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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velop basic pants patterns reflecting somatotype characteristics of

the women in their 20s. In order to develop basic pants patterns for women in their 20s,

wearing tests were conducted. With the results of wearing tests, drafting methods were

applied by using regression equation for the parts that were found to improper. For the

parts where regression equation was not applicable, the results of wearing tests were

applied. The results and the conclusion of development of basic pants patterns for women

in their 20s were as follows. The waist height was applied for the regression equations of

waist to hip length, crotch length, and knee length, and the hip circumference was applied

for the regression equations of front leg opening. Also, back leg opening, front knee width

and back knee width were calculated based on the front leg opening. For the waistline the

ease of 2cm was added, and for the hipline the ease of 4cm was added. H/16 1cm–

was applied for the drafting of front crotch width, and H/8 was applied for the drafting of

back crotch width. Pants patterns for women in their 20s on the methods mentioned above

were tested for the 2nd research wearing tests, and they received good ratings on the

items and demonstrated that the developed pants patterns had excellent body fit.

Key words 팬츠원형 체형특성: basic pants patterns( ), somatotype characteristics( ), women in

대 여성their 20s(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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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여성은 출산과 연령증가에 따른 복부비만 신진대,

사의 감소 노화 등의 이유로 인하여 신체변화가 두,

드러지게 나타난다 성인여성은 성숙하면서 이상적.

인 신체비율을 갖게 되는 대와 출산 이후 많은 신20

체적 변화를 겪게 되는 대 서서히 노화가 진행되30 ,

는 대와 대의 체형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40 50

그러므로 성인여성의 연령대를(Jimin Kim, 2002).

대 대 대 대로 분류하여 이들의 체형에20 , 30 , 40 , 50

대하여 연구하고 연령대별 체형에 적합한 인체적합

도가 높은 의복원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팬츠는 다른 의류품목에 비해 맞음새가 민감한 품

목이다 팬츠는 인체의 골반부와 하(Y. Lee, 1999).

지를 나누어 감싸고 봉제선이 샅앞뒤둘레를 지나게

되는 형태의 의복으로 인체적합도가 매우 중요하면

서도 개인차가 심한 부위를 감싸고 있어서 인체적합

도를 높이기 힘든 의복품목이다 골반부위와 양쪽.

다리를 모두 커버해야 하고 양쪽 다리의 동작이 가

능해야 하므로 스커트에 비해 기능성이 더욱 중요하

다 은 슬랙스 맞음새의 정량적 평가기. S. Kim(2009)

준 설정 연구에서 슬랙스의 맞음새는 하반신 체형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고 슬랙스의 여유분 설정,

을 위하여 적용한 하반신 부위별 둘레 신장률은 피

험자의 비만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팬.

츠의 구성요인으로는 여유량 옆선 설정 다트 밑위, , ,

폭 중심선 경사각도 등을 들 수 있다, (S. Park,

특히 팬츠는 기능성1994; Yang, 2008; Yu, 2007).

이 요구되는 의복으로 허리둘레 여유분 엉덩이둘레,

여유분 뒤중심선 경사 시작 위치기울기 샅폭의, ( ),

양 밑위길이 엉덩이길이 바지부리 다트량 다트, , , , ,

수 주름 수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기능성이 달라,

진다 이러한 구성요인과 체형(Jiyoung Kim, 2005).

에 민감한 부위에서 연령대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 부위를 중심으로 연령대별 체형특

징을 분석하고 이를 팬츠패턴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팬츠원형 설계 시 필요한 신체치수는 허리둘.

레 엉덩이둘레 밑위길이 팬츠길이 대퇴부둘레, , , , ,

무릎둘레 하퇴부둘레 발목둘레 등이다, , (H. Kim et

이외에 기능적인 측면의 여유량과 형태al., 1997).

및 자세 등의 체형을 고려하여 신체적 특성에 적합

한 팬츠원형을 개발하여야 한다.

대 성인여성의 하반신 체형 및 이들의 체형 특20

성을 반영한 팬츠원형에 대한 연구는 년대 이1990

후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는 체형별 슬랙. Jo(1992)

스 기본형 연구에서 대 여대생의 하반신 체형을20

전면과 측면을 기준으로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4

각 체형에 적합한 슬랙스원형을 개발하였다. Y.

는 대 여성 명을 대상으Park and Seo(1996) 20 380

로 체표면의 변화량을 측정한 결과 모든 동작에서,

둔부길이의 신장률이 가장 높았으며 무릎둘레 뒤, ,

중심선 대퇴두께 엉덩이둘레의 순으로 신장률이, ,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 대 여성. S. Park(1998) 20

의 하반신을 대상으로 마틴계측법에 의한 차원적1

계측 사진촬영법에 의한 차원적 계측 석고법에, 2 ,

의한 차원적 계측을 실시하여 체형 및 동작에 관한3

정보를 수량화하여 기능적인 슬랙스 원형을 제작하

고 객관적 주관적 착의평가를 병용하여 원형의 적,

합성을 규명하였다 은 슬랙스의 신체. Y. Kim(2000)

적합성을 위한 원형 연구에서 세 여성을 대20 24∼

상으로 제 차 국민표준체위 조사 결과의 평균치에4

적합한 명을 피험자로 하여 가지 종류의 원형에5 4

대한 착의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중심 기울기에 따.

른 엉덩이둘레 밑위둘레 뒤밑위곡선길이의 변화를, ,

고려하여 새로운 연구원형을 제시하였다. K. Park,

은 대 초반 여성을 위한 슬Ryu, and Shin(2006) 20

랙스 패턴 설계 연구에서 산업용 슬랙스 패턴을 수

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범위를 산업현장으로

확대하였고 뒤중심선의 설계방법을 기존의 각도 개,

념에서 뒤중심 기울기와 뒤중심선이 기준선에 대하

여 떨어진 양으로 나타내어 설계함으로써 설계하기

에 편리하면서 둔부의 맞음새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은 뒤 기울기 축. D. Kim(2009)

의 위치 변화에 따른 산업용 여성 슬랙스 원형 연구

에서 동일 조건에서 뒤 기울기 축의 위치 변화에 따

른 제도법에 변화를 주어 세 여성에게 적합20 29∼

한 새로운 산업체 슬랙스 원형을 제시하고 뒤 기울

기 축의 다양한 변수를 고찰하여 폭 넓은 제도법의

응용범위를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이.

루어진 대 성인여성을 위한 팬츠원형은 대부분 착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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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실험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객관적인 인체측정자,

료를 바탕으로 한 것은 매우 드물다 그러나 팬츠는.

밑위길이나 넙다리둘레와 같은 부위가 의복 맞음새

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복 품목이므로 이러한 부위

에 인체측정자료를 활용한 회귀추정식을 적용하여

인체적합성이 우수한 팬츠원형을 개발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에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서는 성인여성의 연령

대별 체형에 관한 연구 를 하(M. Lee & Kim, 2011)

였으며 이러한 연령대별 체형특성에 적합한 연령대,

별 팬츠패턴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연령대별 팬츠패턴 개발의 일환으로 대20 50∼

연령대 중 가장 이상적인 신체비율을 갖는 대 성20

인여성의 체형에 적합한 팬츠원형을 개발하고자 한

다.

연구방법 및 절차.Ⅱ

팬츠디자인 및 기존 팬츠원형 제도방법1.

팬츠디자인 선정1)

본 연구에서는 팬츠원형 개발을 위한 디자인으로

내추럴웨이스트라인의 기본형 팬츠를 선정하였다.

자연스러운 허리와 복부 라인을 위하여 다트량이

이상일 경우 다트를 개로 하였으며 벨트는2.5cm 2 ,

일자벨트로 하였다.

팬츠원형 제도방법2)

본 연구에서는 팬츠원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

팬츠원형의 제도방법으로 제작한 실험복에 대한 착

의실험을 실시하였다 즉 기존 팬츠원형 착의실험. ,

결과를 토대로 차 팬츠원형을 개발하였고 차 팬1 , 1

츠원형 착의실험 결과를 통해 차 팬츠원형을 개발2

하였다 그리고 차 팬츠원형 착의실험 결과를 바탕. 2

으로 최종 팬츠원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기존 팬츠원형은 문헌조사를 통하여 임

원자식 팬츠제도방법을 선정하였다 임원자식 팬츠.

제도방법을 선정한 이유는 이 방법을 사용한 임원자

의 의복구성학 교재가 년도에 출판(Lim, 2006) 1986

되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대학교재로 사용해 오고

있어 인지도가 높고 많은 연구들에서 원형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방법에 있어서.

항목별 치수산출식이 다른 부위의 제도에 영향을 미

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무릎너비에 따라서. ,

허리둘레선 옆선의 위치가 변하는 경우와 뒤중심선

경사 시작 위치의 변화와 같이 특정부위 제도방법이

변하면 다른 부위 제도방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착의실험을 통,

한 제도법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 단 이 원형의 다. ,

트 개수는 앞판 뒤판 각각 개로 본 연구의 팬츠, 1

디자인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엉덩이둘레와 허리.

둘레의 드롭치와 골반부위 형상에 따른 인체적합도

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트 개수를 개씩 하는 것이2

합리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트 개수를 앞판 뒤,

판 각각 개로 하였다 임원자식 팬츠원형 제도에2 .

필요한 인체치수항목은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바지, ,

길이 밑위길이 엉덩이길이이다 제도에 필요한 항, , .

목별 치수 및 산출식은 와 같고 제도방법은Table 2 ,

과 같다Figure 1 .

기존 팬츠원형에 대한 착의실험결과 가장 우수함‘ ’

을 의미하는 최적만족치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0

이가 있는 항목에 대하여 제 차 한국인 인체치수조5

사 보고서(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자료의 해당 부위 측정치와의 상standards, 2004)

관관계분석을 통하여 상관관계가 높은 항목으로 회

귀추정식을 도출하여 제도방법을 설정하였다 회귀.

추정식을 도출할 수 없는 경우 착의실험 결과를 직

접 적용하여 차 팬츠원형을 도출하였다 차 팬츠1 . 1

원형의 착의실험 결과에서 최적만족치 과 통계적으0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을 수정보완하여 차2․
팬츠원형을 도출하였다 차 팬츠원형의 착의실험. 2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팬츠원형을 도출하였다.

실험복 재료 및 제작방법2.

기존 팬츠원형과 차 팬츠원형의 실험복 소재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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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cm)

Figure 1. Drafting Method of Existing Pants Patterns

머슬린을 사용하였다 피험자 명에 대한(Table 1). 5

기존 팬츠원형 차 팬츠원형 차 팬츠원형의 실험, 1 , 2

복을 제작하여 총 벌의 실험복을 제작하였다15 .

착의실험방법3.

피험자 및 평가단1)

본 연구에서는 제 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 보5

고서 의 주요 인체측정치항목에 대한(KATS, 2004)

평균의 표준편차 범위 안에 있는 대 성인여성 피20

험자 명을 선정하였다5 (Table 2).

외관평가 평가단은 의복구성학 전공 석사 및 박사

명으로 구성하였다5 .

평가항목2)

외관평가항목은 선행연구(Jeong & Kim, 2010; S.

Lee, & Shim, 2008; Shim, Suh, & Yoo, 2005; Jo,

를 참고하면서 본 연구 목적에1992; J. Park,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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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Properties of the Pants Materials

Items Fiber Contents
Weave

Construction
Weight(g/ )㎡ Thickness(mm)

Density(Ply/5.0cm)

Warp Weft

Measurements Cotton 100% Plain Weave 112.3 0.28 133.6 136.6

Table 2. The Subjects' Anthropometric Data (unit: cm)

Items
The 5th Size Korea

mean(SD)*

Subjects

A B
C D E

Age - 21 25 25 22 21

Weight(kg) 54.200(7.30) 53.9 50.0 53.8 53.0 54.3

Statue 159.742(5.02) 157.0 159.0 161.3 158.2 157.5

Cervical Height 141.687(7.67) 137.3 138.3 141.5 137.7 137.2

Waist Circumference 68.918(6.69) 67.0 65.0 66.0 66.0 66.0

Waist Circumference(Omphalion) 75.480(6.88) 75.0 76.0 74.0 74.0 76.0

Hip Circumference 91.369(4.96) 93.0 91.0 91.0 93.0 93.0

Thigh Circumference 55.166(4.56) 56.5 53.0 55.0 54.8 53.8

Outside Leg Length 103.693(5.65) 103.5 103.0 102.0 101.0 102.0

Waist Height 99.319(3.94) 99.8 99.0 98.5 97.6 98.5

Waist Height(Omphalion) 93.635(3.88) 94.3 93.5 94.0 93.4 93.0

Hip Height 77.750(3.59) 77.8 78.0 78.5 77.5 78.0

Crotch Height 72.052(3.44) 71.5 70.3 73.0 71.5 71.2

Knee Height 40.699(2.10) 41.5 42.0 42.0 41.2 42.0

Crotch Length 72.518(4.29) 72.0 71.5 71.0 72.0 74.5

Crotch Length(Omphalion) 61.299(3.90) 62.0 61.0 60.0 62.0 63.0

Waist Depth 19.172(2.65) 18.0 17.5 17.3 17.6 17.0

Waist Depth(Omphalion) 19.205(2.40) 18.5 17.7 17.5 17.8 17.3

Hip Depth 22.491(2.51) 20.5 20.6 21.0 21.3 21.7

Waist Breadth 25.783(2.71) 24.8 24.0 23.8 23.9 24.2

Waist Breadth(Omphalion) 28.002(2.38) 27.5 27.4 27.0 26.4 26.8

Hip Width 32.768(1.67) 31.6 32.4 33.5 33.0 33.0

Knee Circumference 34.709(2.26) 34.5 33.0 33.5 34.5 34.8

Ankle Circumference 23.363(1.18) 22.9 23.5 24.0 24.3 22.8

Waist to Hip Length 21.911(2.39) 22.0 21.0 20.0 20.1 20.5

*: KATS (2004)

접합하도록 개발하였다 피험자의 앞면과 뒤면 전. ,

체의 외관에 대하여 평가자가 평가하도록 하였다.

기존 팬츠원형은 앞판과 뒤판에 각각 개의 다트를1

갖고 있으나 차 차 팬츠원형에서는 인체의 곡선을1 2‧
자연스럽게 살릴 수 있도록 다트의 분량이 가2.5cm

넘을 경우 다트를 개로 나누어 앞판과 뒤판에 각각2

개의 다트를 두었다 그러므로 기존 팬츠원형 평가2 .

지에는 앞판과 뒤판 각각 다트 개에 대한 다트의1

분량과 길이 문항이 포함되고 연구팬츠원형 평가지,

에는 앞판과 뒤판 각각 다트 개에 대한 다트의 분2

량과 길이 문항이 포함되었다.

평점방법3)

평점방법은 점 평점척도5 (five-point rating scale)

법을 사용하였다 착의실험 중 외관평가는 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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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일 때 가장 최적의 상태를 나타내도록 설계하0

였다 전체외관에 대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서 최적만족치를 점으로 한 것은 착의실험 항목별0

로 적합한 제도법의 개발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이

다 예를 들어 외관평가 항목 중 허리둘레의 여유. , ࡐ
는 어떠한가의 문항에서 점 적당하다를 중심으’ 0 ࡐ’
로 점은 약간 적다 점은 너무 적다를 의미-1 ’, -2 ࡐ’ ࡐ
하고 점은 약간 많다 점은 너무 많다를 의미, 1 , 2 ࡐ’ ࡐ
한다 허리둘레 여유에 대한 평균점수가 점으로. -1

나왔다면 허리둘레의 여유가 약간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착의실험 분석방법4)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는 통계프로그SPSS 14.0

램을 사용하였다 명의 평가자가 연령대별 명의. 5 5

피험자 착의상태에 대하여 외관평가를 하였다 이를.

통하여 검사자 간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윌콕슨 순위합 검정 을(Wilcoxon-Rank Sum Test)

통하여 최적만족치 과 평균 평가점수 간의 통계적0

차이 유무를 분석하였다.

연구팬츠원형 개발방법4.

기존 팬츠원형 착의실험 결과 최적만적치 과 통0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에 대하여 제 차5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 보고서 의(KATS, 2004) 20

세 성인여성 명의 직접인체측정 자료를 이29 692∼

용하여 회귀추정식을 도출하여 제도법을 만들었다.

회귀추정식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착의실험 결과

를 직접 적용하여 연구원형을 개발하였다.

신체 각 부위 간의 상관성 정도와 의복 제작에 필

요한 부위 설정을 위해 전체 측정항목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분석에 의해 팬츠원형 설계에 필요.

한 대표적인 인체측정항목을 설정한 후 이를 독립,

변수로 하고 기타 부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

분석법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회(stepwise)

귀추정식을 작성하였다 회귀추정식의 사용으로 몇.

가지 특정항목만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항목에 대한

제도법을 도출할 수 있다.

회귀추정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착의실험 결과

를 직접 적용하여 제도법을 개발하였다 예를 들어. ,

밑위부분의 경우 샅폭과 밑위곡선 길이에 대한 측,

정항목이 없어 회귀추정식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착의실험 결과에서 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면

샅폭에 여유분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원형제도법을

개발하였다.

연구 결과 및 논의.Ⅲ

기존 팬츠원형 착의실험1.

기존 팬츠원형의 항목별 최적치 근사값과 최적만

족치 과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윌콕슨 순위합0

검정을 하였다 이 결과는 차 팬츠원형 및 차 팬. 1 2

츠원형의 결과와 함께 표 로 정리하여 차(Table 6) 2

팬츠원형 착의실험 결과 분석과 함께 실었다.

앞면의 외관평가 결과 개 항목에서 최적만족치와7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앞허리둘레의 여.

유 번 의 평가문항 번호 이하 번호 설명(2 : Table 6 ,

생략 가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것은 기존 팬)

츠원형 제도법에서 앞허리둘레 를 허리둘레/2 (

로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허리둘레 에 여유+1cm)/4 /2

분이 만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0.25cm

다 앞샅부위는 여유 번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 (5 )

는데 앞샅폭의 제도법이 엉덩이둘레 로 넓게 적용/16

되어있기 때문이다 앞넙다리부위 번도 여유가 많. (6 )

은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앞넙다리부위 제도는 앞샅,

폭의 양과 무릎너비 엉덩이둘레가 복합적으로 관련,

되어 정해진다 또한 기존 팬츠원형의 앞무릎너비. /2

제도법이 앞바지부리 이므로 기존 팬츠원형의/2+1cm

앞바지부리가 넓은 것이 앞넙다리부위의 여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엉덩이둘레선 위.

치 번 는 실측치인 엉덩이길이를 적용했는데 약간(8 )

긴 것으로 평가되었다 무릎둘레선의 위치 번는. (11 )

바지길이 바지길이 로 아래쪽에 있는 것으로/2+ /10

평가되어 무릎길이 또한 길게 평가된 것을 알 수 있

다 앞다트 위치 번 는 허리둘레 여유가 부족하여. (12 )

다트가 휘어져 나타난 결과로 중심선 쪽으로 치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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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앞다트길이 번는 로, (13 ) 12cm

외관평가 결과 긴 것으로 평가되었다.

뒤면의 외관평가 결과 개 항목이 최적만족치와3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허리부위의 여유.

분 번 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앞면과 마찬(19 )

가지로 기존 팬츠원형 제도법에서 뒤허리둘레 를/2

허리둘레 로 적용하여 여유량이 적은 것으( +1cm)/4

로 분석할 수 있다 뒤넙다리부위 번는 여유가. (22 )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앞판과 같은 이유,

로 뒤샅폭과 앞무릎너비 에서 더한 치수를 적/2 1cm

용했기 때문이다 뒤엉덩이둘레선 위치 번 또한. (23 )

앞판과 같은 제도법으로 엉덩이길이를 적용했기 때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of Anthropometry Items

Item
C.C. with Hip

Length

C.C. with

Crotch

Length

C.C. with

Knee Length

C.C. with

Leg Opening

a Stature 0.2838*** 0.3564*** 0.8691*** 0.3631***

b Hip Height -0.1045** 0.1580*** 0.8133*** 0.3267***

c Crotch Height 0.1146** -0.0220 0.8346*** 0.2716***

d Waist Height 0.4366*** 0.4926*** 0.9198*** 0.2993***

e Waist Height(Omphalion) 0.3013*** 0.3244*** 0.8737*** 0.2970***

f Knee Height 0.1620*** 0.1416*** 0.6734*** 0.3390***

g Cervical Height 0.2800*** 0.3435*** 0.8713*** 0.3596***

h Waist Breadth -0.1777*** -0.0086 0.0202 0.5155***

i Waist Breadth(Omphalion) -0.1090** 0.0368 0.1520*** 0.5227***

j Hip Width 0.1626*** 0.2144*** 0.3189*** 0.5321***

k Waist Depth -0.1302*** 0.0524 -0.0588 0.4787***

l Waist Depth(Omphalion) -0.1284*** 0.0338 -0.0521 0.4771***

m Hip Depth -0.1660*** 0.0967** 0.0371 0.5026***

n Waist to Hip Length 0.4356*** 0.3214*** 0.3820*** 0.0824*

o Outside Leg Length 0.3461*** 0.3779*** - 0.2828***

p Crotch Length 0.3378*** 0.5695*** 0.2972*** 0.3905***

q Crotch Length(Omphalion) 0.1267*** 0.3599*** 0.1710*** 0.4069***

r Waist Circumference -0.1612*** 0.0259 -0.0236 0.5274***

s Waist Circumference(Omphalion) -0.1191*** 0.0590 0.0574 0.5447***

t Hip Circumference 0.0580 0.2339*** 0.2249*** 0.6264***

u Thigh Circumference -0.0355 0.1608*** 0.1340*** 0.5853***

v Knee Circumference 0.0633* 0.2361*** 0.2857*** 0.6738***

w Ankle Circumference 0.0075 0.1227*** 0.2828*** -

x Weight 0.0347 0.2187*** 0.2910*** 0.6850***

* p<.05 ** p<.01 *** p<.001

: High Correlation

C.C.: Correlation Coefficient

문에 약간 아래쪽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무릎너비 번가 넓게 평가된 것은 바지부리(32 ) (33

번 가 약간 넓기 때문이다 기존 팬츠원형 제도법에) .

서 무릎너비 는 바지부리 이다 바지부리/2 /2+1cm . /2

제도법을 로 하였는데 엉덩이둘레가 작으면10cm

는 넓게 보이기 때문에 대 여성의 엉덩이둘10cm 20

레 평균 에 비교하여 바지부리가 약간 넓은91.4cm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차 팬츠원형 개발2. 1

차 팬츠원형 설계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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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추정식 작성(1)

기존팬츠의 착의실험 결과 최적만족치 과 유의한0

차이가 있는 항목은 허리부위의 여유 번 번와(2 , 19 )

앞샅부위의 여유 번 넙다리부위의 여유 번(5 ), (6 , 22

번 엉덩이둘레선 위치 번 번 무릎둘레선 위), (8 , 23 ),

치 번 앞다트 위치 번 앞다트 길이 번(11 ), (12 ), (13 ),

무릎너비 번 바지부리 번 항목이다 이 중 인(32 ), (33 ) .

체측정치 자료를 사용하는 회귀추정식으로 제도법

개발이 가능한 엉덩이둘레선 위치와 무릎둘레선 위

치 바지부리 항목에 대하여 제 차 한국인 인체치수, 5

조사 보고서의 대 성인여성 인체측정치와 상관분20

석을 하였다 엉덩이둘레선 위치는 엉덩이(Table 3).

길이에 무릎둘레선 위치는 무릎길이에 해당한다, .

바지부리 항목은 측정항목이 없으므로 발목최대둘레

로 하였으며 밑위길이는 외관검사 결과에서 최적만,

족치 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측정0

이 어려운 부위이므로 회귀추정식을 도출하여 제도

법에 적용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각 항목별로 상관.

관계가 높은 개 항목을 선택하여 회귀추정식을 도3

출하였다(Table 4).

엉덩이길이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허리높이, (b),

엉덩이옆길이 다리가쪽길이 항목의 순서로 상(n), (o)

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허리높이 항목을 적용한 회귀추정식을 제

도법으로 적용하였다.

Table 4. Regression Equations for Developed Patterns

Item
Correlation Coefficient

(Anthropometry Item)
Regression Equation

Hip Length

0.437(Waist Height) 0.232×Waist Height-1.4385

0.436(Waist to Hip Length) 0.418×Waist to Hip Length+12.1131

0.346(Outside Leg Length) 0.175×Outside Leg Length+4.0297

Crotch Length

0.570(Crotch Length) 0.267×Crotch Length+7.8418

0.493(Waist Height) 0.252×Waist Height+2.0874

0.378(Outside Leg Length) 0.184×Outside Leg Length+8.6507

Knee Length

0.920(Waist Height) 0.578×Waist Height+2.6903

0.874(Waist Height(Omphalion)) 0.564×Waist Height(Omphalion)+7.3301

0.871(Cervical Height) 0.463×Cervical Height-2.7457

Leg Opening

0.685(Weight) 1.096×Weight+17.4253

0.674(Knee Circumference) 0.340×Knee Circumference+11.5367

0.626(Hip Circumference) 0.147×Hip Circumference+9.8771

: Applied Regression Equation

밑위길이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샅앞뒤길이, (p),

허리높이 다리가쪽길이 항목의 순서로 상관관(d), (o)

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상관계수는 샅앞,

뒤길이가 높지만 허리높이를 상관계수로 사용하였

다 그 이유는 샅앞뒤길이의 측정이 어렵고 허리높.

이는 엉덩이길이와 무릎길이 설정 시 사용하는 항목

이므로 측정항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무릎길이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허리높이, (d),

배꼽수준허리높이 목뒤점높이 항목의 순서로(e), (g)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상관계수,

가 가장 높은 허리높이 항목을 적용한 회귀추정식을

제도법으로 적용하였다.

바지부리 폭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몸무게, (x),

무릎둘레 엉덩이둘레 항목의 순서로 상관관계(v), (t)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는 몸무게와 무.

릎둘레가 높지만 몸무게와 바지부리 폭을 비례관계

로 보기 힘들고 무릎둘레의 경우 측정항목이 추가,

되기 때문에 엉덩이둘레를 사용한 회귀추정식을 사

용하였다.

회귀추정식을 도출할 수 없는 경우 착의실험 결과

를 토대로 원형을 수정보완하였다 허리부위의 여유.․
와 샅부위의 여유 넙다리의 여유 앞다트 위치 및, ,

길이는 회귀추정식의 도출이 어려우므로 착의실험

결과를 적용하였다 대 여성 기존 팬츠원형과 차. 20 1

팬츠원형의 항목별 치수 및 산출식 비교는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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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차 팬츠원형 제도방법(2) 1

가 앞판.

앞판에 대한 착의실험 결과 허리부위의 여유와,

샅부위의 여유 엉덩이둘레선 위치 넙다리부위의, ,

여유 무릎둘레선 위치 앞다트 위치 및 길이 등의, ,

개 항목에서 최적만족치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7

다.

허리둘레 여유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기

존 팬츠원형의 앞허리둘레 제도법인 허리둘레/2 (

에서 허리둘레 으로 수정하여 앞허+1cm)/4 /4+0.5cm

리둘레의 여유분을 로 하였다 앞샅폭은 여유가1cm .

많은 것으로 평가되어 기존 팬츠원형 제도법의 엉덩

이둘레 에서 엉덩이둘레 로 적용하였다/16 /16-2cm .

엉덩이길이와 밑위길이 무릎길이는 실측치 측정이,

어려운 부위이므로 상관관계가 높은 허리높이를 사

용하여 회귀추정식을 만들어 차 팬츠원형에 적용하1

였다 또한 엉덩이둘레선의 위치를 설정하는데 필요.

한 엉덩이길이와 무릎길이는 착의실험 결과 약간 아

래쪽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제시된 회귀추정식을

사용할 경우 외관평가에서 더 우수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밑위길이는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

았으나 허리높이를 적용하여 회귀추정식을 만들어 1

차 팬츠원형에 적용하였다 넙다리부위의 여유는 무.

릎너비와 샅폭 엉덩이둘레와 관련이 있어 샅폭과,

무릎너비를 수정하였으므로 넙다리부위는 별도로 수

정을 하지 않았다 바지부리와 무릎너비는 고정된.

사이즈를 사용할 경우 사이즈가 매우 작거나 크게

되면 맞음새 문제가 발생하므로 상관관계가 높은 엉

덩이둘레를 사용하여 회귀추정식을 만들어 차 팬츠1

원형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의 바지부리 회. Table 4

귀추정식 엉덩이둘레 을 통해 산출되(0.147× +9.8771)

는 바지부리 폭이 약간 넓다고 평가된 기존 팬츠원,

형의 바지부리폭 보다 넓었다 즉 대 성인(20cm) . 20

여성의 평균 엉덩이둘레인 를 회귀추정식에91.4cm

적용했을 때 바지부리폭 이 로 산출되어/2 23.31cm

기존 팬츠원형의 보다도 이상 넓었다 그20cm 3cm .

러므로 차 팬츠원형의 바지부리폭은 회귀추정식에1

서 를 뺀 엉덩이둘레 로5cm (0.147× +9.8771)-5cm

하였다 또한 앞다트 위치가 약간 중심 쪽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허리둘레 여유가 부족하

여 다트가 휘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

므로 차 팬츠원형에서 허리둘레 전체에 의 여1 2cm

유량을 주면서 다트 위치는 수정하지 않았다 다트.

길이는 약간 긴 것으로 평가되어 에서12cm 11cm

로 수정하였다 또한 다트량이 가 넘을 경우. , 2.5cm

다트를 개로 만들어 자연스러운 인체곡선을 살릴2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뒤판.

뒤판에 대한 착의실험 결과 허리부위의 여유 넙, ,

다리부위의 여유 엉덩이둘레선 위치 등의 개 항목, 3

에서 최적만족치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착의실.

험 결과를 토대로 허리둘레의 여유가 약간 적은 것

으로 평가되어 앞판과 마찬가지로 기존 팬츠원형의

뒤허리둘레 제도법인 허리둘레 에서 허리/2 ( +1cm)/4

둘레 으로 수정하여 뒤허리둘레에 의/4+0.5cm 1cm

여유량을 주었다 엉덩이둘레선은 약간 아래쪽에 있.

는 것으로 평가되어 앞판과 같이 상관관계가 높은

허리높이를 사용하여 회귀추정식을 만들어 차 팬츠1

원형 제도에 적용하였다 넙다리부위의 여유는 무릎.

너비와 샅폭 엉덩이둘레와 관련이 있어 샅폭과 무,

릎너비를 수정하였으므로 넙다리부위는 따로 수정하

지 않았다 뒤중심선 경사 시작 위치는 기능성 및.

심미성과 관련이 있는 항목이므로 기존원형과 같이

로 고정하여 적용하였다 뒤판의 산출식은 앞3.5cm .

판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무릎너비 바지부리,

는 앞판의 것에 좌우로 씩 추가하였다 뒤판의1cm .

다트량도 앞판과 같이 가 넘을 경우 다트를2.5cm 2

개로 하였다 대 여성 차 팬츠원형 제도 방법은. 20 1

와 같다Figure 2 .

차 팬츠원형의 착의실험3. 1

대 여성 차 팬츠원형의 착의실험 항목별 최적20 1

만족치 근사값과 최적만족치 과의 윌콕슨 순위합0

검정 결과는 과 같다Table 6 .

앞면의 외관평가 결과 엉덩이둘레선의 위치와 무

릎둘레선의 위치 앞 제 다트 길이 등의 개 항목에, 2 3

서 최적만족치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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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cm)

Item Regression Equation

① Hip Length 0.232×Waist Height-1.4385

② Crotch Length 0.252×Waist Height+2.0874

③ Knee Length 0.578×Waist Height+2.6903

④ Front Leg Opening/2 {(0.147×Hip Circumference+9.8771)-5}÷2

Figure 2. Drafting Method of the 1st Developed Pants Patterns

었다 엉덩이둘레선의 위치와 무릎둘레선의 위치가.

약간 아래쪽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 항목은

허리높이를 사용하여 회귀추정식을 도출한 결과이

다 이는 엉덩이길이와 무릎길이에 벨트너비 를. /2

빼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다트 개. 2

의 길이를 같은 치수로 적용하여 제 다트의 길이가2

약간 긴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제 다트와 제, 1 2

다트의 길이를 로 일괄 적용하여 나타난 결과11cm

로 볼 수 있다.

뒤면의 외관평가 결과 샅부위의 여유와 엉덩이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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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선의 위치 제 다트의 길이 등의 개 항목에서 유, 2 3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샅부위의 여유가 적은 것으.

로 평가되었는데 이은 앞샅폭의 양을 기존 팬츠원,

형 엉덩이둘레 에 비해 엉덩이둘레 로/16 /16-2 2cm

줄여서 적용한 결과 뒤샅길이가 앞샅길이로 당겨져

약간 적게 평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앞판과 마찬가.

지로 엉덩이둘레선의 위치가 약간 아래쪽에 있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다트의 길이는 약간 긴 것으로 평.

Table 5. Drafting Calculating Formulas of Existing, 1st and 2nd Developed Pants Patterns (unit: cm)

Pattern

Item
Existing Pattern 1st Developed Pattern 2nd Developed Pattern

Pants Length Waist Height-Belt Width/2

Hip Length Actual Measurement
0.232×Waist

Height-1.4385

(0.232×Waist

Height-1.4385)

-Belt Width/2

Crotch Length
Crotch Length(Actual

Measurement)-Belt Width/2

0.252×Waist Height+2.0874

+1.5 -Belt Width/2

Knee Length
Pants Length/2

+Pants Length/10

0.578×Waist

Height+2.6903

(0.578×Waist

Height+2.6903)-1.5

-Belt Width/2

Front Waist

Circumference/2

(Waist

Circumference+1)/4+Dart

Amounts(3±0.5)

Hip Circumference/4+0.5+Dart Amounts

Front Hip

Circumference/2
Hip Circumference/4+1

Front Crotch Width Hip Circumference/16
Hip

Circumference/16-2

Hip

Circumference/16-1

Front Dart

Length

1st Dart 12 11 11

2nd Dart - 11 10

Front Knee Width/2 11 Front Leg Opening/2+1

Front Leg Opening/2 10 (0.147×Hip Circumference+9.8771)-5÷2

Position of Starting Tilt

on C.B.
3.5

Back Waist

Circumference/2

(Hip Circumference+1)/4

+Dart Amounts(3±0.5)
Hip Circumference/4+0.5+Dart Amounts

Back Hip

Circumference/2
Hip Circumference/4+1

Back Crotch Width Hip Circumference/8

Back Dart

Length

1st Dart 13 13 13

2nd Dart - 13 12

Back Knee Width/2 12 Back Leg Opening/2+1

Back Leg Opening/2 11 Front Leg Opening/2+1

: Corrected Items from Existing Pattern to 1st Developed Pattern

: Corrected Items from 1st Developed Pattern to 2nd Developed Pattern

가되었는데 제 다트와 제 다트를 모두 로 일1 2 13cm

괄 적용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차 팬츠원형 개발4. 2

차 팬츠원형의 착의실험 결과를 토대로 유의차가1

있는 항목을 수정보완하여 차 팬츠원형을 도출하2․
였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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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판 착의실험 결과 엉덩이둘레선 위치가 약간,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벨트너비 를 빼서 엉/2

덩이길이 제도법으로 적용하였다 무릎길이 또한 벨.

트너비 를 빼고 추가적으로 를 뺀 제도법으/2 1.5cm

(unit: cm)

Item Regression Equation

① Hip Length (0.232×Waist Height-1.4385)-Belt Width/2

② Crotch Length (0.252×Waist Height+2.0874)+1.5-Belt Width/2

③ Knee Length (0.578×Waist Height+2.6903)-1.5-Belt Width/2

④ Front Leg Opening/2 {(0.147×Hip Circumference+9.8771)-5}÷2

Figure 3. Drafting Method of the 2nd Developed Pants Patterns

로 적용하였다 다트량이 가 넘는 경우 개로. 2.5cm 2

나누어 적용하였으며 차 착의실험 결과 옆선 쪽에, 1

있는 제 다트의 길이가 길게 평가되었다 이는 골반2 .

의 영향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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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선 쪽에 있는 제 다트 길이는 로 제 다트는1 11cm , 2

로 하여 자연스러운 인체곡선을 살렸다 앞샅10cm .

부위의 여유에 대해는 착의평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앞샅폭이 기존 팬츠원형보다

좁아지면서 뒤 샅부위에 영향을 미쳐 착의평가2cm

에서 뒤샅부위가 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기존 팬

츠원형보다 좁게 하여 앞샅폭 제도법을 엉덩이1cm

둘레 로 하였다/16-1cm .

뒤판 착의실험 결과 샅부위 여유 엉덩이둘레선, ,

위치 제 다트 길이 등의 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 2 3

를 나타냈다 뒤샅부위는 앞샅폭을 기존팬츠보다.

줄인 것이 뒤샅부위에 영향을 미쳐 나타난 현2cm

상이므로 앞샅폭 제도방법을 수정하고 뒤샅폭 제도

방법은 수정하지 않았다 앞판과 같이 엉덩이둘레선.

위치는 벨트너비 를 빼서 적용하였으며 다트는 다/2

Table 6. Results of Wilcoxon-Rank Sum Tests of Mean per Wearing Test Item of Existing Pants

Patterns, 1st Developed Pants Patterns, and 2nd Developed Pants Patterns and Optimum 0

Pattern

Statistics

Item

Existing Pattern 1st Developed Pattern 2nd Developed Pattern

mean±SD Wilcoxon Z mean±SD Wilcoxon Z mean±SD Wilcoxon Z

F

r

o

n

t

1
Position of Front

Waistline
0.00±0.00 0.000 0.00±0.00 0.000 0.00±0.00 0.000

2
Ease of Front Waist

Circumference
-0.56±0.51 -2.041* 0.00±0.00 0.000 0.00±0.00 0.000

3

Ease of Front Waist

Circumference

(Omphalion)

0.52±0.71 -1.342 0.00±0.00 0.000 0.00±0.00 0.000

4
Ease of Front Hip

Circumference
0.52±0.71 -1.342 0.00±0.00 0.000 0.00±0.00 0.000

5 Ease of Front Crotch 0.88±0.33 -2.060* -0.20±0.41 -1.342 0.00±0.00 0.000

6
Ease of Front Thigh

Circumference
0.88±0.53 -2.032* 0.20±0.41 -1.000 0.00±0.00 0.000

7 Curve of Inseam 0.00±0.00 0.000 0.00±0.00 0.000 0.00±0.00 0.000

8 Position of Front Hipline 1.60±0.50 -2.070* 1.04±0.20 -2.121* 0.00±0.00 0.000

9
Position of Front Crotch

Lline
-0.24±0.44 -1.342 0.00±0.00 0.000 0.00±0.00 0.000

10 Curve of Front Crotch 0.00±0.00 0.000 0.00±0.00 0.000 0.00±0.00 0.000

* p<.05 ** p<.01 *** p<.001

트량이 를 넘을 경우 개로 나누어 적용하였2.5cm 2

다 착의실험 결과 옆선 쪽에 있는 제 다트의 길이. 2

가 긴 것으로 평가되어 중심선 쪽에 있는 제 다트1

길이를 제 다트는 로 하여 자연스러운13cm, 2 12cm

인체곡선을 살렸다 대 여성 차 팬츠원형 제도방. 20 2

법은 과 같다Figure 3 .

차 팬츠원형의 착의실험5. 2

대 여성 차 팬츠원형의 착의실험 항목별 최적20 2

만족치 근사값과 최적만족치 과의 윌콕슨 순위합0

검정 결과는 과 같다 차 팬츠원형의 외관Table 6 . 2

평가 결과 모든 항목에서 최적만족치 과 통계적으0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추가적인 패턴수정

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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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ntinued

Pattern

Statistics

Item

Existing Pattern 1st Developed Pattern 2nd Developed Pattern

mean±SD Wilcoxon Z mean±SD Wilcoxon Z mean±SD Wilcoxon Z

F

r

o

n

t

11 Position of Knee Line 1.60±0.50 -2.070* 1.00±0.00 -2.236* 0.00±0.00 0.000

12 Position of 1st Front Dart -0.60±0.50 -2.041* 0.00±0.00 0.000 0.00±0.00 0.000

13 Length of 1st Front Dart 0.76±0.44 -2.032* 0.00±0.00 0.000 0.00±0.00 0.000

14 Amount of 1st Front Dart 0.52±0.71 -1.342 0.00±0.00 0.000 0.00±0.00 0.000

15 Position of 2nd Front Dart - - 0.00±0.00 0.000 0.00±0.00 0.000

16 Length of 2nd Front Dart - - 1.00±0.00 -2.236* 0.00±0.00 0.000

17 Amount of 2nd Front Dart - - 0.00±0.00 0.000 0.00±0.00 0.000

B

a

c

k

18 Position of Back Waistline -0.04±0.20 -1.000 0.00±0.00 0.000 0.00±0.00 0.000

19
Ease of Back Waist

Circumference
-0.56±0.51 -2.041* -0.24±0.44 -1.414 0.00±0.00 0.000

20
Ease of Back Hip

Circumference
0.52±0.71 -1.342 -0.08±0.28 -1.000 0.00±0.00 0.000

21 Ease of Back Crotch 0.20±0.41 -1.342 -0.96±0.20 -2.121* -0.08±0.28 -1.414

22
Ease of Back Thigh

Circumference
1.00±0.29 -2.060* 0.24±0.44 -1.414 0.00±0.00 0.000

23 Position of Back Hipline 1.60±0.50 -2.070* 1.00±0.00 -2.236* -0.08±0.28 -1.414

24
Position of Back Crotch

Lline
-0.24±0.44 -1.342 0.00±0.00 0.000 0.00±0.00 0.000

25 Curve of Back Crotch 0.52±0.71 -1.342 0.00±0.00 0.000 0.00±0.00 0.000

26 Position of 1st Back Dart 0.12±0.33 -1.342 0.00±0.00 0.000 0.00±0.00 0.000

27 Length of 1st Back Dart 0.04±0.20 -1.000 0.00±0.00 0.000 0.00±0.00 0.000

28 Amount of 1st Back Dart 0.52±0.71 -1.342 0.00±0.00 0.000 0.00±0.00 0.000

29 Position of 2nd Back Dart - - 0.00±0.00 0.000 0.00±0.00 0.000

30 Length of 2nd Back Dart - - 1.00±0.00 -2.236* 0.00±0.00 0.000

31 Amount of 2nd Back Dart - - 0.00±0.00 0.000 0.00±0.00 0.000

E

t

c.

32 Width of Knee Line 0.80±0.41 -2.121* 0.00±0.00 0.000 0.00±0.00 0.000

33 Width of Hem Line 0.80±0.41 -2.121* 0.00±0.00 0.000 0.00±0.00 0.000

34 Verticality of Side Seam 0.00±0.00 0.000 0.00±0.00 0.000 0.00±0.00 0.000

* p<.05 ** p<.01 *** p<.001



이미성 김소라· / 대 성인여성의 팬츠원형 개발20

31

Front Side Back

Figure 4. Outer Appearance of Final Pants

최종 팬츠원형 개발6.

차 팬츠원형의 착의실험 결과 모든 항목에서 최2

적만족치 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0 2

차 팬츠원형을 최종 팬츠원형으로 선정하였다 대. 20

여성 최종 팬츠의 착장상태는 와 같다Figure 4 .

결 론.Ⅳ

본 연구는 대 성인여성의 체형에 적합한 팬츠원20

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대 성인여성의 팬츠원형 개발에 필요한 피험자20

선정 및 회귀추정식 작성을 위하여 제 차 한국인 인5

체치수조사사업 보고서 의 세(KATS, 2004) 20 29∼

성인여성 명의 인체측정치 자료를 분석에 사용692

하였다 팬츠원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대 성인여성. 20

피험자 명을 대상으로 하여 착의실험을 하였다 기5 .

존 팬츠원형에 대한 착의실험 결과 부적합 부위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 회귀추정식을 작성하여 해당

부위 제도법으로 적용하였고 회귀추정식의 적용이,

어려운 부위에 대해서는 착의실험 결과를 직접 적용

하여 제도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차 팬츠원형에. 1

대한 착의실험 결과를 적용하여 차 팬츠원형을 개2

발하였다 개발된 차 팬츠원형에 대한 착의실험 결. 2

과 모든 부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차 팬츠원형2

을 최종 팬츠원형으로 도출하였다.

대 성인여성의 체형특징에 적합한 팬츠원형을20

개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측정항목을 줄이기 위하여 상관관계가 높은 항목

을 사용한 회귀추정식을 사용하였다 엉덩이길이와.

밑위길이 무릎길이에 허리높이를 적용한 회귀추정,

식을 사용하고 앞바지부리에는 엉덩이둘레를 적용,

한 회귀추정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뒤바지부리와 앞.

무릎너비 뒤무릎너비는 앞바지부리를 기준으로 산,

정되므로 엉덩이둘레를 적용한 회귀추정식을 사용하

였다고 볼 수 있다.

회귀추정식의 적용이 어려운 부위에는 착의실험

결과를 직접 적용하였다 뒤중심선 경사 시작 위치.

기울기 는 기존 팬츠원형 착의실험에서 우수한 평( )

가를 받았다 이 부위는 기능성과 심미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 이것이 달라질 경우 팬츠의 용

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원형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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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하였다 허리둘레에는 의 여유량3.5cm . 2cm

을 주었다 즉 앞허리둘레 와 뒤허리둘레 제도. , /2 /2

에 허리둘레 여유량을 동일하게 적용하였/4+0.5cm( )

다 대 여성은 대부분 복부비만이 문제되지 않으. 20

므로 허리둘레에 여유량 이외의 복부 입체감을2cm

살리는 추가적인 이즈처리는 하지 않았다 엉덩이둘.

레 제도법은 앞 뒤 모두 엉덩이둘레 로/2 , ( /4+1cm)

하였다 앞샅폭 제도법은 엉덩이둘레 뒤. ( /16-1cm),

샅폭 제도법은 엉덩이둘레 로 하였다( /8) .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발된 대 성인여성의 팬츠20

패턴은 차 팬츠원형 착의실험 결과 모든 항목에서2 ,

우수한 평가를 받아 대 성인여성의 체형특징에 적20

합한 인체적합도가 높은 팬츠패턴을 개발한 것을 입

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최종 팬츠원형의 우.

수성은 엉덩이길이 밑위길이와 같이 측정방법이 까,

다롭고 측정오차가 많은 부위에 대하여 회귀추정식

을 적용하여 측정의 번거로움과 측정치의 오차를 줄

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무릎너비와 바지부리에.

회귀추정식을 적용하여 엉덩이둘레의 비례에 맞는

무릎너비와 바지부리 제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대 성인여성의 체형에 적합한 팬츠원20

형을 개발한 것으로 바른체형을 기준으로 하였으므

로 본 연구 결과를 모든 체형에 대한 결과로 확대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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