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디자인 및 패턴설계 : 7-1]

2020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 과제
 직 종 명 의상디자인  과제명 래글런 슬리브 롱 재킷

(디자인과 패턴설계) 과제번호 제 1 과제

경기시간 3시간 비번호 심사위원
확    인 (인)

 1. 요구사항
※ 경기시간은 디자인(1시간), 패턴설계(2시간) 및 의상제작(12시간)을 구분하여 작업하시오.

과제 : 래글런 슬리브 롱 재킷(Raglan sleeve long jacket)

1) 칼라는 앞부분이 둥근 밴드가 있는 셔츠 칼라(shirt collar)
2) 직선으로 처리된 싱글 여밈, 허리선은 위, 아래 절개선 있음
3) 앞 몸판 좌, 우 허리선에는 맞주름이 있고, 맞주름은 허리선상의 앞 중심에서 옆 솔기 

쪽으로 7.5cm 들어간 지점부터 시작하며, 고정속박음(길이는 8cm로 허리선 위, 아래 
4cm씩) 처리 후에 겉에서 위, 아래 끝부분에 가로 0.6cm 너비 스티치로 처리

4) 포켓은 옆 허리선 5cm 아래의 웰트 포켓(welt pocket)
5) 앞 몸판 단추 5개는 가로 모양의 버튼홀스티치 처리(칼라밴드 1개, 앞중심 4개)
6) 뒷 몸판의 중심에는 절개선이 없고, 같은 간격의 맞주름 3개로 고정속박음 처리 

(맞주름의 고정속박음 길이 및 겉 스티치는 앞 몸판과 동일)
7) 앞·뒷 몸판 상체부분의 맞주름 분량은 제시된 전체 사이즈를 참고하여 선수가 

판단하여 조절하고, 앞·뒷 몸판 하체부분의 맞주름 분량은 제시된 사이즈로 설계
8) 허리 벨트는 벨트 끝을 사선으로 제작하고, 허리 부분 양쪽에 실루프(thread loop) 처리
9) 소매는 중심이 절개된 두 장 래글런 슬리브(raglan sleeve)로 처리
10) 소매밑단에서 7cm 올라온 지점에 소매벨트 장식이 있으며, 소매벨트는 소매 옆선에 

끼워 뒤에서 앞으로 돌아 나와 단추를 고정하는 형태로 벨트 끝은 사선으로 처리
11) 칼라밴드에는 가장자리 상침(0.2cm 스티치)으로 처리



11-2[디자인 및 패턴설계 : 7-2]

□ 디자인(1시간)
  위에서 제시된 요구사항에 의해 지급받은 문제지 11-6[디자인 및 패턴설계 : 7-6], 
11-7[디자인 및 패턴설계 : 7-7]에 도식화 및 스타일화를 각각 디자인하시오.
 1) 도식화 및 스타일화는 지급받은 문제지 해당 페이지에 세로방향으로 앞, 뒤 모두 그리며, 

스타일화의 인체비례는 9등신으로 전체적으로 비례가 맞게 그리며 채색은 하지 않습니다.
 2) 도식화는 재킷만 그리고, 스타일화는 하의를 스커트로 하여 한 벌로 그리시오.
 3) 도식화 및 스타일화는 반드시 검정펜으로 완성하시오.

□ 패턴설계(2시간)
  선수 본인이 직접 디자인한 도식화(복사본 1부 - 11-6[디자인 및 패턴설계 : 7-6]) 
심사위원에게서 받음)와 주어진 치수에 의해 요구사항에 맞추어 패턴설계를 하시오.
  패턴설계는 디자인과 동일한 패턴 2부를 제도하여 1부는 마름질에 사용하고, 다른 1부는 
채점용으로 제출하시오.
  제출용 패턴 제도에는 의류패턴 표시기호(패턴설계가이드 2018)를 참고하여 표시하고, 
패턴지는 자르지 않고 제출합니다.

가. 앞 몸판
 1) 래글런 슬리브 롱 재킷(Raglan sleeve long jacket)을 설계하시오.
 2) 앞 중심 네크 포인트는 기초선에서 9cm 내려온 지점으로 옆목점과 라운드 형태로 

설계하시오.
 3) 앞 여밈은 직선으로 처리하고, 허리선은 위, 아래 절개선이 있으며 밑단은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설계하시오.
 4) 앞여밈분은 2cm, 첫 단추는 칼라 밴드의 단추에서 3cm 내려온 지점에 있으며, 끝 단추는 

밑단에서 위로 20.5cm 지점으로 4개로 설계하시오(단추는 칼라밴드 포함 시 총 5개).
 5) 앞 몸판의 좌, 우 허리선에는 맞주름이 있으며, 맞주름은 허리선상 앞 중심에서 옆 솔기 

쪽으로 7.5cm 들어간 지점부터 시작하며, 고정속박음(길이는 8cm로 허리선 위, 아래 
4cm씩) 처리 후에 겉에서 위, 아래 끝부분에 가로 0.6cm 너비 스티치로 처리할 수 
있게 설계하시오.

 6) 앞 상체부분의 맞주름 분량은 제시된 전체 사이즈를 참고하여 선수가 판단하여 조절하고, 
하체부분의 맞주름 분량은 총 20cm로 설계하시오.

 7) 포켓은 옆 허리선 5cm 아래의 웰트 포켓(welt pocket)으로 설계하시오(포켓 길이 
13cm, 너비 2cm).

 8) 앞 안단은 네크라인에서 앞 래글런 라인 4cm, 허리앞 중심선에서 6cm로 설계하시오.
 9) 허리벨트는 지급된 원단으로 제작하며, 허리벨트 끝은 사선으로 처리하고, 허리벨트 

윗길이는 75cm, 허리벨트 아랫길이는 80cm, 허리벨트 너비는 5cm이며, 허리벨트 
위는 골선 처리하며, 허리벨트 식서는 허리벨트 길이방향으로 설계하시오.

 



11-3[디자인 및 패턴설계 : 7-3]

나. 뒷 몸판
 1) 뒷 몸판의 중심에는 절개선이 없고, 같은 간격의 맞주름 3개로 고정속박음(길이는 

8cm로 허리선 위, 아래 4cm씩) 처리 후에 겉에서 위, 아래 끝부분에 가로 0.6cm 너비 
스티치로 처리하시오(맞주름의 양과 주름의 간격은 동일하게 제도).

 2) 뒤 상체부분의 맞주름 분량은 제시된 전체 사이즈를 참고하여 선수가 판단하여 조절하고, 
하체부분의 맞주름 분량은 총 15cm로 설계하시오.

 3) 뒷 안단은 없습니다.

다. 칼라
 1) 칼라는 앞부분이 둥근 밴드가 있는 셔츠 칼라로 설계하시오.
    (칼라밴드의 높이는 뒤 3cm, 앞 2.5cm 이며, 칼라 뒷중심 너비  5cm, 앞칼라 너비 8cm 이다.) 

라. 소매
 1) 소매는 중심이 절개된 두 장 래글런 소매(raglan sleeve)로 설계하시오.
 2) 래글런 소매라인 위치는 옆목점에서 네크라인 방향으로 앞 4.5cm, 뒤 3cm로 래글런 

라인을 설계하시오.
 3) 소매밑단에서 7cm 올라온 지점에 소매벨트 장식이 있으며, 소매벨트 끝은 사선으로 

처리하고, 소매벨트 윗길이는 21cm, 소매벨트 아랫길이는 23cm, 소매벨트 너비는 
3cm이며, 소매벨트 위는 골선 처리하시오.

라. 완성치수
 1) 완성치수는 다음과 같으며, 제시되지 않은 치수는 디자인에 맞게 선수가 임의로 적용하여 제작하시오.
 가슴둘레        94cm  어깨너비      38cm  등길이         38cm  소매길이       59cm
 허리둘레        72cm  앞너비        33cm  앞길이       40cm  소매밑단둘레   26cm 
 재킷앞밑단둘레  64cm
 (여밈분 포함)  등너비        35cm  유장           25cm  허리벨트둘레   80cm

 재킷뒤밑단둘레  55cm  재킷완성길이  76cm  유폭            18cm  허리벨트너비    5cm



11-4[디자인 및 패턴설계 : 7-4]

2. 선수 유의사항 
 가. 지급 재료는 경기 전에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심사위원에게 조치를 요구하고, 

경기 도중에는 재료의 교환 및 추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나.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정확도를 유지하여 작품을 만들어야 하며, 지급된 재료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시오.
 다. 선수 본인이 디자인한 도식화는 제출하고, 도식화의 복사본을 심사위원에게 받아 

패턴설계 하시오.
 라. 디자인(1시간) 및 패턴설계에서 경기시간(2시간) 내에 완성하지 못한 작품은 별도의 연장

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의상제작 시간에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점수에는 0점 처리됩니다.)
 마. 완성된 제도지 2부 중 채점용 1부에만 제도지 각 장 마다 지급재료로 받은 스티커를 

제도지(109.0×78.8cm)의 세로방향(78.8cm) 왼쪽 상단(모서리부분)에 선수가 직접 붙입니다.
      (제도지 각 장마다 직종명, 비번호, 매수를 선수가 모두 기재)
 바. 패턴제도 및 재단 시 먹지는 사용하지 마시오.
 사. 요구사항과 맞지 않은 다음과 같은 작품은 해당 주요항목 전체점수에서 0점 처리됩니다.
   1) 디자인 작업을 경기시간(1시간) 내에 완성하지 못한 작품
   2) 패턴설계 작업을 경기시간(2시간) 내에 완성하지 못한 작품
   3) 디자인 작업 또는 패턴설계 과정을 생략한 작품
   4) 도면과 맞지 않은 디자인이거나 패턴제도인 작품
 아.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자는 채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지급된 재료 이외를 사용한 작품
   2) 과제를 완성하여 제출 시 부착물로 표식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작품
   3) 경기에 필요한 물품, 재료, 도면 등 외부로 유출한 경우
 자. 모든 작업은 안전에 준수하여야 합니다. 
 차. 작업한 작품과 남은 지급재료 모두는 매일 작업 종료 후 지급받은 투명비닐봉투에 

넣어 본부요원에게 제출합니다. 
 



11-5[디자인 및 패턴설계 : 7-5]

지급재료 목록 직 종 명 의상디자인

일련
번호 재    료    명 규  격(치 수) 단 위 1인당

소요량
공  동
소요량 비    고

1 패턴지 모조지(전지) 장 5
2 비번호 표시 스티커 4.5cm×5cm 장 5
3 투명비닐봉투 45cm×65cm 장 1
4 이하여백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1-6[디자인 및 패턴설계 : 7-6]

□도식화
 (앞) (뒤)

디자인 도식화와 스타일화 비번호
심사위원
확    인

(인)



11-7[디자인 및 패턴설계 : 7-7]

□ 스타일화
 (앞) (뒤)



11-8[의상제작 : 4-1]

2020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 과제
 직 종 명 의상디자인  과제명 래글런 슬리브 롱 재킷

(의상제작) 과제번호 제 2 과제

경기시간 12시간 비번호 심사위원
확    인 (인)

1. 요구사항
※ 경기시간은 디자인(1시간), 패턴설계(2시간) 및 의상제작(12시간)을 구분하여 작업하시오.

과제 : 래글런 슬리브 롱 재킷(Raglan sleeve long jacket)

1) 칼라는 앞부분이 둥근 밴드가 있는 셔츠 칼라(shirt collar)
2) 직선으로 처리된 싱글 여밈, 허리선은 위, 아래 절개선 있음
3) 앞 몸판 좌, 우 허리선에는 맞주름이 있고, 맞주름은 허리선상의 앞 중심에서 옆 솔기 

쪽으로 7.5cm 들어간 지점부터 시작하며, 고정속박음(길이는 8cm로 허리선 위, 아래 
4cm씩) 처리 후에 겉에서 위, 아래 끝부분에 가로 0.6cm 너비 스티치로 처리

4) 포켓은 옆 허리선 5cm 아래의 웰트 포켓(welt pocket)
5) 앞 몸판 단추 5개는 가로 모양의 버튼홀스티치 처리(칼라밴드 1개, 앞중심 4개)
6) 뒷 몸판의 중심에는 절개선이 없고, 같은 간격의 맞주름 3개로 고정속박음 처리 

(맞주름의 고정속박음 길이 및 겉 스티치는 앞 몸판과 동일)
7) 앞·뒷 몸판 상체부분의 맞주름 분량은 제시된 전체 사이즈를 참고하여 선수가 

판단하여 조절하고, 앞·뒷 몸판 하체부분의 맞주름 분량은 제시된 사이즈로 설계
8) 허리벨트는 벨트 끝을 사선으로 제작하고, 허리 부분 양쪽에 실루프(thread loop) 처리
9) 소매는 중심이 절개된 두 장 래글런 슬리브(raglan sleeve)로 처리
10) 소매밑단에서 7cm 올라온 지점에 소매벨트 장식이 있으며, 소매벨트는 소매 옆선에 

끼워 뒤에서 앞으로 돌아 나와 단추를 고정하는 형태로 벨트 끝은 사선으로 처리
11) 칼라밴드에는 가장자리 상침(0.2cm 스티치)으로 처리



11-9[의상제작 : 4-2]

□ 의상제작(12시간)  
  선수 본인이 직접 디자인한 도식화(복사본 1부 - 11-6[디자인 및 패턴설계 : 7-6] 

심사위원에게서 받은 것)와 제작한 패턴설계에 의해 래글런 슬리브 롱 재킷을 제작하시오.
  (단, 지급받은 원단과 안감의 겉면과 안면(표면과 이면)은 선수가 판단하여 작업하시오)

- 완성치수
 완성치수는 다음과 같으며, 제시되지 않은 치수는 디자인에 맞게 선수가 임의로 적용하여 제작하시오.

 1) 겉감의 모든 시접은 1cm로 처리하고, 밑단만 4cm로 처리하시오.
 2) 안감은 앞 안단을 제외한 전체에 넣고, 몸판과 안감은 합복하시오.
 3) 안감은 몸판밑단, 소매밑단 각각 위로 2cm 지점에 처리하시오(시접이 들뜨지 않도록 

처리하시오).
 4) 안감의 맞주름은 겉감과 주름위치가 동일하게 제작하시오.
    (단, 앞몸판은 옆선부분으로 1cm 이동합니다.)
 5) 심지와 테이프 심지는 디자인과 원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수가 알맞게 처리하시오.
    (단, 허리벨트와 소매벨트에는 심지처리를 생략합니다.)
 6) 포켓은 웰트 포켓(welt pocket)으로 옆선에 주머니가 있고 사용가능하게 제작하시오
    (포켓 길이 13cm, 너비 2cm).
 7) 단추는 칼라밴드, 앞중심, 허리벨트, 소매벨트에 총 8개를 달고, 칼라밴드, 앞중심과 

허리벨트의 단춧구멍은 가로 모양의 버튼홀스티치로 처리하시오.(소매벨트는 제외).
 8) 허리벨트는 지급된 원단으로 제작하며, 허리벨트 끝은 사선(허리벨트 윗길이 75cm, 

허리벨트 아랫길이 80cm), 허리벨트 위는 골선, 허리벨트 식서는 허리벨트 길이방향으로 
제작하고, 허리 부분 양쪽에 실루프(thread loop) 처리하며(허리벨트 너비 5cm), 
허리벨트의 단추를 채웠을 때 벨트길이를 70cm로 완성하시오(여밈분 좌, 우 5cm).

 9) 겉감 옆 허리선 기준으로 위, 아래 각각 2.5cm로 총 5cm 길이의 실루프를 만드시오.
 10) 셔츠 칼라밴드 가장자리에 0.2cm 상침, 몸판의 맞주름 8cm 고정박음, 겉에서 맞주름 

양쪽 끝부분 0.6cm 스티치 처리하시오.
 11) 소매 밑단에서 7cm 올라온 지점에 소매벨트 장식이 있으며, 소매벨트는 소매 옆선에 

끼워 뒤에서 앞으로 돌아 나와 옆선까지 당겨 소매가 주름지게 하고 옆선에서 3cm 
떨어진 지점에 단추로만 고정하시오(소매벨트 끝은 사선 처리, 소매벨트 윗길이 21cm, 
소매벨트 아랫길이 23cm, 소매벨트 너비 3cm, 소매벨트 위는 골선 처리). 

 12) 래글런 어깨 패드를 달으시오.

 가슴둘레        94cm  어깨너비      38cm  등길이         38cm  소매길이       59cm
 허리둘레        72cm  앞너비        33cm  앞길이       40cm  소매밑단둘레   26cm 
 재킷앞밑단둘레  64cm
 (여밈분 포함)  등너비        35cm  유장           25cm  허리벨트둘레   80cm

 재킷뒤밑단둘레  55cm  재킷완성길이  76cm  유폭            18cm  허리벨트너비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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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수 유의사항 

 가. 지급 재료는 경기 전에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심사위원에게 조치를 요구하고, 
경기 도중에는 재료의 교환 및 추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나.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정확도를 유지하여 작품을 만들어야 하며, 지급된 재료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시오.

 다. 요구사항과 맞지 않는 다음과 같은 작품은 해당 주요항목 전체 점수에서 0점 처리됩니다.  
   1) 부위별 주어진 완성치수가 어느 한 부분이라도 1cm 이상 차이가 나는 작품
   2) 의상제작 상태가 좌우 형태 및 치수가 상이한 작품
   3) 의상제작 상태가 디자인과 맞지 않아 상이하게 제작된 작품
   4) 의상제작 상태가 잘못되어 시착할 수 없는 작품
 라.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자는 채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지급된 재료 이외를 사용한 작품(경기장내의 물품, 재료, 도면 등)
   2) 과제를 완성하여 제출 시 부착물로 표식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작품
   3) 경기에 필요한 물품, 재료, 도면 등 외부로 유출한 경우
 마. 모든 작업은 안전에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작업한 작품과 남은 지급재료 모두는 매일 작업 종료 후 지급받은 투명비닐봉투에 

넣어 본부요원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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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재료 목록 직 종 명 의상디자인

일련
번호 재    료    명 규  격(치 수) 단 위 1인당

소요량
공  동
소요량 비    고

1 원단 너비 150cm×230cm 매 1
2 안감 너비 110cm×200cm 매 1
3 접착심지 너비 110cm×120cm 매 1
4 단추 지름 18mm 개 9 1개는 여유분
5 재봉사 양장제작용 개 1
6 시침실 면사 타래 1
7 어깨패드(래글런) 여성용 4mm 쌍 1
8 단춧구멍실 버튼홀스티치용 m 10
9 식서테이프(실크) 1cm 롤 1
10 바이어스테이프(실크) 1cm 롤 1
11 투명비닐봉투 45cm×65cm 장 1
12 이하여백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