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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 과제
직 종 명 한복 과제명 사규삼

(제도) 과제번호 제 1 과제

경기시간 2시간 비번호 심사위원
확    인 (인)

1. 요구사항
※ 경기시간은 제도(2시간), 마름질과 한복제작(13시간)을 구분하여 사규삼을 완성하시오.

가. 제도는 요구사항에 맞추어, 주어진 도식화의 디자인과 동일한 패턴 2부를 제도하여 1부는 
마름질에 사용하고, 다른 1부는 채점용으로 제출하시오.

나. 제출용 패턴 제도에는 기초선과 제도에 필요한 부호를 모두 표시하며, 패턴지는 자르지 
않고 제출합니다.

다. 부위별 치수는 다음과 같으며, 패턴은 주어진 치수와 요구사항에 맞게 제도하고, 
주어지지 않은 제도에 필요한 치수 및 기타 사항은 과제에 적합하게 선수 임의로 
적용하되, 비율에 맞게 제도하여 패턴을 제작하시오.

                                                                                               (단위 : cm)
항목 치수 항목 치수 항목 치수

뒷길이 105 화장 72 소매배래 50

진동 26 수구단 너비 4.5 고대 19

등바대길이 앞/뒤 6/13.5 등바대너비 53 뒷고대 처짐 1.5

동정너비 2 

품 26.5 겨드랑이 파임
상/하 0.5/3

옆트임길이 78.5 앞길이 106 선단 4.5

깃 길이 23 깃 높이 4.5 깃 너비 상/하 4.5/7.5

수구 50 뒤트임 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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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길, 소매
1) 앞길은 착용 시 우측 길을 제도하시오
2) 뒷길은 착용 시 우측에 소매를 연결하여 제도하시오.
3) 앞길과 뒷길은 이음 없이 연결되도록 제도하시오.
4) 겨드랑이 쪽 배래선은 완만한 곡선으로 제도하시오.

나. 트임
 1) 뒷트임(등중심)과 옆트임은 진동점을 기준하여 제도하시오.

다. 단
 1) 단은 도식화를 참고하여 길의 각각 적합 부위에 표기하시오.
 2) 단과 등바대는 길과 같은 결방향으로 제도하시오.
 3) 수구단의 식서는 소매와 같은 결방향으로 제도하시오.
 4) 진동과 뒤트임의 선단은 단너비만큼 위로 올려 제도하시오. 

라. 깃
 1) 깃은 도식화를 참고로 제도하시오.
 2) 앞길 깃 자리에 겉깃과 반고대 부분의 깃을 연결하여 제도하고, 제작 시 붙여 마름질 

할 수 있도록 제도하시오.
 3) 동정의 시작점은 깃 너비만큼 올라간 점에서 제도하시오.
 4) 깃머리부분은 0.5cm 내려 완만하게 제도하시오.
 5) 깃길이는 옆고대점에서 수직으로 내린 점에서 설정하시오. 

마. 등바대
 1) 등바대는 길과 같은 결방향으로 제도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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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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에서 경기시간(2시간) 내에 완성하지 못한 작품(마름질용 제도 포함)은 별도의 연장

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마름질과 한복제작 시간에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점수인 제도 항목 전체점수에서 0점 처리됩니다.)
     제도가 완료된 선수는 심사장 확인 후 마름질 작업에 필요한 패턴지(전지)를 경기시간

(2시간) 종료 때까지 재단할 수 있습니다.
 라. 완성된 제도지 2부 중 채점용 1부에만 제도지 각 장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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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패턴제도와 재단 시 먹지는 사용하면 안됩니다.
 바. 경기시간(2시간) 내에 제도(마름질용 제도 포함)를 완성하지 못한 작품, 도식화의 디자인과 

맞지 않은 제도를 한 패턴은 제도 항목 전체점수에서 0점 처리됩니다.
 사.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자는 채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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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든 작업은 안전에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 작업한 작품과 남은 지급재료 모두는 매일 작업 종료 후 지급받은 투명비닐봉투에 

넣어 본부요원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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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식화

    

지급재료 목록 직 종 명 한복

일련
번호 재    료    명 규  격(치 수) 단 위 1인당

소요량
공  동
소요량 비    고

1 패턴지 모조지(전지) 장 6
2 비번호표시스티커 4.5cm⨯5cm 장 6
3 투명비닐봉투 45cm⨯65cm 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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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 과제
직 종 명 한복 과제명 사규삼

(마름질과 한복제작)
과제번호 제 2 과제

경기시간 13시간 비번호 심사위원
확    인 (인)

1. 요구사항
※ 경기시간은 제도(2시간), 마름질과 한복제작(13시간)을 구분하여 사규삼을 완성하시오.

가. 부위별 치수는 다음과 같으며, 제시되지 않은 치수는 과제에 적합하게 선수가 임의로
적용하여 사규삼을 제작하시오.

                                                                                           (단위 : cm)
항목 치수 항목 치수 항목 치수

뒷길이 105 화장 72 소매배래 50

진동 26 수구단 너비 4.5 고대 19

등바대길이 앞/뒤 6/13.5 등바대너비 53 뒷고대 처짐 1.5

동정너비 2 

품 26.5 겨드랑이 파임
상/하 0.5/3

옆트임길이 78.5 앞길이 106 선단 4.5

깃 길이 23 깃 높이 4.5 깃 너비 상/하 4.5/7.5

수구 50 뒤트임 79 - -

            
나. 선수 본인이 제도한 패턴 설계에 의해 다음과 같이 한복제작하시오.

 1) 지급받은 원단의 겉면과 안면(표면과 이면)은 선수가 판단하여 작업하시오.
  가) 요구사항에서 제시하지 않는 부착물들은 제작하지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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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길, 소매, 수구
  가) 길의 어깨는 앞뒤이음 없이 하고, 등솔은 골 시접으로 하시오.
  나) 진동은 통솔 박음으로 하시오.
  다) 소매배래는 통솔 박음 하시오.
  
 3) 단, 곁바대
  가) 앞뒤 선단, 도련 단, 수구 단은 검정색으로 하시오.
  나) 모든 단은 겉으로 하고, 1cm 공그르기 하시오.
  다) 양쪽 옆길 모서리는 사선으로 접어 공그르기 하시오.

 4) 등바대
  가) 등바대는 이음솔기 없이 제작하고, 1cm 시접을 두 번 접어 길과 진동솔기에 공그르기 하시오.
 
 5) 깃, 동정
  가) 안깃과 겉깃은 도식화 참고하여 제작하시오.
  나) 겉감깃과 안감깃은 검정색 원단으로 하고, 겉감깃에 겉감과 같은 원단으로 심을 넣어 

제작하시오. 
  다) 동정은 흰색 원단으로 동정너비 만큼 3번 접어 한 땀 상침 하시오.
  라) 안감깃은 공그르기 하시오.
 
 6) 단추
  가) 매듭단추를 만들어 안감깃과 겉감깃 사이에 끼워 완성하시오.
  나) 착용 시 앞길 오른쪽에 매듭단추를 다시오.
  다) 매듭단추는 검정색으로 하고 깃 끝점에서 0.5cm 위에 부착하시오.

 7) 금박
  가) 깃과 각 선단, 도련, 수구단에는 금박을 하시오.

 8) 기타
  가) 모든 완성시접 너비는 1cm로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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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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름질은 반드시 제도한 후 패턴을 활용하여 마름질하여야 하며, 경제적인 마름질과

바른 올 방향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라. 치수는 치수정확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패턴제작 후 선수가 제작한 패턴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고, 이미 제작된 철판용구 사용을

금하며 또한, 분무기를 사용 시 인조 풀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 요구사항과 맞지 않은 다음과 같은 작품은 해당항목(제도, 바느질, 외관) 전체점수에서

0점 처리됩니다.
  1) 제도 : 경기시간(2시간) 내에 제도(마름질용 제도 포함)를 완성하지 못한 작품, 도식화의
            디자인과 맞지 않은 제도를 한 패턴
  2) 바느질 : 미완성 작품
  3) 외관 : 미완성 작품, 올 방향이 틀린 작품, 원단이 동일한 면으로 제작되지 않은 작품,

도식화의 디자인과 상이하게 다른 작품, 한복제작이 잘못되어 시착할 수 없는 
작품

 사. 작품을 제출할 때 요구사항에서 제시되지 않은 불필요한 부착물(고의성)이 있는 작품은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채점에서 제외하고(예 : 점, 색, 실 또는 기타 부착물), 과제 수행과정
에서 발생된 오염물은 외관 점수에서 감점처리됩니다. 

     (단, 과제 수행을 하기 위한 흰색 초크 사용은 허용됩니다.)
 아.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자는 채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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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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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식화

지급재료 목록 직 종 명 한복
일련
번호 재    료    명 규  격(치 수) 단 위 1인당

소요량
공  동
소요량 비    고

1 원단(연분홍색) 너비 110cm⨯380cm 매 1
2 원단(흰색) 너비 55cm⨯70cm 매 1
3 원단(검정색) 너비 110cm⨯150cm 매 1
4 재봉사(연분홍색) 한복제작용 개 1
5 재봉사(흰색) 한복제작용 개 1
6 금박 너비 32cm⨯120cm 장 1
7 투명비닐봉투 45cm⨯65cm 장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