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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2010s, skinny jeans were trendy, and they became a must-have for young women. The styles, clothing 
pressure and buying behavior of skinny jeans have been studied, but the patternmaking of skinny jeans has not 
been researched yet. To analyze skinny jeans patterns, we grouped skinny jeans into nine brands. They were sorted 
into three groups: special jeans brand, trendy jeans brand, and SPA brand. This study compared skinny jeans' sizing 
systems, product dimensions and pattern measurements in three brand groups. The appearance and fit of skinny 
jeans were evaluated by random groups of people in their 20s and 30s. The sizing systems for skinny jeans were 
different with KS K0051, and they were shown waist girth in inches. The waist and hip circumferences were 
different among brand groups. In product dimensions, trendy jeans brands had a shorter crotch length, a lower 
crotch depth, a narrower back crotch width, and a longer inseam than the others. The measurements of skinny jeans 
flat pattern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as below; front crotch depth, front crotch height, front crotch length, 
back crotch extension, gap between back and front crotch depth, back crotch height, back crotch length, and center 
back angle. In the sensory survey results, trendy jeans brands were evaluated well in the fit of the waist line, hip 
line, crotch line, midthigh line, outseam, inseam, side waist line, crotch length and overall fit.

Keywords: skinny jeans(스키니 진), product dimensions(제품치수), pattern(패턴), fit(맞음새)

 

I. Introduction

텐트용 직물을 이용하여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광

부들의 작업복으로 제작한 최초의 청바지 이래로 

청바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 1940년대까지 진

은 노동복의 이미지가 남아있었으나, 1950년대 이

후 청년문화와 반문화의 상징이 되었으며, 1970년
대 후반 유명 디자이너들에게 수용되면서 기존의 

상징성에서 벗어나 유행, 에로티시즘, 계층구분 등

의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Yoon, 2007). 2000년대 이

후에는 소비자 취향의 고급화와 럭셔리 패션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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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으로 프리미엄 진과 같은 고급 진 브랜드가 

등장하였으며, 다양한 염색과 가공법이 개발됨에 

따라 기존의 형태를 벗어나 여성적이고 섹시한 디

자인이 두드러지게 되었으며, 진 패션은 패션 트렌

드의 강력한 아이템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Yoo, 2007).  
최근 청바지는 다양한 실루엣으로 여성미를 높

이고 있는데, 스키니 진의 경우 착용 시 몸매를 그

대로 드러나게 하는 시각적 효과와 유행성이 함께 

작용하여 젊은 여성의 선호도가 높다(Na & Lee, 
2010). 모델 케이스모스는 스키니 진을 소개한 대

표적인 스타일 아이콘으로, 유명 할리우드 스타들

이 슬림 핏의 스키니 진을 착용하는 장면이 미디어

에 포착되면서 스키니 진은 유행을 선도하는 패션

아이템이 되었다. 최근의 스키니 진 유행은 매우 

피트한 수퍼 타이트 스키니 진(super-tight skinny 
jeans) 스타일로 진행되고 있다(Lim, 2011). 한국에

서 스키니 진의 대중유행은 2009년으로, 소녀시대

가 ‘Gee’ 열풍을 일으켰던 당시 입었던 컬러풀한 

원색의 스키니 진은 젊은 세대들의 구매력을 높여, 
스키니 진 매출액을 두 배 이상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Lee, 2012). 
이와 같이 인체에 꼭 맞는 스키니 진이 유행하면

서 그 어느 때보다 청바지의 맞음새가 중요하게 되

었고, 맞음새를 좌우하는 청바지의 소재, 워싱가공 

및 패턴설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

다(Uh, Kim, & Suh, 2009). 스키니 진에 대한 선행

연구는 스키니 진의 스타일 분석(Yoon, 2007), 스키

니 진에 나타난 몸의 이상화(Lim, 2011), 스키니 진 

착용에 따른 압박감(Kwon, 2012; Na & Lee, 2010), 
스키니 진의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Ham, Jeong, & 
Oh, 2012) 등이 있으나, 스키니 진의 패턴 특징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스키니 진에 대해 

브랜드별로 사이즈 체계를 조사하여 브랜드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고, 스키니 진의 완제품의 치수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스키니 진의 패턴 치수를 부

위별로 측정하여 패턴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소비

자들이 선호하는 스키니 진의 맞음새를 설문 조사

하여 스키니 진 패턴설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하였다.

II. Theoretical Background

1. Characteristics of skinny jeans
스키니(Skinny)의 어원은 스킨(skin)으로, 스키니 

진(Skinny jeans)은 피부처럼 몸에 달라붙는 피트한 

진의 한 종류로 밑위가 짧고 타이트한 것이 특징이

다(Yoon, 2007). 스키니 진은 전체적으로 다리에 딱 

붙고 밑으로 갈수록 바지통이 좁아지는 게 특징이

며, 보통 2~4% 이내의 스판덱스가 혼용된 신축성 

있는 데님을 사용하여 몸에 딱 달라붙게 제작된다

(Lim, 2011). 스키니 진의 경우, 몸에 딱 맞게 입기 

때문에 입는 사람의 체형을 그대로 보여주며, 슬림

한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물론 다리를 길어보

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Kweon & Sohn, 2010).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청바지 형태

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가장 선호하는 청

바지는 일자형 바지(61.5%)인데 비해, 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청바지는 타이트한 스키니 진(92.3%)으
로 나타났다(Lee & Do, 2012). 스키니 진의 열풍은 

신체부위 중 다리를 중심으로 하체를 강조하는 패

션 트렌드로, 개개인의 체형 특성과 관계없이 젊은 

여성층에서 대중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20대 여

성들은 스키니 진이 한국인 체형에 어울리지 않는

다고 생각(52%)하면서도, 스키니 진을 구매(68%)하
고 있다(Yoon, 2007). 

시중에서 판매되는 바지는 허리선의 높이가 다

양하게 제작되는데(Kwon & Hong, 2009), 최근에는 

힙본(Hipbone) 바지의 유행으로 바지의 허리선이 

기본 허리선에서 로우 웨이스트(low waist)로 하향

되고 있다(Shin & Suh, 2010). 스키니 진은 대부분 

허리선이 낮고 밑위길이가 짧은데, 특히 프리미엄 

진 브랜드들은 밑위가 짧은 로 라이즈 진을 선보이

고 있다. 스키니 진의 낮은 허리선은 기존 청바지

의 허리선을 수평으로 낮춘 형태가 아니라, 앞판의 

허리선이 뒤판의 허리선보다 낮아 측면에서 보았

을 때 옆허리선의 기울기가 사선으로 형성되는 특

징을 보인다.
스키니 진은 하체에 달라붙는 맞음새를 통해 다

리의 형태를 과시할 뿐만 아니라, 마치 코르셋처럼 

물리적으로 다리를 조이고 몸의 형태를 이상화하

고 있다(Lim, 2011). 자신의 체형을 보정하거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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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신체에 맞지 않고 몸에 

꼭 조이는 구속성 의복을 착용하면 건강장해를 일

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스키니 진은 이러한 구속성 

의복 중 하나이다(Ham et al., 2012). 스키니 진 착

용자 대다수가 인체에 부정적인 생리적 반응과 불

쾌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키니 진의 착

용빈도가 높을수록 피부계, 근육계, 순환계 질환을 

경험하는 빈도가 높았다. 스키니 진을 착용하면 걸

을 때 부자연스러우며(52%), 착탈 시 불편하고(27%) 
장시간 앉아있을 때 불쾌감(23%)을 경험하였으며, 
착용자의 절반 이상이 피트한 의복 착용으로 인해 

다리가 붓거나 저림을 느꼈다(Na & Lee, 2010). 몸
에 꼭 맞는 형태의 청바지는 신체를 구속하여 착용

감을 나쁘게 할 뿐만 아니라, 근육의 활동에도 영향

을 미쳐 근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Song & Choo, 2009). 
스키니 진을 착용하면 의복압은 증가하고 혈류량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Kweon, 2012), 지
나친 스키니 진은 허벅지의 신경을 자극하여 허벅

지가 따끔거리는 증후군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

으며, 꽉 끼는 청바지의 지속적인 압박은 넙다리 

감각 이상증이라 불리는 일시적인 신경계의 이상

을 초래할 수도 있다(Lim, 2011). 
소비자들은 날씬해 보이고 다리가 길어 보이는 

이유로 스키니 진을 착용하고 있으나, 착용 시 압

박감이나 착탈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밑위

길이의 개선과 소재의 땀 흡수성에 대한 요구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나 스키니 진에 대한 미적 기준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Kweon 
& Sohn, 2010). 

2. Sizing system and fit of jeans
국내외 다양한 청바지 전문 브랜드들이 등장하

면서 청바지의 고급화와 그에 따른 소비자의 요구

가 높아지고 있다. 타이트 핏의 의복아이템은 루즈 

핏의 의복아이템보다 착용감과 치수적합성이 떨어

지기 때문에 정확한 체형분석과 치수반영이 필요

하다(Choi & Do, 2008). 같은 호칭과 스타일로 출

시된 제품이라도 청바지의 여유량과 길이에는 차

이가 있으며(Na & Lee, 2010), 청바지업체의 사이

즈체계는 브랜드별로 각기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

에 기본사이즈가 서로 다르며, 같은 사이즈이지만 

적용하는 신체치수가 동일하지 않고, 신체 사이즈

별 편차가 일정하지 않다(Jeong & Lee, 2003). 
현행 성인 여성의 의류치수체계 KS K0051에 따

르면, 피트성이 필요한 여성용 정장하의는 기본신

체치수 중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기본신체치수

를 ‘cm’ 단위 없이 ‘-’로 연결하여 70-88, 73-91, 
76-94 등의 호칭으로 사용된다. 허리둘레와 엉덩이

둘레는 3cm 치수 간격으로 증가하며, 각 신체치수

는 표기된 값의 ±1.5cm 범위를 커버한다(Korean 
Standards Association, 2009). 그러나 KS 규격은 의

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브랜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르고, 의류생산업체에서는 기

존 소비자가 익숙한 오래 전 호칭을 여전히 사용하

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Won, 2012).
청바지 사이즈 선택 시 남성 소비자의 61.2%가 허

리둘레를 기준으로 구매하지만, 여성 소비자는 76.6%
가 엉덩이둘레를 사이즈 선택 시 기준으로 삼는데

(Lee & Seong, 2003), 이는 여성들이 매력적인 하반

신 실루엣을 연출하기 위해서 엉덩이의 핏이 만족

스러운 청바지를 구매하기 때문이다(Chun & Suh, 
2007). 20대 여성들은 청바지 착용 시 넙다리둘레

와 바지길이, 엉덩이주위의 맞음새에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이는 인체의 실루엣을 드러내는 타이트

한 청바지의 유행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몸에 맞

는 청바지의 형태에 대한 선호 분석 및 신체 부위별 

맞음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Lee & Do, 2012).
기본적으로 청바지 원단은 뻣뻣하기 때문에 앉

거나 구부리는 동작 시 밑위길이가 앞으로 당겨져 

뒤허리 부분이 뜨거나 많이 내려간다. 여성 소비자

들은 유행을 따라 허리선이 낮은 골반길이의 청바

지를 많이 구입하고 착용하지만, 이러한 스타일의 

청바지 착용 시 뒤허리 부분의 노출에 대해 소비자

의 91.1%가 신경을 쓴다(Kim, Kim, & Jeon, 2008).
밑위길이가 짧아 단추가 배꼽 아래로 내려오는 

로 라이즈 진(low rise jeans)의 밑위길이는 평균 

5~7인치(12.7~17.8cm)이며, 브랜드에 따라 밑위길이

가 3~4인치(7.6~10.2cm)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브
랜드의 이미지나 섹시함 추구 등의 요인으로 청바

지의 밑위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으나, 기능적으

로는 밑위가 긴 것이 착용감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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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위길이의 기능성과 심미성은 서로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Lim, 2006). 낮은 허리선의 바지를 제

작할 때 바지원형 패턴의 앞, 뒤판에서 허리둘레선

을 일률적으로 낮추면, 앞, 뒤 밑위둘레가 부족하게 

되어 의자에 앉거나 몸을 숙일 때 뒤판의 허리선이 

당겨지면서 뒤허리와 골반부위의 신체 노출이 발

생할 수 있다. 
여성들이 청바지 맞음새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

유는 기성복 업체들이 이들의 체형에 적합한 패턴

을 사용하기 못하기 때문이며, 소비자들의 청바지 

맞음새에 대한 기대 수준 또한 높기 때문이다. 따
라서 착용감이 우수하고 적합한 맞음새를 나타내

는 청바지의 생산을 위해서는 청바지 패턴설계 방

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Kim 
& Chun, 2011). 특히 스타일과 착용감에서 소비자

에게 만족스러운 스키니 진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로우웨이스트 진에 적합한 허리선높이와 밑위길이

에 대한 패턴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3. Pattern drafts of jeans 
청바지는 다트가 없고 피트하기 때문에 일반 바

지보다 여유량이 적으며, 워싱에 의한 수축률을 감

안하여 제도하기 때문에 기존 슬랙스 원형과는 다

른 패턴제도법이 필요하다(Jeong & Lee, 2003). 청
바지 패턴제도는, 일반 슬랙스 패턴과는 달리 신체

1. Angle of center back line
(Lee(2012), p. 107) 

2. Basic pants pattern (Back)
(Nam et al.(2007), p.112)

3. Jeans pattern (Back)
(Nam et al.(2007), p.113)

<Fig. 1> Jeans pattern drafting methods 

치수에 여유분을 추가하지 않아 타이트한 핏을 만

들거나, 앞판 샅냄폭을 뒤판 샅냄폭보다 짧게 하여 

앞판 패턴이 뒤판 패턴보다 좁게 만들어 허벅지가 

날씬해 보이도록 제작하기도 한다. 또한 활동성과 

착용감을 높이고, 엉덩이를 입체적으로 보이기 위

해 뒤중심선 기울기를 크게 제작하기도 한다(Kim 
& Chun, 2011). 

바지 패턴에서 뒤중심선 기울기는 바지의 실루

엣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Fig. 1>의 1-①과 같이 뒤중심선의 기울기가 작

아 수직선에 가까우면 뒤밑위길이가 짧아져 활동

하기 불편하고, <Fig. 1>의 1-③과 같이 뒤중심선

의 각도가 커서 수평방향으로 내려가면 뒤밑위길

이가 길어져 활동하기 편하다. 따라서 활동성 높은 

캐주얼팬츠를 제도할 때는 정장 츠를 제도할 때보

다 뒤중심선 기울기를 크게 해야 한다(Lee, 2012). 
한편, 허리둘레치수와 엉덩이둘레치수를 변화시키

지 않으면서 <Fig. 1>의 1-③과 같이 뒤중심기울

기를 크게 하려면 옆허리점의 위치가 바깥쪽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옆솔기선의 기울기가 뒤중심선 

기울기와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따라서 

활동성 있는 팬츠의 경우, 옆솔기선 각도는 뒤중심

선 기울기의 각도와 같이 커져 수평방향으로 누운 

형태가 된다. 
진 팬츠 패턴제도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Nam, 

Park, Lee, & Choi(2007)는 기본 원형 패턴(Fig.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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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뒤엉덩이둘레선을 절개하고, 활동량만큼 추가

로 벌려 진 팬츠 패턴(Fig. 1의 3)을 제도하는 방식

을 제안하였다. 진 팬츠 패턴은 뒤중심선의 경사가 

완만하고, 옆선의 형태는 직선에 가까운 특징을 갖

으며, 엉덩이둘레와 넙다리 등의 둘레 수가 줄어들

어 인체에 타이트하게 피트되며, 밑위길이와 샅냄

폭도 줄어든다. 뒤판에 요크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

며, 기본 팬츠보다 허리선을 내려 밑위가 짧다(Nam 
et al., 2007).

청바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청바

지 패턴설계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항목

은 뒤중심선 기울기로 허리에서 밑위부위까지의 

착용감을 높이고, 심미성을 우수하게 하기 위해 가

장 중요하며, 앞뒤 샅냄폭, 앞뒤 밑위길이의 항목 

또한 중요했다(Choi & Do, 2008). 바지의 뒤중심선

은 대부분의 의복 패턴과는 달리 수직선이 아닌 경

사각을 가진 사선으로 제도되어 샅냄폭과 함께 바

지의 밑위 형태와 밑위, 허리의 동작기능성에 영향

을 미친다(Moon & Jeon, 2011). 여성복 업체의 패

턴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뒤중심선 기울기

가 바지 패턴설계에서 고려해야할 가장 중요한 요

소였으며, 전체 여유량, 밑위 앞뒤길이, 앞뒤 샅냄

폭의 길이, 허리선의 위치, 앞뒤 옆선 배분의 순으

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한편, 바지 패턴에서 뒤판의 샅냄폭은 의복압을 

고려한 동작적응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바지착

용 시 밑위에서의 과도한 여유분은 패턴에서 샅냄

폭보다는 밑위길이의 영향으로 나타나며, 뒤샅냄폭

을 넓히는 것보다는 뒤중심선 각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동작적응성에 더 큰 효과를 줄 수 있다. 앞뒤 

밑위길이는 앞밑위선과 뒤밑위선의 배분이 적당해

야 앞뒤 솔기선에서 군주름이 생기지 않으며, 이때 

밑위의 연장선인 샅냄폭을 함께 고려해 주어야 한

다(Shin, Ryu, & Park, 2006). 샅부위의 고양이주름

은 앞 샅냄폭이 긴 패턴에서 주로 나타나며, 뒤밑

위당김 현상은 앞샅냄폭이 짧은 경우 뒤샅냄폭이 

커버해야 하는 부위가 과중되어 엉덩이의 밑위선

이 자연스럽게 밀착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Moon & Jeon, 2011). 
기존 바지 패턴 연구들은 허리둘레와 엉덩이둘

레와 같은 둘레항목에 중점을 두고 여유분 설정을 

연구해 왔지만, 하체부의 체표면 변화는 엉덩이 뒤

중심선과 고관절부위의 후면 피부에서의 세로방향 

신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엉덩이 뒤중심선의 변화

에 따른 밑위앞뒤길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다한 밑위앞뒤길이 여유분은 외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적, 기능적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적절한 밑위길이 설정이 필요

하다(Park & Lim, 1994). 
스키니 진 착용 시 엉덩이 최대 돌출부위와 무릎

부위에서의 의복압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들 부위에 대한 패턴 및 소재 개선이 필요하다. 그
러나 스키니 진의 의복압과 의복 여유량의 비교에

서, 의복압이 높은 부위와 패턴의 여유량 정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은데, 이는 패턴의 여유량의 

대소뿐만 아니라 패턴의 전반적인 형태가 의복 착

용 시 의복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Kweon, 2012; 
Na & Lee, 2010). 

일반적으로 신축성 있는 의류의 패턴을 제도할 

때는 기본 패턴에서 소재에 의해 늘어나는 분량을 

차감하여 패턴의 여유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설계

한다. 그러나 스키니 진은 앞, 뒤 밑위길이, 밑위둘

레, 뒤중심선의 기울기 등 골반 부위의 맞음새가 

일반 청바지와 다르며, 바지통의 크기 역시 기본 

청바지의 폭을 소재의 늘어나는 분량을 고려하여 

일률적인 치수로 여유분을 줄인 것이 아니라, 유행

하는 신체 이미지에 맞게 허벅지, 무릎, 발목 부위

가 인체에 밀착된 형태이다. 또한, 청바지가 단순히 

실용성과 편안함뿐 아니라, 멋과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착용되고 있으므로 미적인 면과 운동 기

능적인 면이 조화되어 움직임이 편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Song & Choo, 2009). 
따라서 기존 청바지 제도에서 여유분만을 조정한 

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스키니 

진 패턴 고유의 특성 분석이 필요하다. 

III. Methods

1. Selection of jeans brands 
국내 청바지 시장은 국내 고유 브랜드보다는 해

외 라이센스 브랜드 및 직수입 브랜드의 비중이 높

으며, 글로벌 SPA 브랜드의 확장으로 유행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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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빠른 소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해외 청

바지 브랜드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직접구매 방

식 또한 늘어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키니 진의 사이즈와 패턴에 관

한 브랜드별 비교를 위해 9개 브랜드의 스키니 진

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도 캐주얼 시장 

분석(Samsungdesignnet, 2012)에서 진 캐주얼 브랜

드의 포지셔닝 분류를 참고로 저가 SAP 브랜드, 중
가 진캐주얼 브랜드, 고가 진캐주얼 브랜드, 프리미

엄 진캐주얼 브랜드 군에서 총 9개의 브랜드를 선

정하였다. 9개의 브랜드 중 2개의 SPA 브랜드를 제

외한 나머지 7개의 브랜드들은 서울 시내 주요 백

화점에 입점해 있었으며, 2011년 백화점 매출 순위 

기준(Min, 2011)으로 상위 매출 1, 2, 3, 4위의 브랜

드가 모두 포함되었고, 이들은 모두 고가 진캐주얼 

브랜드 포지션에 속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브랜드들을 3개의 집단으

로 분류되었는데, 청바지 전문 브랜드로 시작하였

으며, 다른 아이템의 의류도 생산하지만 현재 청바

지를 주력 상품으로 생산하고 있는 진 전문 브랜드

(special jeans brand), 유명 디자이너의 라이센스 브

랜드로 유행에 민감한 스타일의 청바지를 주로 생

No Dimension

A Waist girth (front)

B Waist girth (back)

C Crotch length (front)

D Crotch length (back)

E Crotch width (front)

F Crotch width (back)

G Mid-thigh width (front)

H Mid-thigh width (back)

I Knee width (front)

J Knee width (back)

K Hem width (front)

L Hem width (back)

M Outseam length

N Inseam length

<Fig. 2> Dimensions of measurements for skinny jeans

산하는 트렌디 진 브랜드(trendy jeans brand), 청바

지를 전면에 두는 진 캐주얼 브랜드는 아니지만 스

키니 진 청바지 라인을 전개하고 있는 대중적인 

SPA 브랜드(SPA brand)로 각각 구분하였다.    

2. Measuring methods of skinny jeans products 
dimensions 

패턴 치수 측정과 외관평가를 위해 9개의 브랜

드에서 가장 대표적인 스타일의 스키니 진을 선정

하여 구입하였다. 스키니 진은 각 브랜드별로 슈퍼 

슬림 스키니, 울트라 스트레치 진, 슈퍼 스키니 피

트 테이퍼드 진, 베이직 슬림 스키니 진, 제깅스 등 

다양한 스타일로 변형되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 따른 치수 차이를 배제하기 위해 9개의 브

랜드에서 가장 대표적 스타일로 판매되고 있는 기본 

스키니 진으로 디자인을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9개의 스키니 진 제품들은 면 98%, 스판덱스 

2%으로 이루어진 데님 원단 제품으로 통제하여 소

재의 신축성이 일정하게 통제되도록 하였다. 
제6차 한국인 인체 치수 조사(SizeKorea, 2010)

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평균 허리둘레는 70cm, 엉
덩이둘레는 91.5cm로 KS K0051 여성용 정장 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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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규격으로는 70-91 사이즈에 해당한다. 본 연구

에서 분석을 위해 구입한 스키니 진의 의류치수는 

20대 여성의 평균 허리둘레 치수에 맞게 27인치로 

통일하였다.
수집한 스키니 진의 제품 치수 측정은 선행연구

(Rosen, 2004; Shim, Suh, & Yoo, 2005)의 청바지 

제품 치수 측정 항목과 부위별 측정 방법을 참고하

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측정항목은 허리둘

레(앞, 뒤), 밑위길이(앞, 뒤), 밑위너비(앞, 뒤), 넙
다리중간둘레(앞, 뒤), 무릎둘레(앞, 뒤), 바지부리

둘레 (앞, 뒤), 인심, 아웃심의 총 14개 항목이었으

며, 청바지를 평평한 바닥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 

상태에서 주름이 없도록 펴놓은 후, 각 항목에 대해 

줄자로 치수를 측정하였다. 엉덩이둘레선, 넙다리

중간둘레선, 무릎선의 위치 등은 완제품에서 파악

하기 어려우므로, 제6차 한국인인체치수조사에서 나

타난 20대 여성의 평균 신체치수를 이용하여 표시

하였다. 20대 여성의 엉덩이높이(79.7cm)와 샅높이

(72.7cm)의 차이는 평균 7cm이었으며, 샅높이(72.7cm)
와 무릎높이(41.4cm)의 차이는 평균 31.3cm이었다. 

Dimension FRONT BACK

Waist girth A a

Hip girth B b

Crotch extension C c

Crotch depth D d

Center insertion E e

Side waistline rise F f

Side waistline insertion G -

Knee width H h

Hem width I i

Crotch height J j

Crotch length K k

Inseam L l

Outseam M m

Yoke outseam - m’

Yoke dart - n

Center back angle (°) - o

Note 1) The unit of center back angle is degree (°)
<Fig. 3> Dimensions of measurements for skinny jeans’ flat pattern

이를 반영하여 청바지의 샅끝점에서 7cm 올라간 

곳에 엉덩이둘레선을, 샅끝점에서 31.3cm 내려간 

곳에 무릎선을 각각 표시하였다. 엉덩이돌출점 수

준과 무릎둘레선 수준의 중간 지점인 넙다리가운

데점을 지나는 선인 넙다리중간둘레선은  앞서 표

시한 제품의 엉덩이둘레선과 무릎선의 이등분 위

치에 표시하였다(Fig. 2).
본 연구는 최근 유행 아이템인 스키니 진의 패턴 

치수를 파악하기 위해 시판 중인 스키니 진에서 직

접 평면패턴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산업체패턴을 

분석하려면 업체에서 마스터패턴을 제공받아 분석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기업 내부 자료인 마스터패

턴을 외부에 공개하기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스터패턴의 외부 공개를 응하는 업체를 대상으

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면 제한된 브랜드만으로 패

턴 수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맞는 조사 대상 브랜드를 선정하고, 해
당 브랜드의 제품에서 평면패턴을 추출하는 방법

을 사용하였다. 
봉제된 상태의 청바지에서 평면패턴을 추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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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선행연구(Armstrong, 2004; Shim et al., 2005)
에서 사용한 의류 제품의 패턴 추출 방법을 본 연

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먼저, 평평한 바닥에 청바지

를 고정한 후 치수 측정에 필요한 기준선을 라인테

이프를 이용하여 표시하였다. 세로 기준선인 바지 

주름선은 앞판과 뒤판의 바지밑단을 각각 이등분

하는 수직선으로 설정하였으며, 가로기준선인 밑위

선은 바지의 샅끝점을 수평으로 지나는 곳에 표시

하였다. 제품 상태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엉덩이둘

레선의 위치와 무릎선의 위치는 <Fig. 2>에서 제시

한 방법에 따라 청바지의 샅끝점에서 7cm 올라간 

곳을 엉덩이둘레선으로, 샅끝점에서 31.3cm 내려간 

곳을 무릎선으로 각각 표시하였다.
두께가 얇고 이면이 잘 비치는 유산지에 청바지

에 표시한 것과 같은 간격으로 가로, 세로 기준선

을 그려 놓은 후, 청바지 위에 유산지를 올려놓고, 
옷에 주름이 생기지 않게 주의하면서 유산지와 청

바지를 시침핀으로 고정하였다. 유산지를 통해 비

치는 청바지의 외곽선을 연필로 따라 그려 평면패

턴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평면패턴에 대한 세부 측

정 항목은 선행연구(Moon & Jeon, 2011; Shin et al., 
2006; Shin & Suh, 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선정

하였으며, 앞판 13개 항목, 뒤판 15개 항목에 대해 

둘레, 길이, 너비, 각도를 각각 측정하였다(Fig. 3).

No Dimension

1 Waist line

2 Hip line

3 Crotch line

4 Mid-thigh line

5 Outseam

6 Inseam

7 Crotch length (front)

8 Side line balance

9 Side waist line

10 Crotch length (back)

11 Overall fit

<Fig. 4> Dimensions of sensory evaluation for skinny jeans’ appearance and fit

측정한 스키니 진의 제품치수와 패턴치수의 브

랜드 특성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PSS 15.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브랜드 집단별 평균과 표

준편차를 구하였으며, ANOVA 분석과 Duncan-test
를 사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3. Sensory evaluation for skinny jeans fit
브랜드 특성에 따른 스키니 진의 부위별 맞음새 

외관평가를 실시하였다. 외관평가는 의류학과에 재

학 중인 20~30대 대학생 및 대학원생 52명을 대상으

로 2013년 4월 10일~4월 23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외관평가에 사용된 자극물로는 10cm 간격으로 

표시된 모눈 격자를 배경으로 피팅모델이 각 브랜

드의 스키니 진을 착용하고, 허리선 아래의 앞, 옆, 
뒤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외

관평가 실험에서 선정한 피팅모델은 진 브랜드에

서 전문피팅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20대 여성으로, 
신체치수는 신장 170cm, 몸무게 49kg, 젖가슴둘레 

79cm, 허리둘레 66.5cm, 엉덩이둘레 91cm이었으

며, 평소 착용하는 청바지 사이즈는 27인치였다. 이
는 20대 여성의 평균 신체치수와 비교하였을 때 크

고 마른 체형에 해당되었다. 기성복은 다양한 체형

의 소비자들을 위한 옷이지만, 대부분의 기성복업

체들은 평균 신체치수의 보통 체형이 아닌 평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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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른 이상체형의 전문피팅모델에게 샘플을 착

용시킨 후, 각 브랜드의 특징을 반영하여 의복의 

디자인과 실루엣을 수정한다. 스키니 진은 인체에 

밀착되어 착용자의 체형이 그대로 드러나는 아이

템이기 때문에 각 브랜드에서 의도하는 스키니 진

의 실루엣 특성이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전문

피팅모델에게 스키니 진을 착용시킨 후 외관을 평

가하였다.
외관평가를 위한 설문 문항 및 평가 부위 선정은 

청바지 외관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Jung & Lee, 
2003; Suh, Suk, & Park, 2004; Uh et al., 2009)를 참

고하였다. 평가는 제시된 사진에 표시된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밑위둘레, 넙다리중간둘레, 아웃심, 인
심, 앞밑위길이, 옆선위치, 옆허리선기울기, 뒤밑위

길이, 전체 외관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해 아주 안맞

는다(1점)에서 아주 잘 맞는다(5점)의 리커트 척도

로 응답하도록 하였다(Fig. 4).
통계처리는 SPSS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Table 1> Waist and hip circumference size charts of skinny jeans                                          (cm)

Size
(inch)

Special jeans brand Trendy jeans brand SPA brand

Brand A Brand B Brand C Brand D Brand E Brand F Brand G Brand H Brand I

22 58-76.5

23 61-86 58.5-84 60-85 55-84 58.5-89.5 58.5-79

24 62-85 64-89 61-86.5 62-87 58-86 62-84 61-92 61-81.5

25 64-87 66-91 63.5-89 64-90 61-88 64-88 63.5-87.5 63.5-94.5 63.5-84

26 66-90 68-94 66-91.5 67-92 64-90 66-92 66-90 66-97 66-86.5

27 68-92 70-97 68.5-94 70-94 67-92 69-96 68.5-92.5 68.5-99.5 68.5-89

28 71-94 73-99 71-96.5 72-97 70-94 72-100 71-95 71-102 71-91.5

29 74-97 73.5-99 73.5-97.5 73.5-104.5 73.5-94

30 76-100 76-101.5 76-107

31 78.5-104 78.5-109.5

32 81-106.5 81-112

Size 
Spec 
Guide

Waist, hip, 
thigh, knee, 
hem girth, 

front & back 
crotch depth 

- -
Waist, hip, 
hem girth,
outseam 

Waist, thigh, 
hem girth,

inseam

Waist, hip, 
thigh girth,

inseam

Waist, hip, 
thigh, knee, 
hem girth, 

crotch depth, 
inseam, 
outseam 

Waist, hip, 
thigh, hem 

girth, 
inseam 

Waist, hip, 
thigh girth, 

crotch depth, 
hem width, 
leg length

Note 1) The dimensions in table refer to waist and hip circumference.
Note 2) The unit of size is inches.

각 부위의 외관평가에 대한 브랜드별 평균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ANOVA 분석과 Duncan-test를 사용

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IV. Results and Discussion

1. Sizing system analysis of skinny jeans  
9개 청바지 브랜드들의 의류 치수 표기 실태를 

조사하였다(Table 1). 조사는 실제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사이즈 라벨과 각 브랜드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이즈 스펙 가이드를 참고하였다.
판매되고 있는 스키니 진의 사이즈는 호칭 22부

터 호칭 32까지 총 11개의 사이즈였으며, 모든 브

랜드에서 생산하고 있는 대중적 사이즈는 호칭 25, 
26, 27, 28의 4개 사이즈였다. KS K0051에 따르면 

피트성이 없는 하의의 경우 ‘허리둘레’의 cm 치수

를, 피트성이 있는 하의는 ‘허리둘레-엉덩이둘레’의 

cm 치수를 호칭으로 하지만, 조사 브랜드들은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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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과 달리 ‘허리둘레’의 인치 치수로 호칭을 표

기하고 있었다. 소비자들은 과거의 55/66 식 치수 

표기법에 여전히 더 익숙하며, 정확한 신체 치수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사이즈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Choe, 2013), 청바지 제조

업체들은 현행 KS 의류 치수 규격과는 다르지만, 
소비자에게는 익숙하고 편리한 허리둘레의 인치 치

수를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대상 브랜드들은 제품 안쪽에 부착되는 케

어라벨에 각 호칭에 대응하는 기본 신체치수들을 

표시하고 있었다. 케어라벨에 표시된 기본 신체치

수는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치수였으며, 단위는 cm
를 사용하였다. 이는 KS K0051의 피트성이 있는 

하의 치수 표기법을 반영한 것으로, 의류업체들의 

관행적인 치수 표기방식인 허리둘레의 인치 표기

에 대한 대안으로 케어라벨의 참고치수에 허리둘

레와 엉덩이둘레의 cm 치수를 각각 표시함으로써 

KS 규격을 반영하고 있었다. 
동일한 호칭에 대응되는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의 치수와 편차는 각 브랜드마다 서로 달랐다. 각 

호칭에 대해 허리둘레 간격은 2cm, 2.5cm, 3cm, 엉
덩이둘레의 간격은 2cm, 2.5cm, 3cm, 4cm로 브랜

드마다 다르게 전개되었는데, KS 규격에서 제안하

는 기본신체치수 간격인 허리둘레 3cm, 엉덩이둘

레 3cm와 차이가 있었다. 특히 동일한 호칭의 청바

지에서 허리둘레의 신체치수는 브랜드별로 차이가 

적으나, 엉덩이둘레의 신체치수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 청바지 호칭 ‘27’에 대응하는 기본신체

치수를 살펴보면, 허리둘레의 분포는 67cm, 68cm, 
68.5cm, 69cm, 70cm 등으로 평균 68.5cm이었으며, 
엉덩이둘레의 분포는 89cm, 92cm, 94cm, 96cm, 
97cm, 99.5cm 등으로 평균 94cm이었다. 호칭에 표

기된 허리 27인치(68.5cm)와 허리의 신체치수는 각 

브랜드별로 ±1.5cm 이내였으나, 호칭 27에 대응하

는 엉덩이의 신체치수는 브랜드별로 최소 89cm에

서 최대 99.5cm까지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브

랜드 간 치수 격차가 컸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총 9개의 브랜드 중 7개의 

브랜드가 온라인 쇼핑몰 및 자사 홈페이지에 제품 

사이즈 스펙을 제공하고 있었는데(Table 1), 허리둘

레, 엉덩이둘레, 넙다리중간둘레, 무릎둘레, 바지부

리둘레, 앞밑위길이, 뒤밑위길이, 인심, 아웃심 등

의 항목이 업체가 제공하는 제품 사이즈 스펙에 포

함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기본 스타

일 청바지에 대한 한 가지 스펙만을 제시하고 있었

으며, 단 2개의 브랜드에서만 스타일에 따라 달라

지는 정확한 제품 사이즈 스펙을 소비자들에게 제

공하고 있었다. 브랜드가 다를 경우에는 물론이거

니와 같은 브랜드 내에서도 스타일에 따라 청바지

가 인체에 밀착되는 정도가 각기 다르므로, 대표 

스타일에 대한 하나의 제품 스펙만을 제공하는 것

은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지 못하며, 각 스

타일에 대응하는 제품 치수를 제공하는 것이 소비

자의 올바른 사이즈 선택을 돕는 바람직한 방법으

로 생각된다.

2. Products dimensions analysis of skinny jeans
Rosen(2004)과 Shim et al.(2005)의 청바지 제품

치수 측정방법을 참고하여 9개의 스키니 진에서 제

품의 부위별 치수를 측정하였다. 측정한 스키니 진

의 제품치수가 진 브랜드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Fig. 2, Table 2). 분석결

과, 허리둘레(A), 아웃심(M), 인심(N)을 제외한 모

든 측정 항목에서 트렌디 진 브랜드의 제품 치수가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치수 차

이는 앞밑위길이(C), 뒤밑위길이(D), 뒤밑위너비(F), 
인심(N) 항목에서 나타났다. 유행을 추구하는 트렌

디 진 브랜드의 청바지는 다른 브랜드들보다 앞, 
뒤 밑위길이가 짧아 바지 허리선이 낮고, 뒤 밑위

너비가 작아 골반 부위가 인체에 밀착되어 엉덩이

가 강조되는 타이트한 스타일이며, 인심의 바지길

이가 긴 것으로 나타나, 현재 유행하고 있는 스키

니 진의 스타일 특성을 유추할 수 있었다.  
캐주얼 청바지의 제품치수를 조사한 Uh and Suh 

(2007)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반 청바지의 평균 

제품치수는 허리둘레 75.4cm, 엉덩이둘레 91.6cm, 
뒤밑위길이 31.8cm, 넙다리중간둘레 54.4cm, 바지

부리 45.5cm이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허리둘레 

27인치(68.5cm)의 스키니 진에 대한 제품치수와 선

행연구에서 측정한 일반청바지의 제품치수를 비교

해 보면 스키니 진의 허리둘레(A+B)는 82.44cm로 

일반 청바지의 75.4cm보다 7.04cm 크게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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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ducts dimensions measurements of 27” size skinny jeans                                     (cm)

No Dimension Special jeans brand Trendy jeans brand SPA brand Mean (SD) F-value

A Waist girth (front) 36.00 38.67 37.67 37.44 (2.77) 0.65 

B Waist girth (back) 49.00 43.17 44.17 45.44 (4.86) 1.34 

C Crotch length (front) 21.17 (b) 18.50 (a) 21.00 (b) 20.22 (1.54) 7.09*

D Crotch length (back) 31.33 (ab) 29.50 (a) 32.00 (b) 30.94 (1.40) 5.32*

E Crotch width (front) 23.50 23.17 23.00 23.22 (1.46) 0.07 

F Crotch width (back) 32.83 (b) 30.33 (a) 33.33 (b) 32.17 (1.68) 6.64*

G Midthigh width (front) 18.00 16.67 18.17 17.61 (0.96) 3.65 

H Midthigh width (back) 22.33 21.67 22.67 22.22 (1.20) 0.47 

I Knee width (front) 15.17 14.00 14.33 14.50 (1.00) 1.11 

J Knee width (back) 17.67 17.00 18.33 17.67 (1.41) 0.60 

K Hem width (front) 12.00 11.33 11.50 11.61 (0.65) 0.81 

L Hem width (back) 15.33 15.17 15.67 15.39 (1.08) 0.13 

M Outseam length 94.33 97.00 89.83 93.72 (4.22) 3.07

N Inseam length 77.50 (ab) 83.17 (b) 73.67 (a) 78.11 (5.03) 6.29*

Note 1) *p<.05 (Duncan test results are a<b<c)

며, 제6차 한국인인체치수조사(2010)에 나타난 20
대 평균 여성의 허리둘레 치수(70cm)나, 배꼽수준 

허리둘레(74.8cm)와 비교해 그 차이가 컸다. 이는 

스키니 진의 경우, 일반 청바지에 비해 허리선이 

훨씬 낮으며, 인체의 배둘레선보다 아래에 걸쳐지

며, 그 결과 완제품에서 측정한 허리둘레선의 제품

치수가 매우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스키니 

진의 평균 뒤밑위길이(D)는 30.94cm로 일반 청바

지 평균보다 0.86cm 짧았으며, 넙다리중간둘레(G+H)
는 평균 39.83cm, 바지부리둘레(K+L)는 평균 27cm
으로 일반 청바지에 비해 각각 14.57cm, 18.5cm가 

작게 나타나, 스키니 진의 바지통이 일반 청바지에 

비해 현저히 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3. Comparison of flat pattern shapes by brand 
groups

수집된 패턴을 전문 진 브랜드, 트렌디 진 브랜

드, SPA 브랜드에 따라 분류하여 패턴 중합도를 제

작하고, 패턴 형태의 특성을 그룹별로 분석하였다

(Fig. 5). 
진 전문 브랜드는 뒤밑위둘레선의 곡선의 곡률

이 크고, 뒤중심선 기울기가 커 착용감과 활동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뒤판 아웃심

의 허리에서 엉덩이를 지나 넙다리에 이르는 부분

의 곡선은 인체의 굴곡을 반영한 S자형 커브를 이

루는 경향이 있었다. 
트렌디 진 브랜드의 경우, 앞판의 밑위길이가 짧

으며, 다른 브랜드 군에 비해 앞판의 바지폭이 좁

아 착용 시 옆선 라인이 앞면으로 두드러지게 모이

게 되어 시각적으로 슬림해 보이는 착시효과를 줄 

것으로 보였다. 뒤판의 아웃심 중 허리에서 넙다리

에 이르는 부분이 인체의 굴곡과는 반대로 오목한 

곡선으로 그려져 샅과 넙다리 부위가 타이트하게 

조여졌으며, 바지길이와 무릎길이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 긴 경향이 있어 스키니 진의 가늘고 긴 실루

엣을 만드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SPA 브랜드의 패턴은 뒤중심선 기울기가 작고 

직선에 가까우며, 뒤판의 아웃심 라인이 직선에 가

까운 형태로 그려졌다. 바지부리 둘레는 다른 브랜

드 군과 비슷하지만 바지 길이와 무릎아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은 경향을 보여 바지통이 슬림하게 

보이지 않고 골반과 넙다리 부위가 상대적으로 넓

어 보이게 하는 부정적인 시각 효과가 있었다. 
수집한 스키니 진 평면패턴(Fig. 3)에서 부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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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jeans brand Trendy jeans brand SPA brand

Brand A Brand B Brand C Brand D Brand E Brand F Brand G Brand H Brand I

<Fig. 5> Analysis of flat pattern shapes by brand groups

패턴치수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 <Table 4>와 

같다. 전문 진 브랜드, 트렌디 진 브랜드, SPA 브랜

드에 따라 치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진 브랜드 특

성별로 세부 패턴의 치수에 차이가 있었다. 앞판 

패턴에서는 앞밑위길이(D), 샅높이(J)와 앞밑위둘레

<Table 3> Comparison of pattern measurements by brands; front pants                                    (cm)

No Dimension Special jeans brand Trendy jeans brand SPA brand Mean (SD) F-value

A Waist girth 18.37 18.03 19.73 18.71 (1.39)  1.39

B Hip girth 20.23 19.13 21.20 20.19 (1.24)  3.31

C Crotch extension  3.20  2.70  2.83  2.91 (0.70)  0.35 

D Crotch depth 15.87 (b) 13.43 (a) 16.17 (b) 15.16 (1.43) 13.76***

E Center insertion  0.97  0.83  0.93  0.91 (0.52)  0.04 

F Side waistline rise  2.13  1.40  1.17  1.57 (0.77)  1.43 

G Side waistline insertion  1.07  0.53  0.60  0.73 (0.54)  0.83 

H Knee width 15.03 13.83 14.70 14.52 (1.02)  1.15 

I Hem width 11.87 11.50 11.67 11.68 (0.66)  0.19 

J Crotch height 75.27 (ab) 79.07 (b) 72.10 (a) 75.48 (3.92)  4.41* 

K Crotch length 16.57 (b) 13.77 (a) 16.87 (b) 15.73 (1.68) 10.24** 

L Inseam 76.17 82.80 71.43 76.80 (4.77)  2.92

M Outseam 93.23 96.03 88.13 92.46 (3.85)  2.51

Note 1) *p<.05, **p<.01, ***p<.001 (Duncan test results are a<b<c)

(K)가, 뒤판 패턴에서는 샅냄폭(c), 뒤밑위길이와 앞

밑위길이의 차이(d-D), 샅높이(j), 뒤밑위길이(k), 뒤중

심기울기(o)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3>에 제시된 앞판 패턴 치수의 브랜드별 

차이를 살펴보면, 앞밑위길이(D)는 트렌디 진(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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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이 가장 짧았으며, 진 전문 브랜드(15.87cm)와 

SPA 브랜드(16.17cm)는 차이가 없었다. 앞밑위둘

레(K)도 같은 경향을 보여, 트렌디 진 브랜드(13.77 
cm)가 진 전문 브랜드(16.57cm)와 SPA 브랜드(16.87 
cm)보다 길이가 짧았다. 앞밑위길이가 짧으면 앞허

리선이 내려오게 되며, 앞밑위둘레의 치수가 작으

면 바지의 앞쪽 샅부위가 인체에 타이트하게 밀착

되므로 트렌디 진 브랜드의 실루엣을 스키니하게 

만드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샅끝점에

서 바지부리까지 길이인 샅높이(J) 항목의 경우 트

렌디 진 브랜드(79.07cm)가 가장 길었으며, 진 전문 

브랜드(75.27cm), SPA 브랜드(72.10cm) 순으로 나

타났다. 트렌디 진 브랜드의 경우 밑위가 짧은 경

향과 샅높이가 긴 경향이 동시에 나타나, 바지 길

이에서 골반의 비율이 짧아 보이고, 다리의 비율은 

길게 보이도록 착시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Table 4>에서 뒤판 패턴의 차이를 살펴보면, 샅

부위의 맞음새 및 활동 여유량과 연관이 많은 샅냄

폭(c)은 진 전문(7.33cm), 트렌디 진(6.33cm), SPA 

<Table 4> Comparison of pattern measurements by brands; back pants                                      (cm)

No Dimension Special jeans brand Trendy jeans brand SPA brand Mean (SD) F-value

a Waist girth 21.80 22.97 21.43 22.07 (1.54)  0.76 

b Hip girth 25.47 25.03 25.97 25.49 (1.50)  0.23 

c Crotch extension  7.33 (b)  6.33 (a)  6.10 (a)  6.59 (0.75)  4.00* 

d Crotch depth 19.63 20.20 21.70 20.51 (1.75)  1.16 

d-D Back - Front crotch depth  3.76 (a)  6.77 (c)  5.50 (b)  5.36 (1.81)  3.98*

e Center insertion  5.00  4.13  4.43  4.52 (0.89)  0.68 

f Side waistline rise  4.53  5.07  3.30  4.30 (1.53)  1.07 

h Knee width 17.83 17.47 17.87 17.72 (1.32)  0.07 

i Hem width 15.50 15.30 15.33 15.38 (1.03)  0.02 

j Crotch height 74.50 (ab) 77.13 (b) 71.03 (a) 74.39 (3.57)  3.86*

k Crotch length 27.93 (b) 25.73 (a) 27.04 (b) 26.90 (1.39)  9.78**

l Inseam 76.23 81.30 72.97 76.83 (4.24)  2.20

m Outseam (Body) 91.87 93.00 87.53 90.80 (4.59)  1.99

m’ Outseam (Yoke)  1.57  2.00  2.50  2.02 (1.69)  0.41 

n Yoke dart  1.10  1.13  2.30  1.51 (1.19)  0.99 

o Center back angle (°) 16.83 (c) 13.67 (b) 11.17 (a) 13.89 (2.53) 48.39***

Note 1) The unit of center back angle is degree (°)
Note 2) *p<.05, **p<.01, ***p<.001 (Duncan test results are a<b<c)

브랜드(6.10cm) 순으로 나타나, 청바지를 전문적으

로 생산하는 진 전문 브랜드 패턴이 뒤판 샅부위의 

활동 여유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뒤밑

위둘레(k)는 트렌디 진 브랜드가 25.73cm로 가장 

짧았으며, 진 전문 브랜드가 27.93cm, SPA 브랜드

가 27.04cm로 비슷하였다. 뒤밑위길이(d) 항목에서

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치수 차이가 없어 뒤 허

리선의 위치는 각 브랜드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없

을 것으로 보이나, 뒤판의 밑위길이(d)와 앞판의 밑

위길이(D)의 차이인 앞뒤밑위길이차(d-D)에서는 

트렌디 진 브랜드(6.77cm), SPA 브랜드(5.5cm), 진 

전문 브랜드(3.76cm) 순으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치수 차이가 있었다. 트렌디 진 브랜드는 앞밑위길

이(D)가 다른 브랜드보다 짧은 경향이 있었는데, 이
때 뒤밑위길이(d)가 함께 짧다면 의자에 앉거나 몸

을 숙이는 것과 같이 골반부위의 체표 길이가 증가

하는 동작에서 바지의 밑위부분의 의복 여유량이 

부족하게 되어 뒤허리선이 당겨 내려가고, 그 결과 

골반부분의 신체 노출이 발생하게 되어 착용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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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앞밑위길이가 짧은 

트렌디 진 브랜드들은 충분한 앞뒤밑위 여유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패턴 제도 시 뒤밑위길이와 앞밑

위길이의 차이를 크게 설정하여 이를 보완한 것으

로 해석된다. 앞뒤 밑위길이차(d-D)가 크면 측면에

서 보았을 때 바지허리선의 기울기가 커지므로 트

렌디 진 브랜드가 측면에서의 허리선 경사가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연구들(Choi and Do, 2008; Shin et al., 2006)

은 청바지 패턴 제도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뒤중

심선 기울기(o)를 선정하였는데, 뒤중심선 기울기

가 크면 엉덩이를 입체적으로 만들며, 활동성이 요

구되는 바지에 적합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브

랜드별 뒤중심선 기울기(o)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진 전문 브랜드(16.83°), 트렌디 진 브랜드(13.67°), 
SPA 브랜드(11.17°) 순으로 기울기가 크게 나타나, 
진 전문 브랜드의 스키니 진이 활동성이 가장 높고 

입체적인 패턴이며, SPA 브랜드의 스키니 진이 활

동성이 적으며 평면적인 패턴으로 분석되었다. 뒤
판 샅높이(j)는 트렌디 진 브랜드(77.13cm), 진 전문 

브랜드(74.50cm), SPA 브랜드(71.03cm) 순으로 길

게 나타나 앞판 샅높이(J)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4. Fit evaluations of skinny jeans
스키니 진의 착장 사진을 보고 부위별 맞음새에 

<Table 5> Appearance and fit evaluations of skinny jeans                                              (N=52)  

No Dimension Special jeans brand Trendy jeans brand SPA brand Mean (SD) F-value

1 Waist line 3.20 (a) 3.74 (b) 2.95 (a) 3.30 (0.98) 15.56*** 

2 Hip line 3.14 (b) 3.86 (c) 2.83 (a) 3.28 (1.02) 26.94***

3 Crotch line 2.75 (b) 3.73 (c) 2.37 (a) 2.95 (1.10) 44.97***

4 Midthigh line 3.00 (b) 3.62 (c) 2.14 (a) 2.92 (1.53) 20.83***

5 Outseam 3.15 (b) 3.62 (c) 2.75 (a) 3.17 (0.99) 17.46***

6 Inseam 2.99 (a) 3.51 (b) 2.89 (a) 3.13 (0.99)  9.84***

7 Side line balance 3.28 3.36 3.16 3.27 (0.89)  1.00 

8 Side waist line 3.09 (a) 3.65 (b) 3.01 (a) 3.25 (0.99) 11.02***

9 Crotch length (front) 2.93 (b) 3.67 (c) 2.63 (a) 3.07 (1.01) 27.67***

10 Crotch length (back) 3.01 (a) 3.70 (b) 2.74 (a) 3.15 (1.01) 23.10***

11 Overall fit 3.07 (b) 3.64 (c) 2.54 (a) 3.09 (1.05) 26.89***

Note 1) ***p<.001 (Duncan test results are a<b<c)

대한 외관평가를 설문조사하였다. 스키니 진의 부

위별 맞음새 선호도는 옆선의 위치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진 브랜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ig. 4, Table 5). 
전체 외관을 포함하여 허리둘레선, 엉덩이둘레

선, 넙다리중간둘레선, 밑위둘레선, 아웃심, 인심, 
옆 허리선, 앞밑위길이, 뒤밑위길이의 세부 항목에

서 트렌디 진 브랜드가 가장 우수한 외관 평가를 

받았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트렌디 진 브랜드들은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자 타켓 연령층이 낮으며, 제
품 가격대가 높았다. 또한 다른 브랜드 군에 비해 

가장 다양한 핏과 디자인의 스키니 진들이 판매되

고 있었다. 스키니 진의 유행경향과 선호 핏에 대

한 소비자의 요구를 가장 잘 이해한 집단이 트렌디 

진 브랜드였고, 이것이 소비자 평가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2>~<Table 4>의 분석결과

에 따르면 트렌디 진 브랜드의 스키니 진은 밑위너

비가 좁고, 밑위둘레가 짧으며, 측면에서의 허리선 

경사가 크고, 바지 길이가 길어 몸에 타이트하게 

밀착되고, 슬림한 청바지로 분석되었으며, 이것이 

현재 소비자가 선호하는 스키니 진의 맞음새인 것

으로 파악된다. 
SPA 브랜드의 스키니 진은 모든 항목에서 가장 

낮은 외관 평가를 받았는데, 트렌디 진 브랜드와 

전문 진 브랜드의 경우, 전체 상품 구색 중 청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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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과 판매 비중이 높으며, 청바지에 대한 전

문도가 높은 진 캐주얼 브랜드들인데 비해, SPA 브
랜드는 다품종 생산이 특징으로 전체 상품 구색 중 

청바지의 비중이 크지 않으며, 청바지 전문 브랜드

에 비해 전문성이나 체형에 맞는 청바지 패턴에 대

한 축적된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생

각된다. <Table 2>~<Table 4>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SPA 브랜드 스키니 진은 밑위길이와 밑위너비가 

길어 골반부위가 인체에 밀착되지 않고 여유량이 

많으며, 바지길이가 짧고 아웃심이 직선 형태를 띄

고 있어 바지라인이 슬림하지 않고 넓어 보이며, 
뒤중심선 기울기가 적어 엉덩이의 입체적인 실루

엣이 부족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소

비자가 선호하는 스키니 진의 맞음새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는 밑위길이, 밑위너비, 뒤중심선 기울기, 
바지길이 등이며, 인체를 가늘고 길게 보이는 방향

으로 패턴을 설계했을 때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V. Conclusion

본 연구는 스키니 진의 사이즈 체계를 조사하고, 
제품과 패턴의 세부 치수를 측정하여 이를 청바지 

브랜드 집단별로 비교하였으며, 소비자들이 선호하

는 스키니 진의 맞음새 요소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청바지 브랜드 군을 진 전문 브랜드, 트렌디 

진 브랜드, SPA 브랜드의 3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브랜드 군에 속하는 브랜드를 3개씩 선정하여, 총 

9개 브랜드에서 스키니 진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브랜드에서 시판되고 있는 스키

니 진의 의류치수는 센티미터로 측정한 허리둘레 

및 엉덩이둘레의 신체치수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

는 KS K0051 여성복 치수 표기 방식을 따르지 않

고, 인치로 측정한 허리둘레의 치수를 호칭으로 표

기하는 방식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각 호

칭에 대응하는 신체치수의 간격은 브랜드별로 차

이가 컸으며, 허리둘레보다 엉덩이둘레 항목에서 브

랜드 간 치수 편차가 크게 나타나, 동일한 호칭의 

스키니 진 구입 시 브랜드에 따라 엉덩이둘레 부위

의 맞음새에는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둘째, 스키니 진의 제품 치수를 측정한 결과, 유
행을 추구하는 트렌디 진 브랜드는 다른 브랜드들

보다 앞, 뒤 밑위길이가 짧아 바지 허리선이 낮고, 
뒤 밑위너비가 작아 골반 부위가 인체에 밀착되어 

엉덩이가 타이트하게 강조되며, 인심의 길이가 길

었다. 소비자들에게 각 스타일에 따른 제품 사이즈 

스펙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브랜드들은 9개의 조

사 대상 브랜드 중 2개 브랜드에 불과해, 소비자들

에게 올바른 사이즈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제품 사이즈 스펙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도록 청바지 브랜드들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스키니 진 부위별 패턴 치수를 측정한 결

과, 다음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진 전문 브랜드는 앞뒤밑위길이 차이가 가

장 적었으며, 뒤샅냄폭, 뒤밑위길이, 뒤중심선 기울

기가 가장 컸다. 트렌디 진 브랜드는 앞밑위길이, 
앞밑위둘레, 뒤밑위둘레가 가장 짧고, 앞뒤밑위길

이 차이, 샅높이가 가장 길었으며, SPA 브랜드는 

앞밑위길이, 앞밑위둘레가 가장 길고, 샅높이, 뒤샅

냄폭, 뒤중심선 기울기가 가장 작았다. 
넷째, 스키니 진의 부위별 맞음새에 관한 외관평

가 결과, 전체외관,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넙다리

중간둘레, 밑위둘레, 밑위길이, 인심, 아웃심 등의 

항목에서 트렌디 진 브랜드의 맞음새가 가장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설문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트렌디 진 브랜드의 패턴 특징을 통해 

현재 유행하고 있는 스키니 진의 스타일 특성을 유

추할 수 있었는데, 트렌디 진은 밑위너비가 좁고, 
밑위둘레가 짧으며, 앞뒤 밑위차가 크고, 샅높이가 

길어, 바지가 골반부위에서 타이트하게 밀착되고, 
다리가 가늘고 길어 보이는 특성이 소비자가 선호

하는 스키니 진의 패턴 요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인지도와 백화점 입점 여

부, 브랜드 매출 순위 등을 기준으로 총 9개의 청바

지 브랜드를 선정하고, 브랜드 특성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각 집단에 속하는 브랜드 수

는 3개씩으로, 표본의 수가 크지 않았다. 국내에 판

매되고 있는 청바지 브랜드 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

문에 조사대상 브랜드 수를 증가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좀 더 많은 브랜드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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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했다면 대표성 있는 스키니 진 패턴 제도 

치수를 제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

의 한계점으로 작용하였다.
인체에 밀착되는 스키니 진은 활동성을 위해 스

판덱스가 함유된 신축성 있는 소재를 주로 사용하

여 제작하며, 본 연구에서는 면 98%, 스판덱스 2%
인 데님 원단으로 제작된 스키니 진을 실험대상으

로 선정하여 각 제품의 신축성이 일정하도록 통제

하였다. 그러나 혼용률 이외에도 직물의 물성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스

키니 진에 사용된 소재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분석

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스판덱스의 혼용률 뿐만 아

니라, 직물의 두께, 무게, 밀도와 같은 물리적 특성 

및 워싱 가공 방식 등은 청바지의 치수와 맞음새에 

밀접한 영향을 주므로,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소재

의 물성 차이에 따른 스키니 진 패턴 치수에 대한 

분석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스키니 진의 착장 외관평가

를 실시하여 각 브랜드의 특성에 따른 스키니 진의 

외관 맞음새를 분석하였으나, 실제 소비자가 입었

을 때의 착용감에 대한 착의평가는 실시하지 않았

다. 인체에 밀착되는 스키니 진은 일상동작을 저해

하거나 장시간 착용 시 불쾌감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패턴설계 시 착용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스키니 진의 외

관평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형의 소비자들을 대

상으로 동작적합성과 착용감 평가를 실시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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