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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form of sleeve heads, which is an important internal element that affects the ap-

pearance of jacket sleeves. It characterized sleeve head forms by investigating angles, materials, and a com-

bination of formations for 50 sleeve heads. It conducted an appearance evaluation by comparing and analy-

zing the results. This paper develops a sleeve head appropriately for sleeve construction.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duct was divided into three parts: based on, force receiving, and sleeve cap parts.

There were four types of man's sleeve head: straight, arc, and curve A and B types. The woman's sleeve

head had two types: straight and curve B type. Second, the feature of each type of sleeve head was analy-

zed. A straight type emphasized the based on part. An arc type highlighted the force receiving part while

the based on part decreased. The sleeve cap part, force receiving part, and based on part were emphasized

in the arc type sleeve head. Third, as a result of the appearance evaluation, each type was rank as straight

type < arc type ≤ curve A < curve B. The straight type did not get positive results as it had extra ease when

the sleeve head was attached to a Jacket Sleeve. The arc type was evaluated poorly due to an inappropriate

sleeve cap composition. The curve type received an excellent overall outcome as it fit into the sleeve cap

part well and highlighted the force receiving part in order to minimize front and back wrinkles. Therefore,

the curve type made the resemblance of the jacket appearance perfect and closest to the sleeve pattern.

Key words: Sleeve head, Straight type, Arc type, Curve type ; 슬리브헤드, 일자형, 호형, 곡선형

I. 서 론

재킷은 상의의 총칭으로 길이는 보통 허리에서 엉덩

이까지 오거나 혹은 그보다 길고 앞중심이 트여져 있으

며, 일반적으로 형태와 길이, 목적, 용도, 재질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며 앞여밈, 칼라, 버튼의 수, 소재 등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Choi et al., 2009). 소매는 몸판과

더불어 재킷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팔의 형

태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동적인 기능을 더해줌으로써

디자인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Han, 2015).

재킷의 길원형과 소매원형을 결합할 때 부자재로 쓰

이는 슬리브헤드는 주로 남성의 재킷이나 코트의 소매

– 852 –

†
Corresponding author

 E-mail: jajang@pusan.ac.kr

본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2015,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All rights reserved.

EISSN 2234-0793
PISSN 1225-115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39, No. 6 (2015) p.852~866

http://dx.doi.org/10.5850/JKSCT.2015.39.6.852

〔연구논문〕



재킷 소매의 심미적 외관을 위한 슬리브헤드의 제품분석 및 외관평가 65

부착 시 사용되고 있으며, 소매산 둘레의 상부 곡면을 오

그림 처리함으로써 볼륨과 여유를 위한 입체형성에 이용

되고(Lee, 1998), 소매산 부근에 생긴 빈 공간을 채워주

어 소매의 외관을 아름답게 해준다(Park & Park, 2009).

사용목적과 의도에 따라 크기와 두께를 달리 적용하여

사용하며, 일반적으로는 면 T/C와 펠트를 여러 겹으로 만

들며 겉에서 누름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다층구조로 만들

어 진다(Lee, 2015).

시판되고 있는 슬리브헤드 제품을 살펴보면, 남성용

의 경우 형태와 소재가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으나, 여성

용은 주로 부직포 형태의 한 종류로 너비에 조금씩 변

화를 주어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되고 있는 슬리브

헤드 제품들은 판매 시, 사용자를 위한 매뉴얼이나 설명

이 미흡하여 옷을 만드는 개인의 감각에 의존해서 사용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체의 경우 모델리스트나 봉

제실무자가 의상스타일에 맞게 슬리브헤드의 소재를 달

리하여 부분적인 조각을 추가하거나 조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에 맞추어 제품을 사용하기 보다

는 누구나 자신의 의도대로 소매형태에 맞게 만들 수

있는 체계적인 제작법이 필요할 뿐 아니라, 소매산 외

관에 영향을 주는 슬리브헤드를 소매산과 오그림 분량

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지침서나 이를 뒷받침해 주는

연구자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시판 중인 슬리브헤드 제품을 분석하

기 위하여 소매상부 각도와 전체길이, 소재 및 구성조합

을 포함한 형태를 조사하여 생산되고 있는 제품을 유형

화하고, 슬리브헤드의 유형별 외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재킷 소매의 심미적 외관을

위한 소매산 구성에 적합한 슬리브헤드 제품개발을 위

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내용

1. 슬리브헤드 제품분석

1) 자료수집 및 시기

슬리브헤드 제품분석을 위하여 2014년 11~12월까지

의류부자재 상가 및 쇼핑몰(J, D, Fs, Bu)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40개(남성용 36개, 여성용 4개), 내셔널 브랜

드(I, Jc, F, T, B)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8개(남성용 6개,

여성용 2개), 맞춤브랜드(C)에서 사용하고 있는 남성용

제품 2개로 총 50개의 제품을 수집하여 분석에 사용하

였다.

2) 분석방법

(1) 슬리브헤드의 구성

<Fig. 1>은 슬리브헤드를 재킷에 부착한 모습의 사진

으로, 주로 부직포와 비접착심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

매산의 오그림 분량에 해당되는 빈 공간을 채워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남성용은 주로 한 장의 부직포에

2~5장의 비접착심지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용은 주로 부

직포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1>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구성형태와 명칭을 Geum

(2011)의 교재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Fig. 2>와 같이 정

리하였으며, 슬리브헤드의 중심은 펠트로 구성되어 있고

소매상부에 해당되며, 슬리브헤드의 앞과 뒤는 비접착

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힘받이 역할을 하고, 바탕에

해당되는 부분은 부직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

을 참고로 명칭을 정하였다.

(2) 슬리브헤드의 소매상부 각도와 전체길이 측정

현재 시판 중인 제품과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남성

Fig. 1. Jacket sleeve attached with sleeve head.

Fig. 2. Combination of sleeve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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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여성용 슬리브헤드의 소매상부 각도와 전체길이

를 조사하였다. 각도의 측정은 소매상부의 기울기를 계

측하기 위하여, 슬리브헤드를 반으로 접어 기울기가 같

은 지점에 해당되는 위치를 <Fig. 3>과 같이 측정하였

으며, 전체길이는 평면상에 슬리브헤드를 놓고 줄자로

측정하였다.

(3) 슬리브헤드의 소매상부 각도에 따른 유형분류

표집한 총 50개의 슬리브헤드 제품에 대하여 소매상

부의 모양을 결정하는 소매상부 기울기 각도를 중심으

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4) 슬리브헤드의 유형별 소재 및 구성조합 조사

슬리브헤드의 소재 및 구성조합을 조사하기 위하여

제품을 하나씩 분해하여 소재의 종류와 겹 수 등 그 구

성조합과 빈도를 조사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Statistics 21을 사용하였으며, 기

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슬리브헤드의 외관평가

1) 슬리브헤드 디자인 선정

현재 시판 중인 제품과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을 포함하여 총 50개의 슬리브헤드에 대하여 소매상부

각도와 전체길이, 소재 및 구성조합을 조사하였으며, 남

성용은 가장 빈도가 높았던 유형별 대표제품 3개씩을

선정하여 외관평가에 사용하였고, 여성용은 유형별 제

품의 수가 적어 대표제품 1개씩을 선정하여 외관평가에

사용하였다. 대표제품 선정 시, 빈도가 같은 디자인의 경

우는 먼저 선별된 디자인과의 조합 또는 소재가 차별화

된 것을 연구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2) 제품평가를 위한 실험복 재킷 제작

슬리브헤드 제품에 대한 외관평가를 위해 실험복을

직접 제작하였다. 남성용은 S브랜드의 100size 싱글재

킷 상의패턴을 이용하여 소매산 17cm, 소매의 위팔둘

레 37cm로 소매를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실험복에 슬

리브헤드 4개의 유형별 대표제품 각각 3개씩을 봉합시

켜 총 12벌의 재킷을 완성하였고, 여성용은 M브랜드의

55size 싱글재킷 상의패턴을 이용하여, 재킷 소매의 치

수를 소매산 15cm, 소매의 위팔둘레 32cm로 제작하였

고, 유형별 각 1개씩의 제품을 봉합시켜 총 2벌의 재킷

을 면 100% 소재의 머슬린을 사용하여 완성하였으며,

어깨패드를 부착하여 실험하였다.

3) 슬리브헤드 외관평가

슬리브헤드의 제품별 외관평가는 의류학 전공 교수

및 대학원생, 의류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집

단 8명으로 구성하여, 남성용 100size 바디와 여성용

55size 바디에 실험복 재킷을 착의하여 소매에 생기는

군주름 여부와 진동둘레의 당김, 소매상부의 외관 위주

로 평가하게 하였다. 외관평가 문항은 <Table 1>과 같

으며, 평가척도는 Likert 5점 평점척도법을 사용하였으

며, ‘매우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해

석하였다.

Table 1. Questions for appearance evaluation

Section Evaluation questions 

Sleeve cap

Does the cap of the sleeve cap have wrinkles?

Does the front of the sleeve have wrinkles?

Does the back of the sleeve have wrinkles?

Armhole

Is the shape of the armhole on the sleeve cap

part stable?

Is the shape of the armhole on the front stable?

Is the shape of the armhole on the back stable?

Overall

Do the notches on the sleeve curve properly?

Does the overall appearance of the sleeve look

good?

Fig. 3. Applied method to measure sleeve head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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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1. 슬리브헤드 제품분석

1) 슬리브헤드의 구성

슬리브헤드의 일반적인 형태와 구성은 <Fig. 4>와 같

이 각 부분 역할에 맞추어 정하였으며, 펠트로 구성되

어 있으면서 슬리브헤드의 중심에 해당되는 부분을 “소

매상부 부분”, 슬리브헤드의 앞, 뒤 비접착심지가 부착

되어 있는 부분을 “힘받이 부분”이라 하였으며, 바닥의

전체부직포 부분을 “바탕 부분”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2) 슬리브헤드의 소매상부 각도와 전체길이 측정결과

표집한 슬리브헤드의 전체길이와 소매상부 각도는

<Table 2>와 같으며, 의류부자재 및 쇼핑몰 제품을 S로,

내셔널 브랜드 제품을 N으로, 맞춤브랜드 제품을 C로

나타냈다. 전체 50개의 제품 중 44개는 남성용, 6개는

여성용 제품으로 구성하였다.

남성용 슬리브헤드의 소매상부 각도를 측정한 결과

Table 2. Angles and full lengths of sleeve head

Factor Sleeve head products (50)

Male (44)

Product 1 2 3 4 5 6 7 8 9 10

Product

Angle (place of purchase) 0
o

 (S) 0
o

 (S) 0
o

 (S) 0
o

 (S) 0
o

 (S) 0
o

 (S) 0
o

 (S) 0
o

 (S) 0
o

 (S) 0
o

 (N)

Full length 43.5cm 43.5cm 43.5cm 37.0cm 37.0cm 32.0cm 32.0cm 50.0cm 45.0cm 26.0cm

Product

Angle (place of purchase) 0
o

 (N) 0
o

 (S) 5
o

 (S) 5
o

 (S) 5
o

 (S) 5
o

 (S) 5
o

 (S) 5
o

 (S) 5
o

 (S) 5
o

 (S)

Full length 26.0cm 100.0cm 45.0cm 45.0cm 45.0cm 45.0cm 45.0cm 45.0cm 43.0cm 43.0cm

Product

Angle (place of purchase) 5
o

 (S) 5
o

 (S) 5
o

 (S) 14
o

 (S) 14
o

 (S) 14
o

 (S) 14
o

 (S) 14
o

 (S) 15
o

 (S) 15
o

 (S)

Full length 43.0cm 30.0cm 27.0cm 31.5cm 31.5cm 40.0cm 41.0cm 39.5cm 37.0cm 37.0cm

Product

Angle (place of purchase) 15
o

 (S) 15
o

 (S) 15
o

 (S) 15
o

 (S) 20
o

 (N) 20
o

 (S) 20
o

 (S) 20
o

 (S) 20
o

 (N) 20
o

 (N)

Full length 38.5cm 38.5cm 38.0cm 33.0cm 39.0cm 40.0cm 32.0cm 35.5cm 40.0cm 39.5cm

Product

Angle (place of purchase) 20
o

 (S) 20
o

 (S) 20
o

 (S) 22
o

 (S)

Full length 45.0cm 33.5cm 33.0cm 33.0cm

Female (6)

Product

Angle (place of purchase) 0
o

 (S) 20
o

 (N) 20
o

 (N) 22
o

 (S) 22
o

 (S) 22
o

 (N)

Full length 19.5cm 24.0cm 28.0cm 31.0cm 24.5cm 30.0cm

S: Shopping mall's product, N: National brands product, C: Custom brands product

Fig. 4. Construction elements of the sleeve head.

– 855 –



68 한국의류학회지 Vol. 39 No. 6, 2015

0
o

, 5
o

, 14
o

, 15
o

, 20
o

, 22
o

로 측정이 되었으며, 전체길이는

19.5cm부터 50cm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고, 그 중

제품의 길이가 100cm인 것도 있었다. 이 제품의 경우 봉

제공정 시 필요한 만큼 잘라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여성용 슬리브헤드의 소매상부 각도를 측정한 결과

0
o

, 20
o

, 22
o

로 측정이 되었으며, 전체길이는 19.5cm부터

31cm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3) 슬리브헤드의 소매상부 각도에 따른 유형분류

표집한 슬리브헤드 제품의 소매상부 각도와 구성조

합 등, 특징이 같은 형태끼리 한 종류로 묶어 <Table 3>

과 같이 남성용 23종류, <Table 4>와 같이 여성용 2종류

의 제품으로 분류하였다. 소매상부의 모양을 결정하는 기

울기 각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남성용은 크게 4가

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측정한 제품이 0
o

의 분

포를 보인 것은 ‘일자형’(27.2%)으로, 5
o

의 분포를 보인

것은 ‘호형’(25.0%)으로, 14~15
o

의 분포를 보인 것은 ‘곡

선형 A’(25.0%)로, 20~22
o

의 분포를 보인 것을 ‘곡선형 B’

(22.7%)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여성용의 경우, 0
o

의 분포를 보인 ‘일자형’(16.6%), 20

~22
o

의 분포를 보인 것은 ‘곡선형 B’(83.3%)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4) 슬리브헤드의 유형별 소재 및 구성조합

슬리브헤드의 소매상부 각도에 따라 일자형, 호형, 곡

선형 A, 곡선형 B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유형별 소재

및 구성조합은 다음과 같다.

(1) 일자형 슬리브헤드

수집한 남성용 슬리브헤드 44개 제품의 27.2%를 보

인 일자형의 전체구성은 <Table 5>와 같다. 소매상부 부

분의 구성은 전혀 없었고 힘받이 부분의 구성이 1종류가

있었으며, 바탕 부분의 구성이 8종류가 있었다. 소재는

대부분 부직포나 솜, 비접착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제품별로는 기본 부직포에 부드러운 소재의 비접착심

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와 거즈에 솜을 싸서 만든 형

태가 있었으며, 소재의 사용방법으로는 변형에 대한 신

축성을 고려하여 모든 제품이 바이어스 방향으로 구성

Table 3. Classification of shapes according to sleeve head angle for males

Angle Type of sleeve head Classification of shape (%)

0
o

Straight

(27.2)
0
o

0
o

0
o

0
o

0
o

0
o

5
o

Arc

(25.0)
5
o

5
o

5
o

14-15
o

Curve A

(25.0)
14

o

14
o

14
o

14
o

15
o

15
o

15
o

20-22
o

Curve B

(22.7)
20

o

20
o

20
o

20
o

20
o

20
o

22
o

Table 4. Classification of shapes according to sleeve head angle for females

Angle Type of sleeve head Classification of shape (％)

0
o

Straight (16.6)

0
o

20-22
o

Curve B (83.3)

20
o

22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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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었다.

수집한 여성용 슬리브헤드 6개 제품의 16.6%를 보인

일자형은 <Table 5>와 같이 바탕 부분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바이어스 방향으로 구성된 T/C에 솜을 싸서 만

든 형태였다.

일자형 슬리브헤드의 전체구성은 주로 바탕 부분으로

만 이루어져 있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 힘받이 부분과 소

매상부 부분의 구성이 생략 또는 축소되어 있었다. 일부

제품에서 다른 유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솜을 사용하

여 소매상부 곡면의 볼륨을 보완하려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Table 6>에 제시된 남성용 일자형 슬리브헤드의 소

재 및 구성조합을 살펴보면, 바탕 부분에 부직포 1겹과

비접착심 1겹으로 구성하고 힘받이 부분 앞쪽에 비접착

심 1겹을 추가하여 총 4겹으로 구성한 경우가 전체의

25.0%로 가장 많았으며, 바탕 부분에 부직포 1겹과 비접

Table 5. Construction elements of straight type sleeve head

Male

Force receiving

part

S1

Based on part

S2 S3 S4 S5

S6 S7 S8 S9

Female Based on part

S10 S11

Table 6. Combination of straight type sleeve head

Type Product Combination Materials (no. of folds)
Total no.

of folds
Frequency (%)

Male

S1 + S2 + S5 Interfacing (2) + Non-woven (1) 3 3 (025.0)

S3 + S6 + S7 Interfacing (1) + Non-woven (1) + Gauze (1) 3 2 (016.6)

S9 + S11 Gauze (1) + Cotton (1) 2 2 (016.6)

S4 + S6 Interfacing (1) + Non-woven (1) 2 2 (016.6)

S8 Non-woven (1) 1 2 (016.6)

S6 Non-woven (1) 1 1 (008.3)

Female S10 + S11 T.C (1) + Cotton (1) 2 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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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심 1겹으로 구성하고, 여기에 거즈 1겹을 추가하여 총

3겹인 제품이 16.6%, 그 다음으로 거즈에 솜을 싸서 2겹

으로 만든 제품 16.6%와 바탕 부분에 부직포 1겹과 비접

착심 1겹을 구성한 2겹인 제품이 16.6%이며, 바탕 부분으

로만 구성된 모양이 다른 부직포 1겹인 제품이 16.6%와

8.3%로 분류되었다.

여성용은 바탕 부분으로만 이루어진 일자형으로 T/C

에 솜을 싸서 2겹으로 구성되었다.

(2) 호형 슬리브헤드

수집한 남성용 슬리브헤드 44개 제품의 25.0%를 보

인 호형의 전체구성은 <Table 7>과 같다. 바탕 부분의 길

이와 너비가 다른 유형에 비해 다소 축소되었으며, 소

매상부 부분이 2종류, 힘받이 부분이 6종류, 바탕 부분이

1종류로 이루어졌다. 소재는 주로 비접착심과 부직포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제품별로는 기본 부직포에 힘받이

역할을 하는 비접착심으로 이루어진 형태가 있었고, 모

든 제품의 신축성을 고려해 바이어스 방향을 사용하여

제품을 구성하였다.

호형의 전체구성은 바탕 부분이 축소되었고, 힘받이 부

분이 강조되었으며, 소매상부 부분의 구성이 생략 또는

축소되어 있었다. 소매상부 부분이 축소된 것은 슬리브

헤드 부착 시에 소매상부에 남는 여분의 여유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Table 8>에 제시된 남성용 호형 슬리브헤드의 구성

조합을 살펴보면, 힘받이 부분 앞쪽에 비접착심 2겹과 뒤

쪽에 비접착심 1겹으로 구성하고 부직포 1겹과 함께 사

용한 총 4겹인 제품이 5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

로 바탕 부분에 부직포 1겹과 소매상부 부분에 얇은 비

접착심 1겹을 사용하면서 힘받이 부분 앞쪽에 비접착심

2겹과 뒤쪽에 비접착심 1겹을 사용한 총 5겹인 제품이

27.2%, 바탕 부분에 부직포 1겹과 힘받이 부분 앞, 뒤에

각각 비접착심 1겹을 사용한 전체 3겹인 제품이 18.1%

로 분류되었다.

(3) 곡선형 A 슬리브헤드 & 곡선형 B 슬리브헤드

수집한 남성용 슬리브헤드 44개 제품의 25.0%를 보

인 곡선형 A와 22.7%를 보인 곡선형 B는 <Table 9>와

같이 소매상부 부분 3종류와 힘받이 부분 5종류, 바탕 부

분 2종류로 이루어져 있었다. 소재는 부직포, 비접착심,

펠트, 거즈 등의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고 있었으며, 제

품별로는 바탕 부분에 주로 부직포를 사용하고 힘받이

부분에 버팀 역할을 하는 부드러운 소재의 비접착심으

로 이루어진 형태와 펠트를 사용한 형태가 있었으며, 곡

선형 또한 소재의 신축성을 고려해 바이어스 방향을 사

용하여 모든 제품을 구성하였다.

Table 7. Construction elements of arc type sleeve head

Male

Sleeve cap part

A1 A2

Force receiving

part

A3 A4 A5 A6 A7 A8

Based on part

A9

Table 8. Combination of arc type sleeve head

Type Product Combination Materials (no. of folds)
Total no.

of folds
Frequency (%)

Male

A2 + A6 + A7 + A8 Non-woven (1) + Interfacing (3) 4 6 ( 54.5)

A1 + A3 + A4 + A9 Interfacing (4) + Non-woven (1) 5 3 ( 27.2)

A5 + A9 Interfacing (2) + Non-woven (1) 3 2 (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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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여성용 슬리브헤드 6개 제품의 83.3%를 보인

곡선형 B는 <Table 9>와 같이 소재가 부직포 한 가지이

며 거의 모든 제품이 부직포 1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곡선형 A와 곡선형 B의 전체구성은 소매상부 부분과

힘받이 부분, 바탕 부분 각각의 역할을 모두 강조한 제품

으로, 소매상부 부분에 부직포나 펠트를 1겹 내지는 2겹

을 사용하여 볼륨을 보완하며, 힘받이 부분에 비접착심

을 1겹 내지는 2겹을 사용하여 소매 앞, 뒤의 군주름을

보완해주고, 바탕 부분에 심미성이 우수한 부직포를 사

용하여 소매 전체의 볼륨을 보완하여 전체구성이 조화

롭게 이루어져 있었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 다양한 소재

를 사용하였다. 여성용 곡선형 B는 모든 제품이 바탕 부

분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으며, 소재는 주로 부직포 한 가

지 형태를 띠며 두께에 조금씩 변화를 준 형태가 있었다.

남성용 곡선형 A, 곡선형 B 슬리브헤드의 구성조합과

여성용 곡선형 B 슬리브헤드의 구성조합은 <Table 10>

과 같다. 남성용 곡선형 A를 살펴보면, 바탕 부분 전체

에 부직포 1겹을 사용하고 힘받이 부분 앞, 뒤에 비접착

심 1겹씩을 사용하여 전체 3겹인 제품이 3가지 종류로

각각 18.1%로 나타났으며, 바탕 부분 전체부직포 1겹과

힘받이 부분 앞쪽에 비접착심 1겹을 사용하여 전체 2겹

인 제품이 9.0%, 힘받이 부분 앞쪽에 비접착심 3겹과 뒤

쪽에 2겹을 사용하고 소매상부 부분에 펠트 1겹과 부직

포 1겹을 사용하여 전체 7겹인 제품이 9.0%, 바탕 부분

전체를 두르는 부직포 2겹을 사용한 제품(9.0%)과 1겹

을 사용한 제품 두 종류로 분류되었다.

남성용 곡선형 B 슬리브헤드의 구성조합을 살펴보면,

힘받이 부분 앞, 뒤에 각각 비접착심 2겹씩을 사용하면서

소매상부 부분에 펠트 1겹과 부직포 1겹을 사용하는 총

6겹인 제품이 30.0%로 가장 많았다. 바탕 부분으로만 구

성된 제품으로 전체를 부직포 1겹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20.0%로 나타났으며, 바탕 부분 전체를 부직포 1겹을 사

용하고 소매상부 부분에 거즈 1겹으로 총 2겹인 제품이

20.0%, 바탕 부분 전체에 부직포 1겹을 사용하고 힘받이

부분 앞쪽에 비접착심 1겹과 소매상부 부분에 펠트 1겹

으로 이루어진 총 3겹인 제품이 10.0%, 힘받이 부분 앞,

뒤에 비접착심을 각각 1겹씩 사용하고 소매상부 부분에

부직포 1겹과 비접착심 1겹을 사용한 총 4겹인 제품이

10.0%, 힘받이 부분 앞, 뒤에 비접착심을 각각 2겹씩을

사용하고 소매상부 부분에 부직포 1겹을 사용한 총 5겹

으로 이루어진 제품이 10.0%로 분류되었다.

여성용 곡선형 B 슬리브헤드의 구성조합을 살펴보면,

바탕 부분 전체를 두르는 부직포 1겹으로 이루어진 제

품이 각각 60.0%와 40.0%로 분류되었다.

2. 슬리브헤드 유형별 외관평가

남성용 슬리브헤드의 유형별 외관평가를 위한 제품

디자인 선정은 빈도가 높은 것 위주로 선택하였으며, 빈

도가 같은 제품은 다른 제품과 차별화된 소재와 형태를

가진 제품으로 각 3개씩을 선택하여, 일자형 대표제품

(A, B, C), 호형 대표제품(D, E, F), 곡선형 A의 대표제

Table 9. Construction elements of curve type sleeve head

Male

Sleeve cap part

C1 C2 C3

Force receiving

part

C4 C5 C6 C7 C8

Based on part

C9 C10

Female Based on part

C11 C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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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G, H, I), 곡선형 B의 대표제품(J, K, L)으로 선정하

였다. 여성용 슬리브헤드는 일자형과 곡선형 B유형으로

나누었으며, 실험제품이 적어 일자형 대표제품(a), 곡선

형 B 대표제품(b)으로 선정하였다. 외관평가는 남성용

100size의 바디와 여성용 55size의 바디에 팔을 부착한

상태로 슬리브헤드와 어깨패드를 봉합한 실험복 재킷

Table 10. Combination of curve type sleeve head

Type Product Combination Materials (no. of folds)
Total no.

of folds
Frequency (%)

Curve A

(Male)

C6 + C8 + C10 Interfacing (2) + Non-woven (1) 3 2 (018.1)

C5 + C9 Interfacing (2) + Non-woven (1) 3 2 (018.1)

C4 + C8 + C9 Interfacing (2) + Non-woven (1) 3 2 (018.1)

C4 + C10 Interfacing (1) + Non-woven (1) 2 1 (009.0)

C1 + C2 + C5 +

C6 + C7
Non-woven (1) + Felt (1) + Interfacing (5) 7 1 (009.0)

C10 + C10 Non-woven (2) 2 1 (009.0)

C9 Non-woven (1) 1 1 (009.0)

C9 Non-woven (1) 1 1 (009.0)

Curve B

(Male)

C1 + C2 + C5 + C7 Non-woven (1) + Felt (1) + Interfacing (4) 6 3 (030.0)

 C9 Non-woven (1) 1 2 (020.0)

C3 + C9 Gauze (1) + Non-woven (1) 2 2 (020.0)

C3 + C4 + C9 Felt (1) + Interfacing (1) + Non-woven (1) 3 1 (010.0)

C2 + C3 + C7 Interfacing (1) + Non-woven (1) + Interfacing (2) 4 1 (010.0)

C5 + C7 + C9 Interfacing (4) + Non-woven (1) 5 1 (010.0)

Curve B

(Female)

C12 Non-woven (1) 1 3 (060.0)

C11 Non-woven (1) 1 2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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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착의하여 실시하였다.

1) 일자형 슬리브헤드

남성용 일자형 슬리브헤드 대표제품 A, B, C를 사용

한 재킷의 착장사진은 <Table 11>과 같고, 외관평가 결

과는 <Table 12>와 같다. 평균점수가 2.62~2.93으로, 전체

항목에서 비교적 보통 이하 수준의 점수로 평가되었으

며, 슬리브헤드의 바탕 부분, 힘받이 부분이 뚜렷하게 차

이를 나타내는 항목이 없었다. 제품들 간의 점수차이는

크지 않지만, 일자형 제품은 대체적으로 바탕 부분으로

만 이루어져 있어, 소매상부 부분과 진동둘레의 외관이

다른 항목에 비해 약간 높은 점수로 평가되었으며, 외관

Table 11. Photos on appearance evaluation of straight type sleeve head

Type Product Front Side  Back

Straight type

(Male)

A

B

C

Straight type

(Female)

a

Table 12. Results from appearance evaluation of straight type sleeve head                    (N=8)

Product Straight type

Male Female

A B C a

Factor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Are there any unnecessary wrinkles in the upper sleeve? 2.88 0.35 3.00 0.00 3.00 0.00 3.50 0.53

Are there any unnecessary wrinkles at the front of the sleeve? 2.13 0.35 2.50 0.53 3.00 0.00 3.00 0.53

Are there any unnecessary wrinkles at the back of the sleeve? 2.13 0.35 2.13 0.35 3.00 0.00 3.13 0.35

Is the form of the upper armhole line stable? 2.88 0.35 3.25 0.46 3.13 0.35 2.88 0.64

Is the form of the front armhole line stable? 2.88 0.35 3.00 0.53 2.75 0.46 3.00 0.53

Is the form of the rear armhole line stable? 2.75 0.46 3.00 0.53 2.75 0.46 3.00 0.53

Do the notches on the sleeve curve properly? 2.63 0.51 2.75 0.46 2.88 0.35 3.00 0.53

Is the overall appearance of the sleeve good? 2.75 0.46 2.75 0.46 3.00 0.53 3.13 0.35

Total average 2.62 0.39 2.79 0.41 2.93 0.26 3.08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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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의 분포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C제품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C제품이 A, B제품에 비

해 솜의 사용으로 두께가 두꺼워져 소매상부와 힘받이

부분의 곡면을 잘 채워주어 외관이 비교적 좋게 평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여성용 일자형 슬리브헤드 대표제품 a의 외관평가 결

과를 살펴보면, a제품은 전체길이 19.5cm로 비교적 길이

가 짧은 편이며 소매상부에서 겨드랑 쪽으로 갈수록 솜의

두께가 줄어들어 소매상부 부분의 외관이 좋게 평가되

었으나 힘받이 부분의 채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평균이 3.08로 보통 수준의 점수로 평가되었다.

일자형 슬리브헤드는 대부분 바탕 부분으로만 이루어

져 있으며, 전체길이가 길어서 재킷 소매에 부착 시 슬

리브헤드의 오그림 분량의 여분이 많아 외관이 좋지 않

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 힘받이 부분

의 비접착심 사용이 거의 없고, 소매상부를 구성하는 소

재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20년 이상의

봉제기술자에게 인터뷰한 결과 일자형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사용 시에는 다리미를 이용하여 곡선모양

으로 자리 잡음을 해서 사용한다고 한다. 또한 시판되고

있는 제품과 업체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호형 슬리브헤드

남성용 호형 슬리브헤드 대표제품 D, E, F를 사용한

재킷의 외관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사용한 재킷의 착장

사진은 <Table 13>과 같고, 외관평가 결과는 <Table 14>

와 같다. 평균점수가 3.01~3.48로, 보통 수준의 점수로

평가되었으며, 소매상부 부분의 점수가 2.50~3.25점으

로 비교적 낮은 점수로 평가되었고, 호형 제품의 특징인

힘받이 부분의 앞, 뒤의 점수분포가 3.50~3.88로 다른 항

목에 비해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것으로 호형 슬

리브헤드는 소매상부 부분의 오그림 채움 분량이 약하여

상부의 외관이 좋지 않은 편이며, 슬리브헤드의 앞, 뒤를

잘 보강하여 힘받이 부분을 강조한 제품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호형 슬리브헤드는 바탕 부분 부직포의 길이와 너비

가 축소되었고, 힘받이 부분의 앞, 뒤에 각각 비접착심을

여러 겹 사용하여 힘받이 부분의 역할을 강조한 제품으

로 생산되고 있었으며, 그 결과 소매의 앞부분과 뒷부분

의 외관은 좋아 보이지만, 소매상부 곡면의 여유를 채워

주지 못하여 소매상부의 외관이 좋지 않게 평가되었다.

업체 인터뷰 결과, 호형은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곡

선모양으로 자리 잡음을 하여 사용한다고 한다.

3) 곡선형 A 슬리브헤드

남성용 곡선형 A 슬리브헤드의 대표제품 G, H, I를 사

용한 재킷의 착장사진은 <Table 15>와 같고, 외관평가

결과는 <Table 16>과 같다. 평균점수가 3.03~3.50으로, 보

통 수준의 점수로 평가되었으며, G제품은 앞진동둘레

의 형태가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H, I제품은

소매상부 부분에 군주름이 가장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

다. 호형과 전체 평균점수는 비슷하게 평가되었으나, 호

형에 비해서 소매상부 부분의 외관점수가 좋은 반면 힘

받이 부분의 점수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곡선형 A 슬리브헤드는 바탕 부분에 주로 부직포를 사

용하였으며, 힘받이 부분에 힘받이 역할을 하는 비접착심

을 사용하여 소매 앞, 뒤의 군주름을 보완하였고, 비접착

심 소재가 얇고 부드러워 외관이 비교적 좋게 나타났다.

4) 곡선형 B 슬리브헤드

남성용 곡선형 B 슬리브헤드의 대표제품 J, K, L을 사

용한 재킷의 착장사진은 <Table 17>과 같고, 외관평가

결과는 <Table 18>과 같다. 평균점수가 3.39~4.31로 전체

유형 중 가장 높은 점수로 평가되었고, J제품은 소매상

부에 군주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K제품은

뒤진동둘레의 군주름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4.13 이

상의 점수분포를 나타내어 소매상부 부분과 힘받이 부

분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곡선형 A, B를 통틀

어 바탕 부분의 구성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K제품은 힘

받이 부분과 소매상부 부분으로만 이루어져 슬리브헤드

부착 시에 소매상부 부분과 힘받이 부분이 서로 겹치면

서 남는 여분의 여유량을 최소화시켜주어 모든 유형의

제품 중에서 외관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용 곡선형 B 슬리브헤드 대표제품 b의 외관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b제품은 전체길이 30cm로 길이가 짧

은 편이며, 소매상부 부분과 힘받이 부분의 외관이 비교

적 좋게 평가되었으며, 소매곡면의 오그림 분량 채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평균은 3.87로 외관이 비

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곡선형 B 슬리브헤드는 바탕 부분에 부직포를 사용하

였고, 힘받이 부분에 비접착심을 사용하여 힘받이 부분과

소매상부 부분의 군주름을 보완하여 다른 제품에 비해

외관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관평가를 통해

가장 우수한 평가결과가 나온 제품 K는 소매상부 부분

에 펠트와 부직포를 사용하여 상부곡면을 잘 채워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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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의 외관을 아름답게 해주며, 힘받이 부분의 비접착

심이 소매 앞, 뒤의 군주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소

매 패턴의 형태와 유사하여 외관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바탕 부분의 구성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곡선형

의 대부분이 전체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많은 겹 수의 힘받이 심을 사용하며,

시판제품군 중 가장 종류가 많았고, 전체적으로 외관의

점수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K는 내셔널 브랜드에서도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쇼

핑몰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며 업체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4가지 유

형 중에 바탕 부분이 소매패턴의 형태와 가장 유사하여

여분의 여유가 적어 전체적으로 외관이 우수하며, 소매

상부 부분과 힘받이 부분 곡면의 공극량을 잘 채워주어

소매외관의 미적 기능이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재킷 소매의 심미적인 외관을 위한 슬리브

헤드 제품분석을 위해 현재 시판 중인 제품과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남성용과 여성용 제품을 포함한 50개의

슬리브헤드에 대하여 소매상부 각도와 전체길이, 소재

Table 13. Photos on appearance evaluation of arc type sleeve head

 Type Product Front Side Back

Arc type

(Male)

D

E

F

Table 14. Results from appearance evaluation of arc type sleeve head                              (N=8)

Product Arc type

D E F

Factor Mean S.D. Mean S.D. Mean S.D.

Are there any unnecessary wrinkles in the upper sleeve? 2.50 0.53 2.75 0.46 3.25 0.46

Are there any unnecessary wrinkles at the front of the sleeve? 3.50 0.53 3.75 0.46 3.88 0.35

Are there any unnecessary wrinkles at the back of the sleeve? 3.13 0.35 3.75 0.46 3.63 0.51

Is the form of the upper armhole line stable? 3.25 0.46 3.25 0.46 3.25 0.70

Is the form of the front armhole line stable? 2.75 0.46 3.00 0.75 3.38 0.74

Is the form of the rear armhole line stable? 2.88 0.35 3.13 0.35 3.75 0.46

Do the notches on the sleeve curve properly? 3.00 0.53 3.13 0.64 3.25 0.46

Is the overall appearance of the sleeve good? 3.13 0.35 3.25 0.70 3.50 0.53

Total average 3.01 0.44 3.25 0.53 3.48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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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구성조합 등을 조사하여, 슬리브헤드의 형태를 유형

화하였으며, 유형별 외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

교 분석함으로써 소매산 구성에 적합한 슬리브헤드 제

품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판되고 있는 슬리브헤드 제품의 구성은 바탕

부분과 힘받이 부분, 소매상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고,

슬리브헤드의 소매상부 모양을 결정하는 기울기 각도에

따라 크게 일자형, 호형, 곡선형 A, 곡선형 B의 4가지 유

형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0
o

의 일자형, 5
o

의 호형, 14~

15
o

의 곡선형 A, 20~22
o

의 분포를 보인 곡선형 B로 분

류하였다.

둘째, 슬리브헤드에 사용되고 있는 소재는 주로 부직

포를 사용하고, 비접착심과 펠트, 거즈, 솜, T/C 등을 사

용하고 있었다. 슬리브헤드의 유형별 제품구성을 분석

해보면, 일자형의 경우 바탕 부분이 강조된 제품으로 대

부분이 부직포, 솜, 비접착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호

형의 경우 바탕 부분이 축소된 반면 힘받이 부분을 강조

한 제품으로 소재는 비접착심과 부직포로 이루어져 있

었고, 곡선형 A와 곡선형 B의 경우 소매상부와 힘받이

부분, 바탕 부분을 모두 강조한 제품으로 부직포, 비접

착심, 펠트, 거즈 등의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고 있었다.

Table 15. Photos on appearance evaluation of curve A type sleeve head

 Type Product Front Side Back

Curve A type

(Male)

G

H

I

Table 16. Results from appearance evaluation of curve A type sleeve head                          (N=8)

Product Curve A type

G H I

Factor Mean S.D. Mean S.D. Mean S.D.

Are there any unnecessary wrinkles in the upper sleeve? 3.25 0.46 3.63 0.51 3.88 0.35

Are there any unnecessary wrinkles at the front of the sleeve? 3.25 0.46 3.63 0.51 3.75 0.46

Are there any unnecessary wrinkles at the back of the sleeve? 2.75 0.46 3.00 0.00 3.50 0.53

Is the form of the upper armhole line stable? 3.50 0.53 3.25 0.46 3.25 0.46

Is the form of the front armhole line stable? 3.00 0.53 3.13 0.35 3.38 0.51

Is the form of the rear armhole line stable? 3.00 0.00 3.38 0.51 3.38 0.51

Do the notches on the sleeve curve properly? 2.75 0.46 3.00 0.53 3.50 0.53

Is the overall appearance of the sleeve good? 2.75 0.46 3.25 0.46 3.38 0.51

Total average 3.03 0.42 3.28 0.41 3.50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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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슬리브헤드 유형별 외관평가를 5점 리커트 척

도로 실시한 결과, 일자형<호형≤곡선형 A<곡선형 B 순

으로 외관이 좋게 평가되었다. 일자형의 경우 구성은 주

로 바탕 부분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재킷 소매에 부착 시

슬리브헤드에 생기는 여분이 많아 외관이 좋지 않은 것

으로 평가되었으며, 남성용은 평균점수가 2.62~2.93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의 점수로 평가되었고, 소매상부 부분

과 힘받이 부분의 두께가 비슷하여 항목별 외관의 점수

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성용은 평균점수가

3.08로 보통 수준의 점수로 평가되었으며, 길이가 짧으

Table 17. Photos on appearance evaluation of curve B type sleeve head

Type Product Front Side Back

Curve B type

(Male)

J

K

L

Curve B type

(Female)

b

Table 18. Results from appearance evaluation of curve B type sleeve head                          (N=8)

Product Curve B type

Male Female

J K L b

Factor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Are there any unnecessary wrinkles in the upper sleeve? 4.25 0.70 4.63 0.51 3.75 0.46 4.13 0.35

Are there any unnecessary wrinkles at the front of the sleeve? 3.88 0.83 4.63 0.51 3.50 0.75 4.00 0.53

Are there any unnecessary wrinkles at the back of the sleeve? 3.25 0.46 4.38 0.74 2.88 0.35 3.88 0.35

Is the form of the upper armhole line stable? 3.88 0.64 4.13 0.35 3.38 0.51 4.13 0.35

Is the form of the front armhole line stable? 3.63 0.51 4.13 0.35 3.38 0.51 3.63 0.51

Is the form of the rear armhole line stable? 3.63 0.51 3.88 0.35 3.50 0.53 4.00 0.00

Do the notches on the sleeve curve properly? 3.50 0.75 4.38 0.51 3.25 0.88 3.38 0.51

Is the overall appearance of the sleeve good? 3.63 0.51 4.38 0.51 3.50 0.53 3.88 0.35

Total average 3.70 0.61 4.31 0.47 3.39 0.56 3.87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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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소매상부에서 겨드랑 쪽으로 갈수록 두께가 얇아져

소매상부의 외관은 좋으나 힘받이 부분의 채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형의 경우 남성용 제품만 있었으며,

평균점수가 3.01~3.48로 보통 수준의 점수로 평가되었

다. 특히 소매상부 부분의 점수가 낮고 소매 앞, 뒤의 점

수가 높게 평가되어 힘받이 부분의 역할은 강조되었으

나 소매상부와 바탕 부분을 구성하는 부분이 축소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곡선형 A의 경우, 평균점수가 3.03

~3.50으로 호형과 전체 평균점수는 비슷하게 평가되었

으나, 호형에 비해서 소매상부 부분의 외관점수가 좋은

반면 힘받이 부분의 점수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곡선형

B의 경우 남성용은 평균점수가 3.39~4.31로 전체유형 중

에 가장 높은 점수로 평가되었으며, 가장 많은 겹 수의

소재를 사용하였다. 또한 소매 뒷부분의 외관점수를 제

외한 모든 항목에서 3.25 이상의 점수로 평가되어 전체

적으로 외관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용은 평균

점수가 3.87로 평가되었으며 소매상부 부분과 힘받이 부

분의 외관이 비교적 좋게 평가되었다. 곡선형 B는 전체

적으로 소매상부의 곡면을 잘 채워주어 소매의 외관을

아름답게 해주며 힘받이 부분의 강조로 소매 앞, 뒤의

군주름을 보완하고 바탕 부분이 소매패턴의 형태와 가

장 유사하여 슬리브헤드에 남는 여분의 여유가 적어 전

체적으로 외관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의 경우

도 모든 유형의 슬리브헤드를 곡선형태로 만들어 사용

하는 것으로 보아 슬리브헤드의 형태는 소매모양의 곡

선형이 가장 좋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슬리브헤드의 외관평

가 시 소재를 머슬린으로 한정하여 옷감의 종류나 두께

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

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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