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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give practical help to the pattern making of baggy pants produced in large quantity from 
industrial fields. The functionality of crotch part is a key element to decide wear sensation and comfort of pants 
as having direct influence on movements of legs in pattern designing of baggy pants. The industrial patterns of 
baggy pants in various styles that are released currently in Korea were collected and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m for the thesis. First, samples of men baggy pants were collected from three different brands 
and compared the completion sizes. Secondly, it studied the most appropriate patterns as quantifying the appro-
priateness of movements through fitting tests. Finally, the study verified the differences of visual images by surveys 
of professional groups. The conclusions obtained from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In terms of aesthetic attribute 
among the three brands, A baggy pants, which had a small size tolerance, were the most appropriate. Meanwhile 
concerning the appropriateness of movement, B baggy pants were shown to be the most appropriate. This reveals 
explicitly the problem of aesthetic attribute and functionality, which are always in conflict during the pattern design. 
It is necessary to develop patterns and establish a measurement system that may satisfy both of these factors. 

Keywords: baggy pants(배기팬츠), industrial pattern(산업용 패턴), crotch length(밑위길이)

 

I. Introduction

최근 남성복은 전 복종의 캐주얼라이징 트렌드

의 영향으로 정장 착용이 감소하는 반면, 캐주얼 

의류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하였다(SDN, 2012). 삼
성, SK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타이 문화’가 확

산되었고(“Shines ‘No tie’, men accessories, no ties”, 
2011), 남성 출근복 스타일의 분석 결과, 이번 시즌 

캐주얼 스타일이 약 59.7%까지 증가하였다(S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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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특히, Samsung Design Net(SDN)의 보고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 스타일리시 캐주얼이 지속 

성장하고 남성복 캐주얼 마켓이 형성되어, 현재 스

타일리시 및 유니섹스 캐주얼의 감성과 컬쳐가 전

체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고 한다(SDN, 2012). 따라

서 패션시장에서는 기존 캐주얼보다 디자인 감도

가 높고 실루엣과 컬러감을 강조하며, 20대 후반을 

타켓으로 하는 스타일리시 캐주얼이 높은 시장성장

률로 주목받고 있다(“Stylish Casual Look' COMING”, 
2012). 스타일리시 캐주얼브랜드들은 남성과 여성

라인의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유니섹스 상품구성보

다 비즈니스 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Targeting ‘stylish’ casual office 
worker”, 2012), 상의에서는 포멀 슈트, 피코트형 재

킷, 드롭된 셔츠, 니트 베스트, 퀼팅점퍼 등을, 하의

에서는 배기팬츠와 무릎높이의 하프팬츠 등을 트

렌드를 리드할 좋은 아이템으로 여긴다(“Kinds of 
clothing Trends this spring and summer”, 2013).

배기팬츠의 사전적 의미는 백(자루)처럼 넉넉하

고 폭이 넓은 바지로 넓적다리 위가 특히 넓으며, 
남자용 옥스퍼드 백스(Oxford bags)에서 온 것이다

(Fashion Dictionary, 2002). 배기팬츠는 엉덩이둘레

와 밑위길이의 여유분의 변화에 따라 디자인 변형

이 가능하며,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ChoI, 
Suh, & Uh, 2009)

기본팬츠에 비해 엉덩이에서 무릎까지의 여유로 

인해 인체에 땀이 많이 발생하는 여름에는 통기성

으로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고(“Summer style up 
with a ‘Baggy pants’!”, 2011), 엉덩이와 다리의 경

계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살이 찌거나 마른 사람, 
다리가 짧은 사람의 신체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아이템이며, 엉덩이가 커 보이지만 종아리로 연결

되는 라인이 점차 좁아지며 사선을 형성하므로 다

리를 길어 보이게 하기도 한다(“1cm of magic', baggy 
pants”, 2010). 유행 초기의 배기팬츠는 밑위가 길고 

엉덩이둘레의 여유분이 많아 이질감을 주기도 하

였으나, 진화를 거듭하면서 현재 다양한 스타일로 

생산된다.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과감한 스타

일이 주류를 이루며, 주로 다이마루 소재를 이용하

여 트레이닝 웨어로 생산하는 경향이 많다. 최근에

는 활동적이고 젊은 이미지로 캐주얼룩 뿐만 아니

라, 드레시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룩으로도 착용이 가능한 세미 배기팬츠의 유행으

로 더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배기팬츠는 밑위길이가 낮아 신축성이 

없는 소재를 사용하면 고관절의 움직임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이다. 유니섹스 캐주얼과 진캐주

얼의 경우 데님 소재의 배기팬츠가 많으며, 스타일

리시 캐주얼의 경우 치노팬츠 스타일의 배기팬츠

가 많이 생산된다. 
하지는 인체에서 가장 움직임이 큰 부위로, 특히 

밑위부위는 하지 동작 시 가장 많이 움직이며, 걷기, 
뛰기, 버스에 오르기 등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

치므로, 밑위부위의 기능성은 하의의 착용감과 편

안함을 결정한다(Kim, 2008). Kim(1979), Na(1994), 
Park(1993)에 의하면 슬랙스는 운동영역이 넓은 고

관절, 슬관절의 동작과 피부의 신축에 대한 적응성 

여부가 중시된다고 하였다. 20대 남성은 성장이 완

료되어 청소년기의 특징에서 성인체형으로 다양하

게 전이되는 시기(Yoo & Lee, 1991)로 기성복 착용

이 가장 일반적이고(Suh Mi-A의 연구(Yoo & Lee, 
재인용, 1991)), 맞음새에 민감하며(Hogge, Baer, & 
Park의 연구(Yoo & Lee, 재인용, 1991)), 유행에 맞

추어 옷을 구매하는 성향이 가장 강한 시기이므로

(SDN, 2012) 이들을 위한 배기팬츠는 멋스러울 뿐 

아니라, 착용감이 좋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변화 요인이 많은 배기팬츠는 제도되

는 방법 또한 다양하다. 팬츠 패턴은 다양한 디자

인으로 전개될 때 패턴 구조 자체의 변화가 큰 아

이템(Yoon & Nam, 2009)으로 시중에 다양한 디자

인의 배기팬츠가 출시되어 유행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배기팬츠의 패턴제도 방법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선행연구가 부족한 

남성의 배기팬츠의 동작적합성에 대한 연구는 절

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패션시장에

서 그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남성의 캐주

얼웨어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가 시사하

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다양한 스타일로 출시

되고 있는 배기팬츠의 산업패턴을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착의 실험을 통해 동작적합성을 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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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최적의 패턴을 알아보고, 전문가 집단의 설

문을 통해 시각적 이미지의 차이를 검증하여 산업

현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배기팬츠 패턴 제도에 실

질적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Research Methodology

1. How to access study methods
국내 캐주얼 브랜드의 배기팬츠는 세미배기스타

일로 스키니스타일에 배기의 요소를 접목시킨 디

자인이 주류를 이룬다. 이에 반해 인터넷 쇼핑몰의 

배기팬츠는 밑위의 길이가 넙다리에서 종아리까지 

과감하게 디자인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배기팬츠의 디자인 중, 뚜

렷한 실루엣의 시각적 이미지 비교와 동작적합성 

비교를 위하여 밑위의 위치가 넙다리와 무릎사이

의 위치에 있는 디자인을 선정하였고, 소재는 신축

성이 5% 미만인 배기팬츠를 선택하였다(Fig. 1).
산업패턴은 검색 포털 서비스 조회수와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산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순위

를 매겨 놓은 온라인 쇼핑몰 순위 사이트 스타일티켓

(http://www.styleticket.co.kr), 스타일차트(http://www. 
style-chart.com/), 팝클로닷컴(http://popclo.com)에서 

20대 남성 쇼핑몰 판매순위 20위권 안에 중복되는 

브랜드 중 디자인이 동일한 배기팬츠 산업패턴 5종
류를 제공받았다(Fig. 3).

        Pattern A             Pattern B            Pattern C            Pattern D            Pattern E 

<Fig. 3> 5 Patterns are offered from brand.

<Fig. 1> Baggy pants.

<Fig. 2> Basic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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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pattern silhouette.

2. Selection of pattern 
제공받은 5종류의 패턴 중, 실루엣의 차이를 보

이는 3종류의 산업패턴(pattern A, B, C)를 선정하

여 연구 비교항목인 외곽 라인과 턱, 다트만 남겨

두고 내부 디자인 선은 삭제하였으며, 착의평가에

서 명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소재 신축성은 배제시

켰다. 업체패턴의 중합도는 <Fig. 4>와 같다.

3. Selection of study subjects
외관심미성 평가와 동작기능성 평가를 위하여 

피험자 선정은 제6차 한국인 인체 치수 보고서(2010)
의 인체 측정치 자료를 바탕으로 20~24세 남성의 

신체 자료를 기준으로 표준편차 이내에 포함된 

피험자 10명을 선정하였다. 신체치수는 <Table 1>
과 같다.

<Table 1> Body size of study subject   (N=10, Unit: cm)

Measurement item
Standard Study subject

Mean S.D. Mean S.D.

Waist circumference  80.3 7.26  79.8 1.70

Hip circumference  93.3 5.21  94.9 2.00

Thigh circumference  55.8 4.02  53.3 3.03

Knee circumfenre  37.4 2.01  35.6 1.39

Calf circumference  38.0 2.56  36.8 1.70

Minimum leg circumference  22.3 1.32  22.8 0.95

Outside leg length 106.3 3.85 107.3 3.15

4. Making pants for testing
업체별 모델 리스트의 인터뷰 조사를 통해 선정

된 배기팬츠의 설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A업체 배기팬츠 패턴은 기본원형에서 힙 여유

량과 밑위선 위치 선정 후 중심선 각도를 정한다. 
이때의 중심각도는 허리둘레량과 턱, 다트량을 고

려하여 결정되며, 옆선라인 제도 후 부리둘레선을 

정한 후 인심라인을 그린다. 제도시 주의점은 넙다

리의 활동성을 고려하여 넙다리의 둘레 치수를 정

하게 된다.
B업체 배기팬츠 패턴은 기본원형에서 힙여유량

을 정한 후 중심선 각도와 밑위선을 그린다. 다음

으로 옆선라인의 실루엣을 정한 후 허리둘레에 맞

춰 내부 턱과 다트량을 정한다. 부리둘레선 선정 

후 무릎둘레, 넙다리둘레를 확인하고 인심라인을 

그린다. 마지막으로 무릎선에서 다리각도를 인심쪽

으로 회전시킨다. 
C업체 배기팬츠 패턴은 기본원형에서 밑위선 위

쪽의 앞 뒤 중심선을 절개 후 벌려 밑위길이를 늘

려준다. 앞뒤중심선을 그린 후 밑위선을 그린다. 옆
선라인을 그리고 내부 턱과 다트량을 정한다. 마지

막으로 부리와 인심라인을 그린다. <Table 2>는 3개
의 산업패턴 사이즈를 비교한 표이다.

세 브랜드 모두 제도식 순서에서 큰 차이는 보이

지 않았으나, 부분적인 여유량과 밑위선의 위치, 다
리 각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브랜드별 패턴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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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completed pattern size by brands
(Unit: cm)

Measurement item
Pattern size by brands

Pattern A
(Ease)

Pattern B
(Ease)

Pattern C 
(Ease)

Pants length 98.5 100 98.5

Waist circumference 85(4.7) 84(3.7) 84(3.7)

Hip circumference 115(21.7) 120(26.7) 127(33.7)

Thigh circumference 66(10.2) 69.3(13.5) 70(14.2)

Knee circumference 39(1.6) 41(3.6) 39(1.6)

Slacks hole or hem 31.5(9.2) 32.5(10.2) 29(6.7)

In․seam length 67 66.5 66.8

Front crotch length 34.7 35.8 40

Back crotch length 43.3 45.2 46.8

* Ease - difference from Korean people’s standard size 
(men aged 20-24)

를 비교해 보면 바지길이, 배꼽수준허리둘레, 인심

길이, 부리둘레는 1~1.5cm의 미비한 차이를 보였으

나, 엉덩이둘레 5~12cm, 넙다리둘레 3.3~4cm, 앞뒤

밑위길이 3~8.8cm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

적인 패턴사이즈는 무릎선을 중심으로 무릎선 위

는 A패턴과 B패턴이 유사한 형태이며, 무릎선아래

는 A패턴과 C패턴이 유사한 형태이다(Fig. 4).
착의 실험을 위하여 실험복 소재는 머슬린을 사

용하였으며, 물성측정은 KS K에 준하여 이루어졌

다. 실물 제작의 소재 물리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5. Evaluation of fitting test
착의 평가는 한국 인체 표준사이즈에 해당하는 

20~24세 남자 피험자 10명을 대상으로 착의평가 

하였으며, 착의 평가 항목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7점 리커트 척도를 하였다. 외관 평가는 전면, 후
면, 측면을 보고 전체적인 실루엣과 앞․뒤․옆의 

부분 실루엣을 묻는 문항으로 실무 경력 7년 이상

<Table 3> Fabric characteristics 

Muslin
Weave Thickness(mm)

Density(no/5.0cm)
Weight(g/m2)

Warp Weft

Plain weave 0.34 124.8 120.4 155.6

Pants
A

Pants
B

Pants
C

<Fig. 4> Appearance of three baggy pants

의 모델 리스트 및 디자이너 29명이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 20.0을 이용

하여 기초통계량인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항목별 패턴간의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비

모수검정을 실시하였다.

III. Results and Discussion

1. Aesthetic evaluation of appearance
브랜드별 외관심미성 평가를 위한 착의 평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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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 선행 논문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실루엣, 
앞․뒤․옆의 여유량 및 실루엣에 관한 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평가하였다. 실무자 29명에서 설문한 브

랜드별 외관심미성 평가결과는 <Table 4>와 같다.
브랜드별 배기팬츠의 외관심미성 평가 결과에서

는 ‘발목둘레는 적당한가’ 문항과 ‘뒤 다트위치와 

길이는 적당한가’의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

한 차이를 나타냈다.

<Table 4> Result of the aesthetic evaluation of baggy pants by brands                                   (N=29)
Questions for evaluation Brand Mean S.D. F

Overall

Is size tolerance of hip circumference appropriate?
A 6.00 0.799

62.642***B 5.93 0.802
C 3.97 1.117

Is the thigh circumference appropriate?
A 5.66 1.049

52.948***B 5.62 1.045
C 3.55 1.152

Is the knee circumference appropriate?
A 5.31 1.072

16.004***B 5.41 0.867
C 4.55 0.736

Is the ankle circumference appropriate?
A 4.76 1.185

 2.423B 5.03 1.210
C 4.66 1.045

Front

Are the front pleat and its position appropriate?
A 5.34 1.045

 9.283***B 5.55 0.783
C 4.66 1.233

Is the front crotch length appropriate?
A 5.72 0.922

44.104***B 5.48 0.829
C 3.59 1.211

Is the front silhouette good?
A 5.72 0.996

55.644***B 5.72 0.841
C 3.48 1.214

Back

Are the back dart position and its length appropriate?
A 5.34 0.974

 2.876B 5.21 1.146
C 4.79 1.082

Is the back crotch length appropriate?
A 5.52 0.986

60.253***B 4.90 1.012
C 2.90 1.205

Is the back silhouette good?
A 5.48 0.871

79.385***B 4.90 1.012
C 2.59 1.323

Side

Are the front and back of the side seam lines divided in balance?
A 6.17 0.848

25.193***B 5.72 0.841
C 4.45 1.526

Is the side seam line silhouette good?
A 5.93 1.033

43.381***B 5.28 0.960
C 3.45 1.352

***p<0.001.

1. 전체 여유량을 묻는 문항에서는 A>B>C 순으

로 A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엉덩이둘레선의 

여유는 적당한가’, ‘넙다리둘레는 적당한가’의 문항

에서는 A와 B에 비해 C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2. 앞과 옆의 실루엣에 관한 문항에서는 A>B>C 

순으로 A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앞 밑위길

이, 앞과 옆 실루엣의 외관을 묻는 문항에서도 A와 

B에 비해 C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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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뒤의 실루엣에 관한 문항에서는 A>B>C 순으

로 A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뒤 밑위

길이, 뒤 실루엣의 외관을 묻는 문항에서는 A와 B
에 비해 C가 현저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문가의 외관평가에서는 

A>B>C 순으로 A가 가장 적당한 패턴으로 평가되

었다. B의 경우 A와 결과는 비슷한 평가를 받았지

만, C의 경우는 과도한 여유분량으로 인하여 심미

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2. Evaluation of movement functionality
동작기능성 평가를 위한 착의 평가 항목은 선행 

논문 자료를 바탕으로 보통걸음걷기, 계단 오르기, 
허리90도 굽히기, 의자에 앉기, 책상다리, 쭈그리고 

앉기 자세를 비교 평가하였다. 편안함을 묻는 문항

은‘허리는 편안한가’, ‘엉덩이는 편안한가’, ‘넙다리

는 편안한가’, ‘무릎은 편안한가’, ‘발목은 편안한가’
로 총 5문항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브랜드 패턴 3가지로 10명의 피험자를 통해 착

의 평가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통계분석 결과, 기본자세, 보통걸음걷기, 허리90

도 굽히기를 제외한 나머지 동작항목은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냈다.
1. 보통걸음걷기, 허리 90도 굽히기, 의자에 앉기

에서는 B>C>A의 순으로 B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

으나, 차이는 미비하게 나타났다. 
2. 계단오르기 동작에서는 B>C>A의 순으로 A

가 B와 C의 수치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다. 넙다리

와 무릎을 많이 움직이는 동작으로 전체적인 여유

량이 적은 A가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3. 책상다리와 쭈그리고 앉기 동작에서는 B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A와 C는 비슷한 점수를 받았

다. C는 엉덩이둘레의 여유량은 많으나 무릎둘레

와 바지부리 여유량이 A와 B에 비하여 적은 것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B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A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무릎을 

접거나 굽히는 동작에서 전체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배기팬츠의 디자인상 무

릎에서 부리까지의 여유분이 적고 소재의 신축성

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Table 5> Evaluation of movement functionality of 
baggy pants brands                           (N=10)

Types of movement Brand Mean S.D F

Fundamental 
standing 

A 5.54 0.989

3.108B 6.06 0.816

C 5.74 0.811

Walking

A 5.54 1.11

1.208B 5.94 0.816

C 5.61 0.785

Bending and 
stretching of 
waist

A 5.34 0.914

2.464B 5.88 0.880

C 5.74 0.961

Stepping ups 
and down

A 4.62 0.935

7.254*B 5.54 0.980

C 5.38 0.791

Sitting on the chair

A 5.16 1.142

4.477*B 5.72 0.880

C 5.16 0.644

Sit cross-legged

A 4.56 0.913

7.965**B 5.36 0.857

C 4.88 0.900

Squat and stand up

A 4.54 0.984

5.111*B 5.10 0.980

C 4.56 0.820

*p<0.05, **p<0.01.

IV. Conclusion and Suggestion

본 연구는 디자인 변화요인이 많은 남성배기팬

츠 설계시 브랜드별 다양한 제도방식을 과학적으

로 검증하여 체계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20~24세 

남성을 대상으로 수거한 남성배기팬츠 산업패턴 5
종류 중 3종류를 제작 후, 착의 실험을 통해 외관심

미성 평가와 동작 기능성 평가를 하여 비교 분석하

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바지길이, 배꼽수준허리둘레, 인심길이, 부리

둘레는 미비한 차이를 보였으나, 엉덩이둘레, 넙다

리둘레, 앞뒤밑위길이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는 패턴 설계시 활동성을 고려하여 여유량를 추가

할 때 개인차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 
2. 외관심미성 평가 결과는 전체 여유량을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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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에서는 B>A>C 순으로 B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엉덩이둘레선의 여유는 적당한가’와 ‘넙
다리둘레는 적당한가’의 문항에서는 A와 B에 비해 

C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앞․뒤․옆 실루엣에 관

한 문항에서는 A>B>C 순으로 A가 가장 높은 평가

를 받았으며, 앞․뒤 밑위길이 및 앞․뒤․옆 실루

엣의 외관을 묻는 문항에서도 A와 B에 비해 C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종합해 보면 외관 심미성은 

여유량이 적은 실험복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3. 동작기능성 평가 결과, 보통걸음걷기, 허리90

도 굽히기, 의자에 앉기에서는 B>C>A의 순으로 B
가 가장 좋게 평가되었고, 계단오르기 동작에서는 

B>C>A의 순으로 A가 B와 C의 수치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다. 책상다리와 쭈그리고 앉기 동작에서는 

B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A와 C는 비슷하게 평가 

되었다. 동작 범위가 클수록 무릎에서 부리까지의 

평가는 낮은 수치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축성이 없

는 소재의 특성과 함께 종아리의 근육이 수축․팽

창하는 둘레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디자인에만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심미성의 경우, 세 

브랜드 중 여유량이 적은 A배기팬츠가 동작적합성

의 경우는 B배기팬츠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

출할 수 있었다. 이는 패턴 설계 시 항상 대립되는 

디자인과 기능성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

므로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패턴 개

발 및 데이터가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특정 디자인과 신축성이 없는 소재를 

선정하여 비교 분석하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디자인과 소재를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미적인 부분과 활동적인 부분을 모두 충족할 수 있

는 패턴 개발이 필요로 하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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