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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convenience when putting on stretch pants and to compare and 
analyze the pattern making method of pants made of the stretch and non-stretch fabric to develop functional and 

good looking stretch pants. For this study, we conducted a survey of women in their twenties and collected the basic 

data and master pattern through material of a woman's wear brand and the interview and questionnaires. The rese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urvey result for the woman consumers showed that pants were estimated as the most uncomfortable 

item among the stretch clothes and when they put the stretch pants on, the most uncomfortable parts of out-shell 

were the hip girth and rise. Secondly, the result of pattern making method of the pants was as follows. The ease 

of the stretch pants pattern was 0cm in the waist girth and —1 to —1.5cm in the hip girth more than non-stretch 

pants. The ease in crotch, inseam and outseam length was 0cm for both.

Key words: pants（바지）, pattern makbi흥（패 턴 설계）, stretchable fabric（신죽성 소재）.

I .서 론

인간은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동작을 하게 되며, 

이러한 동작에 따라 피부가 늘어나게 된다. 의복을 

착용할 때 발생하는 저항은 의복이 피부의 신장과 

동일한 수치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긴박 

감으로, 의복 디자인 및 옷의 여유와 소재의 신축성 

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의복에 피부와 마찬가지 

의 신축성을 주어 이러한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는 의복에 적정 분량의 여유를 주거나 신장 회복성이 

우수한 신축성 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

신축성 소재 의복은 인체 활동시 편안함을 주고 

소재의 신축성에 따라 원상 회복이 가능하므로 편안 

함과 활동성을 원하는 최근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 

라 이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2). 신축성 소재는 

소재에 따라 신축 정도가 다양하므로 소재 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여유를 주어야 하며, 이를 원형에 

교신저자 E-mail : miasuh@hanyang.ac.kr
1) 한진이, 조진숙, ''신축성 소재 셔츠 블라우스의 여유량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권 3호 (2000), p.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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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반영시켜야 한다» 또한, 신축성 직물의 

외의용 소재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외 

의용 의류 소재에서 요구하는 맞음새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신축성 소재로 의 

류를 제작할 때와는 다른 여유분 설정이 요구된다A

신축성 소재에 관한 연구에는 현대무용 타이트 팬 

츠 원형 등 원형 개발에 관한 연구'), 신축성 소재 블 

라우스의 여유분 설정에 관한 연구6), 하의용 시판 신 

축성 소재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등이 있으며, 

비신축성 소재와 비교하여 신축성 소재의 적정 여유 

분을 설정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특 

히, 인체 중 하반신은 상반신과 비교할 때 개인에 따 

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활동에 따른 제약이 큰 부 

분으로 한진이, 조진숙의 연구"에서도 신축성 소재 

의복의 착용시 하체보다 상체의 움직임에 대해 더 많 

은 만족도가 나타났고, 길이 항목보다는 둘레 항목의 

만족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하의의 경 

우, 불편을 느끼는 신체 부위는 정적인 자세에서 보 

다는 동적인 활동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위인 무 

릎, 엉덩이, 허벅지 순으로 나타나 신축성 소재를 사 

용한 의복이 활동성과 밀접하게 관계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신축성 소재 패턴 설계시 소재의 특성이 특히 

중요하여 다른 복종보다도 신축성 소재 바지의 패턴 

설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신축성 소재 바지 착용시 소비자 

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바지 설계를 하기 위해 최 

근 유행하는 신축성 소재 의복의 주 소비자층인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소비자 설문조사를 하여 신축성 소 

재 바지 착용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 

으로 의류 업체 설문조사를 통하여 신축성 소재 바지 

설계 현황을 파악하여 20대 여성을 주 소비자층으로 

하는 의류 업체의 생산에 도움이 되고, 신축성 소재 

바지 설계에 관한 실태조사 복식문화연구

바지의 체계적인 패턴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 

용하고자 한다.

n. 연구방법 및 절차

신축성 소재 바지 착용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패턴 설계를 하기 위해 소비자 및 의류 업체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신축 

성 소재는 니트를 제외한 신축성 직물로 제한하였으 

며, 바지 디자인은 가을, 겨울용 기본형 일자 바지를 

기준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내용에 따 

른 자료 분석에는 SPSS 11.5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다.

1. 소비자 설문조사

신축성 소재 의복의 주 소비자층인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신축성 소재로 만든 바지를 착용할 때의 불 

만족 사항을 조사하였다. 소비자 설문조사는 서울시 

내에 거주하는 만 20〜29세의 대학생 및 직장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 시기는 2005년 6 

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중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한 총 182부를 분석에 사용하 

였다. 설문지는 신축성 소재 의복에 관한 일반사항과 

신축성 소재 바지 착용 시의 불편 부위와 불편사항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의류 업체 현황 조사 및 분석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2005/2006 한국 패션 브랜 

드 연감에 기재된 국내 여성복 브랜드 중 2004년 매 

출액 200억원 이상의 20대 여성을 주 소비자층으로 

하는 15개 브랜드를 선정하였으며, 신축성 소재 바지 

에 사용하는 소재 및 신축성 직물과 비신축성 직물 

2) 설경희, 서미아, ''비만체형을 위한 신축성 직물 스커트의 여유분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0권 4호 

(2002), pp. 392-393.
3) 한진이, 조진숙, Op. cit., p. 289.
4) 설경희, 서미아, Op. cit., pp. 392-393.
5) 김순분, 곽명숙, 박채련,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한 현대무용 타이츠팬츠원형 설계,'' 대한가정학회지 42권 

4호 (2004).
6) 한진이, 조진숙, Op. cit.
7) 이진희, 최혜선, 도월희 (2002), “하의용 시판 신축성 소재의 물리적 특성과 맞음새에 관한 연구: 스커트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권 10호.

8) 한진이, 조진숙, Op. cit., p.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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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의 여유분 비교에 따른 신축성 바지의 설계방법 

과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업체 설문조사는 2005년 8 

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의류 업체 

를 직접 방문하여 업체 담당자와 직접 인터뷰하는 방 

식으로 조사하였다. 설문 응답자는 소재 담당 실무 

자와 패턴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m. 연구 결과 및 고찰

1. 신축성 소재 바지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20대 여성들의 신축성 소재 의복에 관한 일반사항 

과 신축성 소재 바지 착용 시 불편 부위 와 불편사항 

에 관한 소비자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축성 소재 의복에 관한 일반사항

신축성 소재에 대한 일반사항을 소비자 설문조 

사한 결과는〈표 1〉과 같다.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 

는 신축성 소재의 주요 특성으로는 '활동의 편이성 

(47.2%)'과 '잘 늘어나고 줄어드는 특성(42.8%)'으 

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디자인과 색상의 의복의 경우, 

〈표 1> 신축성 소재 소비자 인식에 관한 일반사항

문항 항목 응답*(%)

신축성 소재의 

주요 특성

활동하기 편하다. 75( 47.2)

잘늘어나고 줄어든다. 68( 42.8)

구김이 잘 생기지 않는다. 13( 8.2)

촉감이 좋다. 3( 1.9)

계 159(100.0)

의복 구입시

선호하는 소재

신축성 소재 의복 구입 107( 66.9)

일반 소재 의복 구입 53( 33.1)

계 160(100.0)

신축성 소재 의복의 

선호시 주요 구입 이유

활동시 편안함 88( 55.0)

날씬해 보임 15( 9.4)

유행에 따르려고 2( 1.3)

기타 1( 0.6)

계 106(100.0)

구입 경험이 있는 

신축성 소재 의복 

(복수응답)

바지 177( 34.0)

티셔츠 138( 26.5)

스커트 67( 12.9)

셔츠 블라우스 55( 10.6)

재킷 • 코트 49( 9.4)

원피스 35( 6.7)

계 521(100.0)

착용시 가장 불편했던 

신축성 소재 의복

바지 22( 13.8)

재킷 • 코트 20( 12.5)

스커트 17( 10.6)

티셔츠 11( 6.9)

원피스 13( 8.1)

셔츠 블라우스 10( 6.3)

계 9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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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성 소재와 비신축성 소재 중 어느 소재의 의복을 

구입할 것인지 물어본 결과, 66.9%의 소비자가 신축 

성 소재의 의복을 구입하겠다고 응답하여 신축성 소 

재 의복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축성 소재 의복을 구입하겠다는 응답자에 

한하여 주요 구입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활동 

시 편안함 때문이라는 응답이 88명(5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15명(9.4%)이 날 

씬해 보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여 소비자가 활동성 

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축성 소재 의복의 구입 경험에 대해 복수로 응답 

한 결과는 바지가 34%로 가장 많이 나왔고, 다음으로 

티셔츠(26.5%), 스커트(12.9%), 셔츠 블라우스(10.6%), 

재킷 • 코트(9.4%), 원피스(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착용시 불편함을 느꼈던 신축성 의복에 관한 

항목에서는 바지가 13.8%로 총 93명이 응답하여 가 

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재킷(12.5%), 스커트 

(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축성 소재 바지의 

경우 구입 경험이 가장 많은 반면에 착용시 불편함 

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와 이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 신축성 소재 바지 착용 시 신체 부위별 만족도

신축성 소재 바지 착용시 신체 부위별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신축성 소재 바지 착 

용시 신체 부위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허리둘레, 무 

릎둘러), 안쪽다리길이 부분은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 

되었으며, 복부둘레, 엉덩이둘레, 밑위길이는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엉덩이둘레와 밑위길이는 편 

하다는 응답에 비해 불편하다는 응답이 훨씬 많게

〈표 2〉신축성 소재 바지 착용시 신체 부위별 만족도

만족도

신체 부위
편안함(%) 보통(%) 불편함(%) 합계

허리둘레 ■■■■■■■ 64(40.0) 40(25.0) 160(100)

복부둘레 39(24.4) 65(40.6) 160(100)

엉덩이둘레 30(18.8) 56(35.0) 160(100)

29(18.2)70(44.0)

63(39.4)

75(46.9)

159(100)

160(100)

160(100)

무릎둘레

밑위길이

안쪽다리길이(인심)

35(21.9) 

나와 신축성 소재 바지를 입고 움직 일 때 활동성이 

중요한 신체 부위에서의 겉감 소재의 신축성에 따른 

패턴 설계가 활동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신축성 소재 바지 착용 시 불편사항

신축성 소재 바지 착용시 불편사항을 복수 응답한 

결과는〈표 3〉과 같다.

〈표 3〉을 살펴보면 '무릎이 쉽게 나온다，(26.4%) 

란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고, 다음으로 '앉았다 일어 

설때 당겨져 올라간다'(23%), '엉덩이 부분이 나온 

다，(16%),，착용 중 가로주름이 생긴다，(9.2%),，옆솔 

기 바늘땀이 벌어진다'(7.7%) 등의 순으로 나왔다. 

이상의 결과에서 '무릎이 쉽게 나온다'와 '엉덩이 부 

분이 나온다'는 응답은 신축성 소재의 신장 회복 특 

성과 관련이 되며, 신축성 바지의 소재 선택이 중요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앉았다 일어설 때 당겨져 

올라간다',，착용 중 가로주름이 생 긴다', '옆솔기 바 

늘땀이 벌어진다'는 응답은 신축성 바지를 입었을 

때 겉감의 신축성에 맞는 패턴 설계가 이루어지고

〈표 3> 신축성 소재 바지 착용시 안감의 불편사항

(단위: 명(%))

불편사항 응답수 (徇

무릎이 쉽게 나온다. 86( 26.4)
앉았다 일어설 때 당겨져 올라간다. 75( 23.0)
엉덩이부분이 나온다. 52( 16.0)
착용 중 가로주름이 생긴다. 30( 9.2)
옆솔기 바늘땀이 벌어진다. 25( 7.7)
옆선이 뒤틀린다(돌아간다). 24( 7.4)
안감이 겉감만큼 늘어나지 않아 불편하다. 23( 7.1)
안감의 여유가 많아 안감이 겹친다. 11( 3.4)

계 326(100.0)

3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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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 인식과 더 

불어 신축성 소재에 맞는 패턴 설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 신축성 소재 바지에 관한 의류 업체 설문조사

신축성 소재 의복은 소재에 따라 다양한 신장율의 

차이에 때문에 패턴 제작시 일반직물의 패턴과는 다 

른 여유량이 설정된다. 업체별로 적용하고 있는 신축 

성 소재 바지 패턴의 여유량을 조사하기 위한 기준 

설정을 위해 먼저 20대 여성을 주 소비자층으로 하는 

의류업체를 대상으로 신축성 바지에 주로 사용하는 

소재와 신축성 바지에 사용하는 패턴 설계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1) 신축성 바지의 소재 사용현황

먼저 국내 신축성 소재의 사용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의류업체의 일반 직물과 신축성 직물의 사용 비 

율에 대해서 조사하였다.〈표 4〉에서 살펴보면 업체 

에 따라서 다양한 비율로 일반직물과 신축성 소재를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으며, 신축성 소재를 40% 

이상 사용하는 업체가 총 15개 의류업체 중 10개 업 

체로 나타나, 많은 업체에서 신축성 소재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의복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신축성 

직물의 종류에 관하여 복수 응답한 결과는〈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블라우스를 제외한 모든 의복에서 

Wool/Spandex의 교직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다 

음으로 Cotton/Spandex, Polyester/Spasdex의 순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바지와 원피스의 경우, 다른 아이

〈표 4> 의류업체의 일반 직물과 신축성 직물의 사용 

비율

일반 직물 : 신축성 직물 사용비율 업체 수(%)

60:40 < 26.7)

50:50 3( 20.0)

40:60 3( 20.0)

80:20 2( 13.3)

70:30 K 6.7)

75:25 1( 6.7)

계 15(100.0)

템과 마찬가지로 Wool/Spandex 의 교직물을 많이 사 

용하고 있었으나, 동시에 Cotton/Spandex의 사용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우스의 경우에는 다른 아 

이템과 달리 재킷이나 코트안에 입는 속성 때문에

〈표 5> 의복별로 사용되는 신축성 직물의 종류

복종 신축성 직물 응답수(%)

재킷 - 

코트

Wool/Spandex 14( 43.8)

Cotton/Spandex 8( 25.0)

Polyester/Spandex 5( 15.6)

T/R/Sgndex 2( 6.3)

기타 2( 6.3)

Nylon/Spandex 1( 3.1)

계 32(100.0)

바지

Wool/Spandex 13( 34.2)

Cotton/Spandex 12( 31.6)

Polyester/Spandex 8( 21.1)

T/R/S呻dex 4 5.3)

기타 2( 5.3)

Nylon/Spandex 1( 2.6)

계 38(100.0)

스커트

Wool/Spandex 13( 37.1)

Cotton/Spandex 8( 229)

Polyester/Spandex 8( 22.9)

기타 3( 8.6)

T/R/S闵ndex 2( 5.7)

Nylon/Spandex 1( 2.9)

계 35(100.0)

블라우스

Cotton/Spandex 11( 423)

Polyester/Spandex 6( 23.1)

기타 5( 19.2)

T/R/S 沖dex 3( 1L5)

Wool/Spandex i( 3.8)

계 26(100.0)

원피스

Wool/Spandex 7( 28.0)

Cottcffl/Spandex &24.0)

Polyester/Spandex 6( 24.0)

T/R/Spandex 3( 12.0)

기타 3( 12.0)

계 2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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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tton/Spandex 교직물의 사용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 

로 Polyester/Spandex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의 

복의 종류별로 사용되는 신축성 직물에 차이를 보이 

고 있었다.

바지에 사용되는 신축성 직물의 신장 방향에 따른 

사용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위사 방향 신장 직물의 

사용 비율에 따라 경사, 양 방향 신장 직물의 사용 비 

율을 비교하였다.〈표 6〉에서 살펴보듯이 전체 신축 

성 소재 중 위사 방향 신장 소재를 90% 사용하는 경 

우가 5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0% 사용 

하는 업체가 4개, 95% 사용하는 경우가 2개 업체의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업체에서 위사 방향 신장 

소재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 

의 업체에서 위사 방향 신장 소재를 제외하고는 경사 

방향보다는 양 방향 신장 소재를 선호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신축성 직물의 신장 방향에 따라 업체에 

서 바지에 주로 사용하는 스판덱스 혼용율을 복수 

응답하도록 하여〈표 7〉에 제시하였다. 바지에 주로 

사용되는 위사 방향으로 신장되는 소재의 경우, 스판 

덱스 혼용율은 2〜3%와 4〜5%가 대부분을 차지하 

였고, 경사 방향, 양 방향 신장 소재의 경우에는 4-

〈표 6> 바지에 사용되는 신축성 직물의 신장 방향에

따른 사용비율 (단위: %)

위사 방향 신장 

소재의 사용비율

신장 방향에 따른 

사용 비율 업체 수(%)

경사 방향 양 방향

65 10 25 1( 6.7)

70 10 20 1( 6.7)

80 0 20 1( 6.7)

10 0
10 0

90 0 10 5( 33.3)
0 10
0 10

0 5
95

0 5
2( 13.3)

98 2 0 1( 6.7)

100 0 0 4( 26.7)

합계 15(100.0)

〈표 7> 신장 방향에 따른 스판덱스 혼용율

신장 방향 스판덱스 혼용율 응답수(%)

위사 방향

2〜3% 8( 42.1)

4~5% 7( 36.8)

스판덱스 없이 

특수가공으로 신축
2( 10.5)

2% 미만 1( 5.3)

5〜7% 1( 5.3)

계 19(100.0)

경사 방향

4〜5% 2( 66.7)

2% 미만 1( 33.3)

계 3(100.0)

양 방향

4〜5% 3( 75.0)

스판덱스 없이 

특수가공으로 신축
1( 25.0)

계 3(100.0)

5%가 주로 사용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바지에 사용 

되는 신축 소재에는 4〜5%의 스판덱스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신축성 소재 바지의 패턴 설계

신축성 소재 설문 분석결과에 따라 위사 방향 신 

장이 되고 4〜5%의 스판덱스를 포함한 소재에 제한 

하여 신축성 소재 바지의 패턴 설계 방법을 업체에 

설문조사하였다. 또한, 신축성 소재 바지의 패턴 설 

계를 일반 직물의 바지 패턴 설계 방법과 비교하기 

위해 신축성 소재 바지의 패턴 설계 방법과 일반 바 

지의 패턴 설계 방법 2가지로 구분하여 업체에 설문 

조사하였다.

바지 패턴 설계를 위해 소재에 따라 패턴 설계시 

여유분을 다르게 설정하는 신체 부위에 관하여 복수 

응답을 통해 조사한 결과는〈표 8〉과 같다 설문조 

사 결과 소재에 따라 여유분을 다르게 설정하는 신 

체 부위는 엉덩이 둘레가 31.3%로 가장 많이 응답하 

였고, 다음으로 허벅지 둘레(25%), 무릎둘레(12.5%), 

샅폭(10.4%) 등의 순으로 나타나, 길이 항목보다는 

바지 착용시 활동 여유분이 더 많이 필요한 둘레 항 

목에서의 여유분 설정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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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바지 패턴 설계시 소재에 따라 여유분이 다른 

신체 부위

신체 부위 응답수(%)

엉덩이둘레 15( 31.3)

허벅지둘레 12( 25.0)

무릎둘레 6( 12,5)

샅폭 5( 10.4)

바지 부리 1( 2.1)

인심 1( 2.1)

바지길 이 1( 2.1)

계 48(100.0)

다음으로 신축성 소재 바지의 패턴 설계시 주요 

신체 부위에 설정된 패턴 여유분을 비교하여〈표 

9〉에 제시하였다. 이 때 표에 제시된 수치는 기본 사 

이즈의 신체 치수, 일반 직물 바지의 제품 치수, 신축 

성 직물 바지의 제품 치수를 조사한 후 신체 치수를 

기준으로 증감하는 일반 직물과 신축성 직물의 각 

부위별 설정 여유분을 표시하였고, 일반 직물과 신 

축성 직물 바지의 제품 치수를 비교하여 직물에 따 

른 패턴 여유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업 

체가 제품 치수를 기준으로 패턴을 설계하여 각 부 

위별로 신체 치수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일반 직물 

과 신축성 직물의 패턴 여유분은 항목에 대답한 경 

우에 한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허리둘레의 경우, 일반 직물과 신축성 직물 

모두 신체 치수를 아는 13개 업체가 0.5~9.Ocm까지 

각각 다른 여유분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결과는 허리선에서 내려서 패턴을 제작하는 

로우 웨이스트의 바지를 설정하는 기준이 각각 다르 

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허리둘레에서 일반 직물 

과 신축성 직물의 패턴 여유분의 차이는 0cm인 업체 

가 14개 업체(93.3%)로 대부분이었으며, 신축성 직물 

이 1cm 작은 경우가 1개 업체로 나타났다. 허리둘레 

의 경우 심지 작업으로 사이즈가 고정되는 신체 부위 

로 신축성의 유무에 상관없이 제품 사이즈를 고정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엉덩이 둘레의 경우도 허리둘레와 마찬가지로 업 

체에 따라 다양하게 여유분을 설정하여 일반 직물의 

경우에는 1.0〜4.0cm, 신축성 직물의 경우 -1.0〜2.5 

cm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반 직물과 신축성 직물 

의 여유분의 차이를 비교하면 1.0, 1.5cm인 업체가 

각각 5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Ocm인 업체 

가 2개, 0.5, 2.5, 3.0cm 업체가 1개 업체로 분석되었 

으며, 2개 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에서 신축성 직물 

의 엉덩이 둘레 여유분을 일반직물의 경우보다 적게 

설정하고 있었다.

앞밑위길이의 경우, 일반 직물은 -4.0〜2.0cm, 신 

축성 직물은 -4.0〜 1.0cm로 패턴 여유분을 설정하 

고 있었으며, 일반 직물과 신축성 직물 패턴의 여유 

분의 차이는 0, 0.5cm인 업체가 각각 4개 업체로 가 

장 많이 응답하였고, 나머지 두 개 업체에서 각각 

1.0, 1.5cm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축성 

직물 패턴의 앞밑위 길이의 경우, 일반 직물과 다르 

게 여유분을 설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 밑위도 앞 밑위와 마찬가지로 일반 직물은 -3.5 

〜2.0cm의 여유분을, 신축성 직물은 -3.5〜 1.5cm의 

여유분을 설정하고 있었으며, 일반 직물과 비교할 때 

신축성 칙물 패턴의 여유분 설정은 가장 많은 4개 업 

체에서 Ocm로 동일한 여유분을 설정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0.5, 1.5cm로 설정한 업체가 각각 2개 업체, 

1.5, 3.0cm인 업체가 각각 1개 업체로 조사되었다. 인 

심의 경우, 일반 직물과 신축성 직물 모두 0〜2.5cm 

로 여유분을 설정하였으며, 두 직물의 여유분을 분석 

한 결과, 4개 업체에서 동일한 수치를 적용하고 있었 

고, 2개 업체에서 신축성 직물을 일반 직물보다 1cm 

길게 여유분을 설정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바지 길 

이도 두 직물 모두 패턴 여유분은 Ocm로 나타났고 

일반 직물과 신축성 직물의 여유분을 비교한 결과, 

14개 업체에서 동일한 여유분을 설정하였고, 나머지 

한 개 업체에서 일반 직물보다 신축성 직물 바지의 

길이에 1.5cm의 여유분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상의 결과에서 살펴보듯이 둘레 항목에서는 일 

반 직물보다 신축성 직물의 여유분을 더 작게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길이 항목에서는 대부분 동 

일한 여유분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본 연구는 신축성 소재 바지 착용시 소비자의 만족 

도를 높일 수 있는 바지 설계를 하기 위해 최근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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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일반 직물과 신축성 직물 바지 패턴의 여유분 비교

신체 부위
일반 직물의 패턴 여유분 신축성 직물의 패턴 여유분

일반직물과 신축성 직물 

패턴 여유분의 차이

여유분 업체 (%) 여유분 업 처】(%) 여유분 업체 (%)

허리 W레

0.5 1( 7.7) 0.5 1( 7.7) 0 14( 93.3)

2.5 1( 7.7) 2.5 1( 7.7) 1 1( 6.7)

3.5 1( 7.7) 3.5 2( 15.4)

4.0 K 7.7) 5.0 1( 7.7)

5.0 1( 7.7) 6.0 1( 7.7)

6.0 1( 7.7) 7.0 K 7.7)

7.0 1( 7.7) 7.5 1( 7.7)

7.5 1( 7.7) 8.0 1( 7.7)

8.0 1( 7.7) 8.5 1( 7.7)

8.5 K 7.7) 9.0 3( 23.1)

9.0 3( 23.1)

계 13(100.0) 계 13(100.0) 15(100.0)

엉덩이둘레

1.0 3( 23.1) -1.0 1( 7.7) 0.0 2( 13.3)

1.5 2( 15.4) 0.0 4( 30.8) 0.5 1( 6.7)

2.0 2( 15.4) 0.5 1( 7.7) 1.0 5( 33.3)

2.5 2( 15.4) 1.0 K 7.7) 1.5 5( 33.3)

3.0 2( 15.4) 1.5 2( 15.4) 2.5 1( 6.7)

3.5 1( 7.7) 2.0 2( 15.4) 3.0 K 6.7)

4.0 1( 7.7) 2.5 2( 15.4)

계 13(100.0) 계 13(100.0) 계 15(100.0)

앞밑위길이

-4.0 1( 20.0) -4.0 1( 20.0) 0.0 4( 40.0)

0.0 2( 40.0) -1.5 1( 20.0) 0.5 4( 40.0)

1.0 1( 20.0) 0.0 1( 20.0) 1.0 1( 10.0)

2.0 1( 20.0) 0.5 1( 20.0) 1.5 1( 10.0)

1.0 1( 20.0)

계 5(100.0) 계 5(100.0) 계 10(100.0)

뒤밑위길이

-3.5 1( 20.0) -3.5 1( 20.0) 0.0 4( 40.0)

0.0 2( 40.0) -1.0 1( 20.0) 0.5 2( 20.0)

1.5 1( 20.0) 0.0 1( 20.0) 1.0 2( 20.0)

2.0 1( 20.0) 1.0 1( 20.0) 1.5 1( 10.0)

1.5 1( 20.0) 3.0 1( 10.0)

계 5(100.0) 계 5(100.0) 계 10(100.0)

인심

0.0 1( 50.0) 0.0 1( 50.0) -1.0 2( 33.3)

2.5 1( 50.0) 2.5 1( 50.0) 0.0 4( 66.7)

계 2(100.0) 계 2(100.0) 계 6(100.0)

바지길 이

0.0 6(100.0) 0.0 6(100.0) -1.5 1( 6.7)

0.0 14( 93.3)

계 6(100.0) 졔 6(100.0) 계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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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신축성 소재 의복의 주 소비자층인 20대 여성과 

의류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신축성 소재 

바지 착용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축성 소재 바지 

설계 현황을 파악하여 신축성 소재 바지의 체계적인 

패턴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신축성 소재의 주 

요 특성으로는 활동의 편이성으로 나타났으며, 신축 

성 소재 의복의 주요 구입 이유도 활동시 편안함 때 

문이라는 응답이 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여 

소비자가 활동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소비자가 구입한 경험이 있는 신축성 소재 

의복은 바지가 34%로 가장 많이 나왔고, 착용시 불 

편함을 느꼈던 신축성 의복에 관한 항목에서도 바지 

가 13.8%로 가장 많이 나타나 신축성 소재 바지의 경 

우 구입 경험이 가장 많은 반면에 착용시 불편함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축성 소재 바지 착용시 신체 부위별 만족 

도를 살펴보면 허리둘레, 무릎둘러L 안쪽다리길이 부 

분은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복부둘레, 엉덩 

이둘레, 밑위길이는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엉덩이둘레와 밑위길이의 경우 불편하다는 응답이 

훨씬 많게 나와 신축성 소재 바지를 입고 움직일 때 

활동성이 중요한 신체 부위에서의 겉감 소재의 신축 

성에 따른 패턴 설계가 활동성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축성 소재 바지 착용시 불편사항은 '무 

릎이 쉽게 나온다'란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고, 다음 

으로，앉았다 일어설 때 당겨져 올라간다', '엉덩이 

부분이 나온다',，착용 중 가로주름이 생긴다', '옆솔 

기 바늘땀이 벌어진다' 등의 순으로 나왔다.

넷째, 일반 직물과 신축성 직물의 사용 비율을 조 

사한 결과, 신축성 소재를 40% 이상 사용하는 업체 

가 총 15개 의류업체 중 10개 업체로 나타나 많은 업 

체에서 신축성 소재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지에 사용하는 신축성 직물에는 Wool/ 

Spandex과 Cotton/Spandex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스판덱스 혼용율 2〜3%와 4〜5%의 위사 

방향 신장 소재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바지 패턴 설계를 위해 소재에 따라 패턴 

설계시 여유분을 다르게 설정하는 신체 부위에 관하 

여 조사한 결과, 엉덩이 둘레가 31.3%로 가장 많이 응 

답하였고, 다음으로 허벅지 둘레(25%), 무릎둘레(12.5 

%), 샅폭(10.4%) 등의 순으로 나타나 길이 항목보다 

는 바지 착용시 활동 여유분이 더 많이 필요한 둘레 

항목에서의 여유분 설정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신축성 소재 바지의 패턴 설계시 주요 신 

체 부위에 설정된 패턴 여유분을 비교하면 허리둘레 

의 경우 일반직물과 신축성 직물 모두 0.5〜9.0cm까 

지 다양한 여유분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 직물과 신축성 직물의 패턴 여유분의 차이는 

0cm인 업체가 14개 업체(93.3%)로 대부분으로 나타 

났다. 엉덩이 둘레의 경우 허리둘레와 마찬가지로 업 

체에 따라 다양하게 여유분을 설정하여 일반 직물의 

경우에는 1.0〜4.0cm, 신축성 직물의 경우 -1.0〜 

2.5cm로 설정하였고, 일반 직물과 신축성 직물의 여 

유분의 차이를 비교하면 1.0, 1.5cm인 업체가 긱각 5 

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2개 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 

체에서 신축성 직물의 엉덩이 둘레 여유분을 적게 설 

정하고 있었다.

앞뒤밑위길이, 인심, 바지길이의 경우, 일반 직물 

과 비교할 때 신축성 직물 패턴의 여유분 설정은 대 

부분 0cm로 동일한 여유분을 설정하고 있었다. 업체 

에서 설정하고 있는 패턴의 여유분은 위사 방향 신축 

성 소재를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둘레 항목에서는 

일반 직물보다 신축성 직물의 여유분을 더 작게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길이 항목에서는 대부분 동 

일한 여유분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살펴보듯이 의류 업체에서 많은 

소비자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과학 

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패턴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아 

바지 착용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 

각되며, 후속 연구에서는 신축성 소재의 종류에 따른 

과학적인 패턴 설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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