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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comfortable as well as good-looking overall patterns were investigated.
For proposing the proper ease of the overalls, 9 types of experimental overall, that had the 

ease of different size and position, were made. The appearance of experimental overall No. 5, 
that had total 10.5cm ease in the back, was better than the others. The position of ease affec
ted the appearance of overall.

Experimental overall No. 9, that had total 12.5cm ease in the back, was better than any 
others in comfort. The position of ease was not important in comfort.

From these results, it was proposed that the proper ease size increased the both comfort and 
appearance. The proper ease sizes, to gain the comfort and good-looking overalls pattern, were 
3.5cm in the center-back waist and 2cm in the end of crotch to the outside.

I.서 론

원래 overal은 더 러움이나 기후, 여러 가지 손 

상으로부터 의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의복들 

위에 덧입는, 전신을 덮는 보호복 형태의 의류로 

써 coverall이나 smock등이 이에 속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바지 앞부분이 가슴까지 올라오는 

작업용 팬츠로 끈이나 단추로 여미게끔 되어 있 

고, 데님 등의 튼튼한 직물로 만든 의복을 over
alls 라고 한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overall은 다양한 디자

1) 조규화, 복식사전, 경춘사, p394.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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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발전되어 overalls와 혼용되면서 젊은이 

들을 중심으로 상체와 슬랙스가 연결된 스포티 

캐쥬얼한 복장으로 많이 착용되어지고 있다.

특히 overall은 의복의 구조상 상체와 슬랙스 

가 연결된 형태이므로, 착용시 원활한 동작 수행 

에 무리가 따르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여유분의 과다한 설정으로 외관이 아름답지 못하 

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저〕1보에서, 기보 파운데이션형 

의 overall 착용시 얻어진 후면길이 신장량과 최 

대 신장량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를 overall 패 

턴 설계시 어떻게 적정량을 조절하여, 후면길이 

의 여유분을 설정하고 그 위치를 배분하는 것이 

기능적으로나 미적으로 좋은 외관을 나타낼까를 

연구함으로써 overall 패턴의 적합성을 규명하는 

데 그 목적 이 있다.

H.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내용은 제1보에서 얻은 후면길이 신 

장량 결과를 기초로 하여, 후면길이 여유량과 위 

치 배분을 달리한 각 overall 패턴을 설계하고, 

이를 실험복으로 제작한 후 각 실험복에 대한 외 

관 평가와 기능성 평가를 실시하여 기능적으로나 

미적으로 우수한 적정 overall 패턴을 제시 한다.

1. 실험복 제작

실험복의 소재와 디자인은 제1보에서 수행한 

실험의 경우와 동일하였는데, 소재는 면 100% 
머슬린을 사용하였다.

디자인은 소매가 없는 형의 overall로써, 기본 

웨이스트 원형과 슬랙스 원형을 허리선에서 연결 

하여, 앞 트임을 지퍼로 처리한 디자인으로 하였 

다. 실험복 제작을 위한 패턴 설계는, 먼저 제1보 

에서 CROSS-CUT법에 의해 얻어진 후면길이 

신장량의 크기 및 위치를 달리하여 설계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실험복 패턴 설계

저）1보의〈표 2〉의 결과에 따라, overall의 폭의 

여유는 허리부위 옆선이 직선이며, 엉덩이둘레를 

H/4+2.5cm로 한 여유있는 형에서 후면길이 신 

장량이 크게 나타났으므로 이를 선정하였다..

후면길이 최대 여유량 선정은 저）1보의〈표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웅크리고 앉기 동작에서 최 

대신장량이 19.7cm였으나 이 수치를 다 수용할 

경우에 기능적 일 수는 있으나 미적으로 아름답지 

못한 외관을 갖게 되므로 그 평균치에 해당되는 

12.7cm를 근거로 하여 후면길이에서의 최대여유 

량의 범위를 12.5cm로 선정하였다.

후면길이에서 설정한 12.5cm 범위 내의 여유 

분을 후면길이 여유분의 분량과 위치별로 배분해 

서 총 9벌의 overall 패턴을 설계하였다. 상체와 

슬랙스간의 간격에 해당되는 허리에서의 기본적 

인 여유분은 5cm로 설정하였는더）, 이는 Ann 
Haggar》의 패턴을 근거로하여, 허리선을 중심으 

로 상체허리 부위에 2.5cm, 하체 슬랙스 허리부 

위에 2.5cm 여유분을 각각 설정하였다. 나머지 

여유분은 뒤허리중심선에서의 올림분량과 뒤 밑 

위끝에서의 여유분으로 각각 달리 설정하여 제작 

하였다.

2） 실험복 overall 패턴

9종의 실험복 overall 패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험복1：슬랙스 뒤중심선에서 1.5cm 올리 

고, 뒤밑위끝에 여유분을 주지 않은 

기본형 패턴 （후면길이 총 여유분 6. 
5cm : 허 리 간격 여 유분 5cm + 뒤 중 

심여유분 1.5cm）
실험복2: 슬랙스 뒤중심선에서 1.5cm 올리고 

뒤밑위끝에서 바깥으로 2cm 나간 

패턴 （후면길이 총 여유분 8.5cm: 
허리 간격여유분 5cm十뒤중심여유 

분 1.5cm+뒤밑위끝여유분 2cm）
실험복3: 슬랙스 뒤중심선에서 1.5cm 올리고 

뒤밑위끝에서 아래쪽으로 2cm 길어 

지게 굴려준 패턴 （후면길이 총 여 

유분 8.5cm:허리간격여유분 5cm+ 
뒤중심여유분 1.5cm+뒤 밑위아래

2) Ann Haggar, Pattern Cutting for Lingerie, Beachwear and Leisurewear, (Paris: BSP Professional 
Books, 1991), 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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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분 2cm）
실험복4: 슬랙스 뒤중심선에서 3.5cm 올리고, 

뒤밑위 끝에 여유분을 주지 않은 패턴 

（후면길이 총 여유분 8.5cm : 허리간 

격여유분 5cm+뒤중심여유분 3.5cm） 
실험복5 ： 슬랙스 뒤중심선에서 3.5cm 올리고 뒤 

밑위끝에서 바깥으로 2cm 나간 패턴 

（후면길이 총 여유분 10.5cm:허리간 

격여유분 5cm+뒤중심여유분 3.5cm 
+뒤 밑위 끝여 유분 2cm）

실험복 6: 슬랙스 뒤중심선에서 3.5cm 올리고 뒤 

밑위끝에서 아래쪽으로 2cm 길어지게 

굴려준 패턴 （후면길이 총 여유분 10. 
5cm:허리간격여유분 5cm+뒤중심여 

유분 3.5cm+뒤밑위 아래여유분 2cm） 
실험복7： 슬랙스 뒤중심선에서 5.5cm 올리고, 

뒤밑위 끝에 여유분을 주지 않은 패턴 

（후면길이 총 여유분 10.5cm : 허리간 

격여유분 5cm+뒤중심 여유분 5.5cm）
실험복8: 슬랙스 뒤중심선에서 5.5cm 올리고 뒤 

밑위끝에서 바깥으로 2cm 나간 패턴 

（후면길이 총 여유분 12.5cm:허리간 

격여유분 5cm+뒤중심여유분 5.5cm 
十뒤 밑 위 끝여 유분 2cm）

실험복9 ： 슬랙스 뒤중심선에서 5.5cm 올리고 뒤 

밑위끝에서 아래쪽으로 2cm 길어지게 

굴려 준 패턴 （후면길이 총 여유분 12. 
5cm:허리간격여유분 5cm十뒤중심여 

유분 5.5cm+뒤밑위아래여유분 2cm）
9종의 overall 패턴은〈그림 1〉과〈그림 2〉에 제 

시하였다.

2.실험방법

1） 외관에 대한 평가

실험복 외관에 대한 평가는 9종의 실험복 착용 

시 나타나는 외관에 대해 검사자가 이를 평가하 

는 관능검사로 시행하였다. 외관에 대한 평가의 

검사자로는 의복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으며 의복 

제작의 경험이 있는 검사자로서 의류학과 대학원 

생 5명을 검사자로 선정하였다.

피험자는 제 1보의 실험시의 피험자와 동일한 3 
명으로 선정하였다. 외관평가를 위한 관능검사 

항목은 박3>, 김"이 사용한 방법을 참고로 하여 

인체 하부를 중심으로 하여 선정하였는데 다음의 

〈표 1〉과 같다.

실험복1 :앞E十뒤 ① 

실험복2 : 앞②+뒤 ② 

실험복3 : 앞囹+뒤 ③

〈그림 1> 9종의 실험복 overall 패턴

3） 박재경, "슬랙스 원형의 밑위앞뒤길이의 여유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26.
4） 김은희, "하체부의 동작에 따른 slacks 제작시 여유분량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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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복4 : 앞］坦+뒤 ④ 

실험복5 : 앞国+뒤 ⑤ 

실험복6 : 앞⑥+뒤 ⑥ 

실험복7 : 앞留+뒤 ⑦ 

실험복8 : 앞国+뒤 ⑧ 

실험복9 : 앞回+뒤 ⑨

〈그림 2〉9종의 실험복 overall 패 턴

검사방법은 팬티와 브래지어만 착용한 피험자 

3명에게 각각 9종의 실험복을 임의로 선택하게 

하여 무순으로 착용하게 하고, 입위정상자세를 

취하게 하여 검사자가 전면, 후면, 측면 외관의 

각 항목을 5점 Likert Type 의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게 하였다. 매우 좋다，는 5점, '약간 좋다' 

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약간 나쁘다'는 2점, ' 

아주 나쁘다'는 1점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표1> 외관에대한관능검사항목

전 면

1. 전체적으로 보기 좋은 외관을 지니 

는가?

2. 밑위곡선은 당기거나 처지는 감이 

없이 편안한가?

3. 앞허리선의 위치는 적당한가?

4. 앞중심선은 피험자의 앞중심선과 일 

치하는가?

5. 샅부위가•당기거나 처지는 감이 없 

이 편안한가?

6. 배부분에 군주름은 없는가?

7. 바지길이가 적당한가?

8. 어깨부위가 당기는 감이 없이 편안 

한가?

후 면

9. 전체적으로 보기 좋은 외관을 지니 

는가?

10. 뒤허리둘레선 바로 아래부분이 적당 

하며 주름이 없는가?

11. 엉덩이 부위의 모양은 좋은가?

12. 밑위곡선은 당기거나 처지는 감이 

없이 편안한가?

13. 밑위곡선의 모양은 좋은가?

14. 허리선의 위치는 적당한가?

15. 샅부위가 당기거나 처지는 감이 없 

이 편안한가?

16. 어깨부위는 당기는 감이 없이 편안 

한가?

측 면

17. 전체적으로 보기 좋은 외관을 지니 

는가?

18. 옆솔기선은 일직선이며 수직인가?

19. 옆솔기선은 앞뒤를 균형있게 나누는 

가?

2） 기능성에 대한 평가

실험복의 기능성에 대한 평.가는, 착용자인 피 

험자가 실험복을 착용했을 때의 느낌을 평가하도 

록 하였다.

기 능성 의 평가항목은 동작에 따른 감각을 신체 

부위별로 평가하였는데, 부위선정은, 체표면 변 

화가 현저한 인체 하부를 형성하는 허리, 엉덩이, 

밑위, 무릎과 어깨, 5부위로 선정하였고 동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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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에 앉기, 앞으로 허리굽히기, 웅크리고 앉기, 

계단오르기로 하였다.

기능성에 대한 검사방법은 피험자에게 9종의 

실험복에 대하여, 4가지 동작 수행시 신체 각 부 

위에서 느껴지는 편안함의 정도를 5점 Likert 
Type의 평점으로 판정하게 하여 기능성을 평가 

하였다. '아주 편하다'는 5점, '약간 편하다'는 4 
점, '보통이다'는 3점, '약간 불편하다'는 2점, 매 

우 불편하다'는 1점으로 평가하였다. 피험자는 외 

관검사시의 피험자와 동일하였다.

3. 결과분석

외관과 기능성 평가결과에 대한 각 항목별 평 

균을 구하여 실험복 별로 외관과 기능성의 정도 

를 판정하였다. 외관검사의 통계처리 및 분석은 

실험복간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외관점수에 대하 

여 각 관능검사 항목별로 일원분산분석을 하고, 

유의차가 인지된 항목에 대하여 던컨의 다중비교 

（Duncan's Multiful Range Test）를 실시하였 

다. 기능성 검사의 통계처리 및 분석은 실험복간 

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동작별, 부위별로 일원분 

산분석과 던컨의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측정된 

계측자료는 SPSS/PC패키지를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DI. 결과 및 고찰

1. 외관에 대한 평가

전체적인 외관평균을 살펴보면, 실험복 5（허리 

연결부위 간격여유 5cm, 뒤허리중심에서 3.5cm 
올려주고 뒤밑위끝부위에서 바깥으로 2cm 나간 

패턴: 후면길이 총 여유분 10.5cm）가 3.52로 가 

장 좋은 외관을 나타내었고 다음이 실험복 1（허 

리 연결부위 간격여유 5cm, 뒤허리중심에서 L 
5cm 올려준 패턴: 후면길이 총 여유분 6.5cm）로 

나타났다. 외 관이 가장 좋지 않게 평가된 것은 실 

험복 9（허리연결부위 간격여유 5cm, 뒤허리중심 

에서 5.5cm 올려주고 뒤밑위끝부위에서 아래쪽 

으로 2cm 길어지게 굴려준 패턴: 후면길이 총 여 

유분 12.5cm）로써 점수는 2.70이다.

항목별로 실험복간의 유의차를 검증한 결과, 

전면외관에서는 전반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인지 

되지 않았고, 후면외관에서는 뒤밑위 곡선모양과 

허리선 위치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하여 1% 
유의수준에서 유의차가 인지되었다. 또한 측면의 

외관에서도 모든 항목에 대하여 1% 유의수준에 

서 유의차가 인지되 었다.

항목별로 실험복간의 유의차를 검증한 결과 대 

부분의 항목에서 유의차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후 

면길이의 여유분의 차이가 외관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의차를 나타낸 항목 

에 대하여 5% 유의수준에서 다중비교를 실시하 

였으며 그 결과를〈표 2〉에 제시하였다.

1） 부위에 따른 외관 평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면의 외관은 거 

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인지되지 않았 

다. 이는 overall의 전면 패턴에서는 허리선에서 

실험복별로 어떠한 차이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험복간의 외관의 차이를 볼 수 없 

었으며, 비교적 외관의 점수도 고르게 좋은 것으 

로 평가되 었다.

후면의 전체적인 외관은 여유분 설정 위치에 

관계없이 후면길이의 여유분이 작을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나 좋은 외관을 나타내었는데, 여유분 

이 작으면 인체에 비교적 잘 맞아 좋은 외 관을 나 

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항목별로 보면, 뒤밑위 곡선모양과 허리선 위 

치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인지 

되었다. 뒤허리군주름은 실험복 5를 제외하고는 

뒤허리선 부위의 여유분이 증가할수록 점수가 낮 

게 나타나 나쁜 외관을 보여 주었는데, 뒤허리선 

부위의 여유분이 뒤허리밑에서 남아돌아 군주름 

으로 나타나 외관이 좋지 않게 보여진 것으로 생 

각된다.

던컨의 다중비교결과, 후면의 외관에서 후면의 

전체적인 외관과 엉덩이 부위모양, 뒤밑위곡선 

여유분 항목에서 모두 실험복 1이 가장 좋은 외 

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유분이 제 

일 적게 설정된 실험복으로써, 군주름 없이 비교 

적 잘 맞는 것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그러나 반면에 후면의 전체적인 외관과 뒤허 

리군주름, 샅부위 항목을 보면 실험복 9가 가장 

좋지 않은 외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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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외관에 대한 평균과 유의도 검증결과

실험 복

항 목
1 2 3 4 5 6- 7 8 9 F

1. 전면의 외관 3.93 3.33 3.13 3.33 3.93 3.13 2.87 3.40 3.07 0.55
전 2. 앞밑위곡선 3.47 3.40 3.60 3.80 3.67 3.53 3.53 3.80 3.67 0.57

3. 앞허리선위치 3.73 3.60 3.53 3.73 3.87 3.47 3.33 3.40 3.33 1.26
면 4. 앞중심선위치 3.87 3.67 3.80 3.53 3.93 4.07 3.60 3.73 3.73 1.30

5. 샅부위여유분 3.73 3.27 3.53 3.40 3.47 3.80 3.60 3.80 3.27 1.35
6. 배부위군주름 3.87 3.47 3.87 3.40 3.60 3.93 3.40 4.07 3.67 1.27

외 AB AB AB B AB AB B A AB
7. 바지길이 3.53 3.47 2.60 3.87 3.60 2,67 3.60 3.53 2.60 1.85

관 A A B A A B A A B
8. 어깨부위 2.93 3.33 2.87 3.20 3.67 3.00 3.40 3.60 3.33 1.97

C ABC C ABC A BC ABC AB ABC

평 균 3.63 3.44 3.37 3.53 3.72 3.45 3.42 3.67 3.33

9. 후면의 외관 3.87 3.47 2.80 2.93 2.87 2.53 2.87 2.47 2.07 7.29***
A AB C BC C CD C CD D

후 10. 뒤허리군주름 3.33 3.07 2.87 2.60 3.37 2.33 2.47 2.40 2.00 4.01***
AB . AB BCD ABC A DC BCD BCD D

면 11. 엉덩이부위모양 3.07 3.00 2.27 2.47 2.67 2.27 2.33 2.13 1.80 4.03***
A A BC AB AB BC BC BC C

12. 뒤밑위곡선 3.93 3.33 3.27 3.27 2.93 2.73 3.13 2.80 2.53 3.82녀랴

외 여유분 A AB AB AB B B AB B B
13. 뒤밑위곡선모양 2.80 3.40 2.53 2.80 3.33 2.87 3,07 3.33 2.93 1.22

관 14. 허리선위치 3.53 3.27 3.00 3.20 3.53 3.53 3.00 3.40 2.60 1.55
15. 샅부위 3.13 3.33 2.40 3.13 3.67 2.60 2.87 2.53 2.33 4.72려*

ABC AB D ABC A CD BCD CD D
16. 어깨부위 3.27 3.87 3.53 3.53 3.80 3.60 3.73 3.53 3.00 3.85***

B A AB AB A AB AB AB C

평 균 3.37 3.34 2.80 3.03 3.23 2.81 2.93 2.83 2.41

17. 측면의 외관 3.73 3.93 2.07 3.20 3.60 2.27 3.20 3.00 2.00 10.46***
측 AB A D BC ABC D BC C D
면 18. 옆솔기선일치 3.93 4.00 1.47 3.67 3.93 2.00 3.67 3.80 1.60 32.60***

A A B A A B A A B
외 19. 옆솔기선균형 3.87 4.00 1.60 3.53 3.67 2.07 3.33 3.60 1.73 16.24***
관 A A B A A B A A B

평 균 3.84 3.98 1.71 3.47 3.76 2.11 3.40 3.32 1.78

외관 평균 3.50 3.48 2.87 3.31 3.52 2.97 3.21 3.20 2.70

**： PM.05
淤 «=0.05 수준에서 다중비교 실시.

※A>B>C〉D 순서로 평균이 작아지며, 같은 문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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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분의 제일 많은 실험복으로써 후면의 과다한 

여유분이 외관을 나쁘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뒤밑위곡선 여유분에 대한 외관은 실험복 1이 

가장 좋았고, 후면길이의 여유분이 증가할수록 

외관이 나쁘게 평가되었다. 이는 후면길이의 여 

유분이 많을수록 밑으로 처지는 분량이 많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 밑아래 샅부위의 외관은 실험 

복 5가 가장 좋게 평가되었으며 실험복 2도 비교 

적 좋게 평가되었는더〕, 이는 밑위길이 여유분 설 

정위치 선정시 밑위끝에서 수평으로 연장해서 내 

주는 것이, 아래로 밑위를 파서 길이를 보충해 주 

는 것보다는 샅부위의 외관을 좋게 해 줄 수 있다 

는 것을 말해준다.

측면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측면의 전체적인 외관에서는 실험복 2가 

가장 좋게 평가되었고, 실험복 3・6・9는 매우 

낮은 점수로 외관이 나쁘게 평가되었는데, 이것 

은 여유분의 위치가 측면의 외관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뒤밑위끝에서 아 

래쪽으로 치수를 늘려준 경우는 측면외관이 모두 

좋지 않게 평가되었다.

외관의 전체적인 평균을 볼 때, 가장 낮은 점수 

로 외관이 나쁘게 나타난 실험복 9는 후면길이 

여유분이 제일 긴 것으로 (12.5cm) 여유분이 과 

다하여 여러 부위에서 군주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후면길이 여유분 설정 위치에 따른 외관 

평가

후면길이 여유분의 분량을 동일하게 하고, 여 

유분 설정위치만을 다르게 설계한 실험복들의 외 

관평가는〈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면의 여 

러부위 및 측면에서 각 실험복별로 유의한 차이 

가 인지되었다. 먼저 뒤허리중심선 위치에서 올 

림분량(1.5, 3.5, 5.5cm)을 달리한 실험복의 외관 

평가를 살펴보면, 뒤허리중심에서 1.5cm 올려준 

패턴으로 만든 실험복 1 • 2 • 3이 가장 좋게 평가 

되었고, 실험복 6 • 7 • 8(뒤허리중심에서 5.5cm 
올려준 패턴)은 외관이 나쁘게 평가되었다. 따라 

서 뒤허리중심선 올림분량이 작을수록 외관이 좋 

다는 겅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밑위부분에서의 여유분 설정위치에 따른 

외관의 평가에 있어서 실험복 2 • 3 • 4와 실험복 

5・6・7의 경우를 살펴보면, 실험복 2・3・4는 

후면길이 여유분의 설정위치가 각각 다르나 후면 

길이 총 여유분은 8.5cm로 동일하며, 실험복 5 • 
6 ・ 7도 여유분 설정위치는 다르나 후면길이 총 

여유분은 10.5cm로 동일하였는데도 그 외관에 

대한 평가는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여유 

분의 설정위치에 따른 외관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후면길이 여유분의 크기가 8.5cm인 실험복 

2 • 3 • 4와, 여유분이 10.5cm인 실험복 5-6-7 
의 각각의 3종의 실험복에 대한 외관평가를 일원 

분산분석과 다중비교를 실시하여 그 차이를 규명 

하였다. 그 결과는〈표 3〉과〈표 4〉에 제시하였다.

〈표 3〉과〈표 4〉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후면 

의 뒤허리 군주름과 샅부위항목 및 측면의 전체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인지되었다. 동일한 후 

면길이로 설정된 실험복 2 • 3 • 4와 실험복 5 • 
6 ・ 7의 경우를 보면 뒤밑위끝의 여유분의 설정 

위치에 따라 외관이 다르게 평가되었는데, 후면 

의 경우 뒤허리군주름에서는 여유분 위치를 뒤밑 

위끝에서 바깥으로 2cm 나가서 설정 한 실험복 2 
와 5가 좋은 외관을 나타내었고, 샅부위에서는 

여유분위치를 뒤밑위끝에서 아래쪽으로 2cm 길 

어지게 굴려준 설정한 실험복 3과 6의 외관이 매 

우 좋지 않게 평가되 었다.

측면의 경우, 전체적인 외관과 옆솔기선 일치 

및 균형에서도 실험복 3과 6의 외관이 좋지 않게 

평가되어 그 유의차가 인지되었다. 유의차가 인 

지된 항목에 대하여 던컨의 다중비교를 실시한 

결과, 여유분 위치를 뒤밑위끝에서 바깥으로 

2cm 나가서 설정해 준 실험복 2와 5가 뒤허리군 

주름과 샅부위, 옆솔기선 및 균형에서 동일하게 

가장 좋은 외 관을 보이고 있다.

전체 실험복 9종 가운데서 뒤밑위끝 부위에서 

아래로 2cm 길어지게 굴려준 실험복 3 • 6 • 9는 

특히 외관평가가 좋지 않게 나타나서 슬랙스나 

overall 패턴에서 샅부위 아래쪽으로의 밑위길이 

보충은 외관을 매우 좋지 않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overall 패턴의 외관평가는 

후면길이의 여유량이 많을수록 외관이 나빠지며 

또한 후면길이의 여유량을 뒤허리중심에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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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여유분 설정 위치에 따른 외관에 대한 평균과 유의도 검증결과 

（실험복 2 , 3 • 4: 후면길이 총 여유분: 8.5cm）

실험복

항 목
2 3 4 F

1. 전면의 외관 3.33 3.13 3.33 0.30
2. 앞밑위곡선 3.40 3.60 3.80 1.23

전 3. 앞허리선 위치 3.60 3.53 3.73 0.46
면 4. 앞중심선 위치 3.67 3.80 3.53 0.64

5. 샅부위 여유분 3.27 3.53 3.40 0.50
외 6. 배부위 군주름 3.47 3.87 3.40 2.11
관 _ 7. 바지길이 3.47 2.60 3.87 2.00

8. 어깨부위 3.33 2.87 3.20 1.25

평 균 3.44 3.37 3.53

9. 후면의 외관 3.47 2.80 2.93 3.13
A B AB

10. 뒤허리 군주름 3.07 2.87 2.60 4.09**
A B AB

후 11. 엉덩이부위 모양 3.00 2.27 2.47 2.83
면 A B AB

12. 뒤밑위곡선 여유분 3.33 3.27 3.27 0.05
외 3.40 2.53 2.80 2.18
관 13. 뒤밑위곡선 모양 3.27 3.00 3.20 0.57

3.33 2.40 3.13 7.36*
14. 허리선 위치 A B A 1.77

3.87 3.53 3,53
15. 샅부위

16. 어깨부위

평 균 3.34 2.80 3.03

17. 측면의 외관 3.93 2.07 3.20 18.41***
측 A C B
면 18. 옆솔기선 일치 4.00 1.47 3.67 51.75***

A B A
외 19. 옆솔기선 균형 4.00 1.60 3.53 43.72***
관 A B A

평 균 3.98 1.71 3.47

외관 평균 3.48 2.87 3.31

**： PM.05 ***: PM.01
滾 a=Q.05 수준에서 다중비교 실시.

海 A〉B > C〉。순서로 평균이 작아지며, 같은 문자는 유의차가 없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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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여유분 설정 위치에 따른 외관에 대한 평균과 유의도 검증결과 

（실험복 5-6-7： 후면길이 총 여유분: 10.5cm）

J'—__  실험복
5 6 7 F

1. 전면의 외관 3.93 3.13 2.87 0.30
2. 앞밑위곡선 3.67 3.53 3.53 0.20
3. 앞허리선위치 3.87 3.47 3.33 2.58

전 A AB B
면 4. 앞중심선위치 3.93 4.07 3.60 3.17

AB A B
외 5. 샅부위여유분 3.47 3.80 3.60 -0.56
관 6. 배부위군주름 3.60 3.93 3.40 2.07

7. 바지길이 3.60 2.67 3.60 3.02
A B A

8. 어깨부위 3.67 3.00 3.40 2.10

평 균 3.72 3.45 3.42

9. 후면의 외관 2.87 2.53 2.87 0.60
10. 뒤허리군주름 3.37 2.33 2.47 4.37**

A B B
후 11. 엉덩이부위모양 2.67 2.27 2.33 1.48
면 12.뒤밑위곡선여유분 2.93 2.73 3.13 0.42

13. 뒤밑위곡선모양 3.33 2.87 3.07 1.08
외 14. 허리선위치 3.53 3.53 3.00 3.07
관 A A B

15. 샅부위 3.67 2.60 2.87 5.30***
A B B

16. 어깨부위 3.80 3.60 3.73 0.73

평 균 3.23 2.81 2.93

17. 측면의 외관 3.60 2.27 3.20 8.44***
A B A

면 18. 옆솔기선일치 3.93 2.00 3.67 23.09***
A B A

외 19. 옆솔기선균형 3.67 2.07 3.33 9.05녀*

관 A B A

평 균 3.76 2.11 3.40

전체 평균 3.52 2.97 3.21

**: PM.05 ***: P^.01
淤 “=0.05 수준에서 다중비교 실시.

汲 A〉B〉C〉。순서로 평균이 작아지며, 같은 문자는 유의차가 없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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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을 올리거나 뒤밑위끝부위에서 아래로 내려 

서 파줄 경우 외관이 나빠짐을 알 수 있었다. 즉 

본 실험복 9종 중에서는 뒤허리 중심선 올림분량 

이 3.5cm이며, 뒤밑위끝에서 바깥으로 2cm 연장 

한 실험복 5가 가장 좋은 외관을 나타내었다. 따 

라서 외관에 있어서는 여유분의 설정 위치 또한 

외관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2. 기능성에 대한 평가

1） 부위별 기능성에 대한 관능검사

허리, 엉덩이, 밑위, 무릎, 어깨의 5부위별로 

착용자가 느끼는 기능성에 대한 평균과 유의도 

검증결과를〈표 5〉에 제시하였다.〈표 5〉를 살펴 

보면 어깨부위를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실험복별 

로 유의적인 차이가 인지되었는데 대체로 후면길 

이의 여유분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부위별로 

기능성이 좋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후면길이 여유분이 10.5crii로 제작된 실험 

복 5를 정점으로 10.5cm 이상의 여유분이 설정된 

실험복에서 기능성은 양호하게 평가되었다.

거의 모든 부위에서 후면길이 여유분의 위치에 

관계없이 후면길이 여유분의 분량에 비례하여 기 

능성이 좋게 평가되어 실험복 1（후면길이 총 여 

유분: 6.5cm）에서 최소치, 실험복 9（후면길이 총 

여유분: 12.5cm）에서 최대치를 나타내었다. 어 

깨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에서는 실험복별 기 

능성에 대한 차이가 뚜렷했으나 어깨부위에서는 

실험복별 기능성 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는 

더】（유의수준 1%）, 이는 실험동작이 허리를 중심 

으로 한 동작인것과 실험복의 여유분 설정이 허 

리부위 및 슬랙스쪽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별히 실험복 9는 허리, 엉덩이, 밑위 

부위의 여러 부위에서 가장 좋은 기능성을 나타 

내었다.

후면길이 여유분의 위치설정에 따른 부위별 기 

능성의 차이를 고찰하기 위하여 후면길이 총 여 

유분이 동일하지만, 여유분의 설정위치가 다른 

실험복 2 • 3 • 4와 5 • 6 • 7에 대하여 각각 일원분 

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관검사와는 달리 모든 

부위에서 유의한 차이가 인지되지 않았다. 이는 

부위별 기능성에 있어서는 여유분의 위치보다 총 

여유분량의 크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표 5> 부위별 기능성에 대한 평균과 유의도 검증결과

험 복 
부위、、 1 2 3 4 5 6 7 8 9 F

1.허리
3.23 
CD

2.88
D

3.60
BCD

3.30 
CD

3.40 
CD

3.80
ABC

3.95
ABC

4.20
AB

4.22 
A

3.94***

2. 엉덩이
2.55

E
2.55

E
2.90
CDE

2.73
DE

3.05
BCDE

3.48
ABCD

3.63
ABC

3.80
AB

3.85 
A

4.77***

3.밑위
2.55

D
2.65 
CD

2.75
CD

2.48 
CD

3.35
BCD

3.38
ABC

3.65
AB

3.98
A

3.80 
A

4.65***

4.무릎
2.30

B
2.38 

B
2.30

B
2.38

B
3.02
AB

2.80
AB

3.40
AB

3.64
A

3.20
AB

2.83***

5. 어깨부위
2.55
BC

2.40 
C

2.63
ABC

2.80
ABC

2.88
ABC

2.98
ABC

3.50
ABC

3.58
AB

3.63 
A

1.82

평 균 2.57 2.63 2.84 2.82 3.16 3.28 3.54 3.63 3.82

"：PM.05 ♦**: PM.01
洪 «=0.05 수준에서 다중비교 실시.

洪 A > B > C > D순서로 평균이 작아지며, 같은 문자는 유의차가 없음을 의미.

-262 -



제 5권 제 2호 徐美亞•曹承慧 11

〈표 6〉동작별 기능성에 대한 평균과 유의도 검증결과

험복 

동작
1 2 3 4 5 6 7 8 9 F

1. 의자에 앉기
2.98 

C
2.98 

C
3.30
BC

2.84 
C

3.56
ABC

3.80
ABC

4.14
A

4.04
AB

4.10 
A

3.01***

2. 허리굽히기
2.50

B
2.64 

B
2.98
AB

2.76
B

3.04
AB

3.22
AB

3.50
A

3.00
AB

3.50 
A

2.14*

3. 웅크리고 앉기 1.80 1.50 1.90 2.10 2.10 2.18 2.72 2.83 2.90 1.58
4. 계단오르기 3.12 3.16 3.18 3.24 3.30 3.64 4.04 4.30 4.38 0.88
평 균 2.64 2.57 2.64 2.74 3.11 3.29 3.68 3.58 3.72

*： PM.1 **: PM.05 ***: FM.01
洪 «=0.05 수준에서 다중비교 실시.

洪 A > B > C >。순서로 평균이 작아지며, 같은 문자는 유의차가 없음을 의미

알 수 있었다.

2） 동작별 기능성에 대한 관능검사

의자에 앉기, 앞으로 허리굽히기, 웅크리고 

앉기, 계단오르기의 4가지 동작에 대하여 동작 

별로 기능성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동작별 기능성 평가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유 

의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표 6〉에 제 

시하였다.

〈표 6〉을 살펴보면 실험복 1과 실험복 2 ・ 
3 • 4, 실험복 5-6-7, 실험복 8 • 9그룹의 순 

서로 후면길이 총 여유량의 증가에 따라 거의 

모든 동작에서 기능성이 좋게 평가되었으며 

계단오르기, 의자에 앉기, 앞으로 허리 굽히 

기, 웅크리 고 앉기 순으로 기능성 평가 점수가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특히 의자에 앉기동 

작에서 각 실험복별 유의차가 인지되었는더〕, 

후면길이 총 여유량이 큰 실험복 7 • 8 • 9 그룹 

에서 기능성이 좋게 평가되었다. 특히 웅크리 

고 앉기의 경우처럼 동작의 범위가 큰 동작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기능성이 매우 좋지 않게 

평가되었다.

의자에 앉기와 앞으로 허리 굽히기에서는 

후면길이의 총 여유분이 많은 실험복 7-8-9 
그룹에서 기능성이 최대치를 나타내었으나, 

웅크리고 앉기와 계단오르기에서는 실험복간 

의 유의차가 인지되지 않았다. 이것은 계단오 

르기는 동작이 작기 때문에 실험복간에 별 차 

이가 없이 좋은 기능성을 나타내었으며, 웅크 

리고 앉기는 동작의 범위가 매우 크므로 실험 

복이 인체의 신장률을 전부 수용할 수 없기 때 

문에 전 실험복에서 기능성이 나쁘게 평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여유분의 설정 위치에 따른 동작별 기 

능성의 차이를 고찰하기 위해 여유분량이 동 

일한 실험복 2 • 3 • 4와 실험복 5 • 6 • 7에 대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위별 기 

능성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모든 동작에 

있어서 실험복별 유의차가 인지되지 않았다. 

이를 박a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샅부위의 

여유분 증가는 기능성 향상에 영향을 주지 못한 

다는 결과와 일치 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유분 

의 설정위치의 차이는 동작별 기능성 향상에 영 

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기능성에 대 한 관능검사는,〈표 5> 
에서 보듯이 후면길이 총 여유분이 최소치인 실 

험복 1（후면길이 총 여유분: 6.5cm）이 가장 기능 

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실험복.2-4- 3- 
5 • 6순으로 기능성이 증가하여 후면길이 여유분 

이 최대치인 실험복 9（후면길이 총 여유분: 12.

5) 박재 경, op • cit, pp.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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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3.5

3.0

2.5

4
• 7 8

a b • •

• : 6 
: 9

c : d

2.5 3.0 3.5
기능성

〈그림 3> 9종의 실험복에 대한 외관점수와 기 

능성 점수

5cm가 가장 기능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후면길이 총 여유분의 분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능성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Overall 패턴의 적합성 평가

외관과 기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미적, 기능적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overall의 패턴을 제시하고자 각 실험복을 분류 

하여 그 범위를 나타내었다.

〈그림 3〉은 착의실험에 의한 외관과 기능성 평 

가점수를 각 실험복에 대하여 표시한 그래프이 

다.

그래프를 a, b, c, d의 네부분으로 구분하면 a 
는 외관은 좋으나 기능성이 좋지 않은 실험복군, 

b는 외관과 기능성 모두 보통 이상을 나타내 적 

절하다고 판정될수 있는 실험복군, c는 외관과 

기능성 모두 좋지 않은 실험복군, d는 기능성은 

좋으나 외관이 좋지 않은 실험복군으로 구분된 

다. a에는 여유분의 길이가 적은 실험복 1, 2, 4가 

속하며 b에는 실험복 5, 7, 8, c에는 실험복 3, d 
에는 실험복 6, 9가 각각 속하므로, 본 연구에서 

는 실험복 5, 7, 8이 비교적 외관도 좋고 기능성 

도 좋은 실험복으로 평가되어 후면길이의 여유분 

이 적정한overall 패턴이라고 결론 지을수 있다.

이상에서 실험복별 여유분의 적합성을 종합하 

여 결론지어 보면, overall 패턴설계시 비교적 미 

적, 기능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패턴은 실 

험복 5의 패턴처럼 후면길이의 여유분 설정시 기 

본적인 허리간격 여유를 5cm로 설정한 후, 뒤 허 

리중심 에서 3.5cm 올려 주고, 뒤 밑위끝부위에 서 

바깥방향으로 2cm 내어준 패턴이라 할수 있다. 

또한 작업복과 같이 기능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overall에는 실험복 8과 같이 뒤허리중심에서 5. 
5cm, 뒤밑위끝부위에서 2cm를 내어준 패턴을 사 

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적정 overall 패턴으로 

제시하는 패턴은 다음의〈그림 4〉와 같으며, 기 

능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overall의 패턴은〈그 

림 5〉에 제시하였다.

〈그림 4> 비교적 미적, 기능적으로 적합한 

overall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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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 능성 이 우수한 overall 패 턴

IV. 결 론

현대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기능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의복의 요 

구로 인해 기존의 의복을 변형하거나 새로운 목 

적으로 전용하게 된 의복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과거에 작업복으로 입혀지기 시작한 overall이 

근래에 와서 외출복이나 일상복으로 전용되어 입 

혀지고 있으나, overall은 상하의가 연결된 형태 

이므로 그 기능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verall을 외출복으로 수용함에 

있어서 기능성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미적으로도 

훌륭한 외 관을 나타낼 수 있는 overall 패턴을 연 

구하고자 시도되었다. Overall 패턴 설계에 있어 

서 후면길이의 여유분과 여유분 위치를 달리한 9 
종의 overall 패턴을 개발하여 외관에 대한 평가 

및 기능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가장 미적이 

면서도 기능적인 overall 패턴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적정 overall 패턴 평가실험에 의한 외관평 

가 결과 실험복 5（후면길이 총 여유분: 10. 
5cm） 의 외관이 가장 좋은 것으로 판정되었 

다. 전체적으로 후면길이의 여유분량이 많 

은 경우 외관이 좋지 않게 평가되었으며, 여 

유분량이 적은 경우 외관은 좋게 평가되었 

다. 뒤중심선에서의 올림분량은 실험복 5의 

3.5cm를 기준으로 올림분량이 과다한 경우 

외관이 좋지 않았다.

여유분의 위치에 따른 외관의 차이를 고 

찰한 결과 전체적으로 후면의 여러 항목과 

측면의 전체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인지 

되었다. 즉후면길이 여유분의 위치가。ver- 
all의 외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후면길이 여유분 

설정 위치에서 뒤밑위끝에서 아래로 여유분 

을 설정한 패턴은 외관이 좋지 않게 평가되 

었다.

2. 기능성평가에서는 기능성의 관능검사시 무 

릎을 제외한 4부위에서 모두 후면길이 여유 

분의 위치에 관계없이 후면길이 여유분의 

분량에 비례하여 기능성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장 기능성이 좋게 평가된 것은 

후면길이 여유분이 제일 많은 실험복 9 （후 

면길이 총 여유분: 12.5cm）였다.

후면길이 여유분의 위치에 따른 부위별 

기능성 평가 결과 외관평가와는 달리 모든 

부위에서 유의한 차이가 인지되지 않았는 

데, 이는 기능성에 있어서는 여유분의 위치 

보다 여유분의 분량이 overall의 기능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작별 기능성에 대한 관능검사 결과에서 

는 동작의 범위가 클수록 기능성이 낮게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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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었는데, 특히 의자에 앉기, 앞으로 허리 

굽히기 동작에서 실험복간의 차이가 나타나 

서, 후면길이 여유분이 작은 실험복에서 기 

능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계단오르기에서는 

동작의 범위가 작으므로 모든 실험복에서 기 

능성이 좋게 평가되 었으며, 웅크리 고 앉기는 

동작의 범위가 매우 크므로 동작에 의한 신 

장량을 전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실험 

복에서 대체적으로 기능성이 낮게 평가되었 

다.

3. Overall 패턴의 적합성은 외관과 기능성평 

가를 종합한 결과 비교적 미적, 기능적 요구 

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overall 패턴의 

적정 후면길이 여유분은 후면길이 총 여유분 

이 10.5cm 되는 패턴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overall 패턴 허리부분의 상 

하의 간격에 의한 여유분 5cm를 포함하여 

뒤허리 중심선에서 3.5cm올려주고 뒤밑위끝 

에서 바깥방향으로 2cm 더해준 패턴이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뒤허리 중심부위와 밑위길이 

여유분의 증가로써 기능성을 증가시킬 수는 있으 

나 외관의 우수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적정한 여 

유분의 설정으로 기능성도 증가시키며 외 관도 우 

수한 overall을 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치수설 

계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었다.

앞으로의 연구는 overall의 길이에 따른 패턴 

의 적합성을 비교연구하고, 소재와 디자인의 차 

이에 따른 overall 패턴의 적합성을 연구하므로 

써 외관 및 착용감이 우수하면서도 기능적인 패 

턴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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