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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ggerations have always been seen in the past and present. In the past, they represented 
wealth and high social status, but now they are being used to express one’s beauty and 
personality. This has led to the diversity in design through widening each person’s emotions. 
Likewise, exaggerations have been changed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and so will they in the 
future. This study focuses on proposing patterns to enhance the utility and practical use of ex-
aggerated jacket designs and its methods are based on documents and preceded studies. Pattern 
making is composed of drawing patterns and showing their forms by basting - which are a tech-
nique that is explained in this study’s outcome - and the basic pattern is the style of Wan Suk. 
Suh. Jackets are made with exaggerating factors in the women’s collections of 2011 F/W and are 
designed for various ages. With the knowledge of structuring a jacket, anyone could easily follow 
the instructions. In the end, he/she could elevate the ability to express, use practically and apply 
this idea in general fields of fash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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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과거부터 현대까지 복식에서 과장(oversize)은 늘

존재하였다. 인류는 복식에서 과장을 통해 인위적으

로 인체의 실루엣을 변형시켜 인체의 아름다움을 극

대화했다. 과거 패션에서의 과장은 부와 높은 신분의

상징으로 표현하였다. 서양의 상류사회의 여성복식에

서는 많은 장식과 단단하게 조여맨 코르셋, 옆으로

최대한 과장된 스커트, 거대한 머리장식을 하였다.

이는 육체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신분을 드러내었

고, 나아가 이러한 장식적인 복식을 부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1) 동양에서도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매의 통을 크게 하거나, 속치마를 여러 겹으로 입

어 치마를 부풀리고 장신구를 사용하였으며 가채를

올리고 금박과 자수를 이용하여 그 화려함을 더 했

다.2) 색의 이용으로 신분의 상하를 나타내기도 하였

다. 이처럼 과장의 복식현상은 서양과 동양을 막론하

고 비슷한 양상의 복식유형을 갖고 있다.

복식에서의 과장은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1980년대에는 경제적 호황을 누리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대되었고, 생활수준과 소득이 향상되면서

소재가 더욱 고급화되었으며, 부에 대한 관심과 여가

의 증대로 캐쥬얼과 스포츠웨어가 유행하였다. 이 시

기에 빅 룩(big look)이 출현하면서 어깨가 과장되고

크고 헐렁한 패션이 주를 이루었으며, 파워 룩(power

look)이 등장하면서 과장된 어깨와 강조된 허리로 이

어지는 역삼각형의 복식 형태를 나타내었다.3) 이때

부터 여성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서면서 페

미닌(feminine)한 여성성을 감추고, 과장을 통해 남

성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복식에서의 과장은 현대에 들어오면서, 점차 나 자

신의 아름다움과 개성을 표출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으

며, 개개인이 원하는 감성의 영역도 넓어져서 디자인

이 다양해지게 되었다. 미디어와 인터넷 환경의 발달

로 전 세계가 패션 유행 흐름의 영향권에 놓여지게 되

었고, 유행에 뒤처지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뒤처지는

것이라는 압박감 속에서 살고 있다.4) 현대에는 다양한

디자인의 의복을 유행과 자신의 감성에 맞게 착용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러한 이유로 재킷은 자기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이나 이미지에 맞게 다양한 연출을 시도

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의복 아이템이 되었다.5)

디자이너의 컬렉션(collection)에서, 자신의 아이덴

티티(identity)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과

장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듯 과장은 과거부터 현재까

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으며 앞

으로도 그럴 것이다. 현대패션에 나타나고 있는 과장

형 재킷디자인의 응용 및 활용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패턴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여성복컬렉션에서 과장된 재킷

디자인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고, 많이 나타난

요소를 적절히 배합하여 디자인한 후 패턴제작을 하

였다. 기본적인 재킷패턴설계방법을 알고 있으면 누구

나 쉽게 따라하고 응용할 수 있게 보여주는 것을 목

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패턴제작과 가봉을

하였다. 패턴을 논문에 나타내기 위해 패턴CAD 프로

그램인 렉트라(lectra; ver. modaris V6R1)를 이용하

여 제도하였으며, 패턴제도는 직접 치수를 기입하여

가이드선도 보이게 하였고, 패턴전개도는 디지타이저

를 이용하여 봉제에 필요한 선만 나타나게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2011 F/W 여성복컬렉션에서 나타난
과장형 재킷의 디테일별 분석6)

패턴제작 계획을 하기 위해 2011 F/W 여성복컬

렉션에서 나타난 과장형 재킷의 디테일별 분석을

<표 1, 2>와 같이 하였다. <표 1, 2>의 결과를 추출하

기 위해 빈도분석 하였으며, 프로그램은 SPSS ver.

18.0을 이용하였다. 통계에 이용된 과장형 재킷의 수

는 344개이며, 파리에서 76개, 밀라노에서 58개, 런던

에서 54개, 뉴욕에서 156개가 나타났다. 과장 된 부

위별 빈도 수 및 비율은 <표 1>과 같다.

먼저 전체적인 과장과 부분적인 과장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다. <표 1>에서 총 비율은 총계를 100%

(n=344)로 하였을 때 나타난 비율이며, 전체적인 과

장에서 부위별 비율은 전체적인 과장의 총 빈도를

100%(n=116)로 하였을 때 나타난 비율이다. 전체적



服飾 第62卷 5號

- 140 -

부위 요소
빈도(개)

요소별 비율(%)
요소별 빈도 총 빈도

실루엣

사각형 20

116

17.2

타원형 6 5.2

X자형 8 6.9

디테일

몸판

페플럼 6

44

13.7

몸판을 크게하여 강조 3 6.8

러플 2 4.5

칼라 자이언트 칼라 31 61 50.8

어깨

파워 숄더 슬리브 14

71

19.7

퍼프 슬리브 12 16.9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 5 7.1

소매

비숍 슬리브 5

52

9.6

레글런 슬리브 3 5.8

소매 끝 형태의 과장 3 5.8

<표 2> 과장이 나타난 부위별 요소의 세부분석

부위요소
빈도(개) 비율(%)

부위별 빈도 총 빈도 부위별 비율 총 비율

전체적인

과장

소재 66

116

56.9

33.7디테일(두 요소 이상) 16 13.8

실루엣 34 17.2

부분적인

과장

몸판 44 12.8

칼라 61 17.7

어깨 71 20.6

소매 52 15.1

총 계 344 100

<표 1> 과장이 나타난 부위별 빈도 수 및 비율

인 과장(n=116, 33.7%)을 한 재킷이 제일 많았으며,

그 이유는 F/W시즌이기 때문에 부피감이 있는 소재

(n=66, 56.9%)를 많이 이용하여 재킷의 실루엣을

전체적으로 크게 나타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부분적인 과장에서는 어깨(n=71, 20.6%)를 이용한

과장이 제일 많이 나타났다.

패턴제작 계획도를 만들기 위해 세부적인 분석을

<표 2>와 같이 하였는데, 전체적인 과장에서 소재

(fabric)에 의한 과장은 구성에 의한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부분적인 과장에서 디테일의 요

소를 다루기 때문에 전체적인 과장에서의 디테일

(detail)도 제외시켰다. 전체적인 과장에서의 디테일

은 두 가지 이상의 요소에서 과장이 나타난 것이다.

디테일에서는 과장의 요소로써 많이 나타난 순서대

로 부위별 세 가지만 표에 넣었으며, 칼라부위는 자

이언트 칼라(giant collar)만 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표에 넣었다.

<표 2>에서 요소별 비율은 부위별 총 빈도를 각각

100%로 하였을 때 나타난 비율이다. 실루엣에 의한

과장은 사각형 실루엣(n=20, 17.2%)이 제일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2011 F/W 여성복 트렌드에서 나

타난 70년대와 90년대의 회귀로 인해 재킷의 총장이

길어지고 슬림해졌기 때문이다.7) 디테일에 의한 과

장은 부위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몸판에서는 페

플럼(peplum; n=6, 13.7%)이 제일 많이 나타났으

며, 칼라에서는 자이언트 칼라(n=31, 50.8%)가 제일

많이 나타났다. 어깨에서는 파워 숄더 슬리브(power

shoulder sleeve; n=14, 19.7%)가 제일 많이 나타났

고, 소매에서는 비숍 슬리브(bishop sleeve; n=5,

9.6%)가 제일 많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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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판 앞판

그림 설명 그림 설명

암홀을 삼등분 하거나, <그림 2>의

선분AB를 삼등분하여, 왼쪽그림과

같이 점C와 피봇 포인트 (p.p;

pivot point)를 정한다. 어깨다트

끝점도 피봇 포인트로 정한다.

왼쪽그림과 같이 앞중심과 앞목점

은 0.8cm띄우고, 뒤판에서 연결된

가슴선에서 1cm올린지점에 앞판

의 진동점을 만나게 하여, 기본패

턴을 회전시킨다. 앞중심에 가슴

점(B.P; bust point)을 직각으로

선분A를 제도한다.
뒤중심에 허리선을 직각으로 제도

한다. 피봇 포인트를 핀으로 꽂은

상태에서 점D를 허리선까지 회전

시키면 진동깊이가 올라간다.(B')

올라간 진동점과 뒤중심을 직각으

로 연결시켜 가슴선을 제도하는

데, 앞판도 제도할 수 있을만큼

길게 제도한다.

앞판의 피봇포인트는 가슴점이다.

가슴점에 핀을 꽂아놓고, 가슴다

트를 2.5cm로 나타내기 위해

3.5cm 회전시켜 선분B를 제도한

다. 1cm 더 회전시키는 이유는

처음에 가슴선보다 1cm올려 기본

패턴을 놓았기 때문이다. C와 D

의 선분을 이용하여 허리다트를

제도한다.

다시 패턴을 원위치 시킨 후, 어

깨다트의 피봇포인트에 핀을 꽂고

어깨다트의 1/3양을 뒤중심쪽으로

회전시킨다. 피봇포인트에서 점A'

를 통과하여 점C까지 제도한다.

앞중심과 회전시킨 허리점을 직각

으로 연결시켜 허리선을 제도한

다. 1cm 더 회전시켰기 때문에,

왼쪽 그림과 같이 선분A를 1cm

내려 선분A'를 제도한다. 앞중심

선과 허리선을 왼쪽 그림과 같이

다시 제도한다.

어깨다트는 남은분량을 제도한 다

음, 그림의 점선과 같이 암홀선을

완만하게 정리한다.

<표 3> 몸판패턴원형 2단계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패턴원형

1) 기본패턴원형

기본패턴은 대한민국 양장명장인 서완석의 방식을

기본으로 사용하였다.8) 서완석식은 먼저 기본패턴을

제도한 다음 원하는 디자인의 패턴을 제도한다. 기본

패턴을 제도하는 방법은 <그림 1>과 같으며, 제도한

패턴을 컷팅(cutting)하여 <그림 2>와 같이 변형한

다음 원하는 디자인을 제도하는데, 패턴을 변형하는

방법은 <표 3>과 같다. <표 3>의 방법처럼 패턴을 제

도한 다음 뒤판어깨는 직선으로 연결한다. 암홀

선은 진동깊이를 1cm내리고 품은 기본원형의 암

홀선보다 1cm정도 내어 앞·뒤판 모두 <그림 2>와 같

이 제도한다. 다트는 디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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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매패턴원형

- 최신판 새로운 패턴의 기법, p. 123.

<그림 4> 레글런 슬리브 패턴원형

<그림 1> 몸판패턴원형 1단계

- 최신판 새로운 패턴의 기법, p. 116.

<그림 2> 완성된 몸판패턴원형

요소이므로 무시하지만, 기본적인 다트의 양은 알아

야하기 때문에 표에서는 나타내었다. 원하는 디자인

의 몸판패턴을 제도한 다음 소매패턴을 제도할 때,

소매산의 책정 방법은 <그림 2>에서처럼 앞판의 어

깨점에서 2cm내리고, 진동점에서 1cm올리는 것이다.

디자인으로 인해 진동점이 더 내려가더라도 1cm만

올리며, 완성된 기본패턴의 뒤품은 23.2cm이고 앞품

은 24.8cm이다. 오차는 ±0.1cm이며, 슬림(slim)한 재

킷을 만들 때는 이 품을 그대로 이용한다.

2) 레글런 슬리브 패턴원형

레글런 슬리브(raglan sleeve)의 패턴은 몸판과 소

매가 한판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이 패턴을 제도할

때는 소매패턴원형이 필요하며, 제도하는 방법은 <그

림 3>과 같다. 레글런 슬리브 패턴은 <그림 4>와 같

이 제도하는데, 먼저 뒤몸판패턴원형의점A에서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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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바깥쪽으로 1cm 더 제도한 다음 그 점에서 직

각으로 1.5cm올려 점B를 만들고, 그 점과 옆목점을

직선으로 <그림 4>와 같이 길게 제도한다. 뒤 소매를

제도하는 방법은 점B를 기준으로 몸판의 암홀선과

기본원형 소매의 암홀선을 3~4cm정도 띄워서 제도

한 다음 선분‘○’의 길이를 추출한다. 주의할 점은 프

린세스 라인과 안쪽의 소매선이 겹치지 않게 하고,

최소 2cm정도 띄어지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게

뒤판이 안 겹쳐지면, 앞판도 안 겹쳐지기 때문에 뒤

판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앞몸판패턴원형은 어

깨선을 바깥쪽으로 1cm 더 제도한 다음, 그 점에서

직각으로 0.5cm올려 점C를 만든다.(뒤판과 같은 방

식으로 제도한다.) 앞 소매를 제도하는 방법은 <그림

4>와 같이 점C를 기준으로 선분‘○’에서 3~4cm를

더한 지점과 앞소매끝이 만나게 제도한다.

2. 인체사이즈설정
서완석식의 패턴제도에서 필요한 항목은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등길이, 어깨넓이, 소매길이,

유장, 유폭이다. 패턴제도에 사용한 사이즈는 2004년

국민표준체위조사결과에서 전체평균과 20대의 평균

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가슴둘레는 85cm, 허리둘레는

67cm, 엉덩이둘레는 92cm, 등길이는 38cm, 앞길이는

41cm, 어깨길이는 38cm, 소매길이는 58cm, 유장은

24cm, 유폭은 18cm로 하였다. 재킷의 사이즈 스펙은

연령과 브랜드별 컨셉, 피트성 등에 따라 다르게 전

개된다. 즉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브랜드의 재

킷과 4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브랜드의 재킷은

피트성 등의 컨셉이 다르므로 사이즈 스펙이 달라지

며 호칭도 달라지게 된다.9) 본 연구에서는 20대의

평균을 바탕으로 재킷패턴을 제시하였다.

3. 패턴제작 계획도 작성
2011 F/W 여성복컬렉션에서 나타난 과장형 재킷

디자인을 <표 2>를 기준으로, 3가지의 실루엣으로 나

눴다. 3가지 실루엣에 과장된 요소의 디테일을 활용

한 5가지 재킷디자인과 과장요소가 디자인에 이용된

사진을 <표 4>에 나타내었다. 패턴제작은 패턴을 제

도하고 가봉을 하여 형태를 나타내는 것까지 하였다.

가봉의 형태는 완가봉으로 하였고 심지부착을 하였

으며, 필요한 사이즈의 어깨패드도 넣었다. ‘패턴제작

1’은 사각형 실루엣이고 과장의 요소는 자이언트 칼

라이다. 사각형 실루엣을 나타내기 위해 인체의 볼륨

을 나타내지 않고, 총장과 품을 길고 넓게 디자인하

였다. ‘패턴제작 2’는 타원형 실루엣이고 과장의 요소

는 페플럼과 러플(ruffle)이다. 허리를 조이지 않았으

며 허리를 인위적으로 올렸다. 페플럼과 러플을 매치

하여 가슴아래부터 타원형의 실루엣이 나타나도록

디자인하였다. ‘패턴제작 3’도 타원형 실루엣이며 과

장의 요소는 페플럼과 비숍 슬리브다. ‘패턴제작 3’에

서의 페플럼은 ‘패턴제작 2’에서의 페플럼과 다른 형

태로 디자인하여 차이점을 나타냈고, 비숍 슬리브와

러프(ruff)한 페플럼을 매치하여 전체적으로 타원형

의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하였다. ‘패턴제작 3’은 오픈

다트(open dart)를 이용하여 허리를 조금 조였으나,

비숍 슬리브를 풍성하게 하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원형 실루엣이 나타나도록 디자인하였다. 재킷만으

로는 타원형 실루엣을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하의

도 타원형 실루엣이 되도록 입는다는 전제하에 디자

인하였다. 그래서 어깨를 강조하지 않았고 허리부분

을 조이지 않았으며 밑단으로 갈수록 퍼지게 하였다.

‘패턴제작 4’는 X자형 실루엣이며 과장의 요소는 레

그 오브 머튼 슬리브(leg of mutton sleeve)이다. 레

그 오브 머튼 슬리브로 어깨를 강조하고 다트를 이

용하여 허리를 최대한 조였으며 엉덩이부분의 품을

더 넉넉하게 하여 X자형 실루엣이 나타나도록 디자

인하였으며, ‘패턴제작 5’도 X자형 실루엣이며 과장

의 요소는 파워 숄더 슬리브와 자이언트 칼라이다.

파워 숄더 슬리브로 어깨를 강조하고 다트를 이용하

여 허리를 최대한 조였으며 엉덩이부위의 품을 넉넉

하게 하여 X자형 실루엣이 나타나도록 디자인하였

다. ‘패턴제작 4’와 ‘패턴제작 5’에서 다른 느낌을 나

타내기 위해 칼라를 이용하였다. ‘패턴제작 4’에서는

스탠드 칼라(stand collar)를 이용하여 칼라부분을 강

조하지 않았으나, ‘패턴제작 5’에서는 자이언트 칼라

를 이용하여 칼라부분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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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제작 디자인도식화 실루엣 과장된 요소의 디테일

패턴제작1
사각형

실루엣
자이언트 칼라

패턴제작2

타원형

실루엣

페플럼

몸판의 러플

패턴제작3
페플럼

비숍 슬리브

패턴제작4

X자형

실루엣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

패턴제작5
자이언트 칼라

파워 숄더 슬리브

<표 4> 패턴제작 계획도

Ⅵ. 연구결과
1. 패턴제도
<표 4>의 패턴제작 계획도의 디자인을 표현하기

위해, 아래의 <그림 5, 8, 11, 14, 17>과 같이 패턴제

도를 하였다. 패턴을 제도할 때 공통사항은 뒤판의

중심쪽 허리선을 안쪽으로 1.5cm이동하여 제도하였

고, 엉덩이길이는 18cm로 하였으며 앞처짐은 1.5cm

로 하였다. 낸단은 2cm로 하였고 가슴다트는 2.5cm

로 하였으며 ‘M.P'(dart manipulation)하였다. 소매길

이는 58cm로 하였고 ‘패턴제작 5’만 60cm로 하였다.

어깨에 너치 포인트(notch point)는 옆목점에서 1.5cm,

어깨끝점에서 2cm 안쪽으로 이동한 지점에 표시하였

다. 옆목점은 변경된 지점에서 시작하여 너치 포인트

를 표시하였으며, ‘패턴제작 4, 5’는 소매의 특성상

어깨끝점에서 안쪽으로 1.5cm이동하여 제도하기 때

문에, 안쪽으로 1cm이동한 지점에 너치 포인트를 표

시하였다. 안단선은 앞중심선에서 안쪽으로 7cm이동

한 지점에서 평행하게 가슴선과 만나는 지점까지 제

도하였고, 앞옆목점에서 안쪽으로 4cm이동한 지점에

서 위의 지점까지 내려오는 선을 제도한 다음 곡선

으로 다듬어 제도하였다. 패턴의 실용성과 적합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받기위해 명장 서완석에게 디

자인도식화와 패턴의 일치성, 인체의 곡선에 따른 다

트의 적합성, 봉제의 완성도 등의 항목에 대한 검사

를 패턴제작 후 1회, 가봉 후 1회 실시하였다.

‘패턴제작 1’의 패턴제도는 <그림 5>와 같이 하였

으며 총장은 71cm이고 품은 앞·뒤판 모두 27cm이다.

자이언트 칼라를 표현하기 위해 칼라의 높이는 9cm

로 하였으며 3.5cm되는 지점에서 꺾임선을 제도하였

다. 칼라의 시작은 허리선에서 2.5cm 내려간 지점이

며, 칼라꺾임선에서 27.3cm올라온 지점과 직각이 되

게 선을 제도하고, 바깥쪽으로 19.3cm이동한 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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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패턴제작 1’의 패턴제도

서 칼라시작지점까지 라펠선을 제도하였다. 직각으로

선을 제도한 칼라꺾임선에서 9cm올라간 지점부터 바

깥쪽으로 19.3cm이동하여 라펠선을 제도한 지점까지

고지선을 제도하였다. 칼라와 라펠이 만나는 지점은

고지선과 칼라꺾임선이 만나는 지점부터 바깥쪽으로

10.5cm이동한 지점이다. 이 점에서 바깥쪽으로 3cm

이동한 지점에 임의의 선을 제도하고, 이동하기 전의

지점에서 6cm가 되는 지점을 찾아 선을 제도하였으

며, 칼라선을 <그림 5>의 패턴과 같이 제도하였다.

칼라와 라펠의 위치는 디자인에 맞게 제도한 다음

수치화 시켰다. 단추의 크기는 28mm로 하였으며, 가

위표시 된 선이 고지선이 끝나는 점에서 앞중심선과

평행하게 제도한 다음 가슴다트의 아래선을 연장하

여 위의 선과 만나게 하여 다트를 연장하였다. 드롭

숄더 슬리브(dropped shoulder sleeve)를 제도하기

위해서 어깨를 기본어깨길이에서 5cm를 연장하고,

기본진동깊이에서 5cm 더 내렸다. 드롭 숄더 슬리브

는 <그림 6, 7>과 같이 제도하였으며, 소매산 높이에

서 어깨길이를 연장한 만큼 뺀다. 위의 중심은 중심

에서 1cm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왼쪽에는 뒤암홀길이

가 소매산선과 만나게 제도하고, 오른쪽에는 앞암홀

길이가 소매산선과 만나게 제도한다. 소매산 곡선을

제도하는 방법은 직선으로 제도한 뒤암홀길이와 앞

암홀길이를 반으로 나눈 다음, 둘 다 왼쪽으로 2cm

이동한 지점에 소매산 곡선이 교차되도록 제도한다.

이 슬리브는 이세(ease)분량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

에 곡을 다시 잰 후, 변경된 지점을 너치 포인트로

표시한다. 직선과 소매산곡선의 길이 차이가 0.5~

0.8cm정도만 나기 때문에, 소매산높이가 올라가지 않

는다. 뒤 너치 포인트와 중심점 사이를 반으로 나눈

다음, 그 점을 중심선과 평행하는 직선으로 소매 끝

까지 제도하며, 앞쪽도 똑같이 하여 선분A와 선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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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패턴제작 2’의 패턴제도

<그림 6> 드롭 숄더 슬리브

제도과정1

<그림 7> 드롭 숄더 슬리브

제도과정2

를 제도한다. 작은 소매를 제도하기 위해 뒤판은 선

분A와 소매산 곡선이 교차되는 점C에서 1cm내려 직

각이 되게 선을 제도하고, 앞판은 선분B와 소매산선

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1cm올려 직각이 되게 선을 제

도한다. 그 다음 선분A, B를 차례대로 접어 <그림

7>과 같이 작은 소매의 소매산 곡선이 큰 소매 안으

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룰렛을 이용하여 표시한

다음 제도한다. 팔꿈치 선(elbow line)은 <그림 3>이

나 <그림 10>에서 보이는 것처럼 소매산을 반으로

나눈 값에 소매길이에서 소매산 높이를 뺀 길이를

더해 반으로 나눈 길이를 중심선과 직각으로 제도한

다. 팔꿈치 선이 선분A, B를 만나는 지점에서 안쪽

으로 0.5cm이동하여 점C'와 점D'를 표시한다. 소매

끝의 중심은 <그림 6>에서처럼 오른쪽으로 2.5cm이

동하여 점E를 표시한다. 점E와 점F를 연결하여 선분

G를 제도한다. 점E에서 선분G를 기준으로 직각이

되게 밑선을 제도한다. 소매부리 길이는 16cm로 하

였으며, 점E를 기준으로 하였고 양 옆으로 8cm씩 이

동하여, 점C''와 점D''를 표시하였다. 점C-C'-C''와 점

D-D'-D''를 직선으로 <그림 7>과 같이 연결한다. <그

림 7>에서 점A-A'-E와 점B-B'-E, 점C-C'-C''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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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페플럼 제도과정 <그림 10> 두 장 소매

제도과정

D-D'-D''를 <그림 5>의 소매패턴처럼 패턴이 나타나

도록 곡선으로 연결하였다. <그림 7>에서처럼 점D''는

점C''가 생성된 지점에서 밑선과 평행하게 제도하여

나오는 지점이며, 점C'', 점D''와 점F를 직선으로 연

결한다. 뒤쪽에서 선을 점E까지만 제도하는 이유는

단추를 달 때 필요한 양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점E

에서 점F까지의 길이는 9cm이다.

‘패턴제작 2'의 패턴제도는 <그림 8>과 같이 하였

으며 총장은 61cm이고 품은 기본원형의 품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옆선 쪽 허리선은 안쪽으로 1cm이동하

여 곡선으로 제도한 다음 허리선을 인위적으로 7cm

올려 제도하였다. 다트는 변형전의 허리선에서 뒤판

은 2cm, 앞판은 2.5cm로 다트를 제도한 다음 허리선

을 7cm올려 나온 값을 사용하였으며, 뒤판은 1.6cm

앞판은 2cm의 다트 값이 나왔다. 뒤판은 품(23.2cm)

의 1/2되는 지점을 다트의 중심으로 하였고, 앞판은

가슴점을 다트의 중심으로 하였다. 허리선은 변경된

옆허리선에서 3cm올려 허리다트점과 만나게 곡선으

로 제도하였다. 허리선에서 두 개의 판을 봉제하면

시접이 두꺼워져 가름솔이 잘 안되고, 봉제도 어려워

지기 때문에 숨은 판을 만들었다. 숨은 판은 변경된

허리선에서 2.5cm 더 내려오게 제도하였으며, 옆선은

처음에 제도해놓은 선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숨은 판

과 페플럼은 다트를 절개하지 않고 접은다음 곡선을

이용하여 선을 다듬었다. 페플럼의 끝선은 변경된 허

리선에서 12cm내려 제도한 다음 옆선에서 밑으로

3.5cm내리고 옆선의 바깥쪽으로 2.5cm이동한 지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곡선을 제도하였으며, 옆선도

스커트의 엉덩이선을 제도하듯이 제도하였다. 페플럼

에서 허리선은 본판의 허리선을 그대로 사용하며, 가

위 표시된 부분을 잘라 1.2cm씩 벌린다. 러플은 다트

를 제도하지 않기 때문에 옆선에서 다트분을 빼고,

이 점과 밑단의 품선에서 1.5cm나간 지점을 곡선으로

제도한 다음 허리선과 밑선을 5등분으로 나눈다. <표

4>의 도식화와 같이 중심쪽에서 옆선 끝으로 갈수록

내려가는 라인을 표현하기 위해 밑단에서 7.5cm올려

곡선으로 제도한다. 러플패턴을 다시 제도해서 가위

표시 된 부분을 잘라 <그림 9>와 같이 허리옆점과

중심을 직각이 되게 벌리며, 뒤판도 같은 방법으로

제도하였다. <그림 9>에서 가위표시 된 선을 잘라 직

각으로 4cm씩 벌리며, 이 겹침분량은 러플을 더욱

풍성하게 하여 타원형 실루엣에 가깝게 표현하기 위

해서 벌리는 것이다. 이 부분까지 앞·뒤판 모두 같은

과정으로 제도하였다. 칼라높이는 6.5cm로 하였으며

2.5cm되는 지점에서 꺾임선을 제도하였다. 칼라의 시

작지점은 허리선이며, 이 지점의 앞 중심에 스냅

(snab)을 달았다. 칼라와 몸판사이에 있는 다트의 분

량은 1cm정도 되며, 다트분량을 3등분하여 몸판쪽으

로는 1등분의 양을 다트로 제도하고, 칼라쪽으로는 2

등분의 양을 다트로 제도하였다. 칼라와 몸판사이에

다트를 이용하는 이유는 칼라와 라펠의 접힌 윗선을

곡선으로 나타내어, 숄 칼라(shawl collar)를 더 여성

스럽게 나타내기 위해서다. 다트의 분량은 0.8cm~

1.5cm까지 줄 수 있다. 두 장 소매(two-piece sleeve)

를 제도하는 방법은 드롭 숄더 슬리브를 제도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은 <그림 10>에서

처럼 소매산 높이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 소

매산 곡선을 제도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다는 점이다.

<그림 10>에서처럼 뒤쪽은 소매산 높이를 반으로 나

눠 점A를 만들어 소매산 곡선이 점A를 통과하게 제

도하고, 앞쪽은 소매산 높이를 세등분하여 위에서

1/3지점에서 2cm내려온 지점에 점B를 만들어 소매

산 곡선이 이 점을 통과하게 제도한다. 소매부리 길

이는 12cm로 하였다.

‘패턴제작 3’의 패턴제도는 <그림 11>과 같이 하였

으며 총장은 61cm이다. 뒤판의 품은 23.7cm, 앞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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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패턴제작 3’의 패턴제도

<그림 12> 페플럼 제도과정 <그림 13> 소매 제도과정

품은 24.8cm로 하였다. 다트분량은 허리선에서 뒤판

은 2.5cm, 앞판은 3cm로 하였다. 다트선은 앞·뒤판

모두 기본원형의 암홀선과 가슴선에서 5cm올라간 지

점이 교차하는 지점을 기점으로 <그림 11>과 같이

제도하였다. 뒤판은 허리선에서 12cm내려오는 지점

부터 밑단이 1.2cm씩 교차되게 곡선으로 제도하고,

앞판은 허리선에서 17cm내려오는 지점부터 밑단이

0.5cm씩 교차되게 곡선으로 제도하였다. <표 4>의 도

식화와 같이 허리선을 표현하기 위해, 중심쪽 허리선

에서 3cm올리고 다트가 놓이는 지점은 허리선에서

1cm올려 곡선으로 연결하였다. 뒤 안단선은 변경된

뒤목중심에서 7.5cm내려온 지점에서 뒤옆목점에서

4cm 안쪽으로 이동한 지점까지 곡선을 이용하여 <그

림 11>과 같이 제도하였다. 단추크기는 25mm로 하

였으며, 페플럼의 모든 절개선은 허리선에서 9cm되

는 지점에 너치 포인트로 표시하였다. 페플럼은 중심

과 다트사이를 2등분하고 밑단은 교차되는 분량을

유념하여 이등분하였다. 다트와 옆선사이까지 3등분

이 되며, 가위 표시가 된 부분을 잘라 <그림 12>와

같이 직각이 되는 지점을 확인하며 벌렸다. 소매는

<그림 4>와 같이 제도한 다음 소매산선에서 3cm내려

평행하는 선을 제도하였으며, 소매부리 길이는 뒤판

이 18cm이고 앞판이 16cm이다. 소매부리에서 3등분

하여 소매산선에서 3cm내려온 지점까지 평행하게 제

도한 다음 가위 표시된 부분을 잘라 <그림 13>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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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패턴제작 4’의 패턴제도

이 등배로 60도를 벌렸다. 앞몸판에 남는 M.P분량은

오그려 봉제한다. 커프스 길이는 22cm로 하였고 단

추를 달기위해 낸단은 1.5cm로 하였다. 커프스의 높

이는 2cm로 하였고, 단추크기는 15mm로 하였다.

‘패턴제작 4’의 패턴제도는 <그림 14>와 같이 하였

으며 총장은 63.5cm이다. 품은 앞·뒤판 모두 24.5cm

로 하였으며, 다트는 앞·뒤판 모두 4cm로 하였다.

<표 4>의 도식화와 같이 다트를 표현하기 위해, 뒤판

은 가슴선에서 5cm올라간 지점부터 엉덩이선까지 다

트를 제도한 다음, 위에서 7cm내려간 지점에 선을 제

도하고 아래는 허리선에서 7cm내려간 지점에 선을

제도하였다. 앞판은 가슴점부터 엉덩이선까지 다트를

제도한 다음, 위에서 8cm내려간 지점에서 선을 제도

하고 아래는 허리선에서 7cm내려간 지점까지 선을

제도하였는데, 모든 다트는 이 선을 제도한 지점까지

만 봉제를 하였다. 엉덩이선은 품선에서 바깥쪽으로

1.5cm이동하여 옆선을 제도하였다. 뒤 안단은 ‘패턴제

작 3’과 같은 방법으로 제도하였다. 가슴다트의 분량

을 앞목쪽으로 옮기고, 이 절개를 디자인의 요소로

이용하기 위해서, 앞목둘레 1/2이 되는 지점에서 가

슴점까지 제도한다. 스탠드 칼라 제도하기 위해서 먼

저 뒤목둘레와 앞목둘레의 길이를 잰다. 칼라길이는

뒷목둘레와 앞목둘레를 더한 값으로 하고, 그 지점에

서 1.5cm 직각으로 올려 가이드선을 제도한다. 뒤목

길이까지는 직선으로 제도하다가 앞목길이부터는 직

각으로 올린 1.5cm지점까지 곡선으로 제도한다. 그

지점에서 곡선이 가는 방향으로 낸단길이(2cm)만큼

더 제도하고, 낸단 끝점에서 0.3cm올려 이 부분만 다

시 곡선으로 제도한다. 칼라높이는 3.5cm로 하였고

낸단 쪽은 3cm가 되게 곡선으로 제도하였으며, 단추

크기는 25mm로 하였다. ‘패턴제작 4’는 어깨를 강조

하는 디자인이므로 어깨패드가 두꺼운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깨선을 1cm를 올리고 안쪽으로 1.5cm이동

하여 새로운 암홀선을 제도한다. 레그 오브 머튼 슬



服飾 第62卷 5號

- 150 -

<그림 15> 타이트 슬리브

제도과정

<그림 16>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 제도과정

리브를 제도하기 위해 타이트 슬리브를 제도한다. 먼

저 <그림 10>에서처럼 가이드선과 소매산 곡선을 제

도한 다음 <그림 15>와 같이 제도한다. 소매 밑단의

중심선에서 1.5cm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점B를 표시한

다음 점A와 연결한다. 소매부리는 13.5cm로 하였으

며, 점B를 기점으로 하였고 양쪽으로 6.75cm씩 이동

하여 점E와 점F를 표시하였다. 점C와 점E 연결하는

데 팔꿈치 선에서 안쪽으로 0.5cm이동한 지점을 통과

하게 직선으로 제도한다. 점D와 점F는 먼저 직선으로

연결한 다음, 팔꿈치 선에서 이 선을 교차하는 지점

을 기점으로 안쪽으로 0.5cm이동하여 다시 연결하였

다. 점선으로 연결되어있는 부분을 접어 십자표시가

되어있는 부분을 룰렛으로 눌러 바깥선을 표시하며,

변경된 소매산 곡선의 끝점으로 곡선을 다시 제도한

다. 뒤쪽에 다트가 생기고 밑단이 내려가는데, 내려간

밑단은 점B까지 완만한 곡선으로 제도한다. 앞쪽은

0.5~0.8cm정도 겹치는데, 이 양은 봉제할 때 늘리며

각이 안 생기게 곡선으로 정리한다. 옆다트는 M.P하

여 분량을 밑단으로 내린다음 <그림 14>에서처럼 소

매중심을 기점으로, 양쪽으로 3개씩 3cm간격으로 제

도하며, 가위표시 되어있는 부분을 잘라 <그림 16>과

같이 벌린다. 이렇게 하면 팔꿈치선의 품이 좁아지게

되는데, 이 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옆선을 제도한다.

소매산은 8cm올려 새로운 소매산 곡선을 제도하며

옆선은 각이 안 생기게 곡선으로 정리한다. 옆선의

품이 안 좁아지게 하는 것이 맞으나, 디자인의 특성

상 어깨를 더욱 강조하고 소매 끝을 조금 더 타이트

하게 보이기 위해서 품을 줄였다. 옆선을 곡선으로

정리하면 팔꿈치선 부분은 품이 줄어들기 전의 분량

이 나오기 때문에 활동에는 불편이 없다.

‘패턴제작 5’의 패턴제도는 <그림 17>과 같이 하였

으며 총장은 61cm로 하였고 품은 앞뒤판 모두 24.5cm

로 하였다. 단추크기는 28mm로 하였다. 자이언트 칼

라를 표현하기 위해 칼라의 높이는 7cm로 하였으며

2.5cm되는 지점에서 꺾임선을 제도하였다. 칼라의 시

작은 허리선이며, 칼라꺾임선에서 30cm올라온 지점과

직각이 되게 선을 제도하고, 바깥쪽으로 16cm이동한

지점에서 칼라시작지점까지 라펠선을 제도하였다. 직각

으로 선을 제도한 칼라꺾임선에서 5.7cm올라간 지점부

터 바깥쪽으로 16cm이동하여 라펠선을 제도한 지점

까지 고지선을 제도하였다. 칼라와 라펠이 만나는 지

점은 고지선과 칼라꺾임선이 만나는 지점부터 바깥쪽

으로 7cm이동한 지점이다. 이 점에서 바깥쪽으로

1.5cm이동한 지점에 임의의 선을 제도하고, 이동하기

전의 지점에서 4cm가 되는 지점을 찾아 선을 제도하

고 칼라선을 <그림 17>의 패턴과 같이 제도했다. 다트

의 분량은 뒤판의 큰 다트는 2.5cm, 작은 다트는 2cm

로 하였으며, 앞판의 큰 다트는 3cm, 작은 다트는

2cm로 하였다. 뒤판의 큰 다트는 가슴선에서 5cm올

라간 지점에서 시작하여 엉덩이선에서 끝냈으며, 작

은 다트는 진동깊이와 평행한 지점에서 시작하여 엉

덩이선에서 끝냈다. 앞판의 다트는 다트중심선과 가

슴다트의 아래선이 만나는 점부터 시작하여 엉덩이선

에서 끝냈다. <표 4>의 도식화와 같이 다트를 표현하

기 위해 뒤판의 큰 다트는 시작지점에서 10cm내려온

지점과 허리선에서 5cm내려온 지점에 선을 제도하고,

작은 다트는 시작지점에서 6.5cm내려온 지점과 허리

선에서 3cm내려온 지점에 선을 제도했다. 앞판의 큰

다트는 시작지점에서 7cm내려온 지점과 허리선에서

5cm내려온 지점에 선을 제도하고, 작은 다트는 시작

지점에서 6cm내려온 지점과 허리선에서 3cm내려온

지점에 선을 제도하였으며, 모든 다트는 이 선을 제

도한 지점까지만 봉제하였다. 엉덩이선은 품선에서

바깥쪽으로 1cm이동하여 옆선을 제도하였다. ‘패턴제

작 5’ 역시 어깨를 강조하는 디자인이므로 어깨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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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파워 숄더 슬리브 제도과정

<그림 17> ‘패턴제작 5’의 패턴제도

가 두꺼운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깨선을 1cm올리

고 안쪽으로 1.5cm이동하여 새로운 암홀선을 제도하

였다. 파워 숄더 슬리브를 제도하기 위해 먼저 <그림

15>를 참고하여 타이트 슬리브를 제도한다. <그림

15>와 다른 점은 점B를 만들 때 2cm이동하여 제도한

다는 것과 소매부리를 13cm로 하여 양쪽으로 6.5cm

씩 이동한다는 점이다. <그림 17>의 소매패턴과 같이

앞쪽으로 1cm 이동한 중심점에서 소매중심선과 평행

한 직선을 소매산선까지 제도했다. 양쪽모두 옆선에

서 1.2cm내려온 지점과 중심에서 앞쪽으로 1cm이동

하여 소매산선까지 제도한 선의 끝점을 연결한다. 밴

드분량은 3cm로 하였으며, 밴드분량을 표현하기 위해

위의 암홀선에서 양쪽모두 6cm, 12cm가 되는 지점을

가능한 직각이 되게 밴드분량을 내려 똑같은 폭이 되

게 안쪽선을 제도한다. 가위표시 된 부분을 모두 잘

라 <그림 18>과 같이 새로운 소매산 곡선을 제도하였

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밴드의 안쪽선과 소매산 곡선

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소매산높이의 수치는 제

도하는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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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안단 그리는 법

- 어패럴 메이킹 여성복 재킷, pp. 160-161.

<그림 20> 심지 부착하는 법

- 어패럴 메이킹 여성복 재킷, pp. 170-171.

수치기입은 하지 않았다. 밴드는 <그림 18>과 같은

각도로 올리며, 소매를 3등분하여 나눠 안선을 그린

다. 옆선을 각이 생기지 않게 곡선으로 정리해주고

다트는 M.P하여 분량을 밑단으로 내린다.

2. 패턴전개도
1차 패턴은 옷을 만들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틀이

기 때문에 2차 패턴(패턴전개도)을 제도했다 하더라

도, 1차 패턴을 버리면 안 된다. 가봉 시 틀린 점이

있을 경우 1차 패턴에서 고쳐 다시 2차 패턴을 제도

하기 때문이다. 패턴전개도는 재단을 하기 위한 패턴

이므로 디자인에 이용되는 모든 판을 제도해야 한다.

패턴전개도를 <표 5>와 같이 나타냈다. ‘패턴제작 1,

2, 5’와 같은 경우는 꺾임이 있다. 칼라와 라펠의 형

태를 안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라펠은 앞판보다

안단이 조금 더 커야하고, 칼라는 겉 칼라가 조금 더

커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 19>를 참고하여 겉

칼라와 안단의 패턴을 제도하였다. ‘패턴제작 3, 4’와

같은 경우에는 꺾임이 없어 안단이 보이지 않기 때

문에 앞판을 0.2cm정도 크게 제도하였다. 재단 시 패

턴에 나타나 있는 표시부호 및 결방향을 주의하여

작업해야하며, 심지부착은 <그림 20>을 참고하여 부

착하였다. ‘패턴제작 3’의 패턴 중 B3, F3은 너치 포

인트가 표시된 부분까지만 봉제를 하였다. ‘패턴제작

4’의 패턴 중 앞판의 절개 된 부분은 끝점을 3cm올

려 다시 제도하였다. 이유는 가슴점까지 봉제가 되면

착용할 때 가슴부분이 답답해지기 때문이다.

3. 가봉
가봉은 실루엣의 형태와 디테일의 표현 등을 정확

히 확인하기 위해 완가봉의 형태로 하였다. 원단은

두께는 30수를 기본으로 사용하였으며, ‘패턴제작 3’

의 슬리브 패턴에만 40수를 사용하였다. 심지는 실크

심지를 이용하였고, 디자인을 의도대로 제작하기 위

해 ‘패턴제작 2’의 B3, F3패턴과 ‘패턴제작 3’의 B3,

F3패턴의 봉제되는 부분에는 모심지를 이용하였다.

‘패턴제작 1, 3’에는 8mm 두께의 레글런슬리브용 어

깨패드를 사용하였고, ‘패턴제작 2’에는 8mm 두께의

일반어깨패드를 사용하였다. ‘패턴제작 4’에는 15mm

두께의 일반어깨패드를 사용하였고, ‘패턴제작 5’에는

20mm두께의 일반어깨패드를 사용하였다. 모든 다트

는 중심쪽으로 다림질하였으며, ‘패턴제작 3’의 페플

럼과 ‘패턴제작 4, 5’의 다트는 중심이 봉제선과 만나

게 다시 한 번 다림질하였다. 단추는 ‘싸게단추’를 이

용하였으며, 실은 ‘코아사 29수 3합’을 이용하였고,

바늘은 ‘공업용 11호’를 이용하였다. 결과물의 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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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전개도

패턴제작 1

패턴제작 2

패턴제작 3

패턴제작 4

패턴제작 5

<표 5> 패턴제작계획도에 따른 패턴전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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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가봉사진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Ⅴ. 결론
과거부터 현대까지 복식에서의 과장은 우리 곁에

늘 존재하였고, 과장을 통해 인위적으로 인체의 실루

엣을 변형시켜 인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했다. 과장

은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며, 과거 패션에서는

부와 높은 신분의 상징으로 과장을 표현하였고, 현대

패션에서는 나 자신의 아름다움과 개성을 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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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로 과장을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 여성복컬렉션에서 과장형 재킷 디

자인이 나타나는 경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패턴

제작을 하여 현대에 과장형 재킷의 패턴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여성복컬렉션에서 과

장된 재킷 디자인 유행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문헌조

사를 하였으며, 연구자의 선행연구논문을 활용하여

패턴제작계획도를 만들었다. 기본적인 재킷구성방법

을 알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설명하

여 신진디자이너들이나 의상디자인학과 학생들, 그

외 산업전반에서 표현능력과 응용 및 활용도를 높이

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1 F/W 여성복컬렉션에서 복식의 과장이

가장 많이 나타난 실루엣의 요소는 사각형 실루엣이

다. 2011 F/W 여성복컬렉션에는 70년대와 90년대의

회귀로 인해 재킷의 총장이 길어지고 슬림해지는 실

루엣이 유행하면서 사각형 실루엣이 많이 나타난 것

으로 보인다. 과장이 가장 많이 나타난 부위별 디테

일로는 몸판은 페플럼, 칼라는 자이언트 칼라, 어깨는

파워 숄더 슬리브, 소매는 비숍 슬리브로 나타났다.

둘째, 2011 F/W 여성복컬렉션에서 나타난 과장요

소를 반영하여 재킷을 만들었으며 다양한 연령층이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디자인하였다. ‘패턴제작 1’에서

기본원형보다 품을 더하고, 다트를 없애 완전한 사각

형 실루엣을 나타내었다. ‘패턴제작 2’에서는 허리선

을 가슴 아래로 올린다음, 밑으로 갈수록 퍼지게 하

여 타원형 실루엣을 나타내었다. ‘패턴제작 1, 2’에서

는 허리를 조이지 않았기 때문에 뱃살이 나온 여성

이 착용해도 티가 안나 전 연령대가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사료된다. ‘패턴제작 3’에서는 러프한 페플

럼으로 엉덩이부분을 강조하고 비숍 슬리브로 소매

끝을 풍성하게 부풀려 타원형 실루엣을 나타내었다.

‘패턴제작 4, 5’에서는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와 파워

숄더 슬리브로 어깨를 강조하고 허리를 최대한 조여

X자형 실루엣을 나타내었다.

셋째, 평면패턴에서 과장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

며, 표현능력과 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숙지하고 있다면, 어려움 없

이 과장형 디자인의 패턴제작이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복식에서의 과장은 현대에도 많은 디

자이너들에 의해 나타나고 있으며 방법도 다양하다.

복식에서의 과장은 과거에도 나타났고, 현재에도 나타

나고 있으며 미래에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현재

(2011 F/W)를 기점으로 재킷패턴제작을 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과장의 경향을 알아보고,

과장형 재킷의 패턴을 어떻게 제도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의 한계점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패턴을 전개

하여 나타냈다는 점이다. 한 가지 방법만을 이용해서

전개하여 이 방식을 좀 더 많이 알 수 있었다는 장

점도 있으나, 입체패턴이나 다른 방식의 다양한 방법

으로 패턴을 제시했다면 좋을 것이라고 본다. 과장형

패턴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서 앞으로의 후속연구

에서는 다른 시대를 기점으로 지속적인 과장형 재킷

에 대한 패턴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킷뿐만

아니라 여러 아이템에 대한 과장형 패턴연구가 필요

할 것이며, 과장에 필요한 부속물에 대한 연구가 병

행되어 더 쉽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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