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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류 업체의 바지 그레이딩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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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rvey on Pants Grading of the Korean Appare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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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and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 of pants grading and the methods
for the specific dimensional increments, a questionnaire has been conducted. For the questionnaire, 16 casual wear
brands, which were on higher ranking of sales in Korea, were selecte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Based
on the pants grading data resulting from the research conducted on the (16) domestic clothing brands, the grading method
could be classified into three different types. According to the criteria; i.e., the front and back divided by crease of pants
and the deviation ratio of the grading increments of the waist and the hip girth, the grading types were (1) G1: front 5:5,
back 5:5, (2) G2: front 4:6, back 4:6, and (3) G3: front 4:6, back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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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성복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제작하는 주문복과는 달리

다양한 체형과 사이즈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합한 맞음새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바지는 다른 의류 품목에 비해 인체의 복

부, 둔부, 대퇴부, 하지가 갈라지는 샅 부위를 감싸기 때문에

착용시 맞음새가 분명히 드러나며(박재경, 1994), 소비자들 또

한 맞음새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품목이다. 기존 국내 여

성복의 경우 기성복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지는 상

의와 한 벌의 개념으로 상하 동일한 사이즈로 그레이딩 되어

왔다. 하지만 캐주얼 웨어에서 바지는 단품 아이템으로 정확한

맞음새를 위해 다양한 홋수로 그레이딩 되고 있다.

그레이딩은 기본 사이즈의 마스터 패턴에서 원하는 사이즈의

패턴으로 사이즈를 증감하는 기술로 입체의 인체를 몇 개의 블

록으로 분할하여 미리 분석된 치수별 증감부위와 증감량을 이

차원적 이동량으로 변화시켜 평면의 패턴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 때 오리지널 패턴에서 디자이너가 의도한 디자인의 스타일

을 유지하면서 치수 증감에 따른 인체 각 부분의 형태와 변화

량에 따라 다수의 체형에 맞는 맞음새와 동일한 시각적 효과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조영아, 1995).

그 동안 의류 업체의 그레이딩은 이론적 체계나 연구가 아

닌 도제(master-apprentice)간의 기술 습득과 작업자의 직관에

의존하여 왔으며 사이즈에 대한 이해와 디자인의 균형을 유지

하기 위한 심미적인 체계가 정립되지 않았다(Elizabeth, 1994).

그레이딩 방법은 체형을 주로 하는 부위의 그레이딩, 메이크업

(make up)적 요소를 필요로 하는 부위의 그레이딩, 디자인적 요

소를 고려해야 하는 부위의 그레이딩, 실루엣을 고려해야 하는

부위의 그레이딩, 봉제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 부위의 그레이딩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조영아, 1995). 그레이딩의 원래 목적

인 마스터 패턴의 라인과 발란스, 맞음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의 모든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학계의 연구도 인체 계측을 통한 치수 간격 설정과(원

영옥, 1994) 그레이딩을 위한 체형 분류 (권숙희, 전은경,

2000), CAD 그레이딩에 관한 연구 (이승훈, 1999; 임자영,

1996)가 대부분으로 마스터 패턴의 실루엣과 맞음새를 유지할

수 있는 그레이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나 방안이 부족

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그레이딩 연구가 bodice에만 편중

되어 있고(도재은, 1982 ; 심현주 외, 1996) 바지 그레이딩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바지의 맞음새는 밑위선 위쪽의 패턴 설계에 의

해 크게 좌우된다. 그레이딩에서도 밑위선 위쪽의 둘레 항목의

증감량이 앞뒤 바지 주름선을 중심으로 다양한 비율로 적용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체 적합성이 높은 바지의 그레

이딩 방법을 연구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바지를 주요

아이템으로 하는 국내 캐주얼 업체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바지

그레이딩의 기본 방식과 업체간 그레이딩의 차이점을 비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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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으며, 바지 그레이딩시 가장 중요한 밑위선 위쪽의 둘레

항목의 그레이딩룰 적용방식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바지 그레이딩의 문제점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

여 국내 캐주얼 의류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브랜드별 바지 그레이딩 현황을 분석

하고, 그레이딩 편차와 각 부위별 룰값 및 바지 주름선을 기준

으로 한 밑위선 위쪽 둘레 항목의 그레이딩룰 적용 방식을 비

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2.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2002 한국 패션 브랜드 연감에 나와

있는 캐주얼 업체 중 백화점 매출 10위안에 속하는 16곳을 임

의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02년 10월 2일부터 10월 11일

까지 이루어졌으며 제작된 설문지에 대해 업체 담당자와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과 이메일을 통해 설문을 배부하여 회수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브랜드 중 5개를

제외한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 하였고, 응답자는 패턴실 실

장과 CAD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2. 조사 방법 및 내용

캐주얼 업체의 바지 그레이딩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최윤선

(2001), 조윤경(1994)의 설문을 참조하였고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조사는 내용의 일관성

을 위하여 일반 우븐 소재의 기본바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각

브랜드의 생산호수 및 그레이딩 편차, 바지의 부위별 그레이딩

룰값 적용 방식에 관한 설문으로 총 24문항을 구성하였다. 구

체적인 설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2.3. 연구 내용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SPSS통계프로그램으로 브랜드별 바지 그

레이딩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하였으며, 바지의 그

레이딩 편차와 각 부위별 룰 값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허리와

엉덩이둘레 편차에 따른 부위별 최빈값을 구하였다. 마지막으

로 바지 주름선을 기준으로 한 그레이딩룰 적용 방식을 파악하

기 위해 빈도 분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국내 캐주얼 업체의 바지 그레이딩 현황과 그레이딩 룰값 적

용 방식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조사 대상 업체

캐주얼 업체만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결과 조사 대상 업체

의 고객의 연령대가 모두 20대에서 30대를 타겟으로 하고 있

었다. 그레이딩 작업 방식은 16개 업체 모두 CAD를 이용한

그레이딩을 하고 있었다. 그레이딩 담당자의 경력과 그레이딩

교육 방법에 관한 조사 결과는 Table 2, Table 3과 같다.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그레이딩 담당자는 여자가 14명

(87.5%), 남자가 2명(12.5%)으로 최윤선(2001)의 결과와 마찬

가지로 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력에서는 5년 이상

의 경력자가 11명(68.7%), 5년 이하의 경력자는 5명(31.3%)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레이딩 교육 경로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전체 56.3%인 9명이 학원을 통해 최초로 그레이딩 교육을 받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회사 내 상급자에게 교육받은 경우

가 7명으로 전체 43.8%를 차지하였다. 아직까지도 전문 교육

기관의 체계적인 교육보다는 실무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도제식

교육형태가 많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3.2. 그레이딩 현황과 문제점

3.2.1. 생산 사이즈 수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업체의 대부분이 유니섹스 개념으로

한 브랜드에서 남녀 바지를 함께 생산하고 있었다. 업체들의 기

본 품목별 생산되는 사이즈 수는 2개에서 11개 사이즈까지 업

체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Table 4에서 바지의 생산 사이즈 수를 남녀별로 구분해서 살

펴보았다. 여자 바지는 2개에서 5개 사이즈 범위에서 생산되고

있었으며 3개와 5개 사이즈를 생산하는 경우가 각각 4개 업체

(33.3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바지의 경우 2개에

서 11개 사이즈의 범위에서 생산되고 있었으며 3개와 4개 사이

Table 1. 설문의 구성내용

문항내용 문항수

브랜드 정보 4

그레이딩 담당자에 관한 일반사항 3

바지 그레이딩에 관한 일반사항 10

바지 그레이딩 편차와 그레이딩룰값 적용 2

바지 주름선을 기준으로 한 그레이딩 방식 5

계  24

Table 2. 그레이딩 담당자의 경력                       단위:명(%)

 경력

성별
1~2년 3~4년 5~6년 7~8년 9~11년 계

여 자 1(6.30) 4(25) 6(37.5) 1(6.3) 2(12.5) 14(87.5)

남 자 0(0)　 0(0) 0(0) 1(6.3) 1(6.3) 2(12.5)

계 1(6.3) 4(25) 6(37.5) 2(12.5) 3(18.8) 16(100)

Table 3. 그레이딩 교육 방법                          단위:명(%)

그레이딩 교육

성별
학원 회사 내 상급자 계

여자 9(56.3) 5(31.3) 14(87.5)

남자 0(0) 2(12.5) 2(12.5)

계 9(56.3) 7(43.8) 1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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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를 생산하는 경우가 각각 4개 업체(26.66%)로 많았다. 업체별

로 남자 바지가 여자 바지에 비해 전개하는 사이즈의 범위가 상

당히 넓으며 많은 사이즈를 생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같

은 브랜드 내에서도 2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업체에서

여자 바지에 비해 남자 바지의 생산 사이즈가 더 많았다.

3.2.2. 그레이딩 기준 사이즈 선정 방법과 마스터 패턴의 수

기준 사이즈를 중심으로 작고 큰 사이즈로 그레이딩이 이루

어지기 때문에 기준 사이즈의 선정은 패턴의 정확도와 바지의

맞음새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바지 그레이딩 작업시 기준이 되

는 사이즈의 선정 방법을 Table 5에 제시하였다. 조사결과 자

체 시장조사를 통해서 기준 사이즈를 선정하는 경우가 9개 업

체(56.3%)로 가장 많았고, 경쟁사의 사이즈 기준을 참고로 하

는 경우가 3개 업체(18.8%)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 2개 업체

는 외국 본사에서 오는 사이즈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대답하였

으며 한 개 업체가 자체 시장조사와 경쟁사의 사이즈 기준을

모두 참고로 하여 사이즈를 선정한다고 답하였다. 인체 통계 자

료를 이용하여 기준 사이즈를 선정한 경우는 단 한 업체로 학

계에서 연구되고 있는 인체 계측자료의 실용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고 있었다. 

마스터 패턴의 수를 묻는 질문에는 16개 업체 모두 생산하고

있는 사이즈 수와는 상관없이 하나의 마스터 패턴을 사용하여

전체 사이즈로 그레이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작업방

식은 편리함과 신속함을 줄 수는 있지만 기준 사이즈와 차이가

많이 나는 사이즈의 경우 신체 적합성이 떨어지고 디자인의 스

타일과 맞음새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3. 기준 사이즈 선정

생산 사이즈 수에 따른 그레이딩 기준 사이즈를 살펴보면

Table 6과 같다. 

조사 결과 15개 업체(57.1%)가 가운데 사이즈를 기준 사이

즈로 선정하고 있었고, 12개 업체(42.9%)에서 가장 작은 사이

즈를 기준 사이즈로 하여 그레이딩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

장 큰 사이즈를 기준으로 그레이딩하는 업체는 전혀 없었다. 가

장 작은 사이즈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는 생산 되는 사이즈 수

가 2~4개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고, 5개 이상 생산하는 경

우 대체로 중간 사이즈를 기준 사이즈로 선정하여 사이즈간의

실루엣과 맞음새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3.2.4. 그레이딩시 중요 부위

그레이딩 룰 값 적용시 마스터 패턴의 실루엣과 맞음새 유

지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위를 복수 응답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전체 응답 32 케이스 중 밑위가 총 11건(34.4%)으로 맞음새

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위로 나타났으며 밑위 다음으로는 허리

라인, 엉덩이, 무릎, 허벅지, 엉덩이 곡선, 주름선을 중요하게

Table 4. 생산 사이즈 수

성별 생산 사이즈 업체수 비율(%)

여자

2 3 25

3 4 33.33

4 1 8.33

5 4 33.33

계 12 100

남자

2 1 6.66

3 4 26.66

4 4 26.66

6 1 6.66

7 2 13.33

8 2 13.33

11 1 6.66

계 15 100

남녀공용 8 1 100

계 28 100

Table 5. 기준 사이즈 선정 방법

 선정 방법 업체수(%)

1. 자체 시장조사

2. 경쟁사의 사이즈 기준 참고

3. 기타

4. 인체 통계 자료

9(56.3)

3(18.8)

3(18.8)

1(6.3)

계 16

Table 6. 그레이딩 기준 사이즈 선정                   업체수(%)

기준사이즈

생산 사이즈 수

가장

작은 사이즈

가운데

사이즈

가장

큰 사이즈
계

2 4(14.28) 0(0)　 0(0)　 4(14.28)

3 6(21.47) 2(7.14) 0(0)　 8(28.61)

4 2(7.15) 3(10.75) 0(0)　 5(17.9)

5 0(0)　 4(14.28) 0(0)　 4(14.28)

6 0(0)　 1(3.57) 0(0)　 1(3.57)

7 0(0)　 2(7.14) 0(0)　 2(7.14)

8 0(0)　 3(10.7) 0(0)　 3(10.7)

11 0(0)　 1(3.57) 0(0)　 1(3.57)

계 12(42.9) 15(57.1) 0(0)　 28(100)

Table 7. 그레이딩시 맞음새 유지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위

 부위 응답수(%)

1. 주름선을 기준으로 한 좌우 발란스

2. 엉덩이 곡선

3. 허벅지

4. 무릎

5. 엉덩이

6. 허리

7. 밑위

1(3.1)

2(6.3)

2(6.3)

2(6.3)

6(18.8)

8(25)

11(34.4)

계 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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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였다. 조사 결과 그레이딩 담당자들이 밑위 둘레의 모양

과 길이가 바지의 기능성과 맞음새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2.5. 그레이딩 패턴의 수정 

그레이딩 후 완성된 패턴을 다시 수정을 하는지에 대한 질

문에 11개 업체(68.8%)가 수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5개

업체(31.3%)가 수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레이딩 후 패

턴을 다시 수정을 하는 5개 업체 중 가장 작은 사이즈를 수정

하는 업체가 한 곳이었고 가장 큰 사이즈를 수정하는 곳이 두

업체였다. 나머지 두 업체의 경우 가장 큰 사이즈와 작은 사이

즈 모두 수정하고 있었다. 수정 부위는 5개 업체 모두 밑위 곡

선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바지 구성에서 인체의 샅부위

를 감싸주는 밑위 곡선이 그레이딩시 바지의 맞음새에 있어서

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3. 그레이딩 편차와 그레이딩 룰 값 적용방식

일반 우븐 소재의 기본 바지를 기준으로 바지의 그레이딩 편

차와 부위별 그레이딩룰 적용 방식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바

지 그레이딩시 증감 부위와 부위별 적용 치수는 Fig. 1, Table

8과 같다.

Fig. 1을 보면 바지 그레이딩의 길이 방향의 증감은 밑위선

과 무릎선, 바지부리선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폭 방향의 증감

은 허리, 엉덩이, 허벅지, 무릎, 바지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특히 바지 주름선을 기준으로 증감되어지는 허리와 엉

덩이둘레의 증감분 W1, W2와 H1, H2를 각각 더한 값은 허

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허리의 ¼편차와 같다. 허벅지둘레의

증감은 앞뒤 샅폭의 증감분이 엉덩이 증감량과 더해져 전체 증

감이 이루어지며, 밑위 길이 편차와 안솔기 편차가 더해져 바

지 길이의 증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3.3.1. 그레이딩 편차 

바지 패턴 제작시 기본 부위인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편차

를 중심으로 각 부위별 편차를 조사해 보았다. 16개 브랜드의

남녀 바지 모두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편차에 차이를 보이지

않고 동일한 편차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분석에서는

허리둘레 편차를 기준으로 각 부위별 편차를 분석하였다. Table

9를 살펴보면 허리둘레 편차에 따라 허벅지 둘레, 무릎둘레, 바

지부리 등 둘레항목 편차는 비례적으로 수치가 커지고 있으며,

길이항목인 밑위길이 편차는 허리둘레 편차의 영향을 받기 보

다는 0.5에서 1 cm 범위에서 브랜드 임의대로 선택하여 사용하

고 있었다. 4개 업체의 경우 0.06~0.2 cm의 뒤밑위 내림 편차

를 주어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 밑위 부분에 추가의 여유분을

주고 있었다. 

3.3.2. 바지 주름선을 기준으로 한 그레이딩량 배분 방식

바지 주름선을 기준으로 허리둘레 W1, W2 편차값과 엉덩이

둘레 H1, H2 편차값의 배분 방식을 조사하였다. 그레이딩 방

식에 따라 앞 5:5, 뒤 5:5인 방식을 G1, 앞 4:6, 뒤 4:6을

G2, 앞 4:6, 뒤 3:7인 방식을 G3로 표시하였다. G2와 G3방식

의 경우 바지 주름선을 중심으로 좌우 패턴의 비례를 생각하여

룰값을 배분하고 있었다. 특히 G3방식의 경우 앞과 뒤몸판의

배분 방식을 다르게 주어 패턴상의 발란스를 유지하고자 하였

다. Table 10을 살펴보면 G1방식이 12개 업체(75%)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고, 두 업체(12.7%)에서 G2방식을 사용하

고 있었다. 나머지 두 업체(12.7%)에서는 G3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편차 배분 방식에 영향을 받

는 허벅지 둘레, 앞샅폭, 뒤샅폭의 편차와 주름선을 기준으로

한 좌우 몸판의 발란스를 비교하여 Table 1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샅 부위의 편차는 G1방식의 경우 허리

둘레 편차에 따라 앞샅폭은 0~0.3 cm, 뒤샅폭에는 0~0.38 cm
Fig. 1. 바지 그레이딩시 증감이 되는 부위 (Gerry Cooklin, 1992, p26)

Table 8. 바지의 각 부위별 증감 위치와 적용 치수

표기 증감 위치와 적용 치수 표기 증감 위치와 적용 치수

W
허리 둘레 편차의 ¼값:

W1+W2
B

바지부리둘레 편차의

½값

H
엉덩이둘레 편차의 ¼값:

H1+H2
C 밑위 길이 편차

T 샅폭 D+E 안솔기 편차

K 무릎둘레 편차의 ½값: C+D+E 바지길이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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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내에서 편차를 주고 있다. 이 경우 앞뒤 샅폭의 편차가 동

일하거나 뒤샅폭의 편차가 앞보다 더 많게 산정되어 있었으며

편차값은 업체의 경험에 의해 산출되고 있었다. 

G2, G3 방식의 경우 앞뒤 샅폭의 편차는 주름선을 기준으로

몸판의 좌우 증감분이 같도록 수치를 정하고 있었다. Fig. 2는

바지 밑위선 위쪽의 그레이딩 위치와 증감량을 나타낸다. G2,

G3 방식의 샅폭 편차(T)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T = H2-H1 

T+H1 = H2-H1+H1 = H2

허벅지둘레 편차의 경우 엉덩이둘레의 증감량과 앞뒤 샅폭

의 증감분이 더해져 전체 증감이 이루어지는 부위로 산출식으

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허벅지 둘레 펀차 = (앞몸판의 H1+H2+T)+(뒤몸판의 H1+

H2+T)

Table 10. 그레이딩량 배분 방식

배분 방식

(W1:W2)

(H1:H2)

 앞 뒤 업체수(%)

G1 5:5 5:5 12(75)

G2 4:6 4:6 2(12.5)

G3 4:6 3:7 2(12.5)

합계 16(100)

*W1, H1 : 앞중심에서 바지 주름선까지의 허리와 엉덩이둘레

편차 적용비율

*W2, H2 : 주름선에서 옆선까지의 허리와 엉덩이둘레 편차 적

용 비율

Table 9. 바지의 각 부위별 증감 위치와 적용 치수

허리

둘레

편차

각 부위별 편차

허벅지둘레 무릎둘레 밑위길이 뒤밑위 내림분 앞샅폭 뒤샅폭 바지부리

편차 업체수(%) 편차 업체수(%) 편차 업체수(%) 편차 업체수(%) 편차 업체수(%) 편차 업체수(%) 편차 업체수(%)

2

(3)

1.20 1(33.3%) 0.60 1(33.33) 0.50 3(100) 0.00 1(33.33) 0.05 1(33.33) 0.05 1(33.33) 0.40 3(100)

1.40 2(66.7) 0.64 1(33.33) 0.06 1(33.33) 0.10 2(66.7) 0.28 1(33.33)

0.80 1(33.33) 0.10 1(33.33) 03.0 1(33.33)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1.10 0.68 0.50 0.05 0.08 0.21 0.40

2.5

(2)

1.30 1(50%) 0.80 1(50) 0.50 2(100) 0.00 2(100) 0.00 1(50) 0.00 1(50) 0.80 1(50)

1.40 1(50%) 1.00 1(50) 0.08 1(50) 0.08 1(50) 1.00 1(50)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1.35 0.90 0.50 0.00 0.04 0.04 0.90

3

(6)

1.50 1(6.7) 1.0 3(50) 0.30 2(33.3) 0.00 5(83.3) 0.00 3(50) 0.00 1(16.7) 0.50 1(16.7)

1.60 2(33.3) 1.20 2(33.3) 0.50 4(66.7) 0.07 1(16.7) 0.05 1(16.7) 0.10 2(33.33) 1.00 4(66.7)

1.80 2(33.3) 1.50 1(16.7) 0.10 2(33.33) 0.20 2(33.33) 1.50 1(16.7)

1.90 1(16.7) 0.25 1(16.7)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1.57 1.15 0.43 0.04 0.04 0.14 1.00

4

(10)

2.00 1(10) 1.00 2(20) 0.50 3(30) 0.00 10(100) 0.00 4(40) 0.00 1(10) 0.80 2(20)

2.15 3(30) 1.20 1(10) 0.64 4(40) 0.10 1(10) 0.16 4(40) 1.00 2(20)

2.26 1(10) 1.27 1(10) 1.00 3(30) 0.16 2(20) 0.20 1(10) 1.20 2(20)

2.50 3(30) 1.60 4(40) 0.20 1(10) 0.32 2(20) 1.27 3(30)

2.68 2(20) 1.80 1(10) 0.30 2(10) 0.38 2(20) 2.00 1(10)

2.0 1(10)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1.48 0.71 0.00 0.12 0.22 1.18

5

(7)

2.70 3(42.9) 1.80 2(28.6) 0.50 2(28.6) 0.00 6(85.7) 0.00 3(42.9) 0.16 4(57.1) 1.27 1(14.3)

2.86 2(28.6) 1.90 1(14.3) 0.64 2(28.6) 0.20 1(14.3) 0.10 1(14.3) 0.20 1(14.3) 1.40 1(14.3)

3.02 2(28.6) 2.00 3(42.9) 1.00 3(42.9) 0.16 3(42.9) 0.32 2(28.6) 1.60 2(28.6)

2.50 1(14.3) 2.00 2(28.6)

2.50 1(14.3)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2.56 2.00 0.75 0.00 0.08 0.21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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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주름선을 기준으로 밑위선의 좌우 치수차이를 비

교해 보면 G1 방식은 샅에 준 증감량 만큼 좌우 치수에 차이

가 나고 있었고, G2, G3 방식은 두 업체를 제외하고는 좌우

치수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이 두 업체의 경우 뒤 주름선

을 기준으로 뒤샅 부분의 면적이 옆선쪽보다 더 넓으므로 좌우

비율을 고려하여 뒤샅폭에 0.1 cm의 편차를 더 주고 있었다.

업체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배분방식을 선정한 이유는

Table 12와 같다. 현재 룰값 적용방식에 대해 11개 업체

(68.75%)가 기존 선임자가 적용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

었고, 상위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서 적용한 경우가 2개 업체

(12.5%)였다. 그레이딩 담당자의 경험이나 연구에 따라 룰 값

을 적용한 경우는 2개 업체로 그 비율이 극히 적었으며, 룰값

적용이 편해서라고 응답한 업체도 있어 전체적으로 그레이딩

룰값 적용에 대한 실무자의 기본 지식과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바지 주름선을 중심으로 한 룰 값 배분 방식의 차이가 바지

의 맞음새와 실루엣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가

를 5점 척도로 하여 조사해 보았다. 자세한 결과는 Table 13에

나타내었다. 일원분산분석 결과 배분방식의 중요도와 현재 적

용 하고 있는 배분 방식간에 p≤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G1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브랜드의 75%인 9개 업체에서

Table 12. 현재 배분 방식의 선정

룰값 선정 이유 업체수(%)

 1. 기존 선임자가 적용한 방식을 따라서 11(68.75)

 2. 상위책임자의 지시로 2(12.5)

 3. 처음 교육받았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 0(0)

 4. 룰값 적용이 편해서 1(6.25)

 5. 그레이딩 담당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식

으로 결정
2(12.5)

계 16(100)

Table 11. 배분방식별 각 부위의 편차

배분

방식

허리 둘레 

편차

(업체수)

엉덩이 둘레

편차(cm)
허벅지둘레 앞샅폭 뒤샅폭

앞주름선기준

좌우치수차이

뒤주름선기준

좌우치수차이

H1 H2 편차(cm)업체수(%)편차(cm)업체수(%)편차(cm)업체수(%)편차(cm)업체수(%)편차(cm) 업체수(%)

G1

2.5(2)
0.313 0.313

1.30 1(50) 0.00 1(50) 0.00 1(50) 0.00 1(50) 0.00 1(50)

1.40 1(50) 0.08 1(50) 0.08 1(50) 0.08 1(50) 0.08 1(50)

3(5) 0.375 0.375

1.50 1(20) 0.00 3(60) 0.00 1(20) 0.00 3(60) 0.0 1(20)

1.60 2(40) 0.10 2(40) 0.10 2(40) 0.10 2(40) 0.10 2(40)

1.80 2(40) 0.20 2(40) 0.20 2(40)

4(9) 0.500 0.500

2.00 1(11.1) 0.00 4(44.4) 0.00 1(11.1) 0.00 4(44.4) 0.00 1(11.1)

2.15 3(33.3) 0.10 1(11.1) 0.16 4(44.4) 0.10 1(11.1) 0.16 4(44.4)

2.26 1(11.1) 0.16 2(22.2) 0.32 2(22.2) 0.16 2(22.2) 0.32 2(22.2)

2.50 2(22.2) 0.30 2(22.2) 0.38 2(22.2) 0.30 2(22.2) 0.38 2(22.2)

2.68 2(22.2)

5(7) 0.625 1.625

2.70 3(42.9) 0.00 3(42.9) 0.16 4(57.2) 0.00 3(42.9) 0.15 1(14.3)

2.86 2(28.5) 0.10 1(14.3) 0.20 1(14.3) 0.10 1(14.3) 0.16 3(42.9)

3.02 2(28.5) 0.16 3(42.9) 0.32 2(28.5) 0.16 3(42.9) 0.20 1(14.3)

032 2(28.5)

G2
2(2) 0.200 0.300

1.20 1(50) 0.05 1(50) 0.05 1(50) 0.00 1(50) 0.00 1(50)

1.40 1(50) 0.10 1(50) 0.30 1(50) 1(50) 0.15 1(50)

4(1) 0.400 0.600 2.50 1(100) 0.20 1(100) 0.20 1(100) 0.00 1(100) 0.00 1(100)

G3

2(1)
앞 0.200 0.300

1.40 1(100) 0.10 1(100) 0.28 1(100) 0.00 1(100) 0.10 1(100)
뒤 0.150 0.340

3(!)
앞 0.300 0.450

1.90 1(100 0.05 1(100) 0.25 1(100) 0.00 1(100) 0.00 1(100)
뒤 0.225 0.525

Fig. 2. 바지 밑위선 위쪽의 그레이딩 위치와 증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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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방식이 바지의 맞음새에 주는 영향을 ‘보통이다’라고 생각

하였으며 25%인 3개 업체만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응답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G2, G3 배분방식을 적용한 4개 업체 모두 배

분 방식이 바지의 맞음새와 실루엣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생

각하고 있었다. 바지 그레이딩에 있어 밑위선의 중요성을 강조

한 것과 대조적으로 그레이딩을 함에 있어 밑위선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3. 현행 그레이딩 방식의 적합성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레이딩 방식이 마스터 패턴의 실루엣

과 맞음새 유지에 적합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15개 업체

(93.8%)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한 업체(6.2%)만이

좀더 사이즈별로 맞음새를 높일 수 있는 체계화된 그레이딩 방

식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상위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그레이딩 방식을 바꾸지 않고 있었다. 하

지만 이러한 조사 결과를 현행 그레이딩 방식이 적합하다는 평

가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 설문에 응답한 그레이딩 담

당자 16명 중 4명(25%)만이 다른 그레이딩 방식을 사용한 경

험이 있고 12명(75%)은 현재 사용하는 그레이딩 방법만을 사

용하여 비교 평가할 대상이 없었다는 점을 간과 할 수 없을

것이다. 추후 그레이딩 방식을 바꾸어서 작업을 할 생각이 있

는가 하는 질문에는 10개 업체(62.5%)가 ‘그렇다’라고 응답하

였으며 6개 업체(37.5%)가 바꿀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는 신체 적합성이 높은 바지의 그레이딩 방법을 연

구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국내 의류 업체의 바지 그레

이딩 현황과 룰값 적용 방식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백화점 매

출 10위안에 속하는 캐주얼 업체 16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바

지 그레이딩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바지 그레이딩의 현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4.1. 업체별로 생산 되는 바지의 사이즈 수에 따라 기준 사

이즈를 다르게 선정하였으며, 2개에서 4개로 생산 사이즈 수가

적은 경우 가장 작은 사이즈를, 5개 사이즈 이상 생산하는 경

우에는 중간 사이즈를 기준 사이즈로 선정해 사이즈간 오차를

줄이고 바지의 실루엣과 맞음새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었다. 또한 생산되는 사이즈 수가 많아질수록 허리둘레 편차 간

격을 적게 두어 바지의 피트성과 사이즈 커버율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16개 업체 중 13개 업체가 남녀 바지를 모두 생산하고

있었으나 남녀 체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그레이딩이 되고 있었다. 또한 16개 브랜드 모두 하나의 마스

터 패턴을 기준 사이즈로 하여 그레이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4.3. 업체별로 그레이딩 룰 값 적용방식을 살펴보면 밑위선

위쪽의 둘레 항목의 증감량이 앞뒤 바지 주름선을 중심으로 다

양한 비율로 적용되고 있었다. 앞뒤 주름선을 중심으로 허리와

엉덩이둘레 편차 배분량은 앞 5:5, 뒤 5:5(G1), 앞 4:6, 뒤

4:6(G2), 앞 4:6, 뒤 3:7(G3)로 구분되었다. G1방식이 12개 업

체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G2, G3방식은 각각 두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G2와 G3방식의 경우 바지 주름선을 중심으

로 좌우 패턴에 차이를 둔 룰 값으로 배분하므로서 패턴상의

발란스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 국내 의류 업체의 바지 그레이딩 방식은

그레이딩 룰값 적용에 대한 실무자의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바지의 맞음새를 유지하기 위한 그레이딩이 아닌 기성복

생산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레이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바지 사이즈가 커

질수록 신체 적합성이 떨어지고 마스터 패턴의 스타일과 맞음

새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업체에서 밑위 곡선을 바지의 맞음새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그레이딩시에도 밑위 부분의 맞음

새를 높일 수 있는 그레이딩 룰값 적용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체계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기존 선임자가 적용한 그레이딩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

고 있었다. 업체에서 밑위선 위쪽의 둘레항목에 적용하는 그레

이딩 방식은 크게 3가지로 앞뒤 주름선을 중심으로 허리와 엉

덩이둘레 편차 배분량이 앞 5:5, 뒤 5:5(G1), 앞 4:6, 뒤

4:6(G2), 앞 4:6, 뒤 3:7(G3)로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이

3가지 방식 중 가장 바지 맞음새에 적합한 그레이딩 방식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인체의 형태에 보다 적합한 그레이

딩 패턴을 제작하기 위해서 바지의 그레이딩 방식 특히 밑위선

위쪽의 둘레항목의 그레이딩룰 적용방식에 관한 착의 실험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숙희, 전은경. (2000). 치수규격 및 그레이딩을 위한 체형 유형화

에 관한 연구(II). 대한가정학회지, 38(10), 45-51.

도재은. (1982). 未婚女性의 基本原型 및 等級法에 關한 硏究(II). 대

한가정학회지, 21(3), 73-84.

박재경. (1994). 슬랙스 원형의 밑위앞뒤길이 여유분에 관한 연구. 서

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현주, 이연순, 나미향. (1996). 여성복 길원형의 그레이딩(grading)

을 위한 체형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4), 217-226.

원영옥. (1994). 패턴 메이킹에 關한 硏究 Ⅵ; 패턴 그레이딩. 國民大

Table 13. 주름선을 기준으로 한 배분방식의 중요도

배분 방식

배분방식의중요도
G1 G2 G3 F값

평균 3.25
a

4.50
b

5.00
b

16.545**
SD 0.45

a
0.71

b
0.00

b

Duncan-test 결과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

간을 서로 다른문자로 표시하였다. (a<b) 

**p≤0.01



국내 의류 업체의 바지 그레이딩 실태 조사 903

造形論叢, 13, 307-326.

이승훈. (1999). CAD시스템을 이용한 슬랙스 패턴 그레이딩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자영. (1996). 어패럴 CAD시스템의 그레이딩 방식 비교 연구. 동

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영아. (1995). 패턴.그레이딩. 서울: 교학연구사.

조윤경. (1994). 스플릿(Split)그레이딩 방식의 어패럴 CAD 시스템에

의 적용을 위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최윤선. (2001). 여성복 그레이딩의 연령별 비교에 관한 연구. 동덕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lizabeth K. Bye & Marilyn R. Delong. (1994). A visual sensory

evaluation of the results of two pattern grading method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12(4), pp. 1-7.

Gerry Cooklin. (1992). Pattern Grading For Men's Clothes. Blackwell

Scientific Publications.

 (2009년 5월 17일 접수/ 2009년 6월 22일 1차 수정/

2009년 7월 22일 게재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