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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비만 중년여성의 슬랙스 패턴 그레이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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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re may be some problems in size fitness for ready-made-clothes purchasers with fatty body shape espe-
cially for them with abdominal obe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the wearing comfort of Middle-aged
women slacks by setting grading points and developing grading rules proper to the abdominal obesity. The subjects in this
study was over 25 kg/m

2
 of the BMI, over 85cm of waist, and over 0.8 of WHR. A total of 176 Middle-aged women sat-

isfying them were enroll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majority segment is 85-94 size accounting
for the 11.36% of subjects. (2) The measurements on 11 size from three groups after drawing slacks pattern on them
revealed that the changed values of slacks front and back on the grading point marked are differ, indicating that it is needed
to apply body shape and age specific grading rule. (3) The evaluation on the appearance for wearing slacks showed rel-
atively high score, indicating that the grading between sizes within each group was effective. The studies on the body
size distribution on each obesity pattern and on the setting size system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each body shape
should be performed 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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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비만 인

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40대 이후 중년의 비만화 경

향은 매년 증가하여(김희숙, 2001) 50대에서는 비만 비율이 급

격히 증가(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5)하고 있다. 연령층과

BMI 집단과의 관계를 보면 비만과 고도비만의 비율은 중년기

인 40, 50대와 노년초기인 60대 여성에게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효숙, 이명희, 2008). 중년의 비만 유형은 전신비만,

상체비만, 하체비만 등 여러 가지로 진행되는데 개체차 및 연

령 증가에 따라 변화가 큰 부위는 하반신 동체부(문지연, 2002)

로 하반신 변화는 허리와 배 부위가 비만해지고 엉덩이가 처지

는(김경인, 1985) 복부비만형으로 점차 변화하게 된다. 복부비

만은 허리둔부둘레비가 여성의 경우 0.8이상으로 여성생식기에

악성종양의 위험을 높이는 등(이득주 외, 1996) 여러 가지 신

체적인 질병을 유발함으로써 정상 체중에 비해 사망률이 더 크

며(Jee et al., 2006) 비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나서기

를 주저하게 된다. 특히 중년 여성은 체형 변화와 체중 증가에

따른 비만으로 인하여 자신의 외모에 대한 심리적 위기감을 경

험하기도 하며 저하된 신체적 매력을 보완하기 위해 의복과 외

모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손부현, 김소영, 2008). 그러나 연

령 증가에 따른 체형의 개인차가 심해지면서 신체의 비례가 불

균형적으로 변화하여 자신에게 맞는 옷을 선택하기 보다는 신

체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 풍성한 옷으로 비만을 감추고 체형

변화를 최대한 보완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으려고 한다

(심정희, 2003). 이에 따라 표준사이즈에서 벗어나는 소비자들

을 위한 ‘빅사이즈’, ‘플러스사이즈’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플

러스사이즈 의복 구입시 수선비율이 높고(이진희, 2000), 하의

류의 경우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밑위길이, 허벅지둘레에 대한

치수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영순, 2001; 임

지영, 2008).

의류제품 치수관련 KS규격(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5)에

서는 성인여성의 정장바지 기본 신체치수를 허리둘레와 엉덩이

둘레로 제시하고 있는데, 엉덩이둘레-허리둘레의 하드롭값에 따

라 하드롭 14~22(평균 18)의 보통체형, 22~38(평균 25)의 허

리가 가는 체형, -4~14(평균 10)의 허리가 굵은 체형 등 하의

체형을 3개 체형으로 구분하여 허리둘레-엉덩이둘레의 호칭표

기로 KS 규격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재개정된 KS 의류치

수 규격의 정장바지류 호칭표기에서 허리둘레 85이상은 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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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둘레-엉덩이둘레) 호칭만을 제시하고 있어 대한 비만학회

에서 한국인에게 적절한 분별점으로 제시한 85 cm 이상으로 복

부비만을 정의하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현재의 치수체계로는

비만체형 특히 복부비만 소비자의 기성복 구입시 치수 적합성

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비만체형 분석(이

진희, 2000; 성민정, 김희은, 2001; 성옥진, 하희정, 2006; 김효

숙, 이명희, 2008)과 기성복 맞음새(이진희, 2002; 임지영, 2008;

하희정, 2008), 비만체형의 패턴(조훈정, 1993; 손부현, 김소영,

2008)에 대해서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체형의

변화가 심하고 표준체형에서 벗어나는 복부비만 40~50대 중년

여성을 위한 슬랙스 패턴의 그레이딩 룰 개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자료(산업

자원부 기술표준원, 2005)를 기초로 복부비만 중년여성 40~50

대의 하반신 치수분포를 고찰하고 슬랙스 각 부위별 그레이딩

증감량을 조사하여 비만 체형의 특성에 따른 그레이딩 포인트

설정 및 그레이딩 룰을 개발함으로써 복부비만 중년여성의 슬

랙스 착용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자료수집 및 치수분포 고찰

세계보건기구(WHO)와 대한비만학회에서 아시아인들에게 제

시한 비만 기준은 체질량지수 25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만지

수로 BMI(kg/m
2
)를 사용하였다. 또한 중장년 비만형인 복부비

만형의 피험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허리둘레 및 허리엉덩이둘레

비(WHR)를 계산하였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복부비만으로 허리

둘레 기준치를 여성의 경우 85 cm 이상, 허리엉덩이둘레비 0.8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남상명 의, 2008) 본 연구에서는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자료(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5)

에서 제시한 40~50대 중년여성중 비만 지수인 BMI 지수

25 kg/m
2
이상, 허리둘레 85 cm이상, 허리엉덩이둘레비 0.8이상

의 피험자 176명의 하반신 직접계측치를 연구자료로 사용하였

다. 직접계측치에 대한 하반신 각 구간별 치수분포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의류제품 치수관련 KS규격(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5)에서 제시한대로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치수간격을 각각

3 cm로 설정하였다.

2.2. 슬랙스 원형 선정

그레이딩 룰 개발을 위한 슬랙스원형은 45세~59세의 중년여

성(로러지수 평균 1.6)용 슬랙스원형(송부경, 이정란, 2001)으로

슬랙스를 제작한 후, 그레이딩 원형 착의평가의 피험자 중 5명

에게 착의시켜 외관 및 착용감을 평가하여 원형을 수정, 사용

하였다. 복부비만인 경우 허리의 다트분과 주름분은 솔기의 겹

침으로 복부둘레 증가에 악영향을 주고 외관을 저해시킬 수 있

으므로(김선옥 등, 2009) 본 연구에서는 앞 허리부위 주름분

3 cm를 삭제하고 다트분 2 cm, 뒤 허리부위는 2 cm 분량의 다

트 1개로 수정하였다. 벨트분을 없애고 밑위길이를 짧게 한 슬

랙스의 착용감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패턴 수정시 벨트분 3 cm

를 삭제하고 남은 다트분량은 이즈분으로 처리하였다. 선행연

구(송부경, 이정란, 2001)의 슬랙스원형을 수정하여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슬랙스원형을 Fig. 1에 제시하였다. 슬랙스는 광목(

면 100%)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선행연구 및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슬랙스의 외관 및 착용감 평가 결과를 Table 1에 나타

내었다.

2.3. 원형 계측 및 그레이딩 포인트 설정

Fig. 2는 부위별 증감량 산출을 위한 원형계측 부위와 그레

이딩 포인트를 나타낸 것으로 원형계측 및 그레이딩 포인트 설

정 방법은 PAD System Pattern 4.1을 이용하여 선행연구(임지

Table 1. 연구원형의 착장 평가 (n=5)

 원형

부위,동작

연구

원형

비교

원형

외관

허리선 4.55 2.89

배둘레선 3.88 2.36

엉덩이둘레선 4.09 2.75

다트 및 주름선 4.23 3.16

옆솔기선 4.55 3.88

밑위곡선 4.27 2.15

전체적인여유량 4.48 3.45

착용감

의자앉기 4.15 3.12

허리굽히기 3.98 3.46

계단오르기 4.43 3.55

바닥에앉기 3.45 2.78

Fig. 1. 슬랙스 원형 제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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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2002)에서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드롭 3 cm, 6 cm,

9 cm로 나눈 그룹별로 슬랙스 원형을 제도한 후 각 부위별로

사이즈별 증감량을 산출하고 그레이딩 포인트(1번~11번)를 설

정하였다. 

2.4. 그레이딩 룰 설정

그레이딩 룰을 설정하기 위하여 치수간격에 따른 피험자의

빈도분석 및 하드롭에 따라 하드롭 3 cm(그룹 A), 하드롭

6 cm(그룹 B), 하드롭 9 cm(그룹 C)의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밑위 가로선과 슬랙스 중심선을 그레이딩 전개의

기준선으로 각 부위의 치수를 측정하여 사이즈별로 증감량에

따라 그레이딩 룰을 설정하였다. 

2.5. 슬랙스의 착의 평가

슬랙스 착의시 적합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전공자 10명을 전

문 평가단으로 구성한 후 그룹별로 평균치수 오차범위에 해당

하는 피험자를 1명씩 선정하여 착의시 외관에 대한 관능검사

를 실시하였다. 평가자는 바른자세로 서 있는 피험자의 슬랙스

착용시 앞면, 옆면, 뒷면을 보고 하반신 각 부위의 여유량, 옆

솔기선의 수직정도, 전체적인 실루엣 등의 문항에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Table 2는 피험자의 부위별 치수를 나타낸

것이다.

3. 결과 및 고찰

3.1. 하반신 치수빈도 분포 및 사이즈 체계 설정

KS규격(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5)에 따라 BMI지수

25 kg/m
2
이상, 허리둘레 85 cm이상, 허리엉덩이둘레비 0.8이상

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복부비만 중년여성 176명의 허리

둘레-엉덩이둘레의 치수빈도 분포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비만 여성의 허리둘레는 85 cm~103 cm까지 7개 구간에 넓

게 분포하고 있으며 85 cm~94 cm 구간에 전체 인원의 83.52%

인 147명이 분포되었다. 엉덩이둘레는 85 cm~109 cm까지 9개

구간에 걸쳐 있으며 91 cm~100 cm 구간에 전체인원의 148명

(84.09%)이 분포되어 있었다. 가장 많은 인원이 분포된 구간은

85-94(허리둘레-엉덩이둘레) 구간에서 해당인원의 11.36%로 가

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85-91구간에서 7.39%로 두 번째로 높

은 빈도분포를 나타냈다. 중년여성의 엉덩이둘레가 76 cm

~109 cm까지 넓게 분포하였으나 허리둘레 85 cm이상인 복부비

만 중년여성의 경우 엉덩이둘레 구간 76 cm~82 cm에는 빈도수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둘레-엉덩이둘레 호칭에서 하드롭

은 -6 cm~18 cm로 허리가 굵은 체형에 속하는 하드롭 -

6 cm~12 cm 구간에 전체인원의 94.32%인 166명이 분포되었으며

하드롭 9 cm(25.57%), 하드롭 6 cm(23.31%), 하드롭

3 cm(18.75%)에 해당되는 구간에 피험자가 가장 많이 분포되었

다. 그러나 size korea에서 제시하고 있는 KS 규격에서 비만여

성이 분포하고 있는 치수분포표에서는 85-97 호칭만 제시되어

있을 뿐 나머지 호칭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규격을 제시하지 않

고 있다. 따라서 비만여성의 경우 본인의 허리둘레와 엉덩이둘

레 등의 치수를 입력하여도 적합한 호칭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만여성의 하반신 치수간격에

따른 빈도분석 결과에 따라 하드롭 3 cm, 6 cm, 9 cm에 속하

고 3.5%이상의 빈도율을 보이는 구간을 채택하여 하의류 치수

체계를 설정하였다. 91-100구간은 전체인원에 대한 피험자의

분포가 2.84%로 낮았으나 그룹 C의 규칙적 그레이딩 전개를

위하여 채택하였으며, 반대로 85-97구간의 피험자 분포는 높으

나 KS 의류치수 규격에 제시된 호칭으로 치수체계에서 제외하

였다. 그 결과 3개 그룹 11개 구간이 채택되었으며 그룹별 호

칭구간의 기본치수 및 참고치수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3개

Fig. 2. 슬랙스원형 계측부위 및 그레이딩 포인트

Table 2. 그룹별 피험자의 부위별 치수                   (단위:cm)

부위

그룹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엉덩이

옆길이

밑위

길이

다리

길이

무릎

둘레
신장

몸무게
(kg)

그

룹
A

88-91

 91-94*

94-97

89.0

92.0

95.3

92.6

95.2

97.2

20.2

20.8

22.6

26.6

26.8

27.2

97.2

95.2

96.5

36.8

36.5

35.7

152.4

156.2

154.4

63.7

64.7

69.3

그

룹
B

85-91

 88-94*

 91-97*

94-100

86.7

89.7

91.9

95.5

92.5

95.5

98.2

101.5

21.1

21.0

21.5

21.0

26.5

26.9

27.3

27.7

95.9

98.4

95.8

94.3

35.0

34.2

34.5

36.2

149.8

154.1

156.1

151.7

60.3

64.5

65.0

69.3

그

룹
C

 85-94*

 88-97*

91-100

94-103

86.3

89.2

91.1

94.1

95.4

98.4

100.4

103.8

22.3

22.7

22.7

23.1

26.9

27.3

27.6

27.9

98.1

96.5

96.7

94.2

34.3

37.7

35.6

37.3

155.9

155.3

153.2

160.3

64.3

66.0

68.8

74.1

주1) *부분은 연구원형의 착의실험 대상자와 중복됨

주2) 밑위길이는 추정식(H/8+15)으로 계산한 값을 나타냄(이형

숙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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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에서 차지하는 인원은 105명으로 해당인원의 59.66%를 커

버하고 있다. 참고치수로는 슬랙스 원형제도시 필요한 인체부

위의 구간별 평균치수를 제시하였으며, 91-94(그룹 A), 88-94(

그룹 B), 88-97(그룹 C)구간의 사이즈를 패턴 제작시 기본치수

로 설정하여 그레이딩을 전개하였다. 

3.2. 원형계측 및 증감량 산출

Fig. 2에서 제시한 그레이딩 포인트에서의 증감량을 산출하

기 위하여 11개의 사이즈에 대하여 슬랙스 원형을 제도하였다.

규칙적 그레이딩 전개를 위하여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는 각

구간의 호칭을 적용하였으며, 엉덩이옆길이는 소수첫째자리에

서 반올림하여 그룹 A는 호칭구간별로 1 cm의 편차, 그룹 B

와 그룹 C는 호칭별 편차 없이 각각 21 cm와 22 cm로 설정

하였다. 밑위길이는 그룹 A의 경우 호칭구간별로 1 cm, 그룹

B와 그룹 C는 호칭구간별로 0.5 cm의 편차를 두어 제도하였다.

슬랙스길이는 다리가쪽길이를 적용하였는데 그룹별로 호칭구간

에서 편차가 일정하지 않고 사이즈가 증가할수록 다리길이는

감소 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리가쪽길이는 다른 부위

의 치수보다 표준편차 값이 크고 또한 슬랙스 맞음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위로 판단하여 그룹 A는 편차 -1 cm,

그룹 B, C는 -0.5 cm의 편차로 제도하였다. 그레이딩 룰 값을

설정하기 위하여 그레이딩 기준선을 중심으로한 원형 계측 결

과 및 각 구간에서의 증감량을 Table 5~Table 7에 제시하였다.

슬랙스 앞뒤판 중심선에 해당되는 a,c 구간, a',c' 구간에서의

증감량은 0.30 cm~0.32 cm로 3개의 그룹간에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나 엉덩이 옆선에 해당되는 b,b'와 d,d', f,f'에서의 증

감량은 하드롭 값이 커질수록 증감량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드롭 값이 큰 그룹은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차가 크기 때

문에 비만이면서도 허리~엉덩이까지 굴곡이 있는 체형이다. 따

라서 하드롭 값이 적은 굴곡이 없는 H형 체형에 비해 엉덩이

둘레에서의 증감량이 하드롭 값에 비례하여 점차로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복부비만의 체형 특성으로 인해 슬랙스

뒤판 엉덩이둘레선에서의 그룹간 증감량 차이가 가장 큰 것으

로 나타났다. 하드롭 값의 차이에 따른 그룹 분류이므로 밑위

부위에서의 그룹간 증감량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3개 그

룹 모두 앞밑위연장선 e에서의 증감량은 0.5 cm, 뒤밑위연장선

e'에서의 증감량은 0.69 cm로 뒤판에서의 증감량이 더 큰 것으

로 나타났다. 기존 그레이딩 방식의 원형분할에 의한 그레이딩

Table 3. 복부비만 여성의 하반신 치수분포 

HG 

WG
85 88 91 94 97 100 103 106 109 합계

85 1 (0.57) 2 (1.14) 13 (7.39) 20 (11.36) 10 (5.68) 5 (2.84) 2 (1.14) 53 (30.11)

88 2 (1.14) 9 (5.11) 11 (6.25) 11 (6.25) 5 (2.84) 1 (0.57) 1 (0.57) 40 (22.73)

91 1 (0.57) 3 (1.70) 7 (3.98) 7 (3.98) 5 (2.84) 23 (13.07)

94 1 (0.57) 6 (3.41) 8 (4.55) 7 (3.98) 7 (3.98) 1 (0.57) 1 (0.57) 31 (17.61)

97 1 (0.57) 5 (2.84) 5 (2.84) 2 (1.14) 2 (1.14) 15 (8.52)

100 1 (0.57) 3 (1.70) 4 (2.27) 2 (1.14) 10 (5.68)

103 1 (0.57) 2 (1.14) 1 (0.57) 4 (2.27)

합계 1 (0.57) 5 (2.84) 26 (17.78) 46 (26.14) 44 (25.00) 32 (18.18) 16 (9.09) 4 (2.27) 2 (1.14) 176 (100.00)

Table 4. 그룹별 하반신 기본치수 및 참고치수 (단위:cm)

기본치수
주1)

참고치수
주2)

빈도 (%) 총커버율 (%)
엉덩이 옆길이 밑위 길이

주3)
다리 가쪽길이 무릎 둘레 신장

그룹 A

88-91

91-94

94-97

20.13

20.74

21.94

26.30

26.92

27.54

95.27

93.84

93.64

34.96

35.41

35.91

153.41

152.21

153.72

9(5.11)

7(3.98)

8(4.55)

105 (59.66)
그룹 B

85-91

88-94

91-97

94-100

21.21

20.43

21.56

21.09

26.60

26.95

27.58

27.79

93.98

95.40

94.51

93.24

34.46

35.34

35.40

36.24

152.19

154.01

155.13

152.94

13(7.39)

11(6.25)

7(3.98)

7(3.98)

그룹 C

85-94

88-97

91-100

94-103

22.69

21.22

22.04

22.84

26.94

27.33

27.75

28.37

97.17

95.75

95.34

95.20

35.24

36.52

37.04

38.54

155.87

154.79

157.45

158.43

20(11.36)

11(6.25)

5(2.84)

7(3.98)

주1) 기본치수는 차례로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를 나타냄 

주2) 참고치수는 각 구간의 평균값을 나타냄

주3) 밑위길이는 각 구간의 엉덩이둘레 치수를 적용하여 추정식(H/8+15)을 사용함(이형숙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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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에서의 이동량은 슬랙스 앞뒤판에서 주로 같은 룰 값을

나타내지만 본 연구에서 앞뒤판 증감량은 서로 다른 값을 나타

내고 있어 체형별 혹은 연령별로 원형제작과 증감량 산출에 따

른 적합한 그레이딩 룰이 적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세로방

향의 증감량은 밑위길이와 슬랙스길이에 따라 그룹별로 차이를

나타내며 슬랙스패턴에서 벨트분이 삭제되고 남은 다트의 분량

Table 5. 그룹 A의 원형치수 및 증감량                                                                                     (단위:cm)

사이즈

부위

앞
증감량

 사이즈

부위

뒤
증감량

88-91 91-94 94-97 88-91 91-94 94-97

a 8.74 9.04 9.34 0.30 a' 7.01 7.33 7.65 0.32

b 14.66 14.96 15.26 0.30 b' 16.29 16.61 16.93 0.32

c 10.10 10.42 10.74 0.32 c' 10.10 10.42 10.74 0.32

d 14.15 14.58 15.01 0.43 d' 15.38 15.58 15.78 0.20

e 16.17 16.67 17.17 0.50 e' 23.85 25.54 25.23 0.69

f 13.80 14.15 14.50 0.35 f' 14.15 14.58 15.01 0.43

g=h 10.75 10.87 11.00 0.12 g'=h' 11.75 11.87 12.00 0.12

i 23.00 24.00 25.00 1.00 i' 26.12 27.12 28.12 1.00

j 6.00 6.00 6.00 0.00 j' 6.00 6.00 6.00 0.00

k 30.50 29.50 28.50 -1.00 k' 30.50 29.50 28.50 -1.00

l 69.00 67.00 65.00 -2.00 l' 69.00 67.00 65.00 -2.00

Table 6. 그룹 B의 원형치수 및 증감량                                                                                      (단위:cm)

사이즈

부위

앞
증감량

 사이즈

부위

뒤
증감량

85-91 88-94 91-97 94-100 85-91 88-94 91-97 94-100

a 8.74 9.04 9.34 9.64 0.30 a' 7.04 7.33 7.65 7.97 0.32

b 13.75 14.18 14.61 15.04 0.43 b' 15.43 15.88 16.33 16.78 0.45

c 10.10 10.42 10.74 11.06 0.32 c' 10.10 10.42 10.74 11.06 0.32

d 14.15 14.58 15.01 15.44 0.43 d' 14.89 15.34 15.79 16.24 0.45

e 16.17 16.67 17.17 17.67 0.50 e' 23.85 24.54 25.23 25.92 0.69

f 13.71 14.06 14.41 14.76 0.35 f' 14.15 14.58 15.01 15.44 0.43

g=h 10.63 10.75 10.87 11.01 0.12 g'=h' 11.63 11.75 11.87 12.01 0.12

i 23.50 24.00 24.50 25.00 0.50 i' 26.62 27.12 27.62 28.12 0.50

j 5.50 6.00 6.50 7.00 0.50 j' 5.50 6.00 6.50 7.00 0.50

k 30.50 30.00 29.50 29.00 -0.50 k' 30.50 30.00 29.50 29.00 -0.50

l 69.00 68.00 67.00 66.00 -1.00 l' 69.00 68.00 67.00 66.00 -1.00

Table 7. 그룹 C의 원형치수 및 증감량                                                                                       (단위:cm)

 사이즈

부위

앞
증감량

 사이즈

부위

뒤
증감량

85-94 88-97 91-100 94-103 85-94 88-97 91-100 94-103

a 9.04 9.35 9.66 9.97 0.31 a' 7.35 7.67 7.99 8.31 0.32

b 13.54 14.01 14.48 14.95 0.47 b' 15.17 15.67 16.17 16.67 0.50

c 10.42 10.73 11.04 11.35 0.31 c' 10.42 10.73 11.04 11.35 0.31

d 14.58 15.02 15.46 15.90 0.44 d' 15.09 15.59 16.09 16.59 0.50

e 16.67 17.17 17.67 18.17 0.50 e' 24.54 25.23 25.92 26.61 0.69

f 14.14 14.56 14.98 15.40 0.42 f' 14.58 15.02 15.46 15.90 0.44

g=h 10.87 11.12 11.37 11.62 0.25 g'=h' 11.87 12.12 12.37 12.62 0.25

i 24.00 24.50 25.00 25.50 0.50 i' 27.12 27.62 28.12 28.62 0.50

j 5.00 5.50 6.00 6.50 0.50 j' 5.00 5.50 6.00 6.50 0.50

k 30.75 30.25 29.75 29.25 -0.50 k' 30.75 30.25 29.75 29.25 -0.50

l 69.50 68.50 67.50 66.50 -1.00 l' 69.50 68.50 67.50 66.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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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앞판 1.04 cm~1.05 cm, 뒤판 1.54 cm~1.56 cm로 그룹별로

비슷한 값을 보였다.

3.3. 그레이딩 룰

Table 8~Table 10의 각각의 그레이딩 포인트에서의 그레이딩

룰은 Table 5~Table 7에서 제시한 증감량의 결과에 따라 설정

한 값으로 증감량을 정리하여 X축, Y축으로의 이동방향을 나

타낸 것이며, Fig. 3~Fig. 5는 그룹별 증감량 및 그레이딩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레이딩 포인트 2번은 허리벨트분을 삭

제하고 남은 다트분으로 이즈량에 해당되는 부위로 X축 룰은

‘0’, Y축 룰은 슬랙스길이차-밑위길이차로 설정하였다. 증감량

의 결과에서 고찰하였듯이 슬랙스 앞뒤판 중심부에 해당되는

1(1'),4(4'),6(6')번의 X축 룰은 하드롭 값의 차에 따른 그룹별

차이가 없었으며, 허리~밑위에 이르는 옆선부위에 해당되는

3(3'), 5(5'). 7(7')번의 룰은 하드롭 값이 커짐에 따라 X축으로

의 룰 값도 커짐을 알 수 있다. Y축 그레이딩 룰은 엉덩이길

이와 밑위길이, 무릎길이, 다리가쪽길이에 따라 결정되는 값으

로 무릎길이와 슬랙스길이에 해당되는 8~11번에서의 Y축 이동

방향은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른 슬랙스길이의 감소로 인해 다

른 연령대에서의 이동 방향과는 반대로 +값을 보이고 있다. 슬

랙스의 착용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위가 허리둘레와 엉

덩이둘레이며 하드롭 값에 따라 하반신 체형을 분류할 수 있으

므로 하드롭 값에 따라 체형별로 그레이딩 룰이 적용되어야 함

을 시사하고 있다.

3.4. 착의시 외관평가 결과

본 연구 결과의 그레이딩 룰을 기존의 그레이딩 룰과 비교

하기 위하여 문화식 그레이딩 룰을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룰을

적용한 슬랙스원형의 착의 외관을 평가하고 각 그룹 마스터 패

턴의 평균점수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를 Table 11에 제시하

였다. 비교 그레이딩 룰에서는 드롭차에 의한 체형 구분 없이

사이즈간 허리둘레차나 엉덩이둘레차에 따라 그레이딩을 전개

Table 8. 그룹 A의 그레이딩 룰 

방향

포인트 

앞  방향

포인트

뒤

X Y X Y

1 +0.30 +1.00 1' -0.32 +1.00

2 +0.00 +1.00 2' +0.00 +1.00

3 -0.30 +1.00 3' +0.32 +1.00

4 +0.32 +0.00 4' -0.32 +0.00

5 -0.43 +0.00 5' +0.20 +0.00

6 +0.50 +0.00 6' -0.69 +0.00

7 -0.35 +0.00 7' +0.43 +0.00

8 +0.12 +1.00 8' -0.12 +1.00

9 -0.12 +1.00 9' +0.12 +1.00

10 +0.12 +2.00 10' -0.12 +2.00

11 -0.12 +2.00 11' +0.12 +2.00

Table 9. 그룹 B의 그레이딩 룰

 방향

포인트 

앞  방향

포인트

뒤

X Y X Y

1 +0.32 +0.50 1' +0.32 +0.50

2 +0.00 +0.50 2' +0.00 +0.50

3 -0.43 +0.50 3' +0.45 +0.50

4 +0.32 +0.50 4' -0.32 +0.50

5 -0.43 +0.50 5' +0.45 +0.50

6 +0.50 +0.00 6' -0.69 +0.00

7 -0.35 +0.00 7' +0.43 +0.00

8 +0.12 +0.50 8' -0.12 +0.50

9 -0.12 +0.50 9' +0.12 +0.50

10 +0.12 +1.00 10' -0.12 +1.00

11 -0.12 +1.00 11' +0.12 +1.00

Table 10. 그룹 C의 그레이딩 룰 

 방향

포인트 

앞  방향

포인트

뒤

X Y X Y

1 +0.31 +0.50 1' -0.32 +0.50

2 +0.00 +0.50 2' +0.00 +0.50

3 -0.47 +0.50 3' +0.50 +0.50

4 +0.31 +0.50 4' -0.31 +0.50

5 -0.44 +0.50 5' +0.50 +0.50

6 +0.50 +0.00 6' -0.69 +0.00

7 -0.42 +0.00 7' +0.44 +0.00

8 +0.25 +0.50 8' -0.25 +0.50

9 -0.25 +0.50 9' +0.25 +0.50

10 +0.25 +1.00 10' -0.25 +1.00

11 -0.25 +1.00 11' +0.25 +1.00

Fig. 3. 그룹 A의 그레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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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있다. 허리선 부위에서 허리둘레차를 적용한 룰이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허리선을 내린 슬랙스 패턴에 문화식 룰을

적용한 결과 허리~배에 이르는 부위의 외관이 좋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연구 그레이딩 패턴의 착의시 외관에 대한 평가 결과 전체

적인 문항에서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룹내에서 사

이즈간에 그레이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슬랙스패턴의 앞 허리선을 3 cm 내리고 남은 다트

분은 이즈로 처리하였으므로 허리 및 배부위 여유량은 엉덩이

와 밑위부위의 여유량 보다 적당한 것으로 평가되어 평균점수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배 부위는 세 그룹 모두

p<.001수준에서 그레이딩 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따

라서 비만체형의 경우 하드롭 차에 따른 분량은 다트량으로 계

산하는 것 보다 주름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착용감에서 더 효과

적 임을 알 수 있다. 뒤 밑위부위에서의 그레이딩은 밑위선에

서 그레이딩 룰을 적용하지 않고 연결그레이딩 툴을 이용하여

엉덩이선과 연결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그레이딩 룰을 적용한

앞 밑위에 비해 평균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곡선부위에

서 정확한 그레이딩 증감량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그레이딩 룰

이 적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복부비만 중년여성 40~50대의 하반신 체형특성에

따른 그레이딩 포인트 설정 및 그레이딩 룰을 개발함으로써 표

준체형에서 벗어난 복부비만 체형의 슬랙스 착용 적합성을 높

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복부비만 중년여성의 하반신 체형의 치수분포조사 결과 허

리둘레-엉덩이둘레 호칭에서 하드롭은 -6 cm~18 cm로 허리가

굵은 체형에 속하는 하드롭 -6 cm~12 cm 구간에 전체인원의

94.32%인 166명이 분포되었으며 하드롭 9 cm(25.57%), 하드롭

6 cm(23.31%), 하드롭 3 cm(18.75%)에 해당되는 구간에 피험자

가 가장 많이 분포되었다.

2. 하드롭에 따라 분류된 3개 그룹 11개의 사이즈에 대하여

슬랙스원형을 제도하고 각 부위의 치수를 계측한 결과 하드롭

값이 큰 그룹은 비만이면서도 허리~엉덩이까지 굴곡이 있는 체

형으로 하드롭 값이 적어 굴곡이 없는 H형 체형에 비해 엉덩

Fig. 4. 그룹 B의 그레이딩 

Fig. 5. 그룹 C의 그레이딩

Table 11. 각 그룹의 마스터 패턴의 외관평가에 대한 유의도 검정 

그룹

부위

그룹 A(91-94) 그룹 B(88-94) 그룹 C(88-97)

룰 A
주1)

룰 B
주2) t-value 룰 A 룰 B T-value 룰 A 룰 B t-value

허리선 위 치 2.97 4.31 -13.40*** 2.80 3.87 -3.10* 3.09 4.02 -3.51*

허 리 여유량 2.67 3.63 -4.18* 2.92 4.21 -8.02*** 2.56 4.25 -3.77*

배 여 유 량 2.15 3.89 -10.74*** 2.86 4.30 -44.82*** 3.20 4.42 -9.86***

엉덩이여유량 3.06 3.54 -1.61 3.04 3.75 -3.23* 3.23 3.75 -1.37

밑 위 여유량 2.67 3.52 -2.53 2.81 4.03 -3.44* 2.67 3.85 -2.47

옆솔기 수 직 2.58 4.18 -7.79** 2.50 3.63 -4.88* 3.30 3.80 -6.06*

앞뒤폭 균 형 2.18 4.00 -6.65*** 2.40 3.64 -7.01* 2.89 3.83 -14.38**

주1) 룰 A : 비교 그레이딩 룰 주2) 룰 B : 연구 그레이딩 룰 *:p<.05 **:<.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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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레에서의 증감량이 하드롭 값에 비례하여 점차로 증가하였

다. 따라서 체형별 혹은 연령별로 적합한 그레이딩 룰이 적용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3. 그레이딩 패턴의 착의시 외관에 대한 평가 결과 전체적인

문항에서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룹내에서 사이즈간

에 그레이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

결그레이딩에 의한 밑위부위의 평균점수는 다른 부위의 평균점

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곡선부위에서 정확한 그레이딩 증

감량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그레이딩 룰이 적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중년여성의 비만 유형은 하체비만과 복부비만 등 다양한 형

태로 진행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복부비만형의 피험자만을

대상으로 하드롭에 따라 하반신 치수분포를 고찰하고 이를 기

초자료로 그룹별 그레이딩을 실시하였다. 슬랙스는 상의에 비

해 편안함과 맞음새가 중요하고 같은 신체치수라도 하반신 체

형에 따라 착용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임을 고려할 때 하

반신 체형별 슬랙스 패턴개발과 그레이딩 룰 개발은 중요한 과

제이므로 향후 비만유형에 따른 체형별 치수분포의 고찰과 이

에 따른 체형 특성별 치수체계 설정 및 그레이딩에 대한 연구

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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