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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바지의 패턴이 보행 시 하지 근 활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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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the Jean Patterns on Muscle Activity of the Lower Limbs during Walking

Young-Eun Song and Mi-Seon 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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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muscle activity of the lower limbs when walking in jeans in order
to obtain basic information for development of new jeans patterns with excellent movement adaptability. Using three types
of jeans (basic, medium, and slim) with different ease on hip, knee circumference, and crotch length, and two different
types of shoes, Electromyogram (EMG) of the lower limbs muscle was measured for four healthy subjects walking on
treadmills and stairs. EMG of vastus lateralis, semitendinous, tibialis anterior and medial head of gastorcnemius muscles
was measured. The muscle activity was assessed in RMS (Root Mean Square) value of the EMG. On the treadmill in
sneakers, only the vastus lateralis muscl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RMS value depending on patterns. Basic and
medium jeans allowed higher muscle activity than trunks of slim jeans did. On the treadmill in high heels and slim jeans,
the RMS values of all muscles were significantly smaller than in basic jeans, where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shown while in trunks or medium jeans. On the stairs either in sneakers or in high heels,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shown between all muscle activities for all types of jeans. On the treadmill, greater fatigue was induced in all muscles
from walking in high heels than in sneakers for all jeans patterns. When walking on the stairs wearing either type of
shoes, however, the effect of jeans pattern on muscle activities was different from muscle to mus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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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실용성과 편암함의 상징인 청바지가 과거에는 주로 작업복

으로 애용되었으나 현재는 레저나 여행 등 여가활동이 증가되

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남녀노소를 불문하

고 때와 장소, 목적에 관계없이 즐겨 입는 대중적인 의복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 형태 또한 변화를 거듭하여 오늘날에는 밑

위길이가 짧고 바지폭이 좁은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트렌드는 최근 20대 여성의 하지 길이가 길어지고 굵기

또한 가늘어진 체형 특징을 반영하는 디자인이 선호되고 있기

때문이다(김선희 외, 2008; 어미경, 서미아, 2007; 정선희, 이정

란, 2003;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2004). 

청바지는 대부분 다소 두껍고 신축성이 적은 소재를 사용하

기 때문에 인체 동작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피로로

이어질 수 있다. 의복이 인체 동작에 순응하지 못할 경우 동작

적응성을 높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써 여유분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의복의 여유분은 동작 적응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실루

엣을 좌우하는 요소이기도 하므로 청바지를 단순히 실용성과

편안함 때문에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멋과 개성을 표현하는 수

단으로 착용하는 경우에는 여유분 설정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 즉 미적인 면과 운동 기능적인 면이 조화되어 움직임

이 편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청바지의 기능성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정립 상태에

서의 외관이나 착용자의 주관적 착용감을 평가하였다(서추연

외, 2005; 어미경 외, 2008; 최진, 도월희, 2008). 그러나 최근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선호되고 있는 몸에 꼭 맞는 형태의

청바지는 신체를 구속하여 착용감을 나쁘게 할 뿐 아니라 근육

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근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청바지 착용 시 정립 상태에서의 착용감은 물론 동작으로 인한

근 활동의 차이가 규명되어야 맵시 있고 동작을 구속하지 않는

기능적인 청바지 패턴 제작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청바지를 착용할 때 주로 운동화나 굽이 낮은 실용적인

신발을 착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청바지에 하이힐을 착용한 젊은

여성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청바지와 함께 신발도

고려하여 근 활동성을 검토한다면 신체 동작에 대해 부담이 적

은 기능적인 청바지 패턴 개발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작 적응성이 우수한 청바지 패턴 개

발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여유분이 다른 3종류의 청바지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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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운동화 또는 구두를 착용하고 트레드밀과 계단 보행 시

의 하지 근 활동성을 근전도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실험 대상과 실험 기간

실험 대상은 제5차 인체치수조사 보고서(지식경제부 기술표

준원, 2004)를 바탕으로 20대 초반 여성의 평균 신장과 체중에

속하는 20~23세 여대생 4명이었으며 이들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실험 기간은 2008년 3월 9일에서 4월 6일까지이다. 

2.2. 실험복과 신발

각 피험자별로 여유분이 다른 청바지를 3종류씩 모두 12벌

의 실험복 청바지를 제작하였다.

청바지의 소재로는 시판되고 있는 면 78.8%, 레이온 21.2%

의 능직 직물을 이용하였으며, 소재의 역학적 특성은 Table 2

와 같다.

청바지의 패턴은 임원자식 제도법(임원자, 2003)을 바탕으로

시판 청바지 패턴의 특징을 반영하여 허리둘레선에 다트를 넣

지 않고 다트 분량을 중심선과 옆선에서 줄이고 밑위길이를 짧

게 하여 제작하였다. 허리벨트는 허리둘레선에서 3 cm를 잘라

내어 제작하였다. 이 때 여유분은 최근 20대 여성이 선호하는

청바지의 실루엣을 고려하여 스트레이트, 타이트 핏 그리고 그

중간의 실루엣이 되도록 엉덩이둘레, 무릎둘레, 밑위길이에서

각각 3단계로 차이를 두었다. 여유분이 가장 큰 패턴을 이용하

여 기본 스트레이트 형으로 제작한 것을 기본형(이하 B형) 청

바지, 그 다음을 중간형(이하 M형) 청바지, 여유분이 가장 작

은 패턴을 이용하여 타이트하게 제작한 것을 슬림형(이하 S형)

청바지라고 하였다. 3종류의 청바지 치수는 Table 3, 패턴 제작

법은 Fig. 1과 같다. 

또한 하지 근육에 전혀 압박을 가하지 않는 면 100%의 짧

은 바지(이하 T형)를 비교 바지로 채택하였다. 짧은 바지는 시

판되고 있는 트렁크스형 바지로 길이는 32 cm, 허리둘레와 엉

덩이둘레는 108 cm로 동일하며 허리둘레를 3 cm 폭의 고무 밴

드로 처리한 것이다(Fig. 2). 

상의는 면 100%의 긴소매 티셔츠로 통일하였으며, 신발은

Fig. 3에 나타낸 운동화 또는 6 cm 굽 높이의 구두를 실험 조

건에 맞춰 착용하였다.

Table 1. 피험자의 신체적 특성

항목 평균 표준편차

신장(cm) 160.95 1.75

허리둘레(cm)  68.50 2.38

엉덩이둘레(cm)  90.25 2.63

무릎둘레(cm)  34.75 1.50

엉덩이길이(cm)  20.25 0.50

밑위길이(cm)  26.50 1.00

다리길이(cm)  97.63 1.25

체중(kg)  52.85 2.83

Table 2. 소재의 역학적 특성

혼용률(%) 조직 두께 (mm) 무게 (g/m
2
) 밀도 (올/5 cm) 인장강도 (N) 인장신도 (%) 

면 레이온
능직 0.54 257.5

경사 위사 경사 위사 경사 위사

78.8 21.2 133.3 120.7 569.6 177.8 20.5 25.2

Table 3. 청바지의 패턴별 치수

패턴의 종류

항목
B형 M형 S형

HG(cm) 엉덩이둘레/4+1 엉덩이둘레/4+0.5 엉덩이둘레/4

FWG(cm) (허리둘레-1)/4+3 (허리둘레-1)/4+3 (허리둘레-1)/4+3

BWG(cm)
(허리둘레+1)/

4+3.5

(허리둘레+1)/

4+3.5

(허리둘레+1)/

4+3.5

CL(cm) 23 22.5 22

FKG(cm) 무릎둘레/2+3 무릎둘레/2+1 무릎둘레/2-1

BKG(cm) FKG+2 FKG+2 FKG+2

Fig. 1. 청바지의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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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근전도 측정기기 및 측정 부위

하지 근육의 활동성은 하지 근육의 근전도를 측정하여 평가

하였다. 근전도는 근섬유가 수축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전기현

상을 파형으로 표현한 것으로 동작의 상황이나 효율, 근 부담

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체육, 의학, 노동과학 등의 분야

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石垣, 猪又, 2007). 본 연구에

서는 실험복과 신발을 착용하고 트레드밀과 계단을 보행하는

동안 하지 근육의 근전도를 근전계 QEMG-4(Laxtha Korea)를

이용하여 표면전극법으로 측정하였다. 이 때 샘플링 주파수는

1024 Hz로 설정하였다. 보행 기구인 목조 계단은 일반 건물의

계단 치수를 바탕으로 1계단을 너비 100 cm, 깊이 30 cm, 높

이 18 cm로 하여 5계단을 제작하였다. 근전도 측정 장비와 보

행 기구는 Table 4와 같다.

근전도를 측정한 근육은 선행연구(김은경, 최혜선, 1997; 문곤

성, 2004; 심부자, 최선희, 1993; 최명애 외, 1988; Kawabata et

al., 1993)에서 이용된 대퇴직근, 외측광근, 반건양근, 대퇴이두

근, 전경골근, 비복근 등의 활동을 예비실험을 통해 검토하여

보행 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외측광근, 반건양근, 전경골근,

비복근 내측두 등 4근육을 선정하였다. 측정한 근육의 위치는

Fig. 4와 같다.

2.4. 측정 방법

근전도 측정 방법은 먼저 오른쪽 하지에서 측정할 근육의 위

치를 확인하여 유성 펜으로 표시한 후 각 근육의 근 섬유방향

과 평행하게 2 cm 간격으로 3 M 전극을 2개씩 부착하고 근전

계와 연결되어 있는 전선에 연결하였다. 이 때 전선의 움직임

이 근전도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선을 탄력테이프로 인

체에 고정시킨 다음 바지를 착용하였는데 바지의 착용 순서에

따른 오차를 없애기 위해 무작위로 착용하였다. 바지 착용 후

각 근육의 근전도를 트레드밀에서는 4 km/h의 속도로 10분간

보행하는 동안, 계단에서는 80 bit/min으로 설정한 메트로놈에

맞춰서 오른발부터 오르기를 시작하여 10분간 5계단을 오르내

리는 동안 측정하였다. 

피험자는 실험 전날 근육 피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격한

운동을 피하고 가능한 평상시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

다. 또한 근전도를 1회 측정한 후에는 근육의 피로가 다음 실

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30분 이상 휴식을 취한 뒤 실험에

임하였다. 실험은 각 조건에서 3회 반복 실시하였다. 

측정된 근전도 신호는 10 Hz의 고역통과 필터를 사용하여 필

터링한 후 전파를 정류하고 분석 프로그램인 TeleScan ver.

2.89로 RMS(Root Mean Square) 값을 구하였다. RMS 값은

근전도 신호의 분석 주기별 실효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근전도

값을 제곱한 후 평균값을 계산하여 제곱근을 씌워서 구하며 근

활동성을 평가하는데 이용되고 있다(안재용 외 1998; Laplaud

et al., 2006).

본 연구에서도 RMS 값을 이용하여 하지 근육의 활동성을

평가하였다. RMS 값을 구할 때 보행 개시 약 10초간은 속도

상승시간이기 때문에(Nosaka et al., 2006) 안정된 데이터를 얻

기 위해 보행 개시 30초간과 보행 종료 전 30초간을 제외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2.5. 자료 분석

청바지 패턴에 따른 근 활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PSS

Table 4. 근전도 측정 장비와 보행 기구

장비 모델 제작사

근전계 QEMG-4 Laxtha Korea

일회용 전극 AG/AgCl 2223 3M Korea

분석 프로그램 TeleScan ver 2.89 Laxtha Korea

트레드밀 T-930 짐텍 코리아

목조 계단 (100×30×18 cm)×5칸 자체제작

Fig. 2. 트렁크스형 짧은 바지

Fig. 3. 신발의 종류

Fig. 4. 근전도 측정 근육과 전극 부착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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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K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Tukey 검정으로 집단 간의 차이를 사후검정하였다. 보행

종류와 신발 종류에 따른 근 활동의 차이에 대해서는 대응표본

T 검정으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보행 종류에 따른 청바지 패턴이 하지 근 활동에 미치

는 영향

3.1.1. 운동화 착용 시 근 활동에의 영향

운동화를 착용하고 트레드밀 보행과 계단 보행 시의 청바지

패턴별 하지 근의 RMS 값을 Table 5에 나타내었다. 

운동화를 착용하고 트레드밀을 보행한 경우 RMS 값은 반건

양근, 전경골근, 비복근 내측두에서는 청바지의 패턴에 따라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외측광근에서는 T형과 S형을

착용하였을 때보다 B형과 M형을 착용하였을 때 유의하게 컸

다. 따라서 트레드밀을 보행할 경우 B형과 M형을 착용하는 것

이 T형과 S형을 착용하는 것보다 근육의 활동이 더 활발해진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유분이 가장 작은 S형을 착용하였

을 때의 RMS 값과 비교 바지인 T형을 착용하였을 때의

RMS 값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여유분이 작은 의

복은 인체를 적당히 압박함으로써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

육의 요동을 완화하여 의복을 착용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유분이 적당히 작은 청

바지는 다리부위를 압박하여 근 피로를 경감시킬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청바지의 패턴에 따라 RMS 값이 유의하게 차이를 보인 외

측광근의 활동성을 보행 시간별로 검토하고자 보행 개시

30~210초를 초기, 210~390초를 중기, 390~570초를 후기로 분

류하여 RMS 값을 분석하였다.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초

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RMS 값이 T형과 S형을 착용한 경우에

는 0.11~1.60 µV, B형과 M형을 착용한 경우에는 2.95~4.18 µV

증가하여 근의 활동이 활발하였던 B형과 M형 착용 시 증가량

이 컸으나 시간 경과에 따른 유의차는 없었다(p<.05). 

운동화를 착용하고 계단을 보행한 경우에는 RMS 값이 반건

양근에서 B형과 M형을 착용하였을 때와 전경골근에서 T형, B

형, M형을 착용하였을 때를 제외하고 트레드밀을 보행한 경우

에 비해 유의하게 컸다(Table 5). 특히 외측광근에서는 T형, B

형, M형, S형을 착용했을 때 트레드밀 보행에서 보다 각각

3.30배, 1.98배, 2.25배, 3.27배 큰 값을 보였다. 이것은 계단

보행 시 고관절과 슬관절의 굴곡 각도가 직각에 가까워지면서

외측광근에 가해지는 부담이 매우 커짐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계단 보행 시에는 트레드밀 보행 시에 비해 외측광근과 비복근

내측두에서 더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나 청바지의 패턴에 따른

근 활동의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다(p<.05). 

3.1.2. 구두 착용 시 근 활동에의 영향

구두를 착용하고 트레드밀 보행과 계단 보행 시의 청바지 패

턴별 하지 근의 RMS 값은 Table 6과 같다. 

구두를 착용하고 트레드밀을 보행한 경우에는 모든 근육에

서 RMS 값이 청바지 패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p<.05) 청바지 패턴의 여유분이 근의 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

침을 알 수 있었다. 구두를 착용하고 보행할 때에도 운동화를

착용하고 보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인체에 꼭 맞는 형태인 S형

착용 시의 RMS 값은 근육에 전혀 압박을 가하지 않는 T형

착용 시의 RMS 값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모

든 근육에서 S형을 착용하였을 때의 RMS 값이 B형을 착용하

였을 때의 RMS 값에 비해서는 유의하게 작았으나 M형을 착

Table 5. 운동화 착용 시 보행 종류에 따른 청바지 패턴별 하지 근

의 RMS

근육
바지

종류

트레드밀 보행 계단 보행

t
RMS(µV)

F

RMS(µV)

F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외측광근

T 21.51
a

06.90

 10.298*

70.91 15.54

0.125

26.026*

B 35.52
b

09.45 70.27 15.26 12.791*

M 30.09
b

06.64 67.74 12.78 19.139*

S 20.93
a

07.12 68.54 14.10 28.282*

반건양근

T 37.17
a

09.41

  0.979*

42.68 07.59

0.365

 3.007*

B 44.09
a

18.12 44.51 10.88  0.136*

M 39.91
a

11.94 43.22 09.41  1.696*

S 35.78
a

09.92 40.74 07.66  3.064*

전경골근

T 57.58
a

12.47

 2.357

55.37 05.54

1.347

-1.436 

B 56.61
a

08.86 59.56 10.53 1.162

M 56.89
a

08.32 56.90 04.92 0.029 

S 48.89
a

06.10 53.96 06.23  4.489*

비복근 

내측두

T 57.68
a

14.82

 0.333

66.58 12.46

0.052

 3.979*

B 58.14
a

15.04 67.66 12.17  4.344*

M 57.14
a

14.24 66.68 13.34  4.018*

S 52.82
a

14.74 65.63 12.33  5.770*

*: p<.05

영문자는 Tukey 사후검정 결과로 같은 문자는 유의차가 없음

을 의미함(a<b).

Fig. 5. 운동화를 착용하고 트레드밀보행 시 시간 경과에 따른 청바

지 패턴별 외측광근의 활동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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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을 때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이 운동화를 착

용하고 트레드밀을 보행한 경우와는 다른 경향을 보인 것은 고

관절과 슬관절의 굴신 각도 변화가 비교적 적은 평지 보행에서

는 신발의 종류도 근육의 피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

다. 따라서 평지 보행 시 근육의 피로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바지의 패턴뿐만 아니라 신발의 선택도 유의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Fig. 6은 구두를 착용하고 트레드밀 보행 시 시간 경과에 따

른 근 활동성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RMS 값은 외측광근과

비복근 내측두에서 S형을 착용하였을 때를 제외하고 모든 근

육에서 시간 경과와 더불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반

건양근과 전경골근의 경우 B형과 M형을 착용하였을 때

9.19~13.05 µV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시간 경과에 따른 유의차

는 인정되지 않았다(p<.05). 

구두를 착용하고 계단을 보행한 경우에는 트레드밀 보행에

비해 RMS 값이 외측광근에서는 청바지의 패턴에 관계없이 유

의하게 컸지만 전경골근에서는 유의하게 작았다(Table 6). 또한

반건양근에서 B형과 M형 착용 시와 비복근 내측두에서 B형

착용 시에도 RMS 값이 트레드밀 보행에 비해 유의하게 작게

나타나 보행 종류와 신발 종류의 상호작용에 따라 근육의 활동

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청바지의 패턴에 따라서는 모든 근

육에서 활동성이 달랐지만 유의한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슬관절과 고관절의 굴신 각도 변화가 작은 평

지 보행에서는 의복의 여유분이 근의 활동에 뚜렷한 영향을 미

치지만 굴신 각도 변화가 큰 계단 보행의 경우에는 근의 활동

에 미치는 운동부하의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의복의 여유분의

영향은 미미해짐을 나타낸다.

3.2. 신발에 따른 청바지 패턴이 하지 근 활동에 미치는 영향

보행 시 신발의 종류에 따른 청바지 패턴별 하지 근 활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여 Table 7과

Table 8에 나타내었다. 

트레드밀을 보행할 때는 청바지 패턴에 관계없이 모든 근육

에서 RMS 값이 신발의 종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p<.05) 구두 착용이 운동화 착용 보다 5.58~57.67 µV 크게 나

타났다(Table 7). 이와 같은 결과는 청바지를 입고 트레드밀 보

행 시 굽이 높은 구두를 착용하는 것이 운동화를 착용하는 것

보다 하지 근육을 더 피로하게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굽이 높

Table 6. 구두 착용 시 보행 종류에 따른 청바지 패턴별 하지 근의 RMS

근육
바지 

종류

트레드밀 보행 계단 보행

t
RMS(µV)

F

RMS(µV)

F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외측광근

T  36.19
a

13.53

 5.526*

89.26 28.43

0.045

12.020*

B  63.22
b

27.87 85.91 20.72  4.319*

M  46.64
ab

15.71 86.39 24.31 11.028*

S 36.61
a

13.62 87.56 22.81 14.571*

반건양근

T 44.14
a

10.57

10.984*

40.10  9.08

0.375

-1.756*

B 85.80
c

30.73 38.30  9.60 -8.479*

M  68.45
bc

23.96 39.59  7.41 -6.948*

S  45.83
ab

 9.76 42.28 11.06 -1.370*

전경골근

T  75.01
ab

19.69

 4.170*

58.17  9.96

0.725

-5.350*

B 114.44
bv

60.17 60.80 13.23 -5.357*

M 106.58
ab

44.26 56.80  5.98 -7.079*

S 66.97
a

16.32 55.55  4.99 -4.305*

비복근 

내측두

T 59.28
a

12.83

 4.245*

63.89 14.42

0.173

1.751*

B 79.22
b

22.19 67.78 15.77 -3.052*

M  70.45
ab

17.89 63.57 15.37 -1.911*

S 58.40
a

11.55 64.38 18.92  1.852*

*: p<.05

영문자는 Tukey 사후검정 결과로 같은 문자는 유의차가 없음

을 의미함(a<b<c).

Fig. 6. 구두를 착용하고 트레드밀 보행 시 시간 경과에 따른 청바지

패턴별 하지 근의 활동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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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뾰족한 구두를 착용하면 발목 관절의 휘어지는 각도가 커질

뿐 아니라 운동화에 비해 접지면적이 좁아서 보행 시 중심동요

가 증대하여 하지 근육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청바지의 여유분이 많을수록 뚜렷하여 RMS 값이 두드

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계단을 보행할 때는 외측광근에서 B형, M형, S형 착용 시

신발의 종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구두를 착용했을 때

15.66 µV~19.01 µV 큰 RMS 값을 나타내었다(Table 8). 이것은

외측광근의 경우 계단을 오르내릴 때 구두를 착용하면 청바지

의 패턴에 관계없이 운동화를 착용하는 것보다 더 피로해짐을

의미한다. 한편 반건양근에서 B형, M형 착용 시에는 구두보다

운동화를 착용했을 때 RMS 값이 3.61 µV~6.20 µV 더 크게

나타났으나 S형을 착용하였을 때는 신발의 종류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전경골근의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청바지에서 신발에

따라 근 활동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복근 내측두에서는 B

형과 S형을 착용했을 때는 신발에 따른 근 활동의 차이가 없었

으나 M형을 착용했을 때는 구두보다 운동화를 착용했을 때의

RMS 값이 3.11 µV 더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계단 보행

시에는 신발의 종류에 따른 청바지 패턴의 하지 근 활동에 미

치는 영향이 근육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동작 적응성이 우수한 청바지 패턴 개발의 기초자료를 얻고

자 여유분이 다른 3종류의 청바지를 이용하여 여유분의 차이

가 보행 시의 하지 근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운동화를 착용하고 트레드밀 보행 시에는 RMS 값이 외

측광근에서만 청바지 패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트

렁크스형과 슬림형을 착용하였을 때보다 기본형과 중간형을 착

용하였을 때 더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2. 구두를 착용하고 트레드밀 보행 시에는 RMS 값이 모든

근육에서 슬림형을 착용하였을 때가 기본형을 착용하였을 때보

다 유의하게 작았으나 트렁크스형과 중간형을 착용하였을 때와

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운동화와 구두를 착용한 경우 모두 계단 보행 시에는 청

바지 패턴에 따른 근 활동의 유의차는 어느 근육에서도 나타나

지 않았다. 

4. 트레드밀 보행 시에는 청바지의 패턴에 관계없이 구두 착

용이 운동화 착용보다 모든 근육을 더 피로하게 하였으나 계단

보행 시에는 신발의 종류에 따른 청바지 패턴의 근 활동에 미

치는 영향은 근육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동작 적응성이 우수하며 근 피로를 경감

시킬 수 있는 청바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보행의 종류와 신발

의 종류를 고려하여 청바지 패턴의 여유분을 적절히 조정하여

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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