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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eed for ready-to-wear clothing increases as the problem comes to arise from the fit of custom-
made clothing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middle-aged women’s somatotype. At this point of time, a
study on the realities of production of custom-made clothing in middle-aged women’s clothing business
firms is of very greatly significance. Therefore, this study was intended to identify the problem and
improvements through the survey research of production of custom-made clothing in middle-aged
women’s clothing business firms and further present the plan for development of custom-made clothing
business. The questionnaire was framed based on the contents extracted from the preliminary
questionnaire research for the pattern section chief of each business firm.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processed using the SPSS 10.0 Windows program. As a result,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tained:

1. The target age of the middle-aged women’s clothing business firms ranged from more than 45 years
to less than 50 years of age. Clothing business firms much made inroads into the ready-to-wear clothing
market largely in the 1980s and the 1990s. Their active entry into the custom-made clothing market
occurred in the 1970s and the 1980s.

2. In terms of the clothing production method of middle-aged women’s clothing firms, some private
boutique and designer brand clothing firms entered the clothing market with a focus on custom-made
clothing in the beginning of its organization and introduced the production method of ready-to-wear
clothing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production methods and consumers’ needs and wants. National
brand clothing firms manufactured clothing with a focus on ready-to-wear clothing from the beginning of
its organization, but at last they manufactured both partial custom-made and whole custom-made as the
problem arose from ready-to-wear clothing. Seeing that their clothing production showed the ratio ready-
to-wear to custom-made clothing of 2.58:1. And it was found that the manufacture of ready-to-wear and
custom-made clothing took into consideration the great difference in the pattern, size and design plan.
The research of the clothing production process showed that whole custom-made and partial custom-
made were distinguished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he sample was presented.

3. The ready-to-wear pattern of middle-aged women’s clothing firms were used with a focus on the
‘patternmaker-developed pattern’ and company-developed pattern’. Most clothing businesses p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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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국내 의류시장은 기성복생산 중심으로 형성되

어 있으나, 맞춤복시장 또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 비록 기성복시장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지만,

특히 특이체형이 많은 중년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여

성복업체들의 경우 맞춤복의 필요성은 더욱 크며, 이

는 기성복만으로 중년여성의 체형을 만족시키는데 한

계가 있기 때문이다.

연령증가에 따른 체형변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중년

기 여성은 젊은 여성에 비해 비만화 되는 경향이 있어

둘레, 두께항목의 치수가 증가하며, 허리둘레와 배둘레

가 두드러지게 증가함에 따라 허리굴곡이 작아지고,

지방침착의 부위와 형태에 따라 신체의 비례가 달라

진다.1) 그러나 기성복이 보편화된 현재 중년여성복업

체에서는 보다 맞음새 측면에서 더욱 적합한 의복을

제작하는데 필수적인 의복 패턴 구성과 이에 필요한

치수 사용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

다.2)3) 연령에 따른 체형의 변화 및 개인차가 큰 신체

적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평균적인 표

준치수를 기준으로 신체 여러부위의 크기를 비례적으

로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패턴제작방식을 취함에 따라

의복과 체형이 잘 맞지 않고 있다.4)

따라서, 각 업체에서는 의복제작시 대상 연령층이

갖고 있는 신체 크기요소 뿐만 아니라 형태적 요소를

면 하게 파악하여 의복을 구성함으로서 의복의 형태

적합성을 더욱 증가 시킬수 있으며,5) 특히, 피트(fit)성

이 요구되는 중년여성의 의복 제작에는 이러한 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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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 in 4 to 5 basic sizes, which is found to be insufficient to complement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middle-aged women with many specific somatotypes. In the pattern of custom-made clothing, the
‘pattern of ready-to-wear were applied’ or the ‘customized pattern was developed’. Actual measurements
were most used as the size of custom-made, and accordingly it is predicted that the level of satisfaction is
higher with the fit of custom-made clothing than that of ready-to-wear. The selling place and the head
office showed the similar percent as the place for measuring the size of custom-made clothing. Size
measurers were mostly the shop master. And it was found that most clothing business firms had a
problem when the measured size was applied to the pattern.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education on size measurement for shop masters.

4. It was found that in the middle-aged women’s clothing firms, the pattern correction of the length of
sleeve, jacket and slacks occupied the highest percent.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for the size
system to complement the accurate somatotype characteristics of middle-aged women.

5. In custom-made clothing customer management, most firms engaged in customer somatotype
management through size management. They provided customers with commodity information by
informing them of the sales and event period and practiced human management for customers by
maintaining the get-together and friendly relationship.

6. Middle-aged women’s clothing businesses responde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improve the fit of
custom-made clothing and complement their pursuit for individuality as the plan to improve its quality. In
consequence, it suggests that middle-aged women’s clothing businesses should provide middle-aged
women with the clothing of better-suited size and refined design. Middle-aged women’s clothing
businesses responded that it was the most urgent task to form the custom-made clothing manufacturing
team as the plan to expand the custom-made clothing market, which is identified as their emphasis on
the systematized production of custom-made clothing.

Key words: custom-made clothing(맞춤복), middle-aged women(중년여성), management(관리),
somatotype(체형), measurement(측정)



파악뿐만 아니라 정확한 패턴 및 치수의 확보문제도

중요하다.6)7)

기성복생산업체 중에는 기성복을 그대로가 아닌 소

비자 체형에 더 적합한 의복이 되기 위해 수선 또는

맞춤이라는 과정을 도입하고 있다. 결국 맞춤복의 형

태로 제작되어야 다양한 중년여성의 체형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1996년 40∼50대 중년여성들

사이에서 이지오더시스템(easy order system)을 이용한

맞춤 속옷 붐이 일어나 1997년에는 20∼30대 젊은 주

부들에게까지 빠르게 확산되었으며,8) 이는 외의류뿐만

아니라 내의류에서 조차 표준체형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는 기성복제작 방식만으로 중년여성의 다양한 체형

에 적합한 의복을 생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현대 중년여성의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에 대한 조

사결과9) 그들은 편안한 휴식을 추구하고, 감각적 식생

활, 쾌적한 주거공간, 건강을 추구하고 있으며 여가시

간을 이용한 스포츠, 자동차나 수입화장품 등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불어 친구, 동료,

사내가족 모임이나 결혼식이 많게 되면서 자신을 표

현해 줄 수 있는 의복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대부

분 가정생활 중심의 전업주부이지만 이외에도 사회활

동을 하는 중년여성도 있다. 이러한 경우 가정생활 중

심인 경우보다 의복이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의복이 자신의 이미지와 능력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다. 더구나 자녀중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부부중심 혹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개인중심의 생활

기로 바뀌는 시기를 맞아 라이프 스타일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그들의 취향, 욕구 등이 변화하

면서 중년여성의 의복 역시 획일적이 아닌 개성적인

스타일 즉, 체형상의 이유외에도 디자인 측면에서 기

성복보다는 자신을 위한 맞춤복을 선호하게 된다.

의류소비자로서의 중년여성은 2001년 3월 기준으로

전체 총 인구의 약 10.0%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성인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의류업체는 21.1%11)를 차지

하고 있으므로 의류시장에서 소비자로서의 중년여성

과 이들을 타깃으로하는 의류업체는 적지 않은 부분

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의

복구성학 측면의 선행연구들에는 성인여성 및 중년여

성의 연령별 체형연구, 여성복 치수에 관한 연구, 중년

여성의 체형연구에 따른 재킷, 스커트, 슬랙스 등 아이

템별 원형제작에 관한 연구 등으로 많이 이루어져왔

다. 그러나 맞춤복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남성복 분야

의 이지오더시스템(easy order system) 생산관련 연구

12)13)에 그치고 있으며, 체형의 변화와 함께 라이프 스

타일의 변화가 큰 중년여성의 맞춤복 생산에 관한 연

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여성복업체를 대상으로 맞춤

복 생산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맞춤복 생산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파악하고 중년여성을 위한 맞춤복 산업

의 발전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여성복업체의 맞춤복 생산실

태를 파악하여 맞춤복 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년여성복업체의 일반적 사항 및 생산현황에 대

한 조사를 통해 맞춤복 생산의 일반적인 실태를

파악한다.

2) 중년여성복업체의 기성복과 맞춤복 패턴 및 치수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의복 생산실태를 비교분석

한다.

3) 중년여성복업체의 패턴보정 실태를 업체유형별로

비교분석한다.

4) 중년여성복업체의 맞춤복고객관리 실태를 업체유

형별로 비교분석한다.

5) 중년여성복업체의 맞춤복 품질개선 방안 및 시장

확대방안을 업체유형별로 비교분석하여 맞춤복 산

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II.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복업체의 맞춤복 생산실태

조사를 위해 1차적으로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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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서울시 거주 중년여성이 선호하는 업체와 서울시

내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중년여성복업체를 조사대상

으로 선정하 다. 조사대상업체들은 중년여성을 타깃

으로 하는 맞춤복 생산업체로서, 본 조사를 위해 35개

의 중년여성복업체를 맞춤복 특성상 기업전략과 규모

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 따라서 기업의

전략적 측면에서 내셔널 브랜드와 디자이너 브랜드로

분류하 고,14) 본 연구에서는 맞춤복 생산실태를 보다

자세히 파악하고자 디자이너 브랜드를 규모면에서 다

시 세분하 다. 특히 지점보유 및 매출실적 등에 의해

이를 디자이너 브랜드와 개인 부띠끄로 분류하 다.

2. 연구방법

1) 자료의 수집

중년여성복업체의 맞춤복 생산실태를 파악하기에

앞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업체를 조사하기 위해 2001

년 6월 25일에서 7월 14일 사이에 의류소비층이 두터

운 서울의 강남 및 서초구에 거주하는 40∼55세의 중

년여성 중 맞춤복 구매 및 착용경험이 있는 52명을 선

정하여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소비자 설문을

통해 중년여성복 10개 업체를 선정하 고, 이 업체들

을 대상으로 2001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예

비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결과 수

정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01년 8월 1일부터 9월

5일 사이에 소비자 예비조사결과 선호도가 높았던 20

개 업체와 서울시내 위치한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중

년여성복업체 16개 업체 등 총 3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결과 총 36개 업체

중 자료가 불충분한 1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35개

업체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자료로 채택하 다.

2) 측정도구

중년여성복업체의 맞춤복 생산실태를 파악하기 위

한 설문지의 문항은 이 숙(1998)15)의 선행연구와 업

체 패턴사와의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참고로 구성

하 으며, 예비설문조사 후 수정보완한 설문지를 본조

사에 사용하 다. 예비설문 조사결과 주관식으로 응답

한 내용을 일부 도출하여 객관식화한 문항도 있다.

설문지 내용은 크게 7가지 부문으로 분류하여 업체

의 일반적 사항, 업체의 일반적 생산현황, 기성복 생산

패턴과 치수, 맞춤복 생산패턴과 치수, 패턴보정, 맞춤

복 고객관리, 맞춤복 산업의 발전방안의 총 32문항으

로 구성하 다.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0.0 for Windows program

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 으며, 자료의 분석은 빈도분

석, c2
검정, F-test, 교차분석, Duncan test를 실시하 다.

III.

1. 중년여성복업체의 일반적 사항

1) 조사대상업체의 타깃연령

조사대상업체의 타깃연령을 업체유형별로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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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업체유형별 타깃연령

타깃연령 40세 이상45세 이상50세 이상 전 체

업체 유형 ∼45세 미만∼50세 미만∼55세 미만

4 4 4 12

개인 부띠끄
33.3 33.3 33.3 100.0

40.0 28.6 36.4 34.3

11.4 11.4 11.4 34.3

5 5 2 12

디자이너 41.7 41.7 16.7 100.0

브랜드 50.0 35.7 18.2 34.3

14.3 14.3 5.7 34.3

1 5 5 11

내셔널 9.1 45.5 45.5 100.0

브랜드 10.0 35.7 45.5 31.4

2.9 14.3 14.3 31.4

10 14 11 35

전 체
28.6 40.0 31.4 100.0

100.0 100.0 100.0 100.0

28.6 40.0 31.4 100.0

타깃연령 40세 이상45세 이상50세 이상
전 체

업체 유형 ∼45세 미만∼50세 미만∼55세 미만

(단위: 개, %)



위한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대상업체는 40세이상∼55세미만의 중년여성

을 타깃으로 하며, 이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타

깃연령을 40세이상∼45세미만, 45세이상∼50세미만, 50

세이상∼55세미만의 3연령대로 분류16)하여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45세이상∼50세미만의 연령대를 타깃으로

하는 업체가 40.0%(14개업체)로 가장 많았으나 중년여

성복업체는 대체로 3연령대의 모든 중년여성을 고르

게 타깃으로 하고 있음이 파악된다.

업체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부띠끄는 3연령대 모두

각 4개업체(33.3%)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디자

이너 브랜드는 40세이상∼50세미만, 내셔널 브랜드는

45세이상∼55세미만을 각각 10개업체(83.4%), 10개업체

(91.0%)로 디자이너 브랜드는 내셔널 브랜드보다 좀더

연령이 낮은 중년여성을 타깃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조사대상업체의 기성복·맞춤복시장 진출시기

(1) 기성복시장 진출시기

35개 중년여성복업체의 기성복시장 진출시기에 대

한 조사결과, 1960년대부터 시작된 업체도 있으나 대

부분 1980∼90년대에 71.4%(25개업체)의 업체가 기성

복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체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 부띠끄는 199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75.0%(9개업체)가 기성복 시장에 진출

하 고, 디자이너 브랜드는 대부분 1970∼80년대에

91.6%(11개업체)가, 내셔널 브랜드는 1980∼90년대에

73.3%(8개업체)가 기성복시장에 진출하 다. 개인부띠

끄는 디자이너 브랜드와 내셔널 브랜드에 비해 10∼

20년 정도 늦게 기성복 생산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와 같이 개인 부띠끄의 기성복 진출이 늦은 이

유는 맞춤복 위주의 생산체제하에서 업체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아 기성복 대량생산 체제를 구비하지

못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 맞춤복 위주

던 개인 부띠끄도 1990년대 들어서서는 소비자들이

맞춤복의 번거로움을 기피하고 기성복을 선호함에 따

라 기성복 생산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과

적으로 기성복 산업의 발전은 디자이너 브랜드와 내

셔널 브랜드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나타낸다.

(2) 맞춤복시장 진출시기

중년여성복업체의 맞춤복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이

루어진 것은 주로 1970년대 34.3%(12개업체)와 1980년

대 42.9%(15개업체)이지만 1990년대도 11.4%(4개업체)

나 이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 다. 이와 같이 맞춤복시

장이 증가한 것은 기성복으로는 중년여성의 다양한

체형을 보완하는데 한계가 있어 각업체에서 맞춤복

생산을 기피할 수 없기 때문이며 또한 맞춤복을 선호

하는 소비자집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업체유형별로 살펴보면 맞춤복시장에 디자이너 브

랜드, 개인 부띠끄, 내셔널 브랜드의 순으로 진출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현재 디자이너 브랜드 중에

는 1960년대 맞춤복 위주의 개인 부띠끄로 출발하여

그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오늘날의 디자이너 브랜

드로 편입된 경우 16.7%(2개업체)가 있으므로 실제적

으로 보자면 맞춤복시장의 진출은 개인 부띠끄를 중

심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내셔널 브랜드의 경

우 주로 1980년대 맞춤복시장에 새롭게 진출하 는데

이는 중년여성을 위한 기성복의 피트성에 문제가 발

생함에 따라 맞춤복 생산에 참여하게 된 것이며, 더욱

이 이 시장의 참여업체가 기성복 위주 생산체제인 내

셔널 브랜드임을 감안할 때 향후 맞춤복시장의 활성

화를 예견할 수 있다.

2. 중년여성복업체의 일반적 생산실태

1) 의류생산방식

조사대상업체의 의류생산방식에 대한 조사에 앞서,

맞춤복은 맞춤정도에 따라 완전맞춤과 부분맞춤(이지

오더)으로 분류되는데 완전맞춤은 일반적인 맞춤복을

의미하며, 부분맞춤은 사이즈 맞춤인 이지오더와 소

재·디자인 맞춤 등을 포함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

분맞춤의 의미를 소재·디자인 맞춤보다는 사이즈 맞

춤에 두었으며 또한 본 연구대상이 특이체형이 많은

중년여성들이기 때문에 사이즈 맞춤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이즈 맞춤인 이지오더의복에 초점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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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 다. 따라서 의류생산방식을 기성복과 맞춤복

(완전맞춤), 이지오더의복(부분맞춤)으로 분류하여 조사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년여성

복업체는 기성복 생산방식을 45.8%(33개업체)로 가장

많이 취하며, 다음으로 맞춤복 생산방식을 36.1%(26개

업체), 그리고 이지오더의복 생산방식을 18.1%(13개업

체)로 조사되었다. 현재 중년여성복업체의 의류생산은

대부분 기성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완전맞

춤인 맞춤복과 부분맞춤인 이지오더의복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체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 부띠끄와 디자이너 브

랜드는 기성복생산과 맞춤복생산을, 내셔널브랜드는

기성복생산과 이지오더 의복생산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개인 부띠끄와 디자이너 브랜

드는 설립초기에 맞춤복 위주로 진출하 지만 생산방

식과 소비자의 요구변화에 따라 기성복 생산을 도입

하여 의복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비해 내셔

널 브랜드는 설립초기부터 기성복 중심으로 의복을

생산하 지만 결국 기성복의 체형과의 맞음새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부분맞춤 또는 완전맞춤을 병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성복생산 이외에 이지오더방식

을 취하고 있는 내셔널 브랜드의 경우 맞춤복생산이

저조한 이유는 맞춤복생산에 따르는 제작시간 증가,

인건비 상승, 원단재고를 감안할 때 기성복보다 더 높

은 가격을 책정하여 업체의 이윤을 추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의 전략상 불가능하므로 맞춤복 생산

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분맞춤

인 이지오더의복이 이윤추구의 측면에서 볼 때 업체

에 도움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서비스 차원

에서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이는 기성복의 맞음

새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며,

한편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업체의 경우 매출의 감소

를 막기 위해 각 매장의 샵마스터들이 부분맞춤이나

완전맞춤에 대한 주문을 무분별하게 받을 수 밖에 없

고, 고객에 대한 업체의 이미지 차원에서 부분맞춤을

제작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 다.

2) 의류생산비율

조사대상업체의 기성복과 맞춤복 생산비율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3>과 같고, 전체적으로 기성복의 평균

생산비율은 71.99%, 맞춤복은 27.92%로 조사되어 현재

중년여성복업체는 기성복과 맞춤복을 2.58 : 1의 비율

로 생산하고 있어 기성복 생산에 주력하면서 맞춤복

생산 또한 적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기성복과 맞춤복의 평균생산비율을 업체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 부띠끄 1(38.33%) : 1.61(61.67%), 디자이

너 브랜드 6.14(86.00%) : 1(14.00%), 내셔널 브랜드

11.36(91.64%) : 1(8.09%)로, 디자이너 브랜드나 내셔널

브랜드는 개인 부띠끄에 비해 기성복의 생산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 여기에서 개인 부띠끄의 기성복과

맞춤복의 생산비율이 큰차이가 나지 않은것과 달리

디자이너 브랜드와 내셔널 브랜드의 기성복과 맞춤복

의 생산비율은 큰 차이를 보 다.

이상에서 개인 부띠끄는 맞춤복 위주의 생산을, 디

자이너 브랜드와 내셔널 브랜드는 기성복생산에 주력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디자이너 브랜드의

경우 기성복 추구의 경향은 과거 개인 부띠끄 수준이

었던 규모, 생산시스템, 판매측면에서 내셔널 브랜드화

되어 맞춤복 생산체제에서의 이윤만으로는 업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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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업체유형별 의류생산방식

의류생산방식 기성복 맞춤복이지오더 의복전 체

업체 유형

10 12 1

개인 부띠끄
43.5 52.2 4.3 23

30.3 46.2 7.7 31.9

13.9 16.7 1.4

12 11 2

디자이너 48.0 44.0 8.0 25

브랜드 36.4 42.3 15.4 34.7

16.7 15.3 2.8

11 3 10

내셔널 45.8 12.5 41.7 24

브랜드 33.3 11.5 76.9 33.3

15.3 4.2 13.9

전 체
33 26 13 72

45.8 36.1 18.1 100.0

복수응답처리하 음.

의류생산방식
기성복 맞춤복

이지오더
전 체

업체 유형 의복

(단위: 개, %)



이 어렵게 됨에 따라 기성복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것

이다.

3) 의류생산의 차별화 사항

조사대상업체의 기성복과 맞춤복 생산의 차이를 파

악하기 위해, 중년여성복업체의 패턴사를 대상으로 예

비설문을 실시하 고, 주관식으로 도출된‘패턴 및 치

수’, ‘디자인 기획’, ‘봉제 및 생산과정’등의 내용을

객관식화하여 본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결과 전체적으로‘패턴 및 치수’33개업체

(48.5%), ‘디자인 기획’21개업체(30.9%), ‘봉제 및 생산

과정’11개업체(16.2%)로 조사되어, 중년여성복업체에

서는 기성복과 맞춤복을 제작할 때 패턴 및 치수와,

디자인 기획에 많은 차이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 부띠끄·디자이너 브

랜드·내셔널 브랜드 모두‘패턴 및 치수’, ‘디자인

기획’, ‘봉제 및 생산과정’의 순으로 생산의 차이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기타’로 응답한 2개업

체는 기성복 생산을 하지 않는 개인 부띠끄로 기성복

과 맞춤복에 대한 차별화 전략이 없는 업체이다.

4) 의류생산과정

조사대상업체의 의류생산방식은 앞의 <표 2>에서

조사되었으며, 이에 따른 의류생산은 어떠한 순서로

진행되는가에 대한 조사결과, 기성복은 디자인기획 →

패턴제작 → 샘플제작 및 가봉 → 품평회 → 수주회

(오더결정) → main 생산의 순서로 진행되며, 맞춤복은

완전맞춤의 경우 소비자의 주문 → 사이즈 측정 → 패

턴제작 → 가봉 → 봉제완성으로, 부분맞춤의 경우 샘

플제작 → 주문 → 사이즈 측정 → 패턴제작 → 가봉

→ 완성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서

업체유형별 차이는 없으며, 특별히 맞춤복 생산과정이

2가지로 그 과정은 샘플 제시여부에 따라 구별되며,

샘플을 제시한 맞춤복의 경우 샘플의 범위 내에서 맞

춤이 이루어지는 소극적인 맞춤 즉 부분맞춤이라 정

의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맞춤에는 사이즈 맞춤인 이

지오더를 비롯하여 소재와 디자인 맞춤도 포함된다.

그러나 실제 업체에서의 부분맞춤은 대개 사이즈 맞

춤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재나 디자인 맞춤은 특정

고객에 국한된다.

3. 중년여성복업체의 의복패턴과 치수사용

실태

1) 기성복 패턴과 치수사용 실태

(1) 기성복 패턴

조사대상업체의 기성복 패턴에 대한 조사결과, 기성

복 패턴은‘패턴사의 개발패턴’(58.8%, 30개업체)과

‘회사의 개발패턴’(29.4%, 15개업체)을 중심으로 사용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체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

부띠끄는‘패턴사의 개발 패턴’(47.1%, 8개업체)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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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업체유형별 의류생산비율

의류생산비율 기 성 복 F-test 맞 춤 복 F-test

업체유형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개인부띠끄
38.33 18.50 61.67 18.50

a b

디자이너 브랜드
86.00 11.92 14.00 11.92

b 55.172*** a 56.565***

내셔널 브랜드
91.64 7.24 8.09 6.44

b a

전 체 71.99 27.67 27.92 27.68

a, b는 Duncan test 결과임.

*** p>0.001

의류생산비율 기 성 복
F-test

맞 춤 복
F-test

업체유형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단위: %)



사의 개발 패턴’(41.2%, 7개업체)을 많이 사용하는 반

면, 디자이너 브랜드와 내셔널 브랜드는 각각‘패턴사

의 개발 패턴’을 60.0%(12개업체), 71.4%(10개업체)로

가장 많이 기성복 패턴에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개인 부띠끄의 경우‘패턴사의 개발 패턴’과‘회

사의 개발 패턴’을 거의 균등하게 기성복 패턴에 사용

하고 있었으며, 이때 디자이너가 업체의 경 주인 경

우가 많고, 따라서‘회사의 개발 패턴’은 곧 디자이너

의 개발 패턴을 의미한다. 따라서 패턴사와 디자이너

가 패턴제작에 동등하게 참여함을 알 수 있다. 디자이

너 브랜드와 내셔널 브랜드의 경우‘패턴사의 개발 패

턴’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따라서 패턴사

중심의 기성복 패턴임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내셔널

브랜드의 경우 개인 부띠끄에 비해 업체의 규모가 크

고 컨셉이 다양하며 생산단계의 분업화가 3가지 업체

유형 중 가장 뚜렷하여 패턴사를 중심으로 기성복 패

턴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2) 기성복 기본호칭과 생산치수

기성복의 기본호칭과 생산치수에 대한 조사는 의류

아이템 중‘정장(suit)’으로 범위를 제한하 으며, 기본

호칭은 앞의 <표 2>에서와 같이 기성복 생산을 하는

3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 으며, 상·하의 구분여

부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하 다. 상·하의를 구분하는

업체는 내셔널 브랜드 7개업체(41.2%), 디자이너 브랜

드 6개업체(35.3%), 개인 부띠끄 4개업체(23.5%)의 총

17개업체이며, 상·하의를 구분하지 않는 업체는 내셔

널 브랜드 4개업체(25.0%), 디자이너 브랜드 6개업체

(37.5%), 개인 부띠끄는 6개업체(37.5%)의 총 16개업체

로 조사되었다.

업체별 상·하의 기본호칭과 생산치수에 대한 조사

결과, 기본호칭은 상의의 경우 88, 91, 94, 97을 하의의

경우 67, 70, 73, 76, 79, 82를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상의의 경우 대부분의 업체들은 4∼5개의

기본호칭으로 의복을 생산하고 있으나, 특이체형이 많

은 중년여성들의 신체적 특징을 보완하기에는 불충분

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표준사이즈의 의복에 집중하

여 생산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표준체형이 아닐 경

우 맞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2) 맞춤복 패턴과 치수사용 실태

(1) 맞춤복 주문용 샘플

맞춤복 제작을 위한 주문용 샘플을 소비자에게 제

시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맞춤복 주문을 위한 샘플

은 31개업체(88.6%)로 대부분 기성복으로 대체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서 맞춤복은 완전맞춤과

부분 맞춤인 이지오더 의복을 포함한다.

업체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 부띠끄의 경우 9개업

체(75.0%)가 맞춤복 주문용 샘플을 기성복으로 대체하

고 있고, 1개업체(8.3%)만이 맞춤복 주문용 샘플을 제

시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2개업체(16.7%)는 샘플제시

없이 완전맞춤을 생산하고 있었다. 디자이너 브랜드와

내셔널 브랜드는 각각 12개업체(100.0%), 10개업체

(90.9%)의 업체가 맞춤복 주문용 샘플을 기성복으로

대체하고 있었다. 앞의 <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맞춤복 생산비율이 높았던 개인 부띠끄도 대부분 디

자이너 브랜드와 내셔널 브랜드와 같이 맞춤복 주문

용 샘플을 기성복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이는 맞춤복 주문생산이 기성복에 국한되어 이루

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 부띠끄에서 주문

용 샘플이 따로 구비되어 있는 업체의 경우 맞춤복 주

문 및 생산이 기성복과 차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

며, 주문용 샘플 없이 완전맞춤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

체는 맞춤복의 디자인, 소재, 봉제 등에 있어서 생산의

범위가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2) 맞춤복 패턴

조사대상업체의 맞춤복 패턴사용에 대한 조사결과

<표 4>와 같이, 전체적으로‘기성복 패턴을 응용(18개

업체, 51.4%)’하거나‘주문자용 패턴을 개발(16개업체,

45.7%)’로 제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 부띠끄는‘주문자용 패

턴 개발’10개업체(83.3%), 디자이너 브랜드는‘기성복

패턴 응용’9개업체(75.0%), 내셔널 브랜드는‘기성복

패턴 응용’7개업체(63.6%)로서 개인 부띠끄가 주문자

용 패턴을 별도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디자이너 브랜드는 별도의 맞춤복용 패턴을 마련하는

업체는 3개업체(27.3%)에 불과하고 대체로 기성복 제작

에 사용하는 패턴을 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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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널브랜드의 경우도 많은 업체들이 기성복 제작에 사

용하는 패턴을 맞춤복에 응용하고 있지만, ‘주문자용

패턴개발(3개업체, 27.3%)’과‘이지오더용 패턴응용(1개

업체, 9.1%)’을 맞춤복에 도입하는 업체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개인 부띠끄는 완전맞춤 중심으로 의복

을 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디자이너 브랜드와

내셔널 브랜드는 기성복 중심의 생산체계이기 때문에

맞춤복 패턴에 기성복 패턴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내셔널 브랜드에는 이지오더 생

산이 진행되는 업체도 있다.

(3) 맞춤복 치수

조사대상업체의 맞춤복 치수사용에 대한 조사 결과

<표 5>와 같이, 85.0%(34개업체)로 대부분의 업체들이

맞춤복 치수에 실제 계측치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맞춤복은 실제 계측치를 이용하여

제작되기 때문에 중년여성에게 기성복보다 신체적합

도가 높은 의복을 제공할 수 있다.

업체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 부띠끄, 디자이너 브랜

드, 내셔널 브랜드 모두 맞춤복 치수에 실제 계측치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

이 대부분 맞춤복 제작시 실제 계측치를 많이 이용하

고 있지만 내셔널 브랜드의 경우 5개업체(33.3%)와 개

인 부띠끄 1개업체(7.7%)가 회사에 비치된 기존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결국 회사

에 비치된 기존치수와 측정된 사이즈를 절충하여 맞

춤복 제작에 사용하는 업체이며, 결과적으로 맞춤복

치수는 실제계측치를 많이 적용하므로 기성복보다 맞

음새가 뛰어나며, 이외에도 회사의 기존치수를 절충하

는 경우 의복의 라인을 자연스럽게 하려는 디자인상

의 이유로 파악된다.

① 사이즈 측정장소

조사대상업체의 맞춤복 사이즈 측정장소에 대한 조

사결과, 개인부띠끄는 12개업체(100.0%) 모두 맞춤복

사이즈 측정을 본사에서 실시하며, 디자이너 브랜드와

내셔널 브랜드는 각각 11개업체(91.7%), 8개업체(72.7%)

로 대부분 매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디자이너 브랜드와 내셔널 브랜드가 개인 부

띠끄보다 업체의 규모가 커서 매장수가 많기 때문에

본사보다는 각 매장에서 사이즈 측정이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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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업체유형별 맞춤복 패턴사용 실태

의류생산방식 기성복 맞춤복이지오더 의복전 체

업체 유형

2 10 0 12

개인 부띠끄
16.7 83.3 0.0 100.0

11.1 62.5 0.0 34.3

5.7 28.6 0.0 34.3

9 3 0 12

디자이너 75.0 25.0 0.0 100.0

브랜드 50.0 18.8 0.0 34.3

25.7 8.6 0.0 34.3

7 3 1 11

내셔널 63.6 27.3 9.1 100.0

브랜드 38.9 18.8 100.0 31.4

20.0 8.6 2.9 31.4

18 16 1 35

전 체
51.4 45.7 2.9 100.0

100.0 100.0 100.0 100.0

51.4 45.7 2.9 100.0

맞춤복 패턴 기성복 주문자용 이지오더용
전 체

업체 유형 패턴 응용 패턴 개발 패턴 응용

(단위: 개, %)
<표 5>  업체유형별 맞춤복 치수사용 실태

맞춤복 치수 실제의회사에 비치된전 체

업체 유형 계측치 이용 기존 치수

12 1

개인 부띠끄
92.3 7.7 13

35.3 16.7 32.5

30.0 2.5

12 0

디자이너 100.0 0.0 12

브랜드 35.3 0.0 30.0

30.0 0.0

10 5

내셔널 66.7 33.3 15

브랜드 29.4 83.3 37.5

25.0 12.5

전 체
34 6 40

85.0 15.0 100.0

복수응답처리하 음.

맞춤복 치수 실제의 회사에 비치된
전 체

업체 유형 계측치 이용 기존 치수

(단위: 개, %)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사이즈 측정자

조사대상업체의 맞춤복 사이즈 측정자에 대한 조사

결과, 18개업체(51.4%)로 샵마스터인 경우가 가장 많았

으며, 다음으로 패턴사와 디자이너가 각각 10개업체

(28.6%), 7개업체(20.0%)로 맞춤복 사이즈를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 부띠끄는‘디자이너(7

개업체, 58.3%)’와‘패턴사(5개업체, 41.7%)’가 사이즈

측정을 많이 하고 있으며, 디자이너 브랜드와 내셔널

브랜드는 각각 10개업체(83.3%), 8개업체(72.7%)로‘샵

마스터’가 대부분 사이즈 측정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으며, ‘패턴사’가 사이즈 측정을 하는 업체도 2개업

체(16/7%), 3개업체(27.3%)로 소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사이즈 측정을 샵마스터가 하는 업체의 경우, 그들

의 교육수준에 대한 설문결과, 의류학 전공자 7명

(38.9%), 비전공자 11명(61.1%)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에

게 사이즈 측정을 위한 교육을 행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16개업체(88.9%)가 사이즈 측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 으며, 사이즈 측정 교육은 각 시즌별

로 있는 품평회 때 본사에서 패턴사가 직접 교육을 실

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샵마스터가 사이즈 측정을

하는 업체는 총 18개업체인데, 사이즈 측정 교육은 16

개 업체가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체적으로

사이즈 측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파악된다.

③ 치수사용의 문제점

이상에서 살펴 본 사이즈 측정은 의복의 맞음새에

많은 향을 주는데, 측정 후 그 치수를 패턴에 적용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는 지에 대한 조사결과 총

35개 업체 중 9개업체가 문제가‘있다’고 조사되었다.

따라서 맞춤복 측정치수를 의복제작에 적용했을 때

25%의 업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조사되어 맞춤복 사이

즈 측정이 좀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업체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부띠끄는 모든 업체가

문제점이 없다고 조사되었는데 이는 사이즈 측정이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

다. 또한 디자이너 브랜드와 내셔널 브랜드는 측정된

치수 사용에 문제점이 없는 업체가 많았으나, 문제점

이 있는 업체들도 적지 않은데, 이는 디자이너 브랜드

와 내셔널 브랜드는 샵마스터 중심으로 사이즈 측정

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의류

비전문가가 사이즈 측정을 할 경우‘기준점의 모호

성’, ‘기준선의 문제’등의 이유로 정확한 사이즈 측정

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은 패턴에 측정된 사이즈를

적용할 때 치수를 수정하여 사용해야하고, 샘플제작이

나 가봉시 다시 한번 수정 작업을 해야하는 번거로움

이 있다고 디자이너 브랜드와 내셔널 브랜드의 패턴

사들이 지적하 다. 그러나 사이즈 측정을 패턴사나

디자이너와 같은 전문가가 직접 측정하는 것이 정확

하지만, 규모가 큰 디자이너 브랜드나 내셔널 브랜드

에서 이들이 직접 사이즈 측정을 하기도 하지만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사이즈 측정을 하는 것은 대체적으

로 어렵다. 따라서 패턴제작 과정에서 측정된 사이즈

를 이용할 때 패턴사의 실제적인 노하우가 많이 요구

되므로 매장종사자들에게 정확한 사이즈 측정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④ 측정항목

조사대상업체의 맞춤복 사이즈 측정항목에 대한 조

사를 위해, 패턴사와의 예비설문 조사결과 도출된 총

22항목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구성하 는데, 측정항목은

둘레·너비·길이 부위의 3가지로 분류하 으며, 조사

분석결과를 순위별로 보면 소매길이·가슴둘레·허리

둘레·스커트길이·슬랙스길이·어깨너비·재킷길이·

윗가슴둘레·등길이·등너비·유두길이·밑위길이·엉

덩이길이·가슴너비·앞길이·손목둘레·목밑둘레·엉

덩이둘레·윗팔둘레·팔꿈치길이·팔꿈치둘레·유두간

격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길이부위에

서는 소매·스커트·슬랙스·재킷 길이를 많이 측정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레부위에서는 가슴·허리·

윗가슴둘레를, 너비부위에서는 어깨너비를 많이 측정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 길이부위에서는

의복상의 길이를 많이 측정하고 있었으며, 둘레부위에

서는 중년여성의 비만화 경향이 큰 가슴둘레와 허리둘

레를, 너비부위에서는 어깨너비 즉 품을 많이 측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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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수 있다. 맞춤복 사이즈 측정항목은 의복의

디자인을 결정짓는 치수이며 고객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부위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4. 중년여성복업체의 패턴보정

중년여성은 특이체형으로 인해 의복과의 맞음새 문

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결국 사이즈의 문제와

직결되며 패턴보정과 연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재나 디자인에 따른 패턴보정도 가능하지만 사이즈

에 따른 패턴보정으로 연구조사 범위를 축소하 다.

조사대상업체의 패턴보정이 요구되는 부위에 대한

조사결과<표 6>, 소매·재킷·슬랙스 길이에 대한 패

턴보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것은 현

재 사이즈 체계가 둘레에 따른 길이의 그레이딩으로

인해 체형과 사이즈 체계가 부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

문이다.

업체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 부띠끄와 내셔널 브랜

드에서는 디자이너 브랜드와 달리 복부비만이 많은

중년여성의 체형상의 특징으로 인한 허리둘레 패턴보

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길이부위에 대한 사

이즈 보정은 개인 부띠끄·디자이너 브랜드·내셔널

브랜드 모두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 허리둘레의 패턴보정이 많은 것은 중년

여성의 복부비만으로 인한 체형상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며, 길이부위의 패턴보정이 많은 것은 체형의 둘

레부위와 길이부위가 비례하여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

다. 특히 중년여성의 경우 특이체형이 많아 그들의 체

형상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인 그레이딩방식으로 패턴을 제작하기 때

문에 기성복에서 맞음새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업체에서 사용하는 방

법을 예를 들면, 남성복 업체의 경우 바지단 시접을

많이 두어 바지길이를 소비자의 사이즈에 따라 완성

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여성복의 경우 디자인상 미리

길이부위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길이 부위

의 시접을 조금 밖에 남겨둘 수 없으나 의복 구입시

보정 및 수선을 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시접 여유분이 적어 바지길이가 소비자에게 길 경우

줄일 수는 있지만 짧을 경우에는 단을 이어 늘리거나

다른 천을 대는 경우까지 있어, 결국 현재 업체에서

사용하는 기성복 사이즈에는 길이상의 문제, 더 나아

가 가슴·허리·엉덩이둘레 등 둘레부위와의 치수조

합에서도 발생하므로 정확한 중년여성의 체형특징을

보완할 수 있는 사이즈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5. 중년여성복업체의 맞춤복고객관리

조사대상업체의 맞춤복고객관리에 대한 조사를 위해

중년여성복업체의 패턴사와의 예비설문 조사결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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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업체유형별 패턴보정 부위

패턴부위 어깨선 가슴둘레 소매길이 허리둘레 엉덩이 밑위길이 재킷길이 슬랙스 스커트

업체유형 /품 /소매통 둘레 길이 길이

개인부띠끄
1 6 6 8 3 0 6 7 6

50.0 42.9 26.1 40.0 42.9 0.0 28.6 28.0 26.1

디자이너 1 5 8 2 3 1 7 9 9

브랜드 50.0 35.7 34.8 10.0 42.9 100.0 33.3 36.0 39.1

내셔널 0 3 9 10 1 0 8 9 8

브랜드 0.0 21.4 39.1 50.0 14.3 0.0 38.1 36.0 34.8

전 체
2 14 23 20 7 1 21 25 2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복수응답처리하 음.

패턴부위
어깨선

가슴둘레 소매길이
허리둘레

엉덩이
밑위길이 재킷길이

슬랙스 스커트

업체유형 /품 /소매통 둘레 길이 길이

(단위: 개, %)



된 내용을 객관식화하여 설문지를 작성하 으며 본 설

문조사결과 <표 7>과 같이 모든 업체가‘사이즈 관리’

를 37.3%(22개업체)로 가장 중시하고 있었으며, 이외에

‘세일이나 행사기간을 알려준다’거나‘모임이나 친분

관계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고객관리를 하고 있었다.

업체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 부띠끄의 경우 사이즈

관리(40.0%, 12개업체)를 함으로써 고객의 체형관리를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모임을 통한 친분관계를 유지

(33.3%, 10개업체)하는 고객의 인적관리 측면에서 맞춤

복고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디

자이너 브랜드의 경우 업체의 세일 또는 행사기간을

고객에게 알려줌(50.0%, 8개업체)으로써 상품정보전달

을 하고 있고, 사이즈 관리(37.5%, 6개업체)를 통해 고

객의 체형을 관리하며, 내셔널 브랜드의 경우 업체의

세일이나 행사기간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상품정보 전

달(53.8%, 7개업체)을 통해 맞춤복고객을 관리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 개인 부띠끄의 경우 단골고

객에게 할인이나 선물을 하여 구매고객을 관리하는

업체(13.3%, 4개업체)도 있는데, 이는 개인 부띠끄가 디

자이너 브랜드와 내셔널 브랜드에 비해 소규모 업체

이기 때문에 가능하며, 경 자가 디자이너인 경우가

많아 그들이 주도하여 판매와 고객관리를 동시에 하

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관리방법인 것이다. 또한 경

주의 연령이 고객과 비슷한 중년여성이기 때문에 더

욱 더 친 한 고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파

악되며, 또한 매장자체가 중년여성들의 사교·모임의

장소로 이용되며 나아가 새로운 구매를 유발시키는

효과를 가진다고 지적하 다.

6. 중년여성복업체의 맞춤복 산업의 발전방안

1) 맞춤복 품질개선방안

조사대상업체의 맞춤복 품질개선방안에 대한 조사

를 위해 중년여성복업체의 패턴사와의 예비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객관식화하여 설문지를 구성하

으며, 여기에서 개선방안의 내용들은 패턴사와의 인터

뷰에 의한 결과이므로 보다 폭 넓은 맞춤복 품질개선

방안들이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표 8>과 같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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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맞춤복고객관리

고객관리 고객의 세일,행사 사이즈 단골고객에게 모임을 갖고, 기 타 전 체

경조사를 기간을 관리를 할인, 선물을 친분관계를

업체유형 관리한다. 알려준다. 한다. 한다. 유지한다.

3 1 12 4 10 0

개인부띠끄
10.0 3.3 40.0 13.3 33.3 0.0 30

75.0 6.3 54.5 100.0 83.3 0.0 50.8

5.1 1.7 20.3 6.8 16.9 0.0

1 8 6 0 1 0

디자이너 6.3 50.0 37.5 0.0 6.3 0.0 16

브랜드 25.0 50.0 27.3 0.0 8.3 0.0 27.1

1.7 13.6 10.2 0.0 1.7 0.0

0 7 4 0 1 1

내셔널 0.0 53.8 30.8 0.0 7.7 7.7 13

브랜드 0.0 43.8 18.2 0.0 8.3 100.0 22.0

0.0 11.9 6.8 0.0 7.7 1.7

전 체
4 16 22 4 12 1 59

6.8 27.1 37.3 6.8 20.3 1.7 100.0

복수응답처리하 음.

고객관리 고객의 세일, 행사 사이즈 단골고객에게 모임을 갖고,
경조사를 기간을 관리를 할인, 선물을 친분관계를 기 타 전 체

업체유형 관리한다. 알려준다. 한다. 한다. 유지한다.

(단위: 개, %)



으로 범위를 제한하 다. 조사결과 <표 8>과 같이 전체

적으로 맞춤복의 품질개선방안은 맞음새 향상과 개성

추구(50.8%, 30.8%) 측면을 보완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중년여성에게 보다 적합한 사이즈의 의복

과 세련된 디자인의 의복을 제공해야함을 의미한다.

업체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 부띠끄는 맞춤복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맞음새 향상(38.7%)과 개성추구

(35.5%)를, 디자이너 브랜드는 맞음새 향상(54.5%)에 가

장 많이 응답하 으나, 개성추구도 적지않은 빈도

(31.8%)를 보이고 있다. 내셔널 브랜드는 대부분의 업

체가 맞춤복의 품질개선방안으로 맞음새 향상(75.0%)

에 가장 많이 응답하 지만 개성추구(16.7%)도 소수업

체가 응답하 다. 이 밖에 개인 부띠끄는 편안함 추구

(12.9%)와 디자인 개발(12.9%)도 맞춤복의 품질개선방

안으로 제시하 는데 이는 결국 맞음새 향상, 개성추

구와도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파악된다. 결과적으로

기성복의 신체적합성이 낮으므로 각 업체에서는 맞춤

복 및 이지오더 의복을 생산하고 있지만 더욱더 중년

여성의 체형을 의복에 반 하는 측면의 노력이 요구

된다. 내셔널 브랜드는 매 시즌 새로운 트렌드가 주단

위로 바뀌는 기성복의 속성상 맞춤복 역시 개성을 추

구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을 제시 할 수 있지만, 개

인 부띠끄와 디자이너 브랜드는 고가의 맞춤복을 생

산하여 내셔널 브랜드처럼 유행변화를 빠르게 의복생

산에 반 하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맞춤복에서는

유행변화를 민감하게 반 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맞춤

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체형의 맞음새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의 취향에 맞는 디자인 개발

도 병행되어야 한다.

2) 맞춤복시장 확대방안

조사대상업체의 맞춤복시장 확대방안에 대한 조사

를 위해 패턴사와의 예비설문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설문지를 객관식화하여 작성하 으며 조사결

과 <표 9>와 같이, 전체적으로 맞춤복시장 확대방안으

로 맞춤제작팀 구성(43.1%)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응답하 으며, 그 다음으로 홍보(23.5%), 제작기간 단축

(15.7%), 가격조정(1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체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 부띠끄는 제작기간 단

축(36.4%)과 홍보(27.2%), 가격조정(22.7%)을, 디자이너

브랜드와 내셔널 브랜드는 맞춤제작팀 구성을 각각

73.3%, 71.4%의 업체가 매우 중요한 방안으로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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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업체유형별 맞춤복 품질개선방안

업체유형개선방안 맞음새 향상 편안함 추구 디자인 개발 개성추구 기타 전 체

12 4 4 11 0

개인 부띠끄
38.7 12.9 12.9 35.5 0.0 31

36.4 66.7 80.0 55.0 0.0 47.7

18.5 6.2 6.2 16.9 0.0

12 2 1 7 0

디자이너 54.5 9.1 4.5 31.8 0.0 22

브랜드 36.4 33.3 20.0 35.0 0.0 33.8

18.5 3.1 1.5 10.8 0.0

9 0 0 2 1

내셔널 75.0 0.0 0.0 16.7 8.3 12

브랜드 27.3 0.0 0.0 10.0 100.0 18.5

13.8 0.0 0.0 3.1 1.5

전 체
33 6 5 20 1 65

50.8 9.2 7.7 30.8 1.5 100.0

복수응답처리하 음.

업체유형 개선방안 맞음새 향상 편안함 추구 디자인 개발 개성추구 기타 전 체

(단위: 개, %)



고 있었다. 이는 개인 부띠끄의 경우 맞춤복의 생산시

스템 공정시간이 다른 업체보다 길 경우 제작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함으로써 소비자가 맞춤복을 원하는

시기에 착용할 수 있도록 생산해야함을 의미한다. 홍

보측면에 있어서 조사대상업체 중 백화점에 입점해

있지 않은 개인 부띠끄의 경우, 고객이 단골고객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업체의 인지

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 다. 또한 맞춤복의 가격

대가 너무 높아서 흡수 할 수 있는 고객층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복의 가격대

를 철저하게 조사함으로써 중년층 이상의 고객을 흡

수할 수 있는 맞춤복 가격이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한

다. 또한 디자이너 브랜드와 내셔널 브랜드는 맞춤제

작팀 구성이 맞춤복시장 확대방안으로 중요한 문제라

고 지적하 는데 이는 기성복 생산과 맞춤복 생산과

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기성복 생산 시스템 속에 맞

춤복 생산 또는 이지오더 의복 생산이 포함되어 있어

체계적인 맞춤복 생산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맞춤

복제작팀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 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개인 부띠끄는 생산공정을 체

계화하여 맞춤복 제작 기간을 단축하고, 다양한 홍보

를 통해 고객층을 더욱 확대해야 하며, 가격을 조정하

여 맞춤복 구매에 있어서 소비자가 가격을 이유로 구

매를 기피하는 것을 줄여야 할 것이다. 디자이너 브랜

드와 내셔널 브랜드는 기성복 생산 중심 체제이기 때

문에 맞춤복 제작에 따른 시간, 인력, 작업공간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많이 있으므로, 맞춤제작팀 구성은 보

다 다양하고 높은 질의 맞춤복 생산을 가능하게 하며

결국 맞춤복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중년여성복업체의 타깃연령은 대부분 45세이상∼

50세미만이며, 업체의 기성복시장 진출은 주로 1980년

대, 1990년대에 많았고, 개인 부띠끄는 디자이너 브랜

드와 내셔널 브랜드가 대부분 1970∼80년대에 진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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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업체유형별 맞춤복시장 확대방안

확대방안 맞춤제작팀 맞춤복의
가격조정

디자인의 제작기간
홍 보 전 체

업체유형 구성 고급화 다양화 단축

1 1 5 1 8 6

개인부띠끄
4.5 4.5 22.7 4.5 36.4 27.2 22

4.5 100.0 71.4 100.0 100.01 50.0 43.1

2.0 2.0 9.8 2.0 5.7 11.8

11 0 2 0 0 2

디자이너 73.3 0.0 13.3 0.0 0.0 13.3 15

브랜드 50.0 0.0 28.6 0.0 0.0 16.7 29.4

21.6 0.0 3.9 0.0 0.0 3.9

10 0 0 0 0 4

내셔널 71.4 0.0 0.0 0.0 0.0 28.6 14

브랜드 45.5 0.0 0.0 0.0 0.0 33.3 27.5

19.6 0.0 0.0 0.0 0.0 7.8

전 체
22 1 7 1 8 12 51

43.1 2.0 13.7 2.0 15.7 23.5 100.0

복수응답처리하 음.

확대방안 맞춤제작팀 맞춤복의
가격조정

디자인의 제작기간
홍 보 전 체

업체유형 구성 고급화 다양화 단축

(단위: 개, %)



것에 비해 10∼20년 정도 늦게 기성복 시장에 진출하

으며 이는 업체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아 기성복

의 대량생산 체제를 구비하지 못하 기 때문이다. 맞춤

복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주로 1970년대

와 1980년대이지만, 개인 부띠끄와 디자이너 브랜드는

1960∼70년대를 중심으로 시작하 으며, 내셔널 브랜드

의 경우 주로 1980년대 맞춤복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

는데 이는 중년여성을 위한 기성복의 피트성에 문제

가 발생함에 따라 맞춤복 생산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2) 중년여성복업체의 의류생산방식은 개인 부띠끄와

일부 디자이너 브랜드의 경우 설립초기에 맞춤복 위주

로 진출하여 생산방식과 소비자의 변화양상에 따라 기

성복 생산을 도입하 으며, 내셔널 브랜드는 설립초기

부터 기성복 중심으로 의복을 생산하 지만 결국 기성

복의 맞음새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부분맞춤 또는

완전맞춤을 병행하고 있다. 의류생산비율은 기성복과

맞춤복이 2.58 : 1의 비율로 조사되어, 기성복 생산에

주력하고 있지만, 맞춤복 또한 적지 않은 생산 실태를

보이고 있다. 개인 부띠끄의 경우 맞춤복 위주의 생산

을 추구하고 있으며, 디자이너 브랜드와 내셔널 브랜드

는 기성복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한 기성복과 맞춤복 제작에 있어 패턴 및 치수와, 디자

인 기획에 많은 차이를 두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의류

생산과정에 대한 조사결과, 맞춤복생산에 있어 완전맞

춤과 부분맞춤은 샘플제시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부분

맞춤에는 사이즈, 소재, 디자인 등의 맞춤이 포함된다.

3) 중년여성복업체의 기성복 패턴은‘패턴사의 개발

패턴’과‘회사의 개발패턴’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는

데, 개인 부띠끄의 경우‘패턴사의 개발 패턴’과‘회사

의 개발 패턴’을 많이 사용하여 패턴사와 경 주 즉

디자이너가 패턴제작에 참여하며, 디자이너 브랜드와

내셔널 브랜드는‘패턴사의 개발 패턴’을 가장 많이

기성복 패턴에 사용하므로 패턴사 중심임을 알 수 있

다. 기본호칭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4∼5개의 기본호칭

으로 의복생산을 하고 있어 특이체형이 많은 중년여성

들의 신체적 특징을 보완하기에는 불충분함을 보이고

있고, 복부비만이 많은 중년여성의 경우 더 다양한 사

이즈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국 맞춤이 불가피한 실

정이다. 또한 맞춤복 패턴은 대부분‘기성복 패턴을

응용’하거나‘주문자용 패턴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 부띠끄의 경우 완전맞춤 중심으로 의

복을 생산하고 있어 주문자용 패턴을 별도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디자이너 브랜드와 내셔널 브랜드의

경우 기성복 중심의 생산체계이기 때문에 맞춤복 패턴

에 기성복 패턴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맞춤복 치수는 실제 계측치 이용이 가장 많았으며,

따라서 기성복보다 맞춤복의 맞음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맞춤복 사이즈 측정장소로는

매장과 본사가 비슷한 비율을 보 으며, 개인 부띠끄

의 경우 모두 맞춤복 사이즈 측정을 본사에서 실시하

며, 디자이너 브랜드와 내셔널 브랜드는 대부분 매장

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이즈 측정

자는 샵마스터가 가장 많았으며, 개인 부띠끄는‘디자

이너‘와‘패턴사’가 사이즈 측정을 많이 하고 있으며,

디자이너 브랜드와 내셔널 브랜드는‘샵마스터’가 대

부분 사이즈 측정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맞춤복 사

이즈 측정자는 업체의 유형과 매우 관련이 높으며 또

한 측정장소와도 관련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측

정된 사이즈를 패턴에 적용했을 때 대부분의 업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조사되어 맞춤복 사이즈 측정이 좀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디자이너 브랜드와 내셔널 브랜드는 샵마스터 중

심으로 사이즈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샵마스터에

대한 사이즈 측정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4) 중년여성복업체의 패턴보정은 소매·재킷·슬랙

스 길이에 대한 패턴보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

었는데, 현재 사이즈 체계는 둘레에 따라 길이가 그레

이딩 되기 때문에 체형과 사이즈 체계가 부조화를 이

루기 때문이다. 디자이너 브랜드와 달리 개인 부띠끄와

내셔널 브랜드에서는 복부비만이 많은 중년여성의 체

형상의 특징으로 인한 허리둘레 패턴보정이 많이 이루

어지고 있었으며, 길이부위에 대한 사이즈 보정은 개인

부띠끄·디자이너 브랜드·내셔널 브랜드 모두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정확한 중년여성의 체형특

징을 보완할 수 있는 사이즈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5) 중년여성복업체의 맞춤고객관리는 대부분 사이

즈 관리를 하여 고객의 체형관리를 하고 있으며, 세일

이나 행사기간을 알려주어 상품정보를 전달하며 모임

15

朴有廷·孫喜順/中年女性服業體의 맞춤服 生産實態 硏究



이나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고객의 인적관리를 시행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중년여성복업체는 맞춤복 품질개선을 위한 방안

으로 맞음새 향상과 개성추구를 보완해야 한다고 응

답하 는데, 결과적으로 중년여성에게 보다 적합한 사

이즈의 의복과 세련된 디자인의 의복을 제공해야함을

시사하며, 맞춤복시장 확대방안으로 맞춤제작팀 구성

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응답하여 맞춤복 생산의 쳬

계화를 강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2. 연구의 제한점

1) 중년여성복업체의 맞춤복 생산실태 조사는 맞춤

복 소비자 실태 조사를 통하여 선정된 업체를 중심으

로 통계처리 하 으므로, 확대 해석하는데는 주의해야

하며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조

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중년여성복업체에 대한 설문은 패턴사 중심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내용별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중년여성복업체의 맞춤복 생산 실태에 대한 조사

는 정장 특히 재킷, 스커트, 슬랙스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므로, 다양한 아이템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

석하는데 주의해야하며, 이 외에 맞춤복으로 생산되는

다른 아이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4) 또한 40∼55세의 중년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의류

업체에 국한되었지만, 성인여성들을 타깃으로 더 나아

가 남성복 등의 맞춤복 생산을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본 연구는 중년여성복업체의 맞춤복 생산 활성화

를 위한 기초실태조사에 그쳤으나, 앞으로 중년여성들

의 의복의 변화 추세에 맞는 캐쥬얼웨어나, 속옷 등의

맞춤복 생산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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