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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and analyze two original forms of slacks for thesis to extract outward 

appearance of design original form applying design measures of the above  through diverse research method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In original form F, the original form of slacks sloper suitable to elderly women 

65～69 years old was W/4+3.5+0.5cm in the front/back circumference of waist, H/4cm in the front/back circumference 

of hip, (H/4+1+3.8)/2cm in the position of centerline, 19cm in actual measurement value of hip length, 25cm in 

actual measurement value of crotch depth, (knee crotch circumference～bottom line)/2+10cm and 90 (side waist 

dot～ lateral malleolus length)cm in actual measurement. front dart position was 1/3 and 2/3 of front waist 

centerline and back dart position was 1/3 and 2/3 of back waist circumference. It was suggested that front dart 

quantity (length) was 3.5(11)cm, back dart quantity 3.4 (10.2)cm, side waist up quantity 0.7cm, back down quantity 

1.5cm, front crotch width (H/4+1)/4-1cm, back crotch width (H/4+1)/4+4, front knee width 21.8cm, back knee width 

24.4cm, front pant leg 20.8cm, and back pant leg 23.4cm. 

Key words: elderly women(노년 여성), compare and analyze(비교 분석), original form of slacks(슬랙스 원형).

 

Ⅰ. 서  론

현대의학기술의 발달과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

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인간의 평균수명은 크게 신

장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

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의 원인으로는 2000

년대부터 베이비세대의 중, 장년층의 진입과 의학

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었으며, 출산율의 

하락
1)

 등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노년층 인구의 증가와 사회구조의 다변

화로 노년 여성의 사회활동 기회 증가뿐만 아니라 

활동 폭도 점차 커짐에 따라 실버세대는 외적 만족

을 추구하게 되고, 다수의 소비 집단으로 부상하게 

되면서 실버마케팅이 부각되게 되었다.
2)

 김금화와 

최혜선3)은 특히 중년 이후 체형 변화가 뚜렷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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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금화, 최혜선, “노년 여성의 스커트 착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권 2호 (2000), pp. 166-166.

 4) 문지연, “노년 여성의 하반신 체형 분류 및 하의류 치수규격 설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2), p. 7. 

김옥경, “슬랙스의 신체적합성을 위한 연구 원형 연구,” 복식문화연구 8권 4호 (2000), p. 578.

 5) 도월희, “노년층 여성의 체형특성과 briefs원형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1993), p. 16. 

김경화, “노년 여성의 체형의 유형화 및 특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 18.

 6) 김은희, 함옥상, “하체부 동작에 따른 슬랙스의 제작 시 여유 분량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과학논집 18권 (1992), p. 2.

 7) 서영숙, “하지동작에 따른 슬랙스의 동작요인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17권 4호 (1993), pp. 648-662.

 8) 심현주, “노년기 여성의 하반신 유형에 따른 슬랙스 원형설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2003), p. 1.

 9) 함옥상, 정인향 “중년 여성의 하반신 체형 분류에 따른 슬랙스 원형제작,” 복식문화연구 7권 6호 (1999), pp. 

140-158. 

박우미, 위은하, 김윤화, 박춘덕, “20대 여성의 기성복 슬랙스 패턴 및 그레이딩 룰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8권 4호 (2005), pp. 13-22.

10) 김옥경, op. cit.

11) 이효정, “외관과 동작 기능성 향상을 위한 골프용 슬랙스 패턴 설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 1.

12) 김은희, “하체부 동작에 다른 Slacks의 제작 시 여유분량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 44.

13) 김경화, “비만 노인 여성의 하반신 체형분석에 다른 슬랙스 기본원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1), p. 25.

14) 송부경, “슬랙스 구성요인에 따른 원형제작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 2.

타나는 노년 여성의 경우 기존 기성복의 적합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으므로, 신체적, 

심리적 적응도가 떨어지는 고령자의 체형 변화를 

최대한 보완하여 적절한 외관을 지닌 의복 제시가 

시급하다고 하였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 등으로 하반신 체형의 변화

가 현저해지는데, 중년 이후부터는 개인차로 인하

여 동일한 연령의 여성이라 할지라도 체형의 변화

가 달라 다양한 체형 분포를 가지게 된다.4) 하반신

의 체형 변화는 주로 허리와 배 부위가 비만해지고, 

엉덩이는 처지고, 두께가 두꺼워지며, 연령이 증가

함에 따라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차이가 감소하

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노년기로 갈수록 심화되어 

노년기 여성의 체형은 다양한 분포를 나타낸다.5)

현재의 기성복은 노년 여성의 체형 특성을 반영

하지 않고, 중, 장년층 위주로 한 디자인과 치수에 

의존하여 생산하기 때문에 의복 호수의 범위가 좁

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기성복 업체는 소비자들

의 다양한 체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

성복의 보편화, 다양화, 전문화의 경향으로 소비자

의 선택 폭은 커지고 기성복에 대한 욕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의복 착용 시 불만족스러워 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최근 의복의 캐주얼화의 경향으로 따라 자

신의 체형에 적합하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활

동적인 슬랙스 차림을 선호하게 됨에 따라 착용빈

도가 증가하고 있고6), 계절과 연령, 성별, 유행에 

구애되지 않고 착용하는 의복으로 정착되어 스포

티한 것부터 정장에 이르기까지 입는 범위가 넓고 

실루엣도 다양해지고 있는
7)

 슬랙스는 어느 의복보

다도 기능성이 중시되며, 복잡한 신체구조를 감싸

야 하는 구성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년 여성

의 체형 특징인 허리 및 배 둘레가 증가하고, 엉덩

이 하수는 심해지며, 다리는 굽고 가늘어지는 신체 

프로모션의 이상에 따른 패턴 변화가 필수적이다.

슬랙스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하반신 체형 분류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8), 체형별 슬랙스 패턴이나 

그레이딩 룰에 관한 연구
9)

, 신체적합성 및 이를 위

한 패턴 개발에 관한 연구
10)

, 기능성 슬랙스 패턴에 

관한 연구11) 등이 있으며, 슬랙스 원형 설계에 관한 

연구로는 체표평면전개도를 이용한 연구12), 기존의 

원형을 수집하여 관능검사를 통하여 보정하는 방

법
13)

 등이 있으며, 연구대상도 45～59세의 중년 여

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14)

 노년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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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박순지, 김혜경, “중년기 여성을 위한 슬랙스 원형 설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권 4호 (1997), p. 81.

16) 박재경, 임원자, “슬랙스 원형의 밑위앞뒤길이 여유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8권 5호 (1994), pp. 

602-614. 

17) 나경희, “슬랙스의 신체 적합성에 관한 연구-밑위길이 측정 방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4), p. 73.

18) 김경애, “중년여성의 하반신 체형 특성에 따른 슬랙스 원형 개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2), p. 75.

19) 송부경, 이정란, “슬랙스 구성요인에 따른 원형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권 7호 (2001), p. 122.

20) 함옥상, 정인향, op. cit. 

남윤자, 유희숙, “노인계층의 의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Ⅰ),” 한국의류학회지 20권 6호 (1996), pp. 962-974.

21) 임원자, 의복구성학. (서울: (주)교문사, 2006), p. 211. 

박현숙, “폐경기 여성의 슬랙스 패턴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p. 13-14.

양소희, “중년여성의 둔부형태에 따른 슬랙스 원형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 26.

22) 강순희, 서미아, 의복의 입체구성. (서울: (주)교문사, 2007), p. 299. 

김경화, “비만 노인 여성의 하반신 체형분석에 따른 슬렉스 기본 원형 연구 -엉덩이 둘레 적용 방법을 중심

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 32. 

박현숙, op. cit. 

양소희, op. cit.

23) 함옥상, 정인향, op. cit. 

박현숙, op. cit.

대상으로 한 슬랙스 연구는 다른 연령층을 대상으

로 한 연구보다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슬랙스 구

성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박순지, 김혜경
15)

, 박

재경과 임원자
16)

의 연구에서는 미적, 기능적 요구

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유분을 적절하

게 설정하여야 하며, 나경희17)는 밑위길이 측정 시 

뒤허리중심선에서 엉덩이 곡선이 끝나는 체표길이

를 재는 것이 동작적응성과 착용감이 우수하다고 

하였으며, 김경애18) 연구에서도 밑위길이와 샅냄폭

이 주요한 요인이라고 하였고, 송부경과 이정란19)

는 체표평면전개도를 이용한 뒤중심각도를 제시하

였다. 따라서 신체에 적합한 슬랙스를 구성하기 위

한 주요요인들로는 신체에 대한 여유량과 앞뒤밑

위길이와 샅냄폭, 뒤중심각도 등이 고려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노년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의복의 캐주얼화로 슬랙스의 일상복화 추세에 부

응하기 위해서는 60대 후반 노년 여성들의 불만요

인으로 나타난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밑위길이20)

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착용만족도를 증가

시킬 수 있는 슬랙스 패턴에 관한 연구가 절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슬랙스 패턴을 비

교 분석하여 60대 후반 노년 여성의 신체에 적합하

고 의복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추출하고, 

이들 항목에 대한 설계치수를 적용한 연구원형을 

설계하여 인체적합성이 우수한 원형을 개발함으로

써 기성복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Ⅱ. 연 방법 및 절차

1.피험  선정

피험자 선정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제5차 한

국인인체치수조사(2004)의 직접측정치에 자료를 근

거로 하여 65～69세의 연령대의 피험자로 인체측

정 항목의 25～75% 수준에 해당되는 60대 후반 노

년 여성 5인을 선정하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피험자의 실측치

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2.원  선정 및 측정항목

60대 후반 노년 여성의 체형 변화에 대응할 슬

랙스 원형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할 원형으로는 선

행 연구을 참고로 하여 연구와 교육용으로 많이 사

용하는 슬랙스 원형 2종(임원자 원형A
21)

, 강순희․

서미아 원형B22)), 중․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반

신 유형을 연구한 학위논문 슬랙스 원형 2종(함옥

상 원형C23), 심현주 원형D24)), 실무에서 사용하는 

기성복 슬랙스 원형 2종(SMA 원형E
25)

, 강여선․곽

영철 원형F
26)

) 총 6개 원형을 선정하였다. 슬랙스의 

허리선은 원형 연구를 위하여 허리옆, 앞, 뒤점을 

지나는 수평둘레허리선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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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심현주, “노년기 여성의 하반신 유형에 따른 슬랙스 원형설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p. 91. 

박현숙, op. cit.

25) 이승렬, 이승렬의 패턴이야기, (서울: 기술과 감성, 1997), p. 63. 

박현숙, op. cit.

26) 강여선, 곽영철, 여자 기성복 기본 패턴 설계, (서울: 수학사, 2005), pp. 161-167.

피험자의 측정항목은 양소희(2008)의 선행 연구

를 참고하여 높이 5항목, 너비 3항목, 두께 3항목, 

둘레 6항목, 길이 4항목, 체중 외 기타 2항목 총 24

<표 1> 기준점 설정

기준점 설정내용

1 머리마루점 머리수평면을 유지할 때 머리 부위 정준선 상에서 가장 위쪽

2 허리옆점 피측정자의 앞에서 보아 몸통의 오른쪽 옆 윤곽선에서 가장 들어간 곳 (오른쪽과 왼쪽)

3 허리앞점 허리옆점 높이를 앞 정중선 상에 표시한 것

4 허리뒤점 허리옆점 높이를 뒤 정중선 상에 표시한 것 

5 배꼽점* 배꼽의 가운데

6 배꼽수준허리옆점 배꼽점의 높이를 허리의 오른쪽과 왼쪽에 표시한 것(오른쪽과 왼쪽)

7 배꼽수준허리뒤점 배꼽점 높이를 뒤 정중선 상에 표시한 것

8 엉덩이돌출점 엉덩이 부위에서 가장 뒤쪽으로 돌출한 곳

9 볼기고랑점 볼기와 넙다리의 연결부분에서 아래 주름의 가장 아래쪽

10 샅점* 음부와 항문의 중간

11 정강뼈위점 정강뼈의 위쪽 안쪽관절융기에서 가장 위로 만져지는 곳

12 무릎뼈가운데점 무릎뼈 위가의 가장 위쪽

13 오금점* 무릎 뒤 부분 장딴지와 넙다리 사이 연결 위치에서 무릎너비의 가운데

<그림 1> 기준점 위치.

항목을 선정하였고, 기준점 설정과 측정항목 및 측

정방법은 각각의〈표 1〉,〈그림 1〉,〈표 2〉,〈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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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측정항목 및 측정방법

측정항목 측정방법

높이

(5항목)

1 키 바닥면에서 머리 마루점까지의 수직거리

2 허리높이 바닥면에서 옆 허리선까지의 수직거리

3 엉덩이높이 바닥면에서 엉덩이돌출점까지의 수직거리

4 샅높이 바닥면에서 샅밑점까지의 수직거리

5 무릎높이 바닥면에서 무릎 중앙점까지의 수직거리 

너비

(3항목)

6 허리너비 양쪽 허리옆점 사이의 수평거리

7 배꼽수준허리너비 배꼽점수준에서의 양쪽 수평거리

8 엉덩이너비 양쪽 엉덩이돌출점 수준에서의 수평거리

두께

(3항목)

9 허리두께 허리뒤점과 허리앞점 사이의 앞, 뒤 수평거리

10 배꼽수준허리두께 배꼽점수준에서의 앞, 뒤 수평거리

11 엉덩이두께 엉덩이돌출점 수준에서의 앞, 뒤 수평거리

둘레

(6항목)

12 가슴둘레 복장뼈 가운데점을 지나는 수평둘레

13 허리둘레 허리앞점, 허리옆점, 허리뒤점을 지나는 수평둘레

14 배꼽수준허리둘레 배꼽점, 배꼽수준허리옆점, 배꼽수준허리뒤점을 지나는 수평둘레

15 엉덩이둘레 엉덩이 최대돌출부위를 지나는 수평둘레

16 넙다리둘레 볼기고랑점을 지나는 수평둘레

17 무릎둘레 무릎뼈중앙점을 지나는 수평둘레

길이

(4항목)

18 샅앞뒤길이 허리앞점에서 샅점을 지나 허리뒤점까지의 길이

19 엉덩이옆길이 허리옆점에서 엉덩이돌출점까지의 길이

20 바지길이 옆허리선부터 발목점까지의 길이

21 밑위길이 의자에 직각으로 앉아 옆허리선에서 의자바닥까지의 길이

체중 외 기타

(2항목)

22 체중 몸의 무게

23 체질량지수(BMI) 체중(kg)/신장(m2)

24 로러지수(%) 체중(kg)/신장(cm)3×105

<그림 2> 측정항목 및 측정방법.



46 60대 후반 노년 여성의 슬랙스 원형 연구 복식문화연구

－ 934 －

3.실험복 제  및 패턴 비

실험복 제작은 평직의 면 100% 머슬린으로 하

였으며, 가로 기준선은 빨강색 실로, 세로 기준선은 

파란색실로, 다트는 녹색실로 1cm 간격으로 홈질

하여 표시하였다. 형태안정성과 맞음새를 향상시키

기 위해 벨트 심지를 사용하여 벨트를 제작하였다.

6종류의 실험복 패턴 제도 시 양소희(2008)의 선

행 연구를 참고로 하여 둘레 2항목, 길이 4항목, 다

트 2항목, 폭 3항목, 기타 3항목 총 14항목에 대해 

산출식과 치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4. 평가  료 석

각 실험복의 외관평가는 양소희의 연구를 참고

하여 작성하였으며 머슬린으로 제작한 실험복을 피

험자에게 착용시켜 평가하였다. 외관평가는 3명의 

준거 집단(대학원 의복구성학 전공자)에 의해 앞 9

<표 3> 피험자의 인체 측정                                                                  (단위: cm)

측정항목 S-1 S-2 S-3 S-4 S-5 M
Size Korea

M(SD) 25～75% 수준

높이

(5)

키 150 149.5 147 153.3 150 149.96 150.77(5.30) 147～153

허리높이 90 91.9 88 91 92 90.58  92.30(4.08) 90～95

엉덩이높이 71 73 74 73 72.5 72.70  73.05(3.38) 71～75

샅높이 65 65 62 64.5 63 63.90  66.61(3.17) 65～68

무릎높이 40 40 40 39 41 40.00  38.58(2.30) 37～40

너비

(3)

허리너비 25 26 28.7 25.5 25 26.04  28.37(2.56) 26～30

배꼽수준허리너비 27.5 30 30.2 28.5 29.5 29.14  31.23(2.44) 30～33

엉덩이너비 31.5 31.5 31.2 30.5 32 31.34  32.45(1.51) 31～34

두께

(3)

허리두께 20 20 23.7 18.5 21.5 20.74  24.21(2.94) 22～26

배꼽수준허리두께 24 20 23.3 20.2 23 22.10  24.62(3.98) 23～27

엉덩이두께 21 20 25 20 21.5 21.50  22.89(2.64) 21～25

둘레

(6)

가슴둘레 92 93 100 90 91 93.20  89.22(5.87) 85～93

허리둘레 77 79 88 79 79 80.40  85.94(8.59) 80～91

배꼽수준허리둘레 92.5 84.5 88 84 86 87.00  91.72(8.87) 86～98

엉덩이둘레 91 91 94.5 88 96 92.10  91.91(5.53) 88～96

넙다리둘레 50 51.5 53.5 48.5 53.5 51.40  51.46(4.18) 49～54

무릎둘레 35.6 37 36 35 35.5 35.82  34.05(2.47) 32～36

길이

(4)

샅앞뒤길이 71 63 69 65 71 67.80  71.81(5.91) 67～75

엉덩이옆길이 21 19 19 20 20 19.80  20.61(3.12) 19～22

바지길이 90 90 90 90 90 90 실측

밑위길이 25 25 25 25 25 25 실측

체중 외 

기타

(2)

체중 54 54.2 59 54 56 55.44  61.1(9.21) 55～68

체질량지수(BMI) 24 24.25 27.30 22.98 24.89

로러지수(%) 160 163.8 178.4 150.7 165.9

개, 옆 4개, 뒤 9개, 기타 2개 항목으로 전체 24항목

이 평가되었다.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

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평가를 의미

하며, 1점 또는 2점으로 평가한 경우 구체적으로 이

유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통계프로

그램 SPSS 18.0을 이용하여 기초 통계량인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항목별로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비모수검정(독립 K-표본 검정)을 실

시하였다. 

Ⅲ. 연 결과 및 고찰

1.피험  체측정

1)피험  선정 

피험자 선정은 양소희27), 김선옥28)의 선행 연구



제 19 권 제 5 호 문순이․박길순 47

－ 935 －

27) 양소희, op. cit. p. 18.

28) 김선옥, op. cit. p. 20.

를 참고로 하여 정립 시의 인체측정을 통해 65～69

세의 노년 여성 5명을 선정하였으며, 피험자의 인

체 정치는〈표 3〉과 같다.

2.슬랙스 원  산출식 비

교육용 슬랙스 원형 2종(임원자 원형A, 강순희․

서민아 원형B), 중․노년 여성을 위한 학위논문 슬

<표 4> 각 원형의 산출식 비교                                                         (단위: cm)

항목
산출식

A형 B형 C형 D형 E형 F형*

허리둘레

앞 W+1/4+(3±0.5) W/4+3.5+0.5
W/4+0.5+0.5+

주름2.5
W/4+0.5-0.5+D W/4+0.6+D W/4+0.6+0.6+D

뒤 W+1/4+(3.5±0.5) W/4+3.5+0.5 W/4+0.5-0.5+D W/4+0.5+0.5+D W/4+0.2
W/4+0.6+

0.6+1.3+D

엉덩이둘레
앞 H/4+1 H/4+1 H/4+2+1 배둘레/4+1 H/4 H/4

뒤 H/4+1 H/4+1 H/4+2-1 배둘레/4+1 H/4 H/4

중심선위치 (H/4+1)+H/16)/2
(H/4+1)×

(5/12)
H/4+2+1+6

(배둘레 /4+1) 

×(5/12)
(H/4+H/16－2.5)/2 (H/4+1+3.8)/2

엉덩이길이 실측치(19) 실측치 실측치(19) 실측치(19) H/4+1－7.5 실측치(19)

밑위길이
실측치밑위길이

－밴드너비/2
실측치(25) 실측치(25) 실측치(25) H/4+1 실측치(25)

무릎위치
(바지길이/2)+

(바지길이/10)

(밑위둘레선～

바지부리선)/2+4

(밑위둘레선～

바지부리선)/2+4

(밑위둘레선～

바지부리선)/2+4

(밑위둘레선～

바지부리선)/2+3

(밑위둘레선～

바지부리선)/2+10

바지길이

(옆허리점～

바깥복사점길이)

－밴드너비/2

실측치90,

(옆허리점～

바깥복사점길이)

실측치90,

(옆허리점～

바깥복사점길이)

실측치90,

(옆허리점～

바깥복사점길이)

실측치90,

(옆허리점～

바깥복사점길이)

실측치90,

(옆허리점～

바깥복사점길이)

다트위치

앞 앞허리중심선 앞허리중심선 앞허리중심선 앞허리중심선 앞허리중심선 앞허리중심선

뒤
뒤허리둘레선의 

1/2

뒤허리둘레선의 

1/2

뒤허리둘레선의 

1/3, 2/3

뒤허리둘레선의 

1/2

뒤허리둘레선의 

1/3, 2/3

다트분량

(길이)

앞 3±0.5(12) 3.5(11) 2.5(10) 1.5(9) 1.5(10) 1.4(10)

뒤 3.5±0.5(13) 3.5(12) 3.5(13) 1.5(12) 3.4(10.2)

옆허리올림분량 0.6 0.7 0.8 0.5 0.7

뒤밑아래처짐분량 1.5 1.5 1.5 1.5 1.3

밑위폭
앞 H/16 (H/4+1)/4-1 6 H/14 H/16-2.5 3.8

뒤 H/8 (H/4+1)/4+4 12 H/8 H/16+1 9.5

무릎폭
앞 21 22 21 23 23 21.8

뒤 23 24 23 25 25 24.4

바지부리폭
앞 20 18～20 19 20 22 20.8

뒤 22 20～22 21 22 24 23.4

(*F원형 inch → cm 변환)

랙스 원형 2종(함옥상 원형C, 심현주 원형D), 기성

복 슬랙스 원형 2종(SMA 원형E, 강여선․곽영철

원형F) 총 6개 원형을 적용하여 산출식에 의해 도

출한 각 부위의 비교한 결과는〈표 4〉와 같이 나타

났다.

3.슬랙스 원  중합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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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각 원형의 슬랙스 원형 중합도

교육용 슬랙스 원형 중합도
중 ․ 노년 여성 학위논문 

슬랙스 원형 중합도
기성복 슬랙스 원형 중합도

─ 임원자식 원형A

--- 강순희․서미아식 원형B

─ 함옥상식 원형C

--- 심현주식 원형D

─ SMA식 원형E

--- 강여선․곽영철식 원형F

각 슬랙스의 실험복은 허리둘레 79cm, 엉덩이둘

레 91cm, 밑위길이 25cm, 바지길이 90cm를 기본치

수로 하고, 소재는 평직의 면 100% 머슬린으로 제

작한 후 중합도를 비교한 결과는〈표 5〉와 같다.

3. 평가

교육용 슬랙스 원형 2종(임원자 원형A, 강순희․

서미아 원형B), 중, 노년 여성을 위한 학위논문 슬

랙스 원형 2종(함옥상 원형C, 심현주 원형D), 기성

복 슬랙스 원형 2종(SMA 원형E, 강여선․곽영철 원

<표 6> 슬랙스 원형의 앞면 외관평가 결과                                                            (N=3)

부위 외관평가항목 패턴 M(SD) p-value

앞면

허리선의 위치는 적당한가?

A임원자 3.0 (0.0 )

0.013**

B강순희․서미아 2.66(0.57)

C함옥상 2.0 (0.0 )

D심현주 1.33(0.57)

E이승렬SMD 2.0 (0.0 )

F강여선․곽영철 3.0 (0.0 )

허리둘레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A임원자 2.0 (0.0 )

0.019**

B강순희․서미아 3.33(0.57)

C함옥상 2.66(0.57)

D심현주 1.0 (0.0 )

E이승렬SMD 1.66(0.57)

F강여선․곽영철 2.33(0.57)

형F) 총 6개 원형의 실험복에 대한 외관평가는 3명

의 준거 집단(대학원 의복구성학 전공자)에 의해 이

루어졌다. 피험자로 선정된 65～69세의 노년 여성 

5명 중 Size Korea의 표준인체 치수에 가장 근접하

나, 부족한 부위는 각 항목의 표준편차에 근접한 

피험자(S-2) 1명에게 임의로 착용시켜 평가하였다. 

외관평가의 분석을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

였으며, 비모수검정(독립 K-표본 검정) 결과는〈표 

6～8〉과 같다.

앞면의 슬랙스 원형의 외관평가 결과,〈표 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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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계속

부위 외관평가항목 패턴 M(SD) p-value

앞면

배부분이 끼거나 군주름이 없이 잘 맞는가?

A임원자 1.33(0.57)

0.023**

B강순희․서미아 3.0 (0.0 )

C함옥상 2.66(0.57)

D심현주 1.0 (0.0 )

E이승렬SMD 1.66(0.57)

F강여선․곽영철 3.0 (1.0 )

엉덩이둘레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A임원자 3.0 (1.00)

0.019**

B강순희․서미아 4.0 (0.0 )

C함옥상 3.33(0.57)

D심현주 1.0 (0.0 )

E이승렬SMD 1.66(0.57)

F강여선․곽영철 3.66(0.57)

밑위선이 끼거나 처짐은 없는가?

A임원자 2.0 (0.0 )

0.018**

B강순희․서미아 4.0 (0.0 )

C함옥상 2.0 (0.0 )

D심현주 1.33(0.57)

E이승렬SMD 2.0 (0.0 )

F강여선․곽영철 3.33(1.15)

밑위곡선 모양은 자연스러운가?

A임원자 2.66(0.57)

0.023**

B강순희․서미아 4.0 (0.0 )

C함옥상 3.0 (0.0 )

D심현주 1.33(0.57)

E이승렬SMD 2.0 (0.0 )

F강여선․곽영철 3.33(1.15)

넙다리부분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A임원자 4.0 (0.0 )

0.008***

B강순희․서미아 4.0 (0.0 )

C함옥상 3.33(0.57)

D심현주 1.33(0.57)

E이승렬SMD 2.0 (0.0 )

F강여선․곽영철 4.0 (0.0 )

앞중심선은 수직인가? 

A임원자 3.66(0.57)

0.012**

B강순희․서미아 4.0 (0.0 )

C함옥상 3.66(0.57)

D심현주 1.33(0.57)

E이승렬SMD 2.0 (0.0 )

F강여선․곽영철 4.0 (0.0 )

다트의 형태는 좋은가? 

A임원자 2.33(0.57)

0.017**

B강순희․서미아 3.0 (0.0 )

C함옥상 2.0 (0.0 )

D심현주 1.66(0.57)

E이승렬SMD 2.66(0.57)

F강여선․곽영철 4.0 (0.0 )

*p<0.01, **p<0.001,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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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는 바와 같이 B원형과 F원형이 다른 원형보

다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독립 K-표본 검정결과,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01). 

교육용 앞면 슬랙스 원형에서는 A원형보다는 B원

형이 학위논문 앞면 슬랙스 원형에서는 D원형보다

는 C원형이 기성복 앞면 슬랙스 원형에서는 E원형

보다는 F원형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외

관평가 결과,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여유분과 밑

위곡선 모양이 자연스러운가에서 B원형이 F원형에

서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다트의 형태는 F원

형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옆면의 슬랙스 원형의 외관평가 결과,〈표 7〉에

<표 7> 슬랙스 원형의 옆면 외관평가 결과                                                           (N=3)  

부위 외관평가항목 패턴 M(SD) p-value

옆면　

앞뒤폭이 균형 있게 나뉘었는가? 

A임원자 3.66(0.57)

0.019**

B강순희․서미아 3.33(0.57)

C함옥상 3.0 (1.00)

D심현주 1.0 (0.0 )

E이승렬SMD 1.66(0.57)

F강여선․곽영철 4.0 (0.0 )

허리둘레선 주위에 군주름이 없는가? 

A임원자 2.33(0.57)

0.019**

B강순희․서미아 2.66(0.57)

C함옥상 3.33(0.57)

D심현주 1.0 (0.0 )

E이승렬SMD 1.66(0.57)

F강여선․곽영철 2.0 (0.0 )

엉덩이둘레선 주위에 군주름이 없는가? 

A임원자 3.33(0.57)

0.031**

B강순희․서미아 3.0 (1.00)

C함옥상 2.66(1.15)

D심현주 1.0 (0.0 )

E이승렬SMD 1.33(0.57)

F강여선․곽영철 3.66(0.57)

옆 솔기선의 위치가 바르며 수직인가?

A임원자 4.0 (0.0 )

0.012**

B강순희․서미아 3.66(0.57)

C함옥상 3.0 (1.0 )

D심현주 1.33(0.57)

E이승렬SMD 1.0 (0.0 )

F강여선․곽영철 4.0 (0.0 )

*p<0.01, **p<0.001, ***p<0.001.

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항목별로 우수한 원형을 살

펴보면 ‘앞뒤폭이 균형 있게 나뉘었는가’에서는 F

원형과 A원형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허리둘레선 

주위에 군주름이 없는가’에서는 C원형과 B원형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엉덩이둘레선 주위에 군주름

이 없는가’와 ‘옆 솔기선의 위치가 바르며 수직인

가’에서는 F원형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독립 K-표

본 검정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

한 차이를 나타냈다(p<0.001). 교육용 옆면 슬랙스 

원형에서는 B원형보다는 A원형이 학위논문 옆면 

슬랙스 원형에서는 D원형보다는 C원형이, 기성복 

옆면 슬랙스 원형에서는 E원형보다는 F원형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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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평가를 받았다.  

기성복 슬랙스 원형의 뒷면 외관평가 결과,〈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F원형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독립 K-표본 검정결과, ‘허리선

의 위치는 적당한가’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01). 항목별

로 살펴보면 ‘허리둘레의 여유분은 적당한가’에서

<표 8> 슬랙스 원형의 뒷면 외관평가 결과                                                           (N=3)

부위 외관평가항목 패턴 M(SD) p-value

뒷면

허리선의 위치는 적당한가? 

A임원자 3.33(0.57)

0.142

B강순희․서미아 3.0 (0.0 )

C함옥상 2.66(0.57)

D심현주 2.0 (1.00)

E이승렬SMD 2.0 (1.0 )

F강여선․곽영철 3.0 (0.0 )

허리둘레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A임원자 2.0 (0.0 )

0.024**

B강순희․서미아 3.33(0.57)

C함옥상 2.66(0.57)

D심현주 1.33(0.57)

E이승렬SMD 1.33(0.57)

F강여선․곽영철 2.66(0.57)

엉덩이부분이 끼거나 군주름이 없이 잘 맞는가? 

A임원자 1.66(0.57)

0.021**

B강순희․서미아 3.33(0.57)

C함옥상 2.66(1.15)

D심현주 1.0 (0.0 )

E이승렬SMD 1.33(0.57)

F강여선․곽영철 3.33(0.57)

엉덩이둘레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A임원자 3.66(0.57)

0.010**

B강순희․서미아 3.33(0.57)

C함옥상 2.0 (0.0 )

D심현주 1.0 (0.0 )

E이승렬SMD 1.33(0.57)

F강여선․곽영철 3.66(0.57)

밑위선이 끼거나 처짐은 없는가? 

A임원자 2.0 (0.0 )

0.010**

B강순희․서미아 4.0 (0.0 )

C함옥상 2.33(0.57)

D심현주 1.33(0.57)

E이승렬SMD 1.33(0.57)

F강여선․곽영철 4.0 (0.0 )

는 B원형과 C, F원형 순으로 평가되었으며, ‘엉덩이

부분이 끼거나 군주름이 없이 잘 맞는가’에서는 B

원형과 F원형이 우수하였으며, ‘엉덩이둘레의 여유

분은 적당한가’에서는 A원형과 F원형이 우수하였

다. ‘밑위선이 끼거나 처짐은 없는가’에서는 B원형

과 F원형이 우수하였으며, ‘밑위곡선 모양은 자연

스러운가’에서는 B원형과 F원형이 우수하였다.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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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계속

부위 외관평가항목 패턴 M(SD) p-value

뒷면

밑위곡선 모양은 자연스러운가? 

A임원자 2.33(0.57)

0.007***

B강순희․서미아 4.0 (0.0 )

C함옥상 2.66(0.57)

D심현주 1.0 (0.0 )

E이승렬SMD 1.33(0.57)

F강여선․곽영철 4.0 (0.0 )

넙다리부분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A임원자 3.33(1.15)

0.044**

B강순희․서미아 2.66(1.15)

C함옥상 2.33(0.57)

D심현주 2.0 (1.66)

E이승렬SMD 1.33(0.57)

F강여선․곽영철 4.0 (0.0 )

뒤중심선은 수직인가? 

A임원자 3.0 (1.0 )

0.028**

B강순희․서미아 3.33(0.57)

C함옥상 3.0 (1.0 )

D심현주 1.33(0.57)

E이승렬SMD 1.33(0.57)

F강여선․곽영철 4.0 (0.0 )

다트의 형태는 좋은가? 

A임원자 2.0 (0.0 )

0.016**

B강순희․서미아 2.33(0.57)

C함옥상 2.0 (1.0 )

D심현주 1.0 (0.0 )

E이승렬SMD 1.0 (0.0 )

F강여선․곽영철 3.66(0.57)

바지통은 적당한가? 

A임원자 3.33(0.57)

0.043**

B강순희․서미아 3.0 (1.00)

C함옥상 2.66(057)

D심현주 1.66(0.57)

E이승렬SMD 2.33(0.57)

F강여선․곽영철 4.0 (0.0 )

전체적인 외관과 맞음새가 좋은가? 

A임원자 2.33(0.57)

0.010**

B강순희․서미아 3.66(0.57)

C함옥상 2.0 (1.0 )

D심현주 1.0 (0.0 )

E이승렬SMD 1.0 (0.0 )

F강여선․곽영철 4.33(0.57)

*p<0.01, **p<0.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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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항목에서는 F원형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따라

서 외관평가 결과, F원형이 엉덩이둘레의 여유분, 

넙다리부분의 여유분, 밑위곡선부분, 밑위선의 처

짐, 뒤 다트의 형태, 뒤중심선의 수직 등 전체적인 

외관과 맞음새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착의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체적으로 F슬랙

스 원형이 다른 교육용 슬랙스 원형이나 중․노년 

여성을 위한 학위논문 슬랙스 원형보다 우수한 평

가를 받았으며, 특히 엉덩이 부분과 다트 부분, 그

리고 전체적인 외관과 맞음새가 우수하였다. 이것

은 노년 여성의 체형의 특징인 허리 및 배 둘레의 

<표 9> 각 원형별 슬랙스 착의 사진

부위 A원형 B원형 C원형 D원형 E원형 F원형

정면

측면

후면

증가, 엉덩이 하수가 심해지며, 다리는 굽고 가늘어

지는 등 신체의 프로포션에 의해 나타나는 불편함

을 해결하고자 엉덩이둘레에 비해 허리둘레와의 

드롭 차가 적게 나타나는 비만체형을 위해 앞 지퍼

부분을 연장하여 다트를 만들어주고, 옆선이 과다

하게 기울어지는 현상을 최소화하여 형태가 표준

형에 가까운 형태의 패턴을 얻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표 9〉는 각 원형별 슬랙스 착의 사진이다.

이에 각 원형에서 외관평가에서 가장 많은 항목

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F원형을 기본으로 하고, B

원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허리둘레항목 , 옆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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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올림분량, 뒤밑아래처짐분량, 밑위폭 항목을 선

정하여 , 최종 슬랙스 원형 패턴 설계 치수(표 10)

<표 10> 최종 슬랙스 원형 패턴 설계 치수                                                          (단위: cm>

항목
패턴

B형 C형 F형* 최종 슬랙스 원형

허리둘레
앞 W/4+3.5+0.5 W/4+0.5+0.5+주름2.5 W/4+0.6+0.6+D W/4+3.5+0.5

뒤 W/4+3.5+0.5 W/4+0.5-0.5+D W/4+0.6+0.6+1.3+D W/4+3.5+0.5

엉덩이

둘레

앞 H/4+1 H/4+2+1 H/4 H/4

뒤 H/4+1 H/4+2－1 H/4 H/4

중심선위치 (H/4+1)×(5/12) H/4+2+1+6 (H/4+1+3.8)/2 (H/4+1+3.8)/2

엉덩이길이 실측치 실측치(19) 실측치(19) 실측치(19)

밑위길이 실측치(25) 실측치(25) 실측치(25) 실측치(25)

무릎위치
(밑위둘레선～

바지부리선)/2+4

(밑위둘레선～

바지부리선)/2+4

(밑위둘레선～

바지부리선)/2+10

(밑위둘레선～

바지부리선)/2+10

바지길이
실측치90,(옆허리점～

바깥복사점길이)

실측치90,(옆허리점～

바깥복사점길이)

실측치90,(옆허리점～

바깥복사점길이)

실측치90,(옆허리점～

바깥복사점길이)

다트위치

앞 앞허리중심선 앞허리중심선 앞허리중심선 앞허리중심선

뒤 뒤허리둘레선의 1/2
뒤허리둘레선의 

1/3, 2/3

뒤허리둘레선의 

1/3, 2/3

뒤허리둘레선의 

1/3, 2/3

다트분량

(길이)

앞 3.5(11) 2.5(10) 3.5(11) 3.5(11)

뒤 3.5(12) 3.5(13) 3.4(10.2) 3.4(10.2)

옆허리올림분량 0.7 0.8 0.7 0.7

뒤밑아래처짐분량 1.5 1.5 1.3 1.5

밑위폭
앞 (H/4+1)/4－1 6 3.8 (H/4+1)/4－1

뒤 (H/4+1)/4+4 12 9.5 (H/4+1)/4+4

무릎폭
앞 22 21 21.8 21.8

뒤 24 23 24.4 24.4

바지

부리폭

앞 18～20 19 20.8 20.8

뒤 20～22 21 23.4 23.4

(*F원형 inch→cm 변환)

<표 11> 최종 슬랙스 착의 사진 및 최종 패턴

정면 측면 후면 최종 패턴

와 최종 슬랙스 착의 사진 및 최종 패턴(표 11)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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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현대사회는 노년인구의 증가로 경제적 안정을 기

반으로 여가활동과 취미생활 등 사회활동이 많아

지면서 의복을 통하여 자신감과 건강한 노후를 추

구하고 있다. 신체적인 변화가 심해짐으로써 더욱

더 심미적인 디자인을 필요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성복 시장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전문적인 브랜

드는 한정적이어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의복설계를 위해서는 노년 여

성의 체형특성을 반영한 실용적인 원형 설계 연구

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60대 후반 노년 여성의 슬랙스 원형

을 설계하기 위해 교육용 슬랙스 원형 2종, 중․노

년 여성을 위한 학위논문 슬랙스 원형 2종, 기성복 

슬랙스 원형 2종을 비교 분석하여 노년 여성에게 

적합한 원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의복

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추출하고,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이들 항목에 대한 설계치수를 적

용한 연구원형을 설계한 후 외관평가와 비교 분석

을 함으로써 인체적합성이 우수한 설계방법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용 슬랙스 원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

체적인 외관평가는 B원형이 우수하였으며, 앞면과 

뒷면에서는 허리둘레, 배 부분, 밑위선, 밑위곡선에

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유로는 B원형이 A원형

보다 앞, 뒤 허리둘레 W/4+3.5+0.5cm, 앞 밑위폭 

(H/4+1)/4－1cm, 뒤 밑위폭 (H/4+1)/4+4cm로 폭이 

넓고, 허리 높이가 조금 높아 굵은 배둘레를 감싸

주는 편안하게 감싸주었기 때문이다. 

2. 중․노년 여성을 위한 학위논문 슬랙스 원형

을 비교 분석한 결과, C원형이 D원형보다 좋은 평

가를 받았는데, 그 이유로는 허리와 엉덩이 길이, 

밑위길이가 C원형이 폭이 넓고, 뒤판에서는 뒤바

깥솔기가 유난히 앞으로 튀어나와 풍성한 형태로 

편안함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관평가 시 3.5

점대를 넘지 못하여 연구원형 설계 시에는 반영하

지 않았다.

3. 기성복 슬랙스 원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

체적으로 F원형이 E원형보다 좋은 것으로 평가되

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앞면에서는 허리선, 엉덩

이둘레, 넙다리부분, 앞중심선이 수직인지, 옆면에

서는 앞 뒤폭이 균형 있게 나뉘었는지, 뒷면에서는 

엉덩이부분, 밑위선, 뒤중심선, 다트의 형태가 우수

한 평가를 받았고, 바지통과 전체적인 외관상태와 

맞음새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것은 노년 여

성의 체형의 특징인 허리 및 배둘레의 증가, 엉덩

이 하수가 심해지며, 다리는 굽고 가늘어지는 등 

신체의 프로포션에서 나타나는 불편함을 해결하고

자 엉덩이둘레에 비해 허리둘레와의 드롭 차가 적

게 나타난 비만체형을 위해 앞 지퍼부분을 연장하

여 다트를 만들어주고, 옆선이 과다하게 기울어지

는 경향을 최소화하여 표준형에 가까운 형태의 패

턴을 얻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 외관평가에서 가장 많은 항목에서 우수한 평

가를 받은 65～69세의 노년 여성에게 적합한 슬랙

스 원형은 F원형을 기준으로 하여 허리 앞, 뒤 둘레 

W/4+3.5+0.5cm, 엉덩이 앞, 뒤 둘레 H/4cm, 중심선

위치 (H/4+1+3.8)/2cm, 엉덩이길이 실측치(19)cm, 

밑위길이 실측치(25)cm, 무릎위치 (밑위둘레선～바

지부리선)/2+10cm, 바지길이 90, (옆허리점～바깥복

사점길이)cm, 앞다트위치 앞허리중심선, 뒤다트위

치 뒤허리둘레선의 1/3, 2/3지점, 앞다트분량(길이) 

3.5(11)cm, 뒤다트분량 3.4(10.2)cm, 옆허리올림분량 

0.7cm, 뒤밑아래처짐분량 1.5cm, 앞 밑위폭 (H/4+1)/ 

4－1cm, 뒤 밑위폭 (H/4+1)/4+4cm, 앞 무릎폭 21.8cm, 

뒤무릎폭 24.4cm, 앞바지부리폭 20.8cm, 뒤바지부리

폭 23.4cm로 제시할 수 있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60대 후반 노년 여성의 슬

랙스 원형의 중요 설계항목을 추출함에 있어서 교

육용 슬랙스 원형, 중․노년 여성을 위한 학위논문 

슬랙스 원형, 기성복 슬랙스 원형간의 치수분석과 

외관평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슬랙스 원형의 여유량 

설정은 물론 중요항목에 대한 패턴 설계값 분석이 

이루어짐에 따라 외관이 향상된 원형을 제시하였

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65～69세의 표준체형 노년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앞으로는 노년 여성의 다양

한 체형을 반영하는 여러 사이즈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특이체형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56 60대 후반 노년 여성의 슬랙스 원형 연구 복식문화연구

－ 944 －

할 것이다. 또한 연구에 사용된 기본 원형은 교육

용으로 사용되는 원형과 중․노년 여성을 위한 원

형, 기성복 원형으로 연구되었으므로 본 연구 결과

의 확대해석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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