책임자와의 직접 면담조사를 두 차례에 걸

쳐 실시하 다. 조사대상 업체는 2000년 백화점 여성

복 best brand 조사(텍스저널, 2000)결과 매출액이 높

은 13개 업체를 선정하 다. 조상대상 업체는 <표 3>

에 제시하 다.

2) 조사내용

패턴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한 면담 조사는 1차·2

차에 걸쳐 실시하 으며, 조사문항은 예비조사를 통해

패턴 디자이너의 자문을 얻어 수정 보완하여 직접 측

정 문항을 작성하 다.

1차 조사의 내용은 전반적인 공업용 패턴제작 과정

과 겉감 패턴제작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 다. 구체

적인 내용은 첫째, 업체명, 브랜드명, 브랜드 컨셉 등

을 조사하는‘업체의 일반사항’문항, 둘째, 디자인 결

정 후 공업용 패턴제작 과정, 아이템별 기본 패턴의

종류 등을 조사하는‘업체의 공업용 패턴제작 과정’

문항, 셋째, 패턴제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디

자인 요인, 소재 요인, 봉제 요인으로 나누어 각각의

요인에 포함되는 세부요인을 조사하는‘공업용 패턴

제작에 있어서 고려하는 요인 분석’문항으로 구성하

다.

2차 조사 내용은 첫째, ‘시접분량과 너치 표시 위

치’에 관한 문항, 둘째, 안감 종류 및 선택 기준, 안감

부착 부위, 안감의 유무에 따른 시접처리 방식, 심지

종류 등‘부속패턴제작 방법과 생산과 관련’된 문항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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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복 공업용 패턴제작에 고려되는 요인

에 대한 분석

두 차례에 걸친 면담 조사를 통해서 국내 기성복

제품을 생산하는 여성복 업체의 공업용 패턴제작 과

정 실태와 패턴제작을 위해 고려하는 요인에 대한 자

료를 수집하 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패턴제작을

위해 고려하는 요인을 크게 디자인, 소재, 봉제 세 요

인을 기준으로 분류하 다. 여성복에서 가장 많이 생

산되는 재킷, 스커트를 중심으로 분류된 세 요인에 대

해서 실제 패턴제작 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통적

이고 일반적인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 다.

3. Focus Group Interview에 의한 연구 결과

검증

1) 조사대상

공업용 패턴제작에 필요한 데이터의 경우 정량적(定

量的)인 측면보다는 정성적(定性的)인 측면이 많아 이

러한 데이터들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해

전문가 집단을 통한 F. G. I를 실시하 다. 연구의 결과

인 여성복 공업용 패턴제작을 위해 고려하는 요인들의

타당성과 실제 실무에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성

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무경력 20년 이상 패턴 디자이

너 4명과 교수 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 다.

인터뷰 대상자의 인적특성은 <표 1>에 제시하 다.

2) 인터뷰 내용

인터뷰의 내용은 본 연구의 결과인‘여성복의 공업

용 패턴제작에 있어 고려하는 요인’에서 제시된 데이

터들을 소재, 디자인, 봉제요인으로 분류하여 정리하

다. 자료의 타당성과 실제 업체에서 적용하고 있는지

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도록 하 다. 면접자와의 면

접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분석 및 해석을 실시하

다. F. G. I 분석을 위한 질문 구성 및 내용은 <표 2>

에 제시하 다.

III.

1. 여성복 업체의 일반사항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변인

본 조사대상자는 각 의류업체의 패턴개발실 책임담

당자로 실장, 혹은 부장급 이상의 패턴 디자이너로 성

별은 모두 남자 다. 경력은‘10~15년’, ‘20년 이상’

각각 35.8%(5개 업체씩)로 가장 많았으며, ‘15~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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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Focus Group Interview 분석을 위한 질문 내용

질문유형 질문 내용

Introductory ·현행 패턴제작 과정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uestion ·패턴제작에 필요한 요인에 대한 체계화의 필요성은 인식하십니까?

Key Question
·공업용 패턴제작을 위해 필요한 요인을 추출하여 제시한 가이드 내용에 대한 검증

·제시된 자료에 대한 실제 업체에서의 적용 여부 및 신뢰성에 대한 검증

Ending
Key Question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후

Question
·이것이 적절한 요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가로 더 하실 말 은 없으십니까?

질문유형 질문 내용

<표 1>  F. G. I 대상자의 인적특성

구분 성별 연령(세) 경력(년) 소속

I 남 63 35 모델리스트 아카데미 원장

II 남 60 30 (주) 진서 기술이사

III 남 49 25 (주) INCH ART 대표

IV 남 47 20 (주) PATTERN - I 대표

V 여 46 20 F. I. K 교수

구분 성별 연령(세) 경력(년) 소 속



경력은 23%(3개) 다.

2) 조사대상업체의 소비자 연령 및 브랜드 컨셉

13개 조사대상업체는 브랜드 컨셉에 따라 소비자의

연령대는 확연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디자

이너 부틱 브랜드인 4개 업체로 기성복뿐만 아니라

맞춤복까지 생산하 다. 이들은 여성의 체형변화가 심

해지는 중년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체형에 맞는 맞

춤복을 생산하고 있다. 실제 맞춤복 생산비율은 전체

의 10%에 지나지 않아 완전한 맞춤복 생산의 개념과

는 달랐다.

2. 여성복 공업용 패턴제작 실태 조사

1) 공업용 패턴제작 과정

디자인이 결정된 후부터 공업용 패턴을 제작하기까

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

만, 공통적인 과정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

업용 패턴이 완성되기까지 크게 1차 샘플패턴, 2차 샘

플패턴, 샘플 마스터패턴, 공업용 패턴제작의 4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2차례 이상의 샘플제작 과정이 포함

되었다.

패턴제작 단계에서 패턴 디자이너가 직접 담당하는

작업은 샘플 패턴제작과 시접이 없는 샘플 마스터 패

턴에 안감, 심지, 테잎, 패드, 시접 등 필요한 부속패턴

의 위치나 특이한 사항 등을 표시해 주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조사업체는 샘플제작과 공업용 패

턴제작을 제외한 재단과 그 이후의 작업단계는 하청

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패턴 디자이너는

샘플실에서 개별 제작한 제품과 대량생산 방식으로

제작한 제품과의 차이점을 충분히 파악해서 디자이너

의 의도에 맞는 실루엣과 사이즈가 만들어질 수 있도

록 하청업체의 봉제수준과 작업능력을 감안한 패턴을

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따라서 작업구조

를 살펴보면 패턴 디자이너가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

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다.

2) 업체별 기본 패턴 종류

여성복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패턴의 종류는 <표

4>에 제시하 다. 소비자의 체형에 맞는‘기본원형’은

업체의 38%만이 가지고 있었으며, 재킷, 스커트, 팬츠

등‘아이템별 기본 패턴’은 86.4%로 대부분의 업체가

가지고 있었다. 아이템별 패턴 중에서‘실루엣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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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조사대상 업체의 타켓 연령대 및 브랜드 컨셉

브랜드컨셉(브랜드명) 항목 타겟 연령대 맞춤복생산비율

A 모리스커밍홈(모수인터내셔날) 25세~35세 0%

캐릭터 캐주얼
B 미샤(시선인터네셔날) 24세~25세 0%

C 아나카프리(데코) 23세~27세 0%

D 아니베F(아니베에프) 22세~28세 0%

E 데코(데코) 25세~35세 0%

커리어
F 보티첼리(진서) 28세~32세 0%

G 쏠레지아(신신물산) 25세~35세 0%

H 아이잗바바(바바패션) 25세~30세 0%

I 끌레몽트(끌레몽트) 25세~35세 0%

J 루치아노 최(루치아노) 40세~59세 10%

디자이너 부틱
K 부르다문(문 자) 40세~59세 10%

L 오은환(오은환) 40세~59세 10%

M 이원재(원재패션) 40세~59세 10%

주) 이하 업체는 위의 순서에 따라 A, B, C 순으로 표기하 음.

브랜드컨셉(브랜드명) 항 목 타겟 연령대 맞춤복생산비율



기본 패턴’을 가진 업체는 23.1%에 불과하 다. 업체

의 기본원형은 소비자들의 체형을 직접 계측한 치수

를 반 한 것이 아니라, 기존 의복의 완성된 패턴에서

역으로 추리하여 제작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업체마다

기본원형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패턴 디

자이너 개인 원형에 불과한 것으로 브랜드의 소비자

체형에 맞는 기본원형은 갖고 있지 않았다.

업체의 1차 샘플패턴제작 방식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이템별 기본 패턴중에서 새롭게 제작하고자

하는 디자인과 가장 유사한 패턴을 찾아 여유분과 디

테일한 부분을 수정하여 패턴을 제작하 다. 이러한

패턴제작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브랜드 컨셉에 맞

는 고유의 실루엣이나 라인을 패턴 디자이너에 크게

상관없이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아이템별 패턴을 기본으로 제작하는 방식은 기본원형

에서 패턴이 어떻게 응용되어 제작되는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패턴제작에 필요

한 노하우(know-how)를 완벽하게 알 수가 없다는 문

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여성복 공업용 패턴제작을 위해 고려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패턴제작을 위한 고려 요인은 디자인에 의한 것뿐

만 아니라, 체형, 소재 및 봉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 중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기성복 패턴은 정상

체형을 기준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맞는 제품을 생

산하기 위한 것으로 패턴에서 개개인의 체형적인 요

소를 고려할 필요성이 개인 맞춤 의복제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었다. 따라서 공업용 패턴제작을 위한

고려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체형 요인

을 제외하고 소재, 디자인, 봉제 세 가지 요인에 대해

분석하 다.

1) 소재 요인

소재 요인 중 패턴제작에 있어 고려하는 항목은

<표 5>에 제시한 것과 같으며, ‘겉감의 신축성-수축율’

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 으며, 두 번째는‘부자재

(안감, 심지)종류’, 세 번째는 겉감의 두께 순으로 나타

났다. 기타 의견으로는‘질감, 다림질이 잘되는 소재’

등으로 응답하 다. 소재가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들며,

ease 처리가 잘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디자인과 패턴

제작이 크게 달라졌다. 예를 들어, 신축성이 극소한 소

재로 몸에 피트되는 실루엣의 의복을 봉제하면 곡선

부위에 심한 퍼커링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소재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로 분석되었다.

소재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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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조사대상업체의 기본패턴의 종류

패턴종류 업체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브랜드 기본원형 × × ○ × × ○ × ○ ○ × ○ × ×

아이템별 기본패턴 ○ ○ ○ ○ ○ ○ ○ × ○ ○ ○ ○ ○

실루엣별 기본패턴 × × ○ × × ○ × × × ○ × × ×

패턴종류 업체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표 5>  여성복 패턴제작에 고려하는 소재요인

소재요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수축율과 신축성

부자재(안감, 심지 종류, 부착부위) ◎ ◎ ◎ ◎ ◎ ◎ ◎ ◎ ◎

두께와 소재 폭 ◎ ◎ ◎ ◎

* 고려하는 1순위: , 2순위: ◎, 3순위: 

소재요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의 물리적 특성이지만, 겉감과 부자재의 적절한 조합

이 이루어져야 디자인이 제대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

에 부자재의 특성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에

서 겉감에 대해 파악하는 물리적 특성은 크게 섬유혼

용율, 수축율 및 신축성, 두께, 폭 등이었다. 부자재는

안감 종류, 안감 부착 부위, 심지 종류, 패드의 모양 및

두께 등을 패턴제작에서 고려하 다. 하지만 이러한

소재 요인에 대한 특성을 객관적인 실험에 의한 자료

를 기초로 패턴제작에 활용하기보다는 패턴 디자이너

의 경험에 의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고품

질의 의류생산을 위해서 앞으로는 소재 특성에 대한

기준과 표시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패턴제작에 큰 향을 미치는 소재요인 중 수축율

은 패턴제작 전(前)단계에서 테스트를 거쳐 그 결과를

이용하기보다는 여성복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간단한

수축율 테스트를 실시하 다. 실험방법은 테스트용 소

재와 종이 한 장을 각각 30cm×30cm로 재단한 뒤, 소

재에만 스팀과 열을 가한 후, 테스트용 소재와 종이를

비교하여 경사와 위사 방향으로 얼마나 줄었는지를

측정하 다. 수축율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그 소

재를 사용할 것인지 재가공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

으며, 일반 직물 기준으로 업체별 수축율은 <표 6>에

제시하 다. 업체에서 사용하는 수축율은 평균 0.29%

로 나타났으며, 4%이상~5%미만의 경우는 한차례 정

도 스폰징 가공을 하 다. 그러나 수입소재로 추가구

매가 어려운 경우는 0.5%이상이라도 사용하 다. 이때

는 재단하기 직전에 소재를 한 장씩 스팀으로 수축을

시키는 이중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시간도 길

어지고, 제품의 품질에도 많은 향을 미쳤다. 재가공

후에도 0.4%이상일 때 패턴의 시접분량을 수축분의

1/2정도로 증가시켜 제작하 으며 제품의 원하는 완

성치수를 패턴에 표시해 주었다. 봉제과정에서 소재가

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수축분량 전부를 패턴에 반

하지는 않았다.

업체에서 사용하는 소재를 신축정도에 따라 신축성

소재는 스판덱스 등의 혼용율이 3% 이상인 소재(한진

이, 1999), 일반 소재는 신축성 소재와 혼용이 되지 않

은 직물, 그리고 일반 소재 중에서도 잘 늘어나지 않

는 소재를 신축성이 극소한 소재로 분류하 을 때, 패

턴에 여유량을 주는 방법은 업체별로 약간씩 다른 것

으로 나타났다. 일반 소재와 신축성이 극소한 소재는

ease 분량을 제외하고는 소재에 따른 여유분량 차이

는 없었다. 신축성이 극소한 소재는 특성상 패턴에

ease 분량을 주면 봉제 후에 퍼커링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소재에 비해 뒤어깨 길이,

소매 진동, 프린세스 라인 등에서 ease 분량을 줄이거

나 완전히 넣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 둘레 곡

선에서 ease양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 소매에 비해 소

매산을 낮게 제작하 다.

업체에서 일반 직물 소재 사용시 기본치수와 비교

해서 신축성 소재와 신축성이 극소한 소재를 사용할

때의 여유량 차이는 <표 7>에 제시하 다. 제시된 수치

는 기본 수치의 평균값을 제시한 것으로 업체마다 각

각의 소재와 디자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 다.

여성복 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안감의 종류는 <표 8>

에 제시하 다. 패턴제작에 큰 향을 미치는 소재요

인 중 부자재와 관련하여 안감 선택시 기준은‘겉감

두께와 비례적인 두께가 잘맞는 안감’, ‘겉감과 신축

정도가 비슷한 안감’의 순이었으나 실제 제시된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안감은 거의 없었다. 예를 들어,

신축성이 있는 겉감 소재에 맞추어 신축성이 있는 안

감 제품을 선택하 지만 겉감의 실루엣을 제대로 살려

주지 못한다면, 신축성보다는 실루엣을 잘 살려줄 수

있는 안감 소재를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업체에서는 어떤 부분에 중요한 비중을 둘 것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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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여성복 업체별 겉감 소재(일반직물) 수축율 기준

방향 업체 A B C D E F G H I J K L M 평균수축율

경 사 0.3 0.4 0.2 0.3 0.3 0.3 0.2 0.4 0.3 0.2 0.3 0.3 0.3 0.29

위 사 0.3 0.4 0.2 0.3 0.3 0.3 0.2 0.4 0.3 0.2 0.3 0.3 0.3 0.29

방 향 업 체 A B C D E F G H I J K L M 평균수축율

단위: %



고려해서 안감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복에 사용되는 안감의 종류는 겉감 소재에 비

해 다양하지 않았으며, 선택은 주로 패턴 디자이너가

아닌 디자이너가 담당하 다. 특별히 안감 선택에 문

제가 있는 경우에만 패턴 디자이너가 구입을 하 다.

이런 이유로 안감의 종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패턴 디자이너는 조사 대상업체 중 23.1%에 불과하

다. 업체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안감의 종류가 정

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응답

하 다. 하지만 겉감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안감을

선택해야 의복의 실루엣은 물론이고, 소비자의 착용감

도 우수해 질 것이다. 따라서 업체가 겉감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를 특성을 고려한 것만큼 안감 선택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업체별로 사용하는 겉감 종

류에 따라 안감 종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안감 종

류에 따라 겉감에 어떤 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자재중 심지를 선택할 때 업체에서 중요하게 고

려하는 요인은‘겉감 소재의 혼용율’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겉감 소재의 신축성 정도’, ‘기타 겉감

의 실루엣, 색상, 착용감’순으로 고려하 다. 심지는

위의 세 가지 기준들을 모두 고려하여 겉감의 실루엣

과 특성을 잘 살려주고 의복을 착용했을 때 뻣뻣한 느

낌이 없이 부드러운 착용감을 느낄 수 있는 소재를 선

택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복 업체에서 사용하는 겉감 소재의 대부분은

직물(woven)이기 때문에 심지도 직물심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 다. 겉감에 따라 업체에서 사용하는 심지의

종류는 <표 9>에 제시하 으며 업체는 촉감이 부드럽

고 가격이 비싸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의 소재에 능직

의 폴리에스테르 심지를 사용하며, 겉감의 신축정도에

따라 평직과 능직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 다.

부자재중 업체에서 사용하는 소재의 두께는 크게

두꺼운 소재, 중간 소재, 얇은 소재로 나누어졌다. 두

께에 대한 정확한 수치 기준은 없었으며, 패턴 디자이

너의 경험에 의해 결정하 다. 두꺼운 소재는 홈스 펀,

캐시미어 등이며, 얇은 소재는 새틴, 실크, 쉬폰 등으

로 분류하 으며, 이 두 소재의 중간정도 두께를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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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여성복 겉감 소재에 따른 안감 종류

겉감 소재 안감 종류

모 100%, 모혼방 폴리에스테르, 아세테이트

폴리에스테르 100%, 혼방 폴리에스테르

실크 실크, 레이온

스트레치성 소재 스트레치성 폴리에스테르, 평직 폴리에스테르

면, 마 안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있는 경우는 비스코스 레이온

레이온, 아크릴 아세테이트, 레이온

겉감 소재 안감 종류

<표 7>  여성복에서 일반직물 사용 대비 신축성에 따른 패턴 여유량(기본 사이즈 기준)

부위별 기본치수 소재 신축성 소재 신축성이 극소한 소재

가슴둘레 88cm 기본치수－(0.6~1.8)cm 기본치수+0.6cm

허리둘레 66cm 기본치수－(1.25~1.8)cm 기본치수와 차이가 없다

어깨너비 38cm 기본치수－0.3cm 기본치수+0.6cm

진동깊이 19.5cm 기본치수－(0.3~0.6)cm 기본치수와 차이가 없다

엉덩이둘레 92cm 기본치수－1.2cm 기본치수와 차이가 없다

등 길 이 38cm 기본치수－0.6cm 기본치수와 차이가 없다

소매길이 60cm 기본치수 기본치수와 차이가 없다

부위별 기본치수 소 재 신축성 소재 신축성이 극소한 소재



소재로 분류하 다.

두꺼운 소재는 패턴제작 과정에서 두께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할 경우 치수가 적어질 우려가 높았으며, 특

히 상의는 목둘레 부위와 소매 곡선 부위, 하의는 허

리둘레 치수가 적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패턴제작 과

정에서 소재의 두께를 고려해야 할 사항은 둘레 치수

와 ease량이었다. 따라서 전체적인 둘레치수에서 업체

평균 1.2cm 정도 늘려주었으며, 재킷은 앞목 너비 치

수를 중간 두께 소재에 비해서 0.2~0.5cm 정도 더 파

주어서 두께로 인해 목부위가 불편하지 않도록 처리

해 주었다. 소매 곡선둘레는 일반 소재의 평균 ease량

에 비해 1~2cm 정도 늘여주었다.

얇은 소재는 봉제 후 다트 끝부분이 매끈하지 않고

볼록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

히 앞다트량을 업체 평균 0.5cm정도 줄여 주었으며,

비치는 소재는 봉제 후 시접부분이 많으면 외관상 좋

지 않으므로 분량을 최대한 줄여주었다.

패턴제작에 소재의 폭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재

킷의 길과 소매가 한 장으로 제작되는 돌만(dolman)

소매나 소매에 무가 달리는 디자인이었다. 이런 디자

인은 소재의 소요량이 일반 셋인(set-in) 소매에 비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디자인과 실루엣이 변화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매 가운데에 절개선을 넣어 소

요량을 줄여주었다.

스커트, 원피스 디자인 중에서 fullness 분량이 많은

개더, 플레어, 플리츠 등은 가능한 패턴제작 과정에서

미리 사용할 소재의 폭에 맞추어 분량을 정하 다.

2) 디자인 요인

패턴 디자이너는 디자인 스케치를 보고, 그것을 머

리 속으로 그려 디자이너가 의도한 실루엣을 구체화

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은 어떤 정해진

치수같은 정량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패턴 디자이너의

감성과 느낌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렵고

도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디자이너의 감성을 정확

한 실루엣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평면 패턴화하기 위

해 고려하는 것을 디자인 요인으로 분류하 다. 실루

엣을 정확히 표현해 내는데 향을 미치는 디자인 요

인으로는 다트량 배분과 처리방법, 소매산높이, 소매곡

선의 ease 분량 및 배분, 심지 부착 부위 및 방식 등

이 패턴 제작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목인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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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여성복 패턴제작에 고려하는 디자인 요인

디자인 요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다트량 배분과 처리방법

소매산높이 및 ease 분량 ◎ ◎ ◎ ◎ ◎ ◎ ◎ ◎ ◎

심지부착 부위 및 방식 ◎ ◎ ◎ ◎

* 고려하는 1순위: , 2순위: ◎, 3순위: 

디자인 요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표 9>  여성복 겉감 소재에 따라 사용하는 심지 종류

겉감 심지 심지 종류 고려 사항

모100%, 모혼방 평직 모심지 앞길 전면, 안단 부위 사용

폴리에스테르 100%

폴리에스테르 혼방
능직 폴리에스테르 심지, 평직 폴레에스테르 심지 옆길 일부, 안칼라에 사용

스트레치성 소재 신축성 폴리에스테르 심지, 능직 폴리에스테르 심지 심지 부착 부위를 최소화

얇고 비치는 소재
평직 모심지 접착액이 베어 나오는지 확인

평직 폴레에스테르 심지 투명하고 부드러운지를 확인

겉감 심지 심지 종류 고려 사항



적절한 실루엣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신체 치수에

디자인의 의도에 맞는 적절한 여유량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실제 업체에서 여유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업

체마다 각 사이즈별 기본 제품치수가 있기 때문에 기

존 패턴의 여유량을 참고로 새로운 실루엣의 여유량

을 가감하여 정하 다. 적절한 여유량을 찾아 원하는

실루엣을 완성하는 과정은 오랜 기간의 경험이 필요

하기 때문에 숙련된 패턴 디자이너가 패턴제작 과정

에서 적용했던 자료가 체계적으로 축적되고 정리된다

면 다음 세대의 패턴 디자이너가 새로운 실루엣을 개

발하고 거기에 적절한 여유량을 찾아내는데 드는 시

간과 비용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의에서 가슴 다트와 허리 다트를 어떻게 얼마만

큼의 양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원하는 실루

엣에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체

구조상 다트를 넣지 않고는 입체 모양을 나타낼 수 없

기 때문에 다트는 평면적인 옷감을 입체화하거나 또

는 평평한 곡면을 굴곡이 생기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다.

상반신에서 다트는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에

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 양은 앞길, 뒷길, 옆선에 따라

서 모양과 양이 달라진다. 여성복 업체에서 일반적인

재킷 패턴에서 허리 다트량을 배분하는 비율의 평균

을 <표 7>에 제시된 기본사이즈를 기준으로 <그림 1>,

<표 11>에 제시하 다. 하지만 실제 재킷 패턴 등을

제작할 때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었으

며, 전체적인 비율은 뒤가 가장 많고, 앞, 옆의 순으로

다트량을 골고루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는 국

내 여성의 체형 특성상 가슴이 적어 앞길에서 가슴둘

레와 허리둘레의 차이에 비해서 뒷길에서의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반신에서 다트는

허리둘레와 엉덩이 둘레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 양은 앞길, 뒷길, 옆선에 따라서 모양과 양이 달랐

으며, 여성복 업체에서 일반적으로 하반신 즉 스커트

의 다트 분량을 배분하는 비율을 <표 7>의 기본사이즈

를 기준으로 <그림 2>, <표 11>에 제시하 다. 하지만

실제 스커트 패턴을 제작할 때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

하지는 않았으며 디자인과 실루엣에 따라 다른 것으

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비율은 상반신과 마찬가지로

뒤가 가장 많고, 앞, 옆의 순으로 다트량을 골고루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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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여성복 기본 재킷과 타이트 스커트의 부위별 다트량(기본사이즈)

품목부위 재킷 타이트 스커트

업체 앞길 옆선 뒷길 뒷중심 앞 옆선 뒤

A 2.0 2.0 3.5 1.5 2.5 2.0 3.5

B 2.0 2.0 3.5 1.2 2.5 2.5 3.5

C 2.0 2.0 3.5 1.5 2.5 2.5 4.0

D 2.5 2.5 3.5 1.2 2.5 2.0 3.5

E 2.0 2.0 3.0 1.2 2.5 2.0 3.5

F 2.0 2.0 3.0 1.5 2.5 2.0 3.5

G 2.0 2.5 3.5 1.5 2.5 2.0 4.0

H 2.0 2.0 3.5 1.5 2.5 2.5 3.5

I 1.5 2.0 3.0 1.5 2.5 2.0 3.5

J 1.2 1.8 3.0 1.2 2.0 2.0 3.0

K 1.5 1.8 3.0 1.2 2.0 2.0 3.0

L 1.5 2.0 3.0 1.2 2.0 2.0 3.0

M 1.5 2.0 3.0 1.2 2.0 2.0 3.0

평균 1.82 2.05 3.23 1.34 2.35 2.12 3.42

주) 기본사이즈 <표 7> 참조

품목부위 재 킷 타이트 스커트

업 체 앞길 옆선 뒷길 뒷중심 앞 옆선 뒤

단위: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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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재킷 원형의 다트 배분

<그림 2>  타이트 스커트의 다트 배분



분하는 것이 중요하 다. 업체의 기본 스커트는 뒤 다

트량이 앞에 비해서 1~1.2cm정도 컸으며, 옆선의 깎

임 분량은 맞춤 제작의 경우 개인의 체형에 따라 달라

지지만 기성복은 거의 일정한 치수를 적용하 다. 업

체에서는 완만한 옆선의 실루엣을 위해서는 옆선의

깎임분은 2~2.5cm를 적용하 다.

업체에서 사용하는 기본 재킷 소매의 소매산을 정

하는 방법은‘길 진동둘레/3에 디자인에 따라 치수를

조금씩 더하거나 가감하는 하는 방법’을 61.5%로 가

장 많았으며, ‘길 앞 뒤 어깨점을 연결한 이등분점과

진동점까지의 직선길이에서 일정한 수치를 빼주는 방

법’은 30.8%로 나타났다. 소매산 높이는 길의 진동 둘

레와 진동높이에 따라 비례적으로 패턴 디자이너의

경험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대체로 15~16cm 범위 내

에 있었다.

기본 재킷의 소매 곡선둘레에 포함되는 ease 분량과

앞 뒤 비율은 <표 12>에 제시하 다. 일반 직물 사용시

소매 진동둘레 전체 ease 분량은 2.5~3.5cm까지 범위

로 평균 2.9cm로 나타났다. 앞·뒤 진동둘레 ease 분

량은 각각 평균 1.2cm와 1.63cm로 뒤가 평균 0.43cm정

도 많으며, ease 분량 비율은 4：6으로 나타났다.

요즘 재킷은 ease 분량을 되도록 적게 주었으며 이

는 봉제 작업자의 숙련도가 떨어지는 점도 있지만,

ease 처리가 잘 되지 않는 소재의 사용이 많아졌기 때

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런 소재는 대개 소매 곡선

둘레에 스티치 라인이 들어가는 디자인이 많아 ease양

을 거의 없애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 시접을 소매

로 넘기지 않고, 갈라주는 경우에도 소매곡선에 ease양

이 많으면 곡선 부위가 볼록해지기 때문에 ease분량을

1.2~1.5cm로 줄여주었다. 업체마다 아이템별 심지를

부착하는 위치나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 디자인

과 일반 직물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부착 위치나 방법

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심지를 부착하는 중요한 목적

은 겉감의 실루엣을 잘 살려주는 위한 것이라고 응답

하 으며, 겉감의 실루엣이 달라지면 동일한 소재일지

라도 부착하는 부위를 다르게 하 다. 그러나 실루엣

따라 심지를 부착하는 부위는 패턴 디자이너의 경험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며, 업체마다 정해진 기준은 없었

다. 또한 의복의 부위에 따라 부착하는 심지의 종류,

두께 등에는 차이가 없었다. 남성복은 부위에 따라 부

착하는 심지의 종류가 다양한데 반해 여성복은 부위에

따라 심지 종류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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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여성복 기본 재킷의 소매 곡선 둘레 ease 분량

부위 전체 ease 분량 앞소매곡선둘레 뒤소매곡선둘레 ease 분량 차이

업체 ease 분량 ease 분량 (뒤-앞)

A 2.5 1.25 1.25 0.0

B 2.5 1.0 1.5 0.5

C 3.0 1.4 1.6 0.2

D 3.0 1.3 1.7 0.4

E 2.0 1.0 1.0 0.0

F 3.5 1.2 2.0 0.8

G 2.7 1.2 1.5 0.3

H 3.0 1.2 1.8 0.6

I 3.0 1.2 1.8 0.6

J 3.0 1.2 1.8 0.6

K 3.0 1.2 1.8 0.6

L 3.0 1.2 1.8 0.6

M 3.5 1.3 1.7 0.4

평균 2.9 1.2 1.63 0.43

부위
전체 ease 분량

앞소매곡선둘레 뒤소매곡선둘레 ease 분량 차이

업체 ease 분량 ease 분량 (뒤-앞)

단위: cm



심지 패턴제작의 원칙은 심지 부착 과정에서 접착

액이 소재에 묻지 않고, 봉제시에 한번 더 고정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겉감(시접포함) 패턴보다 0.3~0.5cm 정

도 작게 제작하 다. 업체에서 아이템별로 기본적으로

심지를 부착하는 부위는 <표 13>에 제시하 다.

3) 봉제 요인

패턴제작을 함에 있어서 좋은 품질의 의복을 만들

어내기 위해서는 소재요인, 디자인 요인이 아무리 우

수하여도 봉제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그 의복의 디

자인과 소재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것이다. 의복의

시작이 소재이며, 중간단계가 디자인이라면, 완성은 바

로 봉제인 것이다. 개별 제작과정은 소재를 다림질로

늘이거나 줄이면서, 혹은 소재를 당기거나 느슨하게

박는 과정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의복의 품질이 크게 달라진다. 하지만 공업용 패

턴은 봉제과정에서 숙련도에 따라 품질에 차이가 나

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작업자의 조작이 필요한 사항

을 미리 패턴제작 과정에서 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작업자가 임의로 소재를 늘이

거나 줄이지 않도록 패턴에서 늘임분량을 넣지 않거

나, ease로 처리하는 대신 다트로 제작하는 등의 손에

의한 조작의 범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패턴을 제

작해야 한다.

작업자의 숙련도, 봉제방법 등에 따라서 봉제의 품

질수준은 다르게 나타났지만 지금까지 업체에서는 봉

제보다는 패턴 자체에 대한 문제점에만 치중해왔다.

완벽한 공업용 패턴제작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청

업체의 실태와 생리에 맞는 정확한 봉제기준이 없다

면 원하는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 그러나

패턴 디자이너가 하청업체 전반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갖고, 생산과정까지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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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여성복의 아이템별 심지 부착 부위(일반 직물, 기본 디자인 기준)

아이템 부위 심지 부착 부위

앞 길 안단 전면, 앞길 전면, 어깨 부위에 덧심

재 킷
뒷 길 어깨와 목둘레 일부분

칼 라 겉·안칼라 전면, 겉칼라와 안칼라 중 한쪽만 전면, 밴드가 있는 경우는 밴드 겉·안 전면, 한쪽 전면

소 매 도련단, 트임 전면, 커프스 전면, 절반만 부착

앞 길 주머니 부분

스커트 뒷 길 지퍼 부분

허리밴드 벨트 전면

앞 길 지퍼 부분

팬 츠 뒷 길 주머니 부분

허리밴드 벨트 전면

원피스
앞 길 안단을 제외하고는 부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뒷 길 지퍼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아이템 부 위 심지 부착 부위

<표 14>  여성복 패턴제작에 고려하는 봉제요인

봉제요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너치표시 부위 및 갯수 ◎ ◎

시접분량 및 처리방법 ◎ ◎ ◎ ◎ ◎ ◎ ◎ ◎ ◎ ◎ ◎

ease분량 처리 방법

* 고려하는 1순위: , 2순위: ◎, 3순위: 

봉제요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때문에 갈수록 다양해지는 소재와 디자인을 제대로

표현해 내기 위해서 패턴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봉제

방법과 봉제설비에 대한 기술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전문 봉제기술팀과 패턴 디자이너, 디자이너

사이의 원활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져 본사의 생산형태

에 맞는 봉제방법, 검사기준 등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복의 품질에 많은 향을 미치는 봉제 요인 중에

서 공업용 패턴제작과정에서 고려하는 세부적인 요인

은 너치 표시 부위 및 개수, 시접분량, 시접처리 방법

등으로 나타났다. 너치를 표시하는 기준은 패턴 디자

이너, 업체 등에 따라 조금씩 달랐으며, 숙련공일수록

너치 표시가 많을수록 작업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

에 기본적인 위치에만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더 적

절하 다.

패턴제작에서 너치는 크게 두가지 역할을 담당하

다. 첫째는 서로 봉제되거나 합해져야 할 패턴의 위치

를 표시하는 맞춤 표시 역할이며, 둘째는 여유량(ease)

이 들어가야 할 부위를 표시해 주어서 의도한 대로의

실루엣이 나오도록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루엣이 바뀌면 너치 위치도 변화해야 한다. 패턴제

작에서의 너치는 재단하는 과정에서 칼로 소재를 잘

라서 표시하기 때문에 정확한 너치 표시는 기성복 업

체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너치를 표시하는 기준은 <표 15>에 제시하 으며,

패턴 디자이너, 업체 등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일반적

으로 너치 표시가 많을수록 의복을 만드는데 좀 더 정

확하고 봉제하기도 편리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숙련공일수록 오히려 너치 표시가 많으면 일일을 맞

춰야 하기 때문에 작업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기본적

인 위치에만 정확히 있으면, 쉽게 봉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패턴 디자이너는 하청업체의

작업방식과 봉제수준에 따라서 적절한 너치 표시 개

수를 정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길이는 패턴 제

작시에는 시접분량보다 길어도 상관이 없지만, 재단

시에는 소재가 잘려질 부분이기 때문에 시접분량보다

작아야 하며 보통 0.3~0.5cm를 사용하 다.

블라우스처럼 안감이 없는 아이템은 시접에 너치

표시를 필요이상 하게 되면 시접처리가 깔끔하지 못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위치 외에는 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하며, 올이 잘 풀리는 소재는 cutting하는 너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제작하는 의복은 완성선을 실표뜨기, 쵸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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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여성복 공업용 패턴의 너치 표시 기준

너치 표시 기준 비율(%)

가슴, 허리, 엉덩이 기준선 부위는 하고, 곡선 부위는 여러 개 한다. 53.8%

ease들어가는 부위에는 분량을 너치로 표시해야 한다. 23.1%

너치가 많으면 봉제공정시 오히려 작업이 느려지기 때문에 적게 한다 15.4%

너치는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부위에 한다 7.7%

너치 표시 기준 비율(%)

<표 16>  여성복 공업용 패턴의 부위별 시접분량

부위 아이템 재킷 스커트 팬츠 원피스

디자인선 1.2~1.5 1.2~1.5 1.2~1.5 1.2~1.5

길 진동둘레 1 - - 1

목둘레선 1 - - 1

옆선 1.2~2 1.2~2 1.2~2 1.2~2

바지안솔기선 - - 1.2~2 -

칼라둘레 1 - - 1

어깨선 1.2~1.5 - - 1.2~1.5

허리선 - 1 1 -

뒷중심 1.5 1.5 1.5 1.5

소매솔기 1.2~1.5 - - 1.2~1.5

소매도련단 4~4.5 - - 4~4.5

도련단 4~5 4~5 4~5 4~5

허리밴드둘레 1 1 1 1

주) 단위는 1/2 inch=1.25cm, 1/4 inch=0.6cm, 3/4 inch=

2cm, 3/8 inch=1cm, 5/8 inch=1.5cm로 환산 적용.

부위
아이템 재킷 스커트 팬츠 원피스

단위: cm



그리기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시접분량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요인이었다. 여성복 업체는 완성

선은 표시하지 않고, 일정한 시접분량으로 봉제를 하

기 때문에 의복의 부위별로 정해진 시접분량이 없으

면 제대로 된 의복을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그

러나 시접분량이 쓸데없이 많으면 소재의 소비량만

많아지므로 적절한 분량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 다.

업체에서 사용하는 부위별 시접분량은 <표 16>에

제시하 으며, 업체별로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 안단

시접분량은 겉감과 동일하며, 도련단의 경우는

4~5cm 다. 단, 플레어 스커트는 도련단이 접혀 올라

가면 남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2cm 정도로 줄여주었

다. 즉 도련단으로 갈수록 퍼지는 실루엣인 경우에는

단의 분량을 줄여주었으며, 비치는 소재 도련단은 플

레어 스커트와는 반대로 단을 2번 접어 봉제해야 하

기 때문에 오히려 시접을 7.5cm로 늘여주었다.

여성복은 겉감의 두께나 디자인의 특성에 따라 다

양한 방법으로 안감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에서와 같이 안감을 넣는 부위는 아이템마다 조금

씩 달랐으며, 안감의 유무 혹은 부착 부위에 따라서

시접처리 방식과 난이도가 달라졌다. 특히 시접처리는

의복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안

감 부착 방법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랐다. 여성복 업체

에서 안감 부착 부위와 이것에 따른 시접처리방식은

<표 17>에서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되었다. 이것

에 따른 시접처리 방식은 첫째, 의복 전체 부위에 안

감을 넣는 방식으로 초봄, 가을, 겨울용 의복에 사용하

다. 겉감과 안감의 시접처리를 모두 안쪽으로 숨길

수 있어서, 작업방식이 가장 간편하면서 처리 결과도

우수한 오버로크 방식을 많이 채택하 다. 소비자는

저가제품에는 바이어스 테잎 처리를 하지 않고 오버

로크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히

려 오버로크 처리만 잘한다면 어떤 시접처리보다 투

박하지 않아 실루엣에 향을 미치지 않고, 다림질 후

에도 겉감으로 표시가 잘 나지 않는 장점이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둘째, 의복 일부분에만 안감을 넣는 방식으로 주로

재킷이나 원피스의 소매 부위를 제외하고 길 전체에

만 안감을 부착하 다. 다른 안감 부착 방식에 비해서

작업방식은 비교적 용이한 편이지만, 진동 부분의 처

리는 까다로웠다. 겉감의 진동 부위 시접은 안감으로

된 0.5cm 폭의 바이어스 테입으로 싸주는 방식의 처

리결과가 가장 단정하지만, 대량생산에는 작업방식이

까다로워서 작업자의 봉제능력에 따라 만족스럽지 못

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가의 제품을 제외하고

는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대부분은 전체를 바이

어스테잎으로 다 처리하지 않고, 겉에서만 테잎으로

처리한 효과만 주고 안쪽은 시접이 그대로 보이도록

반만 파이핑 처리(현장용어: 반해리처리)를 하거나 오

버로크 처리만 하 다.

셋째, 의복 전체에 안감을 부착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로 여름용 소재나 스트레치 혹은 진 소재에 주로 많

이 이용하 다. 시접처리방식이 가장 까다로워 작업시

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용이나 고가

의 소재에는 안감으로 바이어스 테잎 처리를 하 다.

대량생산은 작업시간의 단축과 만족할만한 처리결과

를 위해 완벽한 바이어스 처리보다는 반시접(헤리) 처

리로 대부분 이루어졌으며, 어깨에 패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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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안감 부착 부위에 따른 시접처리 방식

안감부착부위 시접처리 시접처리 방식 특징

전체 부위 오버로크 처리
- 작업 방식이 간편하고 실루엣을 나타내는데 효과적이다

- 초봄, 가을, 겨울용 의복에 사용한다

일부분
오버로크, 반시접처리 - 겉감이 보이는 부분에 처리한다

접어박기 - 소매 진동 부분 처리가 까다롭다

안감 없음
반시접처리(파이핑) - 고가의 소재, 도련단 부분을 처리한다

접어박기 - 여름용 의복에 사용한다

안감부착부위 시접처리 시접처리 방식 특 징



는 파이핑 처리보다는 오버로크 처리를 하는 것이 바

람직하 다. 다른 방식으로는 겉감과 안감의 시접을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번 접어박는 작업방식이 용이하

지만, 다림질 후에 겉감쪽으로 시접자국이 보일 수 있

기 때문에 소재가 얇거나 고가 소재의 처리에는 사용

하지 않았다.

3. Focus Group Interview에 의한 검증 결과

패턴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국내 여성복 공업용 패

턴제작 과정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양한 소재를 사

용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특성에 대한 분석 자료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패턴제작 과정상에 소재의 물성

을 적절히 적용하지 못함으로서 제품생산 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고품질의 의복제품 생산을

위해서 소재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기준과 표시방법

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하 다.

여성복의 공업용 패턴제작에 고려되는 다양한 요인

은 정량적(定量的) 측면보다 정성적(定性的)인 측면이

많아 이를 모든 디자인에 따라 표준화하고 체계화하

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지적하 다. 그러

나 전반적인 국내 의류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효율

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디자인과

소재, 봉제 방법 등에 한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기준과

방법을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는 인식

을 같이 하 다.

본 연구결과 여성복 공업용 패턴제작에 사용되는

요인별 분류와 자료제시에 대해 실제 여성복 업체에

서 활용되고 있는 내용으로, 특별한 수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결과는 기본 아이템과

디자인을 기준으로 하여 업체간의 공통적인 내용만을

다룬 것으로, 실제 업체에서 행하는 다양한 내용이 포

함되지 못한 것을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하 다.

IV.

본 연구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

하고 고품질의 기성복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수적

인 공업용 패턴제작을 위해 고려하는 중요한 사항을

요인별로 분류하고 패턴제작에 적용하는 실질적인 자

료를 제시하 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업용 패턴제작에 있어 고려하는 요인은 크

게 소재, 디자인, 봉제 세 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으

며, 소재 요인이 패턴제작에 가장 큰 향을 미쳤다.

소재 특성에 적합한 패턴제작을 위해 고려하는 요인

은 겉감, 안감, 심지 등의 혼용율, 신축성, 수축율 등과

같은 물리적인 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자이너의 의도를 제대로 반 하기 위해 패

턴제작에 있어 고려하는 디자인 요인은 실루엣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내기 위해서는 적

절한 다트 배분 및 처리 방법, 소매산 높이 및 ease

분량, 심지 부착 부위 등이 중요한 항목이었다.

셋째, 패턴제작에 있어 고려하는 봉제 요인은 너치

표시 방법 및 개수, 시접분량 및 처리 방식, 테잎 종류

및 부착 부위 등의 요인에 따라 의복의 품질이 크게

좌우되었다.

F. G. I 결과 업체의 패턴 디자이너들도 다양하고 신

속하게 고품질의 의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업용

패턴제작에 고려해야 하는 데이터를 기본적인 아이템

과 디자인을 중심으로 요인별로 분류하고 이를 체계

화할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업용 패턴제작을 위한 요인

은 기본적인 소재 및 디자인을 기준으로 업체의 공통

적인 사항에 한정하여 분석하 기 때문에 앞으로 다

양한 아이템과 적용 방식에 대한 연구와 이러한 데이

터를 기본으로 실험을 통한 구체적인 사례와 상황에

대한 자료제시를 위한 연구가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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