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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jean pants that targeted males in the 20s in order to select preferred

brands for skinny jean pants. Preliminary data for the pattern development of skinny jean pants was pre-

sented through functionality evaluation, appearance evaluation and patter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

lows. 1. The result of survey targeting males in the 20s to select the design and brand name of jean pants

showed that skinny jean pants were selected as the most favorite type of jean pants to wear; in addition,

non-brand products and brand names such as Uniqlo and Levi's were also preferred. 2. The result of functio-

nality evaluation showed that L brand received a high score in all items except for items regarding the knee

circumference and mid-thigh circumference, S brand received a high score as well as a low score, and N

brand received a low score in general. The result of appearance evaluation showed that L brand for the

waist height and waist circumference, N brand for the brand crotch circumference, posterior crotch length

and knee circumference, and S brand and N brand for the length of pants were preferred. 3. The result of

pattern measurements analysis from the result of functionality evaluation showed that L brand provided a

large pattern measurement for the waist height, L brand provided less ease due to small pattern measure-

ments for waist circumference; in addition, N brand for the knee circumference and mid-thigh circumference

were preferred. 4.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a ease of 5cm based on the belly band which is 3.5cm

below the belt width is proper for the waist circumference when designing a skinny jean pant pattern and

4cm for the hip circumference and 32.5cm for the ease of crotch circumference are proper, −0.4-0cm for

the ease of mid-thigh circumference and knee circumference in consideration of human body measurements;

therefore, 80.1-80.5cm for inseam as the length from the crotch height to the leg length, 25.7cm for vertical

hip length and 53.0cm for crotch length are proper.

Key words: Functional evaluation, Appearance evaluation, Ease, Pattern measurements analysis; 기능성

평가, 외관평가, 여유량, 패턴치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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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남성복을 대표하던 신사복이 오랜 시간 남성복 시장

을 장악해 왔으나 시대가 바뀌면서 캐릭터 캐주얼 및

트렌드 캐주얼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리드하며 4~

5년이라는 단기간에 틈새시장을 파고 들어 성공적으로

안착하였고, 지금은 남성복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를 만

들어내고 있다(Chae, 2013).

20세기 패션에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단순, 기능성 의

복을 중심으로 한 개성표현은 주요 경향으로 자리 잡아

왔으며, 그 중 진 팬츠는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부각되었

다(Shim et al., 2005).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도 계속되어,

진 팬츠 업계에서는 차별화된 이미지의 제품들을 다양

하게 출시하고 있다(Lee & Do, 2012).

최근 패션의 주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젊은 세대는

패션을 통해 자신들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는데 특히

짧은 스커트와 팬츠의 착용으로 다리를 직접적 ·간접

적으로 드러내 보이며 성적 매력을 강조한다. 미니스커

트, 스키니 진 등의 아이템이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Yun, 2007).

2010년에는 경제불황 속에서도 남성복의 TD캐주얼

은 상승세를 이어 갔으며 각 업체에서는 수트 대신 캐주

얼 라인을 늘리면서 제품 기획과 판매 등 다방면으로 새

로운 전략을 실행하였고(Im, 2011), 또한 아우터와 이너

웨어, 액세서리 등 전  생산 아이템 가운데, 특히 진 팬츠

가 차지하는 판매비중이 44%에서 50%로 6% 포인트 가

량 늘어났다(Oh, 2011).

Lee and Do(2012)의 연구결과, 남학생 응답자 109명

중 35명(32.1%)은 타이트형 진 팬츠, 67명(61.5%)은 일

자형 진 팬츠, 7명(6.4%)은 기타 진 팬츠를 선호한다고

응답하여 남학생의 상당수가 스키니 진 팬츠를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남성복의 패션 트렌드가 캐주얼을 선호하

면서 진 팬츠는 더욱더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소비

자층을 넓게 확보해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진 팬츠 중

에서도 스키니 진이 20대 남성에게 각광 받고 있다.

팬츠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20대 중국 남성을 대

상으로 하는 팬츠 패턴연구(Lee & Shim, 2008), 30대

남성 캐주얼 팬츠 패턴연구(Kim, 2011), 20~30대를 대

상으로 하는 남자 골프 팬츠 패턴연구(Cho, 2010), 복부

비만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팬츠 원형개발(Lim,

2011) 등 성별, 연령별, 체형별, 형태별로 다양하게 연구

되고 있다. 또한 진 팬츠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착용실

태 및 맞음새에 관한 연구(Choi & Do, 2008; Kim &

Chun, 2011; Kim & Kim, 2012; Lee & Do, 2012; Lim,

2006; Oh & Yim, 2012; Shim et al., 2005), 진 팬츠의 디

자인에 관한 연구(Kim & Lee, 2009; Lee & Lee, 2005;

Ryu, 2010), 남성의 진 팬츠 패턴에 관한 연구(Jung &

Lee, 2003; Suh et al., 2005; Uh et al., 2008)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남성 팬츠의 패턴, 착용실태, 맞음새 및 디자

인 그리고 진 팬츠에 대한 선행연구는 있으나 남성용

캐주얼 시장에서 스키니 진이 대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스키니 진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

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대 남성이 선호하는 스키니 진

팬츠 브랜드를 조사하여 선호 브랜드를 선정하고 각 브

랜드의 스키니 진 팬츠의 착의평가 및 패턴비교분석을

통하여 20대 남성을 위한 스키니 진의 패턴설계를 위

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선호 브랜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2013년 5월,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남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 문항과 청바

지 착용에 관한 문항, 선호 스타일과 선호 브랜드 등 총

14개 문항으로 실시하였고 총 60명의 응답자 중 결측치

3명을 제외한 57명의 설문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Table 1>과 같다.

2. 브랜드 및 디자인 선정

설문조사 분석결과,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

를 중심으로 브랜드 3곳을 선정하였으며 라이센스브랜

드는 L, 내셔널브랜드는 N, SPA브랜드는 S로 명명하였

다. 선정된 스키니 진 팬츠의 디자인은 <Fig. 1>과 같다.

스키니 진 팬츠의 경우 소재물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본 연구에는 면 98% 이상, 폴리우레탄과 혼용된

가장 기본적인 스키니 진 팬츠로 제한하였다. 스키니 진

팬츠는 패턴분석용과 착의평가용으로 각 브랜드별 2벌

씩 구입하였으며 사이즈는 20대 평균 배꼽수준허리둘레

(81.9)를 기준으로 호칭 ‘82-98’로 선정하였다. 구입 스키

니 진 팬츠의 소재물성도는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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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착의평가

1) 기능성 평가

착의평가를 위한 피험자 선정은 제6차 한국인 인체

치수조사(Korea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0) 데이터를 활용하여 20대 평균에 가까운

남자 피험자 5명을 선정하였다. 피험자는 선정된 실험

의를 직접 착용하고 각 동작을 취해 직접 평가(Self-sen-

sory test)하도록 하였다. 점수는 5점 척도법으로 평가하

였고 동작과 항목은 <Table 3>과 같다. 자료의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 20.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일원변

량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2) 외관평가

스키니 진 팬츠는 20대 위주의 젊은 층이 주로 착용

하는 아이템이므로 외관평가단은 20대 남녀 대학생으

로 선정하였으며, 총 31명이 평가에 참여하였다. 피험

자는 기능성 평가 시 선정된 피험자와 동일하며, 평가

방법은 실험의를 착용한 피험자의 앞면, 옆면, 뒷면 모

습을 평가자들이 직접 보면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실시

하였다. 평가는 5점 척도법으로 평가 하였으며 자료의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 20.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일원변량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평가항목은 <Table 4>

와 같다.

4. 패턴분석

스키니 진 팬츠를 평면 전개하고 패턴화하여 각 부위

별 패턴치수를 측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패턴의 측정

항목은 <Fig. 2>와 같으며 실험의의 패턴전개 시 기준선

설정은 실험의를 바디에 착장시켜 배꼽수준허리높이,

엉덩이높이, 샅높이를 정하고 무릎높이는 20대 남성의

Table 1. Survey to select jean pants design and bra-

nds

Categories Questionnaires

General

information

1. Age

2. Stature/Weight

3. Pants size

Wearing

behavior

4. Uncomfortable part when wearing the jean

pants

5. Repairing part before wearing the jean pants

6. Number of wearing the jean pants in a week

Purchasing

behavior

7. Interests of the purchase

8. Preferred style

9. Style of wearing mainly

10. Preferred brand

11. Reason of choosing the preferred brand

12. Purchasing price

13. Purchasing place

Mainly worn

jean style

1. Skinny jeans

2. Straight pants

3. Baggy pants

4. Hip-hop pants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the experimental clo-

thing

Brands
Density

1)
 (N of strand/5.0cm)

Warp Weft

L 160.4 100.2

S 170.6 99.8

N 170.2 104.6

Weight
2)

 (g/m
2
)

Tensile strength (N)
3)

Warp Weft

415.2 840 420

423.7 790 280

390.2 860 470

1) KS K 0511:2009 A method

2) KS K 0514:2011

3) KS K 0520:2009 Grab Method (CRE Type)

Fig. 1. Flat sketch of skinny jean 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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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motion and questionnaire for functional evaluation

Motions Questionnaires

M0
Naturally standing posture

(30 degree opening toe)

1. Stability of pants shape

2. Stability of pants baseline

3. Suitability of the entire ease amount

4. Satisfaction of fitness

5. Satisfaction of silhouette

M1 50cm stride

1. Size fitting

2. Front waist placement

3. Ease amount at front waist

M2
Climb stairs

(Stair height 18cm)

4. Back waist placement

5. Ease amount at back waist

6. Ease amount of waist circumference

M3 Bending right leg forward 90 degrees

7. Ease amount of hip circumference

8. Ease amount of crotch circumference

9. Ease amount of midthigh circumference

M4 Bending upper body forward 90 degrees

10. Comfort of front crotch length

11. Comfort of back crotch length

12. Side seam placement

M5 Sitting upright in a chair

13. Ease amount of knee circumference

14. Hem width

Table 4. The questionnaire for appearance evaluation

Parts Questionnaires Parts Questionnaires

Front

(10 items)

1. Waist placement

Back

(9 items)

16. Waist placement

2. Ease amount of waist circumference 17. Ease amount of waist circumference

3. Ease amount of abdomen circumference 18. Ease amount of hip circumference

4. Ease amount of hip circumference 19. Ease amount of crotch circumference

5. Ease amount of crotch circumference 20. Comfort of crotch part

6. Comfort of crotch part 21. Fitness of crotch length

7. Fitness of crotch length 22. Ease amount of thigh

8. Ease amount of thigh 23. Comfort of midthigh circumference

9. Comfort of midthigh Circumference 24. Ease amount of knee circumference

10. Ease amount of knee circumference
Others

(3 items)

25. Overall appearance and fitness

Side 

(5 items)

11. Side seam placement 26. Suitability of hem width (Front)

12. Slope of waist line 27. Suitability of pants length (Front)

13. Ease amount of waist circumference

14.Comfort of crotch part

15. Ease amount of knee circum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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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으로 샅높이에서 무릎까지의 길이 34cm를 기준으

로 설정하였다. 바지폭의 이등분점을 기준으로 바지중

심선을 그리고 샅높이 위치에서 중심선과 직교하는 수

평선을 샅둘레선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바지 패턴

의 외곽선을 트레이스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설문조사 분석결과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진 팬츠 디자인 및 브랜드 선

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연령은 ‘20~24세’ 응답자가 29명,

‘25~29세’ 응답자가 28명이었고, 착용사이즈는 ‘30’이

13명(22.8%)으로 가장 많았고, ‘28’과 ‘29’가 각각 11명

(19.3%)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바지형태는 ‘스키니

진’이 39명(62.9%), 주로 착용하는 바지 형태도 ‘스키니

진’이 39명(65.0%)이었다. 선호 브랜드는 ‘뱅뱅’, ‘리바이

스’, ‘게스’, ‘누디진’, ‘디젤’, ‘유니클로’, ‘H&M’, 비브랜

드 등 다양하였는데, 그 중에 비브랜드가 16명(27.6%),

‘유니클로’와 ‘리바이스’가 각각 7명(12.1%)이었다. 구

매 관심사는 디자인이 35명(32.7%)으로 가장 많았고, 착

용외관 19명(17.8%), 사이즈 17명(15.9%), 활동성 15명

(14.1%) 순으로 나타났다.

구입 장소로는 인터넷이 18명(31.6%)으로 가장 많았

고, 백화점과 로드샵이 각각 16명(28.1%), 전문매장이

5명(8.8%) 순으로 나타났다.

착용 시 기장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18명(31.6%)으로

가장 많았고, 허리둘레가 14명(24.6%), 밑위길이가 12명

(21.0%)이었으며, 구입 후 수선 부위는 기장이 40명(70.2%)

으로 가장 많았고, 허리둘레, 바지폭이 각각 6명(11.8%)

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착의평가 및 패턴전개를 위

한 스키니 진 팬츠 브랜드는 라이선스브랜드(고가)와

SPA브랜드, 비브랜드(저가)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그러

나 비브랜드(Non-brand)의 경우, 스키니 진과 슬림 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섬유혼용율 등에 대한 기초 정보

가 부족하여 비브랜드와 비슷한 가격대의 내셔널브랜

Fig. 2. Pattern measurement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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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 이를 대신하였다. 이하 선정된 스키니 진 팬츠로

라이선스브랜드(고가)는 L브랜드, SPA브랜드는 S브랜

드로 그리고 내셔널브랜드는 N브랜드가 선정되었다.

2. 착의평가

1) 기능성 평가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KATS, 2010) 데이터의

20대 남성 피험자 5명에게 기능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정자세(M0)에서 뒤허리선 위치(4번)와 허리 여유분

(6번), 그리고 엉덩이둘레 여유분(7번)과 관련하여 L브

랜드와 S브랜드는 높고, N브랜드는 낮은 평가를 받았

다. 뒤허리 여유분과 관련된 5번 항목에서는 L브랜드가

높게, S브랜드는 중간, N브랜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보통걸음 동작(M1)에서는 앞, 뒤허리선 위치(2, 4번),

Table 5. Survey results

Categories Items n (%) Categories Items n (%)

Ages
20-24 29 (50.8)

Number of

wearing the

jean pants

in a week

Everyday 08 (14.0)

25-29 28 (49.2) 1-2 days 18 (31.6)

Pants size

27 less than 06 (10.5) 3-4 days 18 (31.6)

More than 5 days 13 (22.8)28 11 (19.3)

29 11 (19.3)

Buying

interest

(※)

Design 35 (32.7)

30 13 (22.8) Size 17 (15.9)

31 03 (05.3) Activity 15 (14.1)

Wearing appearance 19 (17.8)32 09 (15.8)

33 03 (05.3) Color 09 (08.4)

Others 01 (01.7) Brand 07 (06.5)

Preferred

brand

(※)

Bang Bang 01 (01.7) Price 04 (03.7)

Etc. 01 (00.9)Levis 07 (12.1)

Preferred

pants style

(※)

Skinny 39 (62.9)Homme 03 (05.2)

Straight pants 18 (29.0)Diesel 02 (03.4)

Baggy Pants 04 (06.5)Armani 01 (01.7)

Hip-hop pants 01 (01.6)H&M 02 (03.4)

Style of

wearing

mainly

(※)

Skinny 39 (65.0)Dolce & Gabbana 05 (08.6)

Straight pants 18 (30.0)Dsquared 04 (06.9)

Baggy pants 03 (05.0)Uniqlo 07 (12.1)

Purchasing

place

Internet 18 (31.6)Guess 02 (03.4)

Department store 16 (28.1)CK 01 (01.7)

Road shop 16 (28.1vZara 01 (01.7)

Specialized stores 05 (08.8)Balmain 01 (01.7)

Nudiejeans 05 (08.6) Outlet 01 (01.7)

Non-brand 16 (27.6) Etc. 01 (01.7)

Uncomfortable

parts when worn

as jean pants

Waist circumference 14 (24.6)

Repairing parts

after Purchase

Waist circumference 06 (10.5)

Hip circumference 05 (08.8) Hip circumference 04 (07.0)

Pants length 18 (31.6) Pants length 40 (70.2)

Hem width 08 (14.0) Hem width 06 (10.5)

Crotch length 12 (21.0) Crotch length 01 (01.8)

(※): multipl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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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둘레 여유분(6번)과 관련하여 L브랜드가 높은 평

가를 받았으며, S브랜드는 중간, 그리고 N브랜드가 낮

은 평가를 받았다. 계단오르기 동작(M2)에서도 앞허리

여유분(3번), 뒤허리선 위치(4번), 뒤허리 여유분(5번),

허리둘레 여유분(6번)에서 L브랜드는 높게, S브랜드는

중간, N브랜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무릎굽히기 동작

(M3)에서도 허리부분과 관련된 허리선 위치(4번), 뒤허

리 여유분(5번), 허리둘레 여유분(6번) 항목에서 L브랜

드는 높게, S브랜드는 중간, N브랜드는 낮게 평가받은

반면, 넙다리중간둘레(9번), 무릎둘레(13번) 여유분에서

는 S브랜드가 높게, N브랜드는 중간, L브랜드는 낮게

평가를 받았다. 허리굽히기 동작(M4)에서는 허리둘레

여유분과 관련된 6번 항목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L브랜드는 높고, S브랜드가 중간, N브랜드가 낮은 평

가를 받았다. 의자에 앉기 동작(M5)에서도 앞허리 여유

분(2번), 뒤허리 여유분(5번), 허리둘레 여유분(6번) 항

목은 L브랜드가 높게, S브랜드가 중간, N브랜드가 낮

게 평가를 받았으나 무릎둘레 여유분(13번) 항목에서는

S브랜드와 N브랜드가 높은 평가를, 그리고 L브랜드가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같은 기능성 평가결과, 허리

둘레, 엉덩이둘레, 허리높이 등에 관련하여 L브랜드는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S브랜드 그리고 N브

랜드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활동성에 관련하는 넙다

리중간둘레와 무릎둘레 관련 항목은 S브랜드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N브랜드, L브랜드 순으로 나타났

다.

Table 6. Functional wearing evaluation by brand

Brands

Motion

L S N
F-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M0

4 4.00A 0.00 3.40A 0.89 2.20B 1.10 06.300*

5 4.00A 0.00 2.20B 0.45 1.60C 0.55 46.800***

6 4.20A 0.45 3.20A 1.30 1.60B 0.55 11.727**

7 4.00A 0.00 4.00A 0.00 3.00B 1.00 05.000*

M1

2 4.00A 0.00 4.00A 0.00 3.00B 1.00 05.000*

3 4.00A 0.00 2.60B 0.89 2.20B 1.10 06.700*

4 4.00A 0.00 3.80A 0.45 2.20B 1.10 10.429**

5 4.00A 0.00 2.80B 1.10 2.00B 0.00 12.667**

6 4.00A 0.00 3.00B 1.00 1.60C 0.55 16.769***

M2

3 4.00A 0.71 3.20AB 1.10 2.00B 1.23 04.750*

4 4.00A 0.00 3.60A 0.89 2.20B 0.84 08.933**

5 4.00A 0.00 2.40B 0.89 1.80B 0.45 19.400***

6 4.00A 0.00 2.40B 0.89 1.80B 0.45 19.400***

M3

4 4.00A 0.00 2.40B 0.89 2.20B 1.10 07.300**

5 4.00A 0.00 3.00B 1.00 1.40C 0.55 19.846**

6 4.00A 0.00 3.00B 1.00 2.00C 0.71 10.000**

9 2.20B 1.10 4.00A 0.00 2.80AB 1.30 04.345*

13 2.40B 0.89 3.80A 0.45 3.00AB 0.71 04.933*

M4 6 4.00A 0.00 3.00AB 1.00 2.40B 1.14 04.261*

M5

2 4.00A 0.00 4.00A 0.00 3.00B 1.00 05.000*

5 3.60A 0.89 2.60AB 0.89 1.60B 0.55 07.895**

6 3.60A 0.89 2.80A 0.84 1.60B 0.55 08.444**

13 2.60B 0.55 3.80A 0.45 3.80A 0.45 10.286**

*p≤.05, **p≤.01, ***p≤.001

A>B>C According to the Duncan-test result, Groups with significance difference was expressed as a different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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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관평가

<Table 7>은 외관평가 결과이다. 외관평가 결과를 살

펴보면, 앞면의 허리선 위치(1번)와 옆면의 허리 여유분

(13번) 항목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L브랜드가 가장 높

고, N브랜드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샅둘레 군주

름(20번), 샅뒤길이(21번), 무릎부분 여유분(24번) 항목

에서는 N>L>S 브랜드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항목의

바지길이는 S브랜드와 N브랜드가 높게, L브랜드는 낮

게 평가를 받았다.

이와 같이 허리부분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기능성 평

가결과와 같이 L브랜드가 높은 평가를 받았고, 샅둘레

및 밑위길이, 그리고 무릎둘레 항목은 N브랜드, L브랜

드, S브랜드 순으로 나타났으며, 바지길이 관련 항목은

S브랜드와 N브랜드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3. 패턴분석

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브랜드별로 구입한 스키

니 진 팬츠의 오른쪽 부분만을 전개하여 패턴화하였으

며 각 부위별 패턴치수와 각 브랜드별 앞뒤중합도 및

Table 7. Appearance evaluation by brand

Item
L S N

F-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Front

1 3.60A 0.87 3.40AB 1.04 3.18B 1.03 03.779*

2 3.32 1.08 3.25 1.15 3.08 1.17 00.974

3 3.80 0.77 3.71 0.89 3.67 0.91 00.501

4 3.61 1.04 3.39 1.09 3.32 1.08 01.626

5 3.68 0.93 3.49 0.98 3.36 1.00 02.313

6 3.54 1.04 3.25 1.07 3.25 1.14 01.947

7 3.43 1.00 3.36 1.00 3.12 1.12 02.030

8 3.63 0.97 3.65 0.94 3.71 0.94 00.190

9 3.71 0.97 3.76 0.89 3.86 0.82 00.576

10 3.29 1.17 3.07 1.19 3.44 1.08 02.190

Side

11 3.79 0.89 3.62 1.06 3.44 1.07 02.448

12 3.56 0.92 3.43 1.12 3.36 1.08 00.808

13 3.48A 1.02 3.23AB 1.20 2.90B 1.23 05.187**

14 3.30 1.06 3.39 1.11 3.29 1.08 00.246

15 3.23 1.13 3.15 1.18 3.31 1.14 00.381

Back

16 3.49 0.93 3.38 0.97 3.52 1.07 00.474

17 3.36 1.09 3.13 1.18 3.06 1.19 01.523

18 3.25 1.11 3.13 1.07 3.48 1.09 02.171

19 3.06 1.06 2.95 1.07 3.20 1.14 01.111

20 2.89AB 1.25 2.69B 1.13 3.18A 1.09 03.772*

21 3.04B 1.07 2.69C 1.04 3.46A 1.00 11.740***

22 3.43 1.01 3.20 1.02 3.49 1.10 01.753

23 3.57 0.87 3.24 1.01 3.32 0.96 02.808

24 3.21AB 1.05 3.12B 1.12 3.51A 1.05 03.051*

Others

25 25 1.20 3.11 1.09 3.02 1.11 01.289

26 3.44 0.94 3.53 0.95 3.69 0.92 01.537

27 2.65B 1.31 3.48A 1.14 3.48A 1.20 12.677***

*p≤.05, **p≤.01, ***p≤.001

A>B>C: According to the Duncan-test result, Groups with significance difference was expressed as a different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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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브랜드 앞과 뒤의 중합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전개

한 스키니 진 팬츠의 패턴중합도는 <Fig. 3>과 같으며

실험의의 패턴측정결과는 <Table 8>에 제시하였다.

바깥솔기부분은 스키니 진 팬츠의 바지길이에 해당

하는 것으로 실험의의 바지길이는 배꼽수준허리높이를

기준으로 측정하여 L브랜드가 109cm로 가장 길었다. 반

면, 샅높이에서 바지부리까지의 길이는 S브랜드와 N브

랜드가 80.1cm와 80.5cm로 비슷하여 바지길이가 거의

같았고, L브랜드는 86.7cm로 현저히 길어, 바깥솔기 및

안솔기를 포함한 모든 높이항목에서 L브랜드가 가장 크

게 나타났다. 엉덩이길이는 N브랜드가 길었으며 배꼽

수준 엉덩이수직길이에서는 S브랜드가 가장 짧았다.

벨트수준허리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넙

다리중간둘레, 무릎둘레, 바지너비 등은 L브랜드의 치수

가 가장 작았고, 샅둘레에서는 N브랜드가 가장 작았으

며, 샅앞뒤길이는 S브랜드가 가장 작았다. 샅둘레는 N브

랜드와 L브랜드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모든 둘레

항목에서 L브랜드의 치수가 가장 작게 나타나 세 개의

브랜드 중 L브랜드가 가장 피트한 스키니 진으로 분석

되었다.

4. 패턴치수와 착의평가에 대한 고찰

본 연구에서는 패턴의 치수 차이가 착의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Table 9>는 착의평

가를 실시하였던 피험자의 신체치수 평균과 실험의의

측정치수를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벨트수준허리둘레에서 L브랜드는 기능성 평가피험

자 평균보다 −0.4cm가 부족하여 여유분이 거의 없었고

S브랜드와 N브랜드의 여유분은 5.2cm, 8.6cm로 나타났

다. 그 외 배꼽수준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바지단둘레에

서도 L브랜드의 여유분이 가장 작았고, 넙다리중간둘

레와 무릎둘레에서도 (−)여유분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능성 평가피험자 평균과의 비교에서도

L브랜드가 가장 피트한 스키니 진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0>은 기능성 평가결과와 전개된 패턴을 비

Fig. 3. Overlapped skinny jean pants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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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분석한 결과이다.

기능성 평가항목에서 앞허리 위치(2번)와 뒤허리 위

치(4번)는 L브랜드와 S브랜드가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N브랜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치수항목의 경우, 전체

Table 8. Pattern measurement results by brand                                  (Unit: cm)

Brand

Measurement items

L S N

F B B-F F B B-F F B B-F

Waist height (Omphalion) 108.5 112.4 3.9 99.7 102.1 2.4 101.4 106.1 4.7

Waist height (Omphalion)-Crotch height 021.8 025.7 3.9 19.2 021.6 2.4 021.3 026.0 4.7

Hip height 098.0 098.3 0.3 88.4 088.0 0.4 091.2 091.0 0.2

Crotch height 086.5 086.7 0.2 80.8 080.0 0.8 080.4 080.5 0.1

Knee height 052.5 052.7 0.2 46.8 046.0 0.8 046.4 046.5 0.1

Inseam 088.4 087.8 0.6 82.3 081.3 1.0 081.3 080.8 0.5

Out seam 109.0 100.5 103.5

Hip length 014.1 014.2 015.1

Crotch depth (Omphalion) 025.7 021.6 026.0

Crotch height to Hem 086.7 080.5 080.1

Brand

Measurement items

L S N

F B F+B F B F+B F B F+B

Waist circumference (Belt) 19.5 22.5 41.0 21.5 22.3 43.8 20.2 25.3 45.5

Waist circumference (Omphalion) 20.7 23.1 43.8 20.6 23.6 44.2 20.1 25.5 45.6

Hip circumference 22.8 27.5 50.3 22.4 28.4 50.8 23.0 27.7 50.7

Crotch circumference 25.9 32.2 58.1 26.3 33.6 59.9 25.6 32.4 58.0

Midthigh circumference 19.3 25.2 44.5 20.1 26.4 46.5 20.1 26.7 46.8

Knee circumference 16.9 20.7 37.6 17.1 22.5 39.6 17.4 21.8 39.2

Hem-line circumference 15.9 19.4 35.3 15.2 21.6 36.8 15.5 20.4 35.9

Crotch length 21.1 31.9 53.0 19.1 29.2 48.3 21.1 33.7 54.8

Table 9. Compared analysis with body measurement values and pattern measurement values    (Unit: cm)

Measurement

Items

Mean of

subjects' body

measurement

(A)

L S N

Pattern

measurement

(B)

(A)-(B)

Pattern

measurement

(B)

(A)-(B)

Pattern

measurement

(B)

(A)-(B)

Waist circumference (Belt) 82.4 82.0 −0.4 87.6 5.2 91.0 8.6

Waist circumference (Omphalion) 82.4 87.6 5.2 88.4 6.0 91.2 8.8

Hip circumference 96.6 100.6 4.0 101.6 5.0 101.4 4.8

Midthigh circumference 52.7 44.5 −8.2 46.5 −6.2 46.8 −5.9

Knee circumference 39.6 37.6 −2.0 39.6 0.0 39.2 −0.4

Hem-line circumference 26.4* 35.3 8.9 36.8 10.4 35.9 9.5

Waist height (Omphalion) 104.8 108.5 3.7 99.7 −5.1 101.4 −3.4

Hip height 89.4 98.0 8.6 88.4 −1.0 91.2 1.8

Crotch height 80.2 86.5 6.3 80.8 0.6 80.4 0.2

Knee height 48.9 52.5 3.6 46.8 −2.1 46.4 −2.5

*Ankle circum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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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높이는 L브랜드가 상당히 높고, S브랜드와 N브랜

드는 낮았다. 그러나 배꼽수준엉덩이수직길이는 L브랜

드와 N브랜드가 비슷하였고 S브랜드가 현저히 낮았다.

앞허리 여유분(3번) 항목과 전체 허리둘레(6번) 항목

은 L>S>N 브랜드 순이었으며 앞허리의 경우, 수치 차

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 둘레는 L브랜드가 가

장 작았고 S브랜드, N브랜드 순으로 나타났다. 넙다리

중간둘레(9번) 여유분 항목에서는 S>N>L 브랜드 순으

로 나타났으며, 치수는 S브랜드와 N브랜드에 비해, L

브랜드가 작게 나타났다. 또한 무릎둘레(13번) 여유분

항목에서도 S>N>L 브랜드 순으로 나타나, S브랜드와

N브랜드에 비해 L브랜드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허리둘레는 치수가 작으면서 여유분이 가

장 작은 L브랜드를 선호하였고, 넙다리중간둘레와 무릎

둘레는 치수가 크면서 여유분이 충분한 S브랜드와 N브

랜드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스키니 진 팬

츠라 하더라도 활동성에 관련하는 넙다리중간둘레와 무

릎둘레에서 충분한 여유분이 있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Table 11>는 외관평가 결과와 전개된 패턴의 측정

치수를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외관평가 결과와의 비교분석 결과, 앞동작에서의 허

리선 위치 관련 항목은 L>S>N 브랜드 순으로 좋은 평

가를 받았으나 패턴치수는 L>N>S 브랜드 순으로 나타

났다. 이는 기능성 평가와의 비교분석 결과와도 같으므

로, 다른 항목과의 비교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옆면의 허리둘레 여유분과 관련하여 외관평가

는 L>S>N 브랜드 순으로 나타났으나 패턴치수는 N>S

>L 브랜드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도 기능성 평가결

과와 같기 때문에 피험자와 평가단 모두 치수가 작고 여

유분이 작은 L브랜드를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Table 10. Compared analysis with wearing evaluation and pattern measurement values

Items
Motion:

Questionnaire

Wearing evaluation results Pattern measurement (cm)

L S N F-value Parts L S N

Front waist

placement

M1: Q2 4.00A 4.00A 3.00B 05.000*** Waist height

(Front)
108.5 99.7 101.4

M5: Q2 4.00A 4.00A 3.00B 05.000***

Front waist

ease amount

M2: Q3 4.00A 3.20AB 2.00B 04.750*** Front waist

(Right)
20.7 20.6 20.1

M1: Q3 4.00A 2.60B 2.20B 06.700***

Back waist

placement

M0: Q4 4.00A 3.40A 2.20B 06.300***

Waist height

(Back)
112.4 102.1 106.1

M1: Q4 4.00A 3.80A 2.20B 10.429***

M2: Q4 4.00A 3.60A 2.20B 08.933***

M3: Q4 4.00A 2.40B 2.20B 07.300***

Back waist

ease amount

M0: Q5 4.00A 2.20B 1.60C 46.800***

Back waist

(Right)
23.1 23.6 25.5

M1: Q5 4.00A 2.80B 2.00B 12.667***

M2: Q5 4.00A 2.40B 1.80B 19.400***

M3: Q5 4.00A 3.00B 1.40C 19.846***

M5: Q5 3.60A 2.60AB 1.60B 07.895***

Waist circumference

ease amount

M0: Q6 4.20A 3.20A 1.60B 11.727***
Waist

(Right)
41.0 43.8 45.5M1: Q6 4.00A 3.00B 1.60C 16.769***

M2: Q6 4.00A 2.40B 1.80B 19.400***

M3: Q6 4.00A 3.00B 2.00C 10.000*** Waist at

omphalion

(Right)

43.8 44.2 45.6M4: Q6 4.00A 3.00AB 2.40B 04.261***

M5: Q6 3.60A 2.80A 1.60B 08.444***

Thigh circumference

ease amount
M3: Q9 2.20B 4.00A 2.80AB 04.345*** Thigh 44.5 46.5 46.8

Knee circumference

ease amount

M3: Q13 2.40B 3.80A 3.00AB 04.933***
Knee 37.6 39.6 39.2

M5: Q13 2.60B 3.80A 3.80A 10.286***

*p≤.05, **p≤.01, ***p≤.001

A>B>C: According to the Duncan-test result, Groups with significance difference was expressed as a different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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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면에서 샅둘레의 군주름 관련 항목은 N>L>S 브랜

드 순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패턴치수에서는 S브

랜드의 치수가 가장 크고 N브랜드와 L브랜드는 비슷하

게 나타나 S브랜드의 샅둘레치수가 커서 군주름이 가

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뒤면 샅길이는 N>L>S 브

랜드 순으로 좋은 평가받았으며, 패턴의 치수도 동일한

순으로 나타나 샅길이가 길수록 피험자가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뒤면 무릎둘레에서는 N>L>S 브랜

드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치수는 S>N>L 브랜드 순으

로 나타나 중간 정도의 여유분을 가지고 있는 N브랜드

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

지길이는 현저하게 길었던 L브랜드가 가장 나쁜 평가

를 받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각 부위에 따라 선호하는 브랜드

를 살펴보면, 허리 관련 항목에서는 착의평가와 같이 L

브랜드를 가장 선호하였고, 샅둘레는 적당한 여유량의

N브랜드를, 샅앞뒤길이는 가장 긴 N브랜드를 선호하였

다. 무릎부분 관련 항목은 착의평가와 같이 여유분이 많

은 N브랜드를 선호하였고, 적당한 바지길이의 S브랜드

와 N브랜드를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스키니 진 팬츠 패턴설계 시 배꼽수준허리

둘레는 벨트너비 3.5cm 아래인 배둘레를 기준으로 5cm

의 여유분이 적당하며 엉덩이둘레는 4cm, 샅둘레의 여

유분은 32.5cm 수준으로 설정하고, 넙다리중간둘레와

무릎둘레 여유분은 인체치수를 고려하여 −0.4~0cm 수

준으로, 안쪽 솔기길이는 샅높이에서 바지단까지의 길

이로 80.1~80.5cm로 설정하며 배꼽수준엉덩이수직길

이는 25.7cm, 샅앞뒤길이는 53.0cm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진 팬츠에 대해 설

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로 착용하는 진 팬츠 중 스키니

진 팬츠를 중심으로 선호하는 브랜드를 선정하였으며

기능성 평가와 외관평가 그리고 패턴분석을 통해 스키

니 진 팬츠 패턴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진 팬츠 디자인 및 브랜드 선

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선호하는 바지형태와 가장 즐

겨 입는 바지형태는 스키니 진 팬츠였으며, 비브랜드,

유니클로, 리바이스 등의 브랜드를 선호하였다.

2. 착의평가 중 기능성 평가결과, L브랜드는 무릎둘레

와 넙다리중간둘레와 관련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

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S브랜드는 높고 낮은 평가를

동시에 받은 반면, N브랜드는 전체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외관평가 결과, 허리높이와 허리둘레는 L브랜

드, 샅둘레와 샅뒤길이, 그리고 무릎둘레는 N브랜드, 바

지길이는 S브랜드와 N브랜드를 선호하였다.

3. 브랜드별 패턴분석 결과, 모든 둘레항목에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낸 브랜드는 L브랜드였으며 피험자의

평균 인체치수와의 비교에서도 L브랜드의 여유분이 가

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기능성 평가결과와의 패턴치수분석에서 배꼽수준

허리높이는 패턴치수가 큰 L브랜드를 선호하였고, 배

꼽수준허리둘레는 패턴치수가 작아 여유분이 적은 L브

랜드, 무릎둘레와 넙다리중간둘레는 N브랜드를 선호하

였다.

5. 외관평가와의 패턴분석에서 허리선의 위치 및 허

Table 11. Compared analysis with appearance evaluation and pattern measurement

Parts Questionnaires (No)
Appearance evaluation Pattern measurement (cm)

L S N F-value Items L S N

Front Waist placement (Q1) 3.60A 3.40AB 3.18B 3.779*** Pants length 108.5 99.7 101.4

Side Waist ease amount (Q13) 3.48A 3.23AB 2.90B 5.187***
Waist 82.0 87.6 91.0

Waist (Omphalion) 87.6 88.4 91.2

Back

Crotch part comfort (Q20) 2.89AB 2.69B 3.18A 3.772***
Crotch circumference

(Back)
32.2 33.6 32.4

Crotch length (Q21) 3.04B 2.69C 3.46A 11.740*** Crotch length (Back) 31.9 29.2 33.7

Knee circumference

ease amount (Q24)
3.21AB 3.12B 3.51A 3.051*** Knee (Back) 20.7 22.5 21.8

Others Pants length (Q27) 2.65B 3.48A 3.48A 12.677*** Out seam length 109.0 100.5 103.5

*p≤.05, **p≤.01, ***p≤.001

A>B>C: According to the Duncan-test result, Groups with significance difference was expressed as a different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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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둘레 여유분은 여유분이 작은 L브랜드, 샅둘레는 치

수가 작은 N, L 브랜드, 샅뒤길이는 치수가 큰 N브랜

드, 무릎부분에서는 적당한 여유량의 N브랜드, 그리고

바지길이에서는 적당한 길이의 S브랜드와 N브랜드를

선호하였다.

6. 스키니 진 팬츠 패턴설계 시, 배꼽수준허리둘레는

벨트너비 3.5cm 아래인 배둘레를 기준으로 5cm의 여유

분이 적당하며 엉덩이둘레는 4cm, 샅둘레의 여유분은

32.5cm 수준으로 설정하고, 넙다리중간둘레와 무릎둘레

의 여유분은 인체치수를 고려하여 −0.4~0cm 수준으로,

안쪽 솔기길이는 샅높이에서 바지단까지의 길이로 80.1

~80.5cm로 설정하며 배꼽수준엉덩이수직길이는 25.7cm,

샅앞뒤길이는 53.0cm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험결과는 한정된 브랜드와 한정

된 디자인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일반화하기에는 한계

가 있으며 후속연구에서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스키

니 진 팬츠의 패턴을 설계하고 착의평가 결과를 통하여

더욱 심도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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