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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ease of men’s slim pants patterns, and to analyze the fit and appearance through 
the 3D virtual garment system. The study selected four educational materials and one industrial pattern of slim pants 
for a total of five items. The CLO 3D Modelist program was utilized to carry out the appearance evaluation through 
virtual wearing and opacity, and a comparison was performed regarding the clothing pressure when the virtual 
model was standing and walking. The results of our comparison of the patternmaking for slim pants showed that 
pattern C pants had the greatest ease on the waist circumference, while B pants showed no ease. The C and E 
pants also had the most ease on the hip measurement. In the appearance evaluation, A pants received the most 
favorable results, followed by D, E, B, and C, in descending order. The clothing pressure appeared to be mainly 
red on the waist, crotch, and hem when standing in all pants, so the clothing pressure was high. While walking, 
the stress appeared to be different for the left and right parts of the body, and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on the thigh area. 

Keywords: slim pants(슬림팬츠), 3D virtual garment system(3D 가상착의시스템), appearance evaluation(외관

평가), clothing pressure(의복압) 

 

I. Introduction
현대 사회는 각 분야마다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에 대한 뚜렷한 경계가 사라지고, 양성의 경계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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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드는 경향이 대세를 이루면서 남성 패션에도 많

은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이 남성복의 여성화 경

향으로 젊은 남성들은 날씬하고 캐주얼하며 세련

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짧고 타이트한 재킷

과 팬츠는 매우 슬림하고, 여성 팬츠처럼 발목이 드

러나도록 짧게 착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

여진다. 
팬츠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하반신 측정치

에 대한 여유량, 허리선의 위치, 허리다트량과 길

이, 실루엣을 결정하는 안다리선과 옆선의 위치, 밑
위길이와 앞뒤샅냄폭, 하지동작에 의해 가장 영향

을 많이 받는 뒤중심경사각도 등이 있다(Choi, Suh 
& Uh, 2012). 팬츠의 여유량은 수평중합도의 가장 

바깥부위들을 연결한 선인 외포둘레, 즉 최소 의복

필요량에 인체 형태나 동작에 적응할 수 있는 기능

량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하며(Park & Kim, 1997), 
여유량이 없는 팬츠를 착용할 경우, 하지부가 받는 

구속압은 근육피로와 혈류 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Shim & Choi, 1994) 팬츠 

패턴 설계 시 적절한 여유량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는 인체에서 가장 움직임이 큰 부위로 특히 밑

위부위는 하지 동작 시 가장 많이 움직이며, 걷기, 
뛰기, 버스에 오르기 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

가 있으며,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가장 많은 신축

과 굴곡이 일어나는 부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밑위부위의 기능성은 하지의 동작에 직접적인 영

향을 주며, 하의의 착용감과 편안함을 결정한다(Kim, 
2008). 샅부위는 팬츠의 면적에 비해 아주 작은 면

적이나, 전체 외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여유분을 설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하며, 뒤중심경

사각도는 엉덩이둘레와 넙다리둘레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동작에 대한 적응이 크게 요구되는 팬츠

의 경우, 뒤중심경사각도가 크고 밑위둘레가 넓은 

것이 바람직하다(Park & Kim, 1997). 
최근 들어 다양한 개성을 가진 남성들을 돋보이

게 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팬츠들이 유행하고 있

는데, 그 중에서 인체의 곡선을 드러내는 슬림 팬

츠의 착용이 증가하고 있어 슬림 팬츠로써의 심미

성과 활동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의복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남성 팬츠 패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Paek 

& Lee(2001)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남성 정

장 주름바지 제도방법을 제시하였고, Yang(2011)은 

중년 남성을 타깃으로 하는 브랜드에서 수집한 원

턱 팬츠 5종을 비교분석한 후, 원턱 팬츠 원형을 제

시하였고, 정장 슬림핏 팬츠의 개발로 중년층의 신

체적 결함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Park 
(2013)은 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작업복 팬츠 

패턴을 제도하여 3차원 가상착의 이미지와 실물 이

미지를 비교하여 유사성을 평가하였다. Jeong(2011)
은 엉덩이둘레 여유분과 팬츠 형태가 다른 6가지 

팬츠를 제작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20대 초반의 남

성을 위한 팬츠는 다른 디자인 요소(턱의 유무)를 

달리하여도 엉덩이둘레 여유는 4cm가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한 Jeong(2006)은 20대 초반 남성을 대상

으로 신축성 소재의 신장율을 각 신체 부위에 적용

한 밀착 팬츠 패턴 설계방법과 최적 패턴 축소율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의 남성 팬츠 패턴은 

대부분 여유분이 있는 원턱 팬츠 패턴 설계에 대한 

연구로, 최근 남성 패션의 트렌드를 반영한 남성 

슬림 팬츠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한편, 3차원 가상착의 기술이 패션과 접목되면서 

의복디자인과 판매는 물론이고, 생산단계에도 가상

착의 시뮬레이션 기술이 도입되었다. 3차원 가상착

의는 2차원의 패턴을 3차원 형상으로 가상에서 재

현하는 것으로 가상착장형상을 투시도와 의복압으

로 시행하여 인체와 의복의 밀착 정도를 시각적으

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샘플을 제작하지 

않아도 의복의 여유량과 맞음새를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의류기술이 활성화되면서 3D 가
상착의 시스템을 활용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가상착의를 활용한 팬츠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인여성 팬츠(Choi & Do, 2008; Cha & 
Kang, 2013), 노년여성의 골프웨어 팬츠(Ryu, Choi 
& Park, 2012), 비만여성 팬츠(Lee, 2010), 복부비만 

중년남성의 팬츠(Lim, 2011), 남성용 작업복 팬츠

(Park, 2013) 등이 발표되었으나, 가상착의를 적용한 

20대 남성 슬림 팬츠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슬림핏 스타일이 반영된 팬츠 패

턴을 수집한 후 패턴 간의 제도방법을 비교분석하

고, 3D 가상착의로 슬림 팬츠를 제작하여 의상 착

장 시뮬레이션과 투시도에 의한 외관 평가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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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정자세와 워킹자세의 의복압을 비교분석하여 

20대 남성의 슬림 팬츠 패턴 제작을 위한 기초자료

로 제공하고자 한다. 
  

II. Methods

1. Selection of design and patterns  
남성 슬림 팬츠 패턴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교

육용은 최근 2년 내에 출간한 남성복 교재에서 슬

림핏에 해당하는 슬림 팬츠 패턴을 선정하였으며, 
실무용 패턴은 20대 남성을 타깃으로 하는 브랜드

에 슬림 팬츠디자인을 제시한 후, 가장 유사한 팬츠 

패턴을 제공받았다. 선정한 팬츠 패턴은 교육용 패

턴(Cho, 2014; Kim, 2014; Jeong, 2014; Park et al., 
2013) 4종과 실무용 패턴(S-Brand) 1종으로 총 5종
이며, 편의상 5종의 패턴을 A~E 패턴으로 명명하

였으며, 팬츠 디자인은 <Fig. 1>과 같다. 
총 5종의 슬림 팬츠 패턴을 Size Korea의 제 6차 

인체치수조사 자료에서 제시한 20대 남성의 평균

치수를 사용하여 Yuka의 Pattern CAD system으로 

제도하였고, 패턴의 제도 조건을 일치시키기 위하

여 디테일한 디자인과 주머니 제도는 생략하였다. 
패턴에 적용한 인체치수는 <Table 1>, 팬츠 패턴은 

<Fig. 2>와 같다.

2. Evaluations by virtual garment simulation
팬츠의 맞음새와 외관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주)

<Fig. 1> Slim pants design

Measurement area Size

Stature 173.6

Hip height  86.8

Waist height 105.1

Waist height(omphalion) 102.2

Knee height  45.3

Crotch height  79.3

Lateral malleolus height  70.0

Waist circumference  80.0

Waist circumference(omphalion)  81.9

Hip circumference  94.2

Thigh circumference  56.3

Knee circumference  37.5

Calf circumference  38.2

Ankle circumference  26.1

Body rise  26.3

Waist to hip length  19.6

Outside leg length 106.2

Crotch length  75.5

<Table 1> Body size                      (Unit: cm)

클로 버츄얼 패션의 3차원 가상 착의 시스템으로 

최신 버전인 CLO 3D Modelist ver.1.41을 이용하여 

가상착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1) Production of virtual avatar  
가상착의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남성 기본 avatar

를 불러온 후, <Table 1>의 인체치수를 사용하여 

avatar 사이즈 편집메뉴에서 높이, 둘레, 길이 등의 

측정치를 적용하여 20대 남성의 가상 모델을 제작

하였다. 가상 모델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4가지 

기본 avatar 체형 중에서 skinny tall 체형을 이용하

였으며, 소재는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

는 물성 데이터 중에 Real_Cotton_Cloth_CLO_V1
을 적용하였다.

2) Appearance evaluation 
가상착의에 대한 외관평가는 의상착장 시뮬레이

션 및 투시도를 함께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투시도

는 여유분에 대한 시각적인 비교를 위하여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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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ig. 2> Collected patterns

였으며, 투명도를 0%에서 100%의 범위 중, 최대치

인 100%로 설정하여 인체와 의복 사이의 공극량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용이하게 하였다.
외관평가 항목은 전면, 측면, 후면에 대해 각 부

위의 여유량 및 형태, 위치 등의 적절성 및 전체적

인 외관의 적절성에 관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평가자는 의류학을 전공한 전문가 집단 9인
으로 ‘매우 그렇다(5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1
점)’까지 5점 Likert Type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

다.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

인 답변을 위한 추가 문항을 제시하였다.

3) Analysis on the clothing pressure
가상착의 시뮬레이션에서는 아바타에 의상을 착

장시켰을 때 아바타의 면적이나 부피, 움직임에 따

라 힘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힘의 정도를 색분포

도와 수치(gf/cm2)로 표기하여 의복압 분포를 비교

할 수 있으며, 색상 범위는 변형률로 설정한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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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의복압 변형률의 색상범위를 0gf/cm2에

서 500gf/cm2로 설정하였으며, 수치가 0gf/cm2에 가

까울수록 녹색 즉, 여유분이 많음을 의미하고, 500 
gf/cm2의 수치에 가까울수록 적색 즉, 여유분이 부

족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색분포도

를 통하여 의복압에 대한 시각적인 비교가 가능하

므로 정자세와 워킹자세의 의복압을 비교분석하였

다. 워킹자세 설정은 CLO 3D Modelist program의 

모션 파일을 가상 아바타에게 적용시켜 Runway 
Animation을 시뮬레이션한 후, Runway 동작 중 가

동범위가 가장 큰 동작을 포착하여 포즈 파일(*.pose)
로 저장하여 활용하였다. 

3. Data analysis
자료 분석은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

였다. 외관평가 항목별로 5종 패턴의 평균을 비교

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
과 사후검증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평가 

Items A B C D E

Pants length W․H－6.5=98.6 S/7.5×4.5=104.2 W․H－6.0=99.1 W․H－6.8=98.3 W․H－5.7=99.4

Crotch depth B․R－6.5=19.8 S/7.5+1.7=24.9 B․R－6.0=20.3 B․R－6.8=19.5 B․R－5.7=20.6

Hip length 11.8 S/10=17.4 12.7 14.5 13.0

Knee length 50.5 S/7.5×2+3.6=54.9 52.4 54.5 55.6

Waist circum-
ference(1/2)

Front W*/4+0.5=21.0 W*/4+0.5=21.0 W*/4+1.2=21.7 W*/4+1.6=22.1 W*/4+1.0=21.5

Back W*/4+0.5=21.0 W*/4－0.5=20.0 W*/4+1.6=22.1 W*/4+0.6=21.1 W*/4=20.5

Center indention
Front 1 0.7 1.1 1.1 1.4

Back 3.4 H/48－0.5=1.5 4.5 5.8 3.3

Back waistline rise 3.5 2.5 4.1 4.6 4.7

Hip circum-
ference(1/2) 

Front H/4+0.5－1.5=22.6 H/4－1=22.6 H/4=23.6 H/4=23.6 H/4=23.6

Back H/4+0.5+1.5=25.6 H/4+3=26.6 H/4+2.5=26.1 H/4+1.5=25.1 H/4+2.5=26.1

Crotch width
Front 3.8 H/20+0.2=4.9 5.0 3.5 5.2

Back 7.1 H/12－0.5=7.4 6.5 7.0 7.7

Hem width
Front 20.0 21.0 23.0 16.4 19.6

Back 24.0 25.0 25.6 20.4 22.2

Crotch length
Front 21.5 26.1 22.2 21.1 23.3

Back 33.0 36.5 35.0 35.4 36.7     

* Abbreviation-S: stature, W*: waist circumference(omphalion), W․H: waist height, B․R: body rise, H: hip circumference,  
* Length item-except band width 

<Table 2> Comparisons on patternmaking methods and the pattern sizes                              (Unit: cm)

항목별로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이유가 패턴에 따

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21개의 평가항목 중 전체 바지외관을 

평가한 항목과 나머지 20개 항목 간의 이변량 상관

계수를 이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Results and Discussion

1. Comparisons on ease and patternmaking 
methods

남성 슬림 팬츠 5종의 패턴 제도 산출식 및 패턴 

치수를 비교해 본 결과(Table 2), 바지길이, 밑위길

이, 엉덩이길이, 무릎길이 등 길이항목의 경우, 패
턴 A, C, D, E는 부위별 대표치수인 허리높이나 엉

덩이수직길이 등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나, 패턴 B
는 모든 길이항목을 키 항목을 기준으로 산출한 점

이 가장 뚜렷한 차이점으로 나타났다. 바지길이 치

수는 패턴 B가 가장 길며, 패턴 D가 가장 짧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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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고, 밑위길이 치수 역시 패턴 B가 가장 

길었으며, 가장 짧은 패턴과는 5cm 이상 차이가 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허리둘레 치수는 모든 패턴이 배꼽수준허리둘레

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남성 팬츠는 패턴 설계 시 

여성복과 달리 배꼽수준허리둘레를 사용하기 때문

이며, 이로 인해 남성복의 바지길이는 허리벨트폭

을 포함시켜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5종의 패턴 모두 바지길이 설정 기준이 상이하

였기 때문에, 동일 조건하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제

도 산출식 및 완성치수 측정 시에 벨트폭을 제외한 

바지길이로 통일하였다. 또한 허리둘레의 전체 여

유량은 A(2cm), B(0cm), C(5.6cm), D(4.4cm), E(2cm)
로, 패턴 C의 허리둘레 여유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패턴 B는 허리둘레의 여유량이 전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엉덩이둘레의 전체 여유량은 

A(2cm), B(4cm), C(5cm), D(3cm), E(5cm)로, 패턴 

C와 E의 여유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허리들임 분량은 패턴 E가 가장 큰 수치를 적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뒤중심 기울기를 결정하

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뒤허리들임 분량은 패턴 D
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뒤허리올림 분량 

역시 패턴 D와 E의 수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샅냄분의 경우, 패턴 D는 제시된 수치를 적용

하였으나, 나머지 4종의 패턴은 모두 엉덩이둘레를 

사용하여 산출한 수치로 제도하였으며, E의 수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바지부리폭은 패턴 C가 

48.6cm로 가장 넓었고, B(46cm), A(44cm), E(41.8cm), 
D(36.8cm)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넓은 패턴과 

좁은 패턴의 치수 차이는 무려 12cm 가량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샅앞뒤길이는 패턴 B가 62.6cm로 가

장 길고, E(60.0cm), C(57.2cm), D(56.5cm), A(54.5cm)
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가장 짧은 패턴과는 8cm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Evaluations of virtual garment simulation

1) Appearance evaluation 
가상착의 착장 형상과 투시도는 <Fig. 3>, 외관평

가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체 21개 평가항목 중 13개 평가항목, 즉 전면 

4개 항목(허리선 위치의 적절성, 허리부위의 여유

량 적절성, 샅앞길이 여유량 적절성, 샅부위에 군주

름은 없는가), 측면 3개 항목(허리선 위치의 적절

성, 허리선 경사의 적절성, 옆솔기선 위치의 적절

성), 후면 4개 항목(허리선 위치의 적절성, 허리부

위의 여유량 적절성, 허리 다트위치의 적절성, 허리 

다트선의 자연스러움), 전체 2개 항목(바지부리폭

의 적절성, 전체 바지외관)에서 5종의 팬츠를 평가

한 평균값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에 대한 평가항목 중, 허리선 위치의 적절성

은 팬츠 A와 D는 높게 평가되었고, B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허리부위 여유량의 적절성은 팬츠 

A와 D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C와 E에 대

한 평가가 가장 낮았다. 샅앞길이 여유량의 적절성

은 팬츠 B, C, D에 대한 평가보다 A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샅부위 군주름에 대한 평가는 팬츠 

D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측면에 대한 평가항목 중, 허리선 위치의 적절성

에서는 팬츠 A와 D는 높게 평가되었고, B와 C는 

낮게 평가되었다. 허리선 경사의 적절성에서는 팬

츠 C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옆솔기선 

위치의 적절성은 팬츠 A, C, E 가 높은 평가를 받

았으며, B와 D가 낮은 평가를 받았다. 
후면에 대한 평가항목 중, 허리선 위치의 적절성

은 팬츠 A, D, E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B에 대

한 평가는 가장 낮았다. 또한 허리부위의 여유량 

적절성은 팬츠 A, B, D, E에 대한 평가가 높은 반

면, C에 대한 평가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허리다트 

위치의 적절성은 팬츠 A, D, E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났으며, B와 C에 대한 평가는 낮게 나타났다. 
허리 다트선의 자연스러움은 팬츠 C에 대한 평가

가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바지부리폭의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에서는 팬츠 C와 D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

았다. 전체 바지외관에서는 팬츠 A가 4.22로 가장 좋

은 평가를 얻었으며, 팬츠 D와 E(3.22), 팬츠 B(2.56), 
팬츠 C(1.89)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외관평가 결과를 정리해 보면, 전체 바지외관은 

팬츠 A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팬츠 B는 허리

선 위치와 밑위길이 여유량, 샅뒤부위의 군주름 항



Vol. 22, No. 4 김경아․홍은희․어미경 101

－ 611 －

Simulation Opacity

A

B

C

D

E

<Fig. 3> 3D fitness of slim pants : simulation & o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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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서 가강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바지부리폭과 

전체 바지외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팬츠 C는 허리부위 여유량과 허리선 경

사, 바지부리폭, 전체 바지외관 항목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팬츠 D는 전면의 밑

위길이와 넙다리부위 여유량, 샅앞부위의 군주름, 
후면의 허리다트길이 항목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전체 바지외관 항목에서는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팬츠 E
는 엉덩이부위와 후면의 넙다리부위 여유량 항목

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바지부리폭과 바

지길이, 전체 바지외관 항목에서는 비교적 좋은 평

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관평가 시 전문가 집단의 평가자들은 5종의

Evaluation item
A B C D E

F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Front

Position of waist line 4.33 A 0.50 1.56 D 0.53 3.33 C 0.71 4.22 AB 1.44 3.78 BC 0.44 40.39***

Ease of waist area 4.11 A 0.78 3.11 B 0.78 1.33 C 0.50 4.44 A 0.73 1.89 C 1.05 26.55***

Ease of hip area 3.78 0.67 3.00 1.00 3.11 1.05 3.33 1.22 2.67 1.12 1.44

Ease of front crotch length 4.00 A 0.71 2.78 B 1.20 3.00 B 1.12 2.78 B 0.67 3.56 AB 0.53 3.33*

Wrinkle free crotch area 4.22 A 0.67 3.78 AB 1.09 3.00 B 1.00 2.00 C 0.50 4.11 A 0.78 11.06***

Ease of thigh area 3.78 0.97 3.78 1.20 3.44 0.73 2.78 0.97 3.89 1.17 1.78

Side

Position of waist line 4.22 A 0.67 2.67 C 1.41 2.56 C 0.73 3.89 AB 0.78 3.11 BC 0.78 5.87**

Slope of waist line 3.56 AB 0.73 3.56 AB 1.01 1.89 C 1.05 4.11 A 0.93 2.67 BC 1.12 7.24***

Position of side line 4.00 A 0.87 2.44 B 0.73 3.89 A 0.33 3.00 B 1.32 4.33 A 0.71 7.59***

Back

Position of waist line 4.56 A 0.53 2.22 C 1.20 3.22 B 0.67 4.33 A 0.50 4.00 A 0.50 15.31***

Ease of waist area 4.22 A 0.97 3.45 A 1.01 1.89 B 0.93 4.33 A 1.00 4.11 A 1.05 9.42***

Ease of hip area 3.56 0.88 3.11 1.17 3.00 0.71 3.11 0.78 2.89 0.87 0.75

Ease of back crotch length 3.56 1.01 2.44 1.13 3.67 1.00 2.89 1.05 2.89 1.05 2.13

Wrinkle free crotch area 3.67 1.12 2.89 0.78 3.56 0.88 4.00 0.71 3.67 0.50 2.21

Ease of thigh area 3.56 0.73 3.33 0.87 3.22 1.20 3.11 1.27 3.00 0.87 0.40

Position of waist dart 3.89 A 1.27 2.11 B 0.78 2.56 B 1.24 3.89 A 0.60 3.89 A 0.78 7.15***

Length of waist dart 2.89 1.27 3.11 1.36 2.89 1.17 2.56 1.24 2.78 1.20 0.24

Natural waist dart line 4.33 A 0.50 3.11 BC 1.17 2.78 C 0.97 3.78 AB 0.83 3.89 AB 0.93 4.28**

Overall

Pants hem width 3.33 AB 1.41 2.89 AB 1.17 2.22 B 0.97 2.67 B 1.41 4.00 A 0.50 3.15*

Pants length 4.00 0.87 4.11 0.60 3.78 0.83 3.56 1.13 4.33 0.50 1.22

Overall appearance of pants 4.22 A 0.67 2.56 BC 0.53 1.89 C 0.78 3.22 B 0.83 3.22 B 0.97 11.44***

1 point: never, 2 point: not good, 3 point: somewhat good, 4 point: good, 5 point: very good
*p<.05, **p<.01, ***p<.001; Duncan test: a>b>c 

<Table 3> Appearance evaluation of slim pants: ANOVA                                                (n=9)

팬츠에 대해 평가 항목별로 5점 척도(1:매우 그렇

지 않다~5: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는데, 
5점 척도 상에 1 혹은 2에 응답하여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를 

교차분석표로 집계하였으며, <Table 4>와 같다. 일
반적으로 교차분석 시 χ2 검정을 통해 두 집단간 

상호관계 검증이 가능하지만, 교차분석표에서 기대

빈도가 5이하인 칸(cell)이 전체 칸 중에서 25% 이
상이 되는 경우 χ2 검정을 적용하기 어렵다(Ahn & 
Lim, 2005). 본 연구의 경우,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집

단의 수가 제한적이었던 관계로 인하여 이러한 상

황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차분석표

는 제시하나, 검정통계량인 χ2 값과 그 값에 따른 

집단간 상호관계 검증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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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Scale A B C D E Total

Front

Position of waist line
High - 9 1 - - 10
Low - 0 0 - -  0

Total - 9 1 - - 10

Ease of waist area
Much - 1 9 - 7 17
Little - 1 0 - 0  1

Total - 2 9 - 7 18

Ease of hip area
Much - 2 3 2 5 12
Little - 2 0 0 0  2

Total - 4 3 2 5 14

Ease of front crotch length
Much - 3 2 2 -  7
Little - 1 2 1 -  4

Total - 4 4 3 - 11

Ease of thigh area
Much 1 1 1 1 2  6
Little 0 1 0 4 0  5

Total 1 2 1 5 2 11

Side

Position of waist line
High - 5 5 0 2 12
Low - 0 0 1 0  1

Total - 5 5 1 2 13

Slope of waist line
Gentle 1 2 0 0 0  3
Steep 0 0 7 1 6 14

Total 1 2 7 1 6 17

Position of side line
Incline to front 1 6 - 4 - 11
Incline to back 0 0 - 1 -  1

Total 1 6 - 5 - 12

Back

Position of waist line
High - 6 1 - -  7
Low - 0 0 - -  0

Total - 6 1 - -  7

Ease of waist area
Much 1 1 8 1 1 12
Little 0 0 0 0 0  0

Total 1 1 8 1 1 12

Ease of hip area
Much 0 2 2 0 3  7
Little 1 2 0 2 0  5

Total 1 4 2 2 3 12

Ease of back crotch length
Much 1 5 0 0 3  9
Little 1 0 1 4 1  7

Total 2 5 1 4 4 16

Ease of thigh area
Much 1 1 2 0 3  7
Little 0 0 0 3 0  3

Total 1 1 2 3 3 10

Back

Position of waist dart 
Incline to center line 0 7 0 - 1  8
Incline to side seam 2 1 5 - 0  8

Total 2 8 5 - 1 16

Length of waist dart 
Long 0 0 4 0 6 10
Short 4 4 0 4 0 12

Total 4 4 4 4 6 22

Overall

Pants hem width
Wide 3 4 6 0 - 13
Narrow 0 0 0 5 -  5

Total 3 4 6 5 - 18

Pants length
Long 1 - 1 1 -  3
Short 0 - 0 1 -  1

Total 1 - 1 2 -  4

<Table 4> Appearance evaluation of slim pants: cross-tabulation                                       (Unit: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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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평가 항목 중 부적절 평가에 대한 결과를 

<Table 5>에서 살펴보면, 전면의 경우, 팬츠 B는 허

리선 위치가 높고 D는 넙다리부위 여유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C와 E는 허리부위와 엉덩이부

위의 여유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측면에서 팬

츠 B는 허리선 위치가 높고, 옆솔기선이 앞쪽으로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고, C는 허리선 위치가 높고, 
허리선 경사가 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팬츠 D는 옆

솔기선이 앞쪽으로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고, E는 

허리선 경사가 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면의 경우, 팬츠 A는 허리 다트길이가 짧으며, 

B는 허리선 위치가 높고, 샅뒤길이 여유량이 많고, 
허리 다트위치가 중심쪽으로 치우쳤으며, 허리 다

트길이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팬츠 C는 허리부

위 여유량이 많고, 허리 다트위치가 옆선쪽으로 치

Overall 
appearance
of pants

p

Front

Position of waist line 0.455 0.002

Ease of waist area 0.544 0.000

Ease of hip area 0.398 0.007

Ease of front crotch length 0.385 0.009

Wrinkle free crotch area 0.229 0.130

Ease of thigh area 0.269 0.074

Side

Position of waist line 0.551 0.000

Slope of waist line 0.446 0.002

Position of side line 0.146 0.338

Back

Position of waist line 0.502 0.000

Ease of waist area 0.566 0.000

Ease of hip area 0.288 0.055

Ease of back crotch length 0.151 0.321

Wrinkle free crotch area 0.327 0.028

Ease of thigh area 0.447 0.002

Position of waist dart 0.535 0.000

Length of waist dart 0.108 0.481

Natural waist dart line 0.458 0.002

Overall
Pants hem width 0.489 0.001

Pants length 0.180 0.236

<Table 5> Appearance evaluation of slim pants: correlation 
coefficient

우쳤으며, 허리 다트길이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팬
츠 D는 샅뒤길이와 넙다리부위 여유량이 적고, 허
리 다트길이가 짧으며, E는 엉덩이부위와 넙다리부

위의 여유량이 많고, 허리 다트길이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부위의 부적절 평가에서는 팬츠 B, C가 바

지부리폭이 넓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팬츠 D는 바

지부리 폭이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21개의 평가항목 중 전체 바지외관의 적절성을 

평가한 항목과 나머지 20개 항목 간의 이변량 상관

계수를 이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

과는 <Table 5>와 같다. 전면 허리부위 여유량(0.544), 
측면 허리선 위치(0.551), 후면 허리선 위치(0.502), 
후면 허리부위 여유량(0.566), 후면 허리 다트위치

(0.535) 등 5개 변수의 상관계수 값이 높게 나타남

을 알 수 있는데, 전체 바지외관의 적절성과 특히 

상관관계의 정도가 강한 이들 변수들은 모두 허리

와 관련된 평가항목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남성 슬림 팬츠의 전체 바지외관의 적

절성 평가 시 허리와 관련된 평가항목이 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한
편, 전면 샅부위 군주름과 넙다리부위 여유량, 측면 

옆솔기선 위치, 후면 엉덩이부위 여유량, 샅뒤길이 

여유량, 허리 다트길이, 그리고 바지길이의 경우에

는 전체 바지외관의 적합성과 유의적인 상관관계

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2) Analysis on the clothing pressure
정자세와 워킹자세의 의복압을 색분포도와 수치

(gf/cm2)를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Fig. 
4>와 같다.  

정자세의 의복압을 살펴보면, 전면의 경우, 허리

부위 의복압은 633~9gf/cm2로 측정되었는데, 그 중 

팬츠 D가 633gf/cm2로 의복압이 가장 높아 적색을 

띄었고, 팬츠 C는 9gf/cm2로 의복압이 낮아 녹색을 

띄었다. 샅앞부위의 의복압은 330~163gf/cm2의 분

포를 보였는데, 팬츠 B가 가장 높아 적색으로 나타

났고, 팬츠 E가 가장 낮아 녹색으로 나타났다. 측면

의 넙다리부위는 149~68gf/cm2의 분포로 팬츠 D가 

가장 높았고, E가 가장 낮았다. 후면의 경우, 엉덩

이부위의 의복압은 187~77gf/cm2로 측정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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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Fig. 4> Clothing pressure of slim 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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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팬츠 D가 가장 높아 붉은색으로 나타났고, 
팬츠 C는 낮아 녹색을 띄었다. 정리해 보면, 팬츠 

D는 허리, 엉덩이, 넙다리부위의 의복압이 높게 나

타나, 여유량이 적은 팬츠인 반면, 팬츠 C는 전체적

으로 의복압이 낮게 나타나, 여유량이 넉넉한 팬츠

임을 알 수 있었다. 
워킹자세의 의복압은 오른발을 앞으로 한 워킹 

동작으로 인해 좌, 우 인체부위의 의복압이 다르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넙다리부위가 

가장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어, 전면과 측면은 넙다

리 우측이 강한 적색으로 나타났으나, 후면은 좌측 

넙다리의 의복압이 큰 것으로 나타나, 동작에 따라 

압박 정도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워킹자세의 의복압을 살펴보면, 전면의 우측 넙

다리부위는 595~252gf/cm2로 측정되어 팬츠 D가 

595gf/cm2로 의복압이 가장 높아 짙은 적색을 띄었

고, 팬츠 C는 252gf/cm2로 의복압이 낮아 노란색을 

띄었다. 측면의 넙다리안쪽 부위는 831~469gf/cm2

의 분포로 팬츠 A의 의복압이 가장 높아 적색을 띄

었고, 팬츠 C는 의복압이 낮아 적색이 적게 나타났

다. 후면의 좌측 넙다리부위는 794~315gf/cm2의 범

위에서 의복압이 측정되었는데, 팬츠 A의 의복압

이 가장 높았고, 팬츠 C의 의복압이 가장 낮게 측

정되었다. 위의 결과에서 보듯이 엉덩이둘레 여유

량이 적고 바지폭이 좁았던 팬츠 A와 D의 의복압

은 높게 나타났고,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바지폭

이 모든 팬츠 중 가장 여유량이 많았던 팬츠 C의 

의복압은 낮게 나타나, 의복압은 팬츠의 여유량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Conclusion  

본 연구는 최근 남성 패션의 트렌드인 슬림 팬츠

의 패턴 제도방법을 알아보고, CLO 3D 가상착의 

시스템을 적용하여 5종의 슬림 팬츠을 제작한 후, 
맞음새와 외관 평가를 비교분석하였으며,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수집한 팬츠 패턴의 제도 산출식 및 패턴 치

수를 비교한 결과, 길이항목 제도 시 패턴 A, C, D, 
E는 허리높이나 엉덩이수직길이 등을 이용하여 산

출하였으나, 패턴 B는 모든 길이항목을 키 항목을 

기준으로 산출한 점이 가장 뚜렷한 차이점으로 나

타났고, 허리선 설정은 모든 패턴이 배꼽수준허리

둘레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둘레 여유량은 0~5.6cm로 패턴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패턴 C가 가장 많았고, 패턴 

B는 여유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엉덩이

둘레 여유량도 2~5cm로, 패턴마다 각기 다른 여유

량을 부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패턴 C, E가 많

았으며, 패턴 A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
지길이는 104.2~99.1cm로 패턴 B가 가장 길고, 패턴 

D가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고, 바지부리 폭은 48.6~ 
36.8cm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패턴 C가 가장 

넓었고, 패턴 D가 자장 좁은 것으로 파악되어 패턴 

간의 실루엣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외관평가 결과, 전체 바지외관 항목에서 팬츠 

A가 가장 좋은 평가를 얻었고, 그 다음은 D와 E, B, 
C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팬츠 B는 허리선 위치와 

밑위길이 여유량, 샅뒤부위의 군주름, 바지부리폭, 
전체 바지외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팬츠 C는 허리부위 여유량과 허리선 경

사, 바지부리폭, 전체 바지외관 항목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팬츠 D는 전면의 밑

위길이와 넙다리부위 여유량, 샅앞부위의 군주름, 
후면의 허리다트길이 항목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전체 바지외관 항목에서는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팬츠 E
는 엉덩이부위와 후면의 넙다리부위 여유량 항목

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바지부리폭과 바

지길이, 전체 바지외관 항목에서는 비교적 좋은 평

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관평가 항목 중 부적절 평가에 대한 결과, 팬

츠 B는 허리선 위치가 높고 옆솔기선이 앞쪽으로 

치우쳤으며, 샅뒤길이 여유량이 많다고 평가하였

고, 팬츠 C는 허리와 엉덩이부위의 여유량이 많고, 
허리선 위치가 높으며, 허리선 경사가 급한 것으로 

지각하였다. 팬츠 D는 옆솔기선이 앞쪽으로 치우

쳤고, 샅뒤길이와 넙다리부위 여유량이 적으며, 팬
츠 E는 허리와 엉덩이, 넙다리부위의 여유량이 많

으며, 허리선 경사가 급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바지

부리폭은 팬츠 B, C는 넓고 팬츠 D는 좁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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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바지외관의 적절성 평가항목과 나머지 항

목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전면 허리부위 여유량, 
측면 허리선 위치, 후면 허리선 위치, 후면 허리부

위 여유량, 후면 허리 다트위치 등 5개 변수의 상관

계수 값이 높게 나타나, 허리와 관련된 평가항목들

이 전체 바지외관의 적절성과 특히 상관관계의 정

도가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

성 슬림 팬츠의 외관평가 시 허리와 관련된 평가항

목이 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3. 정자세의 의복압 분석결과, 팬츠 D는 허리부

위, 엉덩이부위, 넙다리부위의 의복압이 높게 나타

나, 여유량이 적은 팬츠인 것을 알 수 있었고, C는 

전체적으로 의복압이 낮게 나타나 여유량이 넉넉

한 팬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워킹자세의 의복압 

분석결과, 전면의 우측 넙다리부위의 의복압은 팬

츠 D가 가장 높았고, C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측
면의 넙다리안쪽부위의 의복압은 팬츠 A가 가장 

높았고, C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후면의 좌측 넙다

리부위는 팬츠 A의 의복압이 가장 높았고, 팬츠 C
의 의복압이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위의 결과에서 보듯이 엉덩이둘레 여유량이 적

고 바지폭이 좁았던 팬츠 A와 D의 의복압은 높게 

나타났고,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바지폭이 모든 

팬츠 중 가장 여유량이 많았던 팬츠 C의 의복압은 

낮게 나타나, 의복압은 팬츠의 여유량에 따라 차이

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20대 남성을 위한 슬림 팬츠 제

작 시 허리둘레선에서 6~7cm 내려 온 허리선, 허리

둘레 여유량 2~4cm, 엉덩이둘레 여유량 2~3cm, 바
지부리폭 42~44cm 정도를 기준으로 브랜드 특성과 

소재를 반영하여 제작하기를 제안한다. 또한 향후 

슬림 팬츠의 실제 착의와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가

상착의의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남성 팬츠

의 다양한 디자인의 패턴연구를 통하여 심미성과 

활동성이 높은 남성 팬츠 패턴의 기초자료로 제공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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