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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

입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선진국이 약 80년 소

요된 반면 우리나라는 26년 만에 초고령화 사회로 도달

하여 일본보다 약 10년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Park, 

2015).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2015년 13.5%로 세계 51위

에서 2030년에는 24.3%로 올라가며 2060년에는 40.1%

로 세계 2위로 높아질 전망이라고 한다(Jang, 2016). 

2050년 한국은 50대 중위연령 평균 기준이 53.9세, 대

만 56.2세를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노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고령층의 가계소비 

기여율은 2011~2015년 38.5%에서 2016~2020년에는 

60%대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Jang, 2016).

중년여성 소비자층은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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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여기에 따른 소비심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사회적 소비주체로 부상하

고 있다. 그러나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피하지방 분포

가 부위별로 달라 체형의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년기에는 신체적 · 생물학적으로 노화의 징후

가 나타나고 여성의 경우 폐경과 관련된 변화가 시작된

다고 한다(Yang, 2008). 중년여성기에 들어서면서 허

리둘레가 비대해짐에 따라 허리위치선이 불분명해지

고 복부의 돌출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였다(Song, 2000). 

복부는 허리둘레가 전체적으로 커지면서 45세 이후로

는 2.2~5.5 cm 증가 폭으로 복부비만이 광범위하게 나

타나며, BMI 지수가 25 kg/m2 이상이 40대에는 28%, 

50대 39%, 60대 46%로 체형의 변화추이가 나타난다

고 하였다(Korea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5). 또한 엉덩이가 처지며 둘레, 너비, 두께

항목이 증가하게 되며 여러 가지 급격한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Cha, 2017). 

국내 의류업체들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의 패턴으로부터 치수를 줄이거나 늘리는 그레이

딩 시스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Baek, 2018), 이로 인

해 중년여성의 다양한 신체적 변화에 따른 신체 적합성

의 맞음새와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 

특히 엉덩이둘레, 허리둘레, 밑위길이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Kim, 2009), 그중 밑위길이는 

팬츠의 미적, 기능적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항목

이다. 밑위항목과 관련한 연구는 정확한 계측이 어렵

고 또한 동작 시 하지부의 체표면 부위의 변화가 엉덩

이 뒤 중심선과 고관절 부위의 뒷면 피부에서 세로방향

으로 신장이 매우 크므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

는 여유분에 대해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Kam, 

2005). 밑위항목은 팬츠 기능성의 핵심 부위이므로 샅 

여유분 설정은 중요하다. 샅 부위의 면적은 팬츠의 전

체적인 면적에 비해 아주 작은 면적이나 밑위길이와 직

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전체적인 실루엣에 중요한 요

인이므로 체형의 변화를 나타내는 중년여성에 적합한 

밑위길이의 샅 부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BMI 지수는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지표로 연령층이 

높을수록 체지방의 분포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을 BMI 지수를 기준으

로 체형을 분류하여 중년여성을 위한 팬츠 밑위길이와 

샅연장분의 적절성과 샅 부위의 복잡한 형태성을 파악

하고 밑위길이 뒤 기울기의 각도와 위치 변화에 따른 

제도법을 설정하여 팬츠원형 설계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팬츠원형 개발이 교육기관에서 중년여성 

의복구성학 분야의 기초자료의 활용과 체형특징이 고

려된 맞춤형 팬츠패턴 설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배경

1. 중년의 개념 및 정의

중년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노년기가 시작되기 직전

의 인간의 성년기를 말한다. 중년기를 일반적으로 40~ 

59세로 간주하고 있지만, 연령대에 대하여 문헌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저명한 심리학자 Erik 

Erikson은 정신분석 발달단계를 8단계로 분석하였으

며, 7단계를 사회 중년기(middle adulthood) 연령으로 

40~65세로 규정하였다(“Erik Erikson's stages”, 2019).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2000)에서는 중

년(middle age)을 50~64세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100세 시대로 생애주기가 

갖는 기준과 의미가 달라지고 있으며(Han, 2020),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UN은 2015년 새롭게 제시

한 연령 기준으로 청년을 18~65세, 중년 66~79세, 노년 

80~99세, 100세 이상은 장수 노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Lee,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급격한 신체 변화가 나

타나는 45세부터 59세를 중년으로 한정하였다.

2. 중년여성의 신체적 특성

중년여성들은 체력과 근육의 점진적인 쇠퇴로 인체 

치수와 더불어 신체 균형도 달라진다. 40대, 50대의 인

체 치수 및 체형의 변화는 20대, 30대들과 비교하였을 

때 허리, 골반, 배 부위, 가슴둘레, 상완둘레, 진동둘레 

등이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그중의 허리둘레가 신체

적인 차이가 가장 큰 부위이고 전체적인 신체의 비율 

및 치수 또한 변화하여 젊은 여성들에 비하여 뚱뚱해 

보이고 키가 작다(Nam, 2017). 복부는 너비, 두께, 둘레 

모두 증가하여 복부비만의 체형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며 신체의 노화와 근섬유손실로 해당 부위가 지방

으로 변환하는데 복부와 허리 부위는 지방 침착이 가장 

심하고 45세를 기점으로 체형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중년여성의 하반신 체형과 신체적 선행연구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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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다음과 같다. 40대 여성의 하반신은 높이와 길이

항목의 값이 작고, 둘레와 너비, 두께항목의 값이 크며 

복부비만으로 배꼽수준 샅앞뒤길이가 길다. 50대 성

인여성의 하반신은 샅 부위를 제외한 길이항목의 값이 

가장 작고, 높이항목의 값이 작으며, 두께항목과 둘레

항목, 너비항목과 비만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특히 

복부비만으로 인하여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차이

가 작아 굴곡이 완만하고 밋밋한 체형의 특징을 나타내

며 또한 너비항목보다 두께항목의 증가가 현저해져 입

체적인 체형특징을 보인다(Lee, 2012). Kim(2003)은 

40대와 50대 중년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하반신 체형

특성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엉덩이둘레와 허리

둘레의 차가 크고 골격이 큰 체형으로 하반신의 최대 

폭은 넙다리 부위까지 내려와 있으며 키가 크고 마른체

형인 ‘아몬드형’, 측면 형태가 엉덩이가 더 나온 전경체

형으로 약간 뚱뚱하고 키는 보통이며 배둘레와 엉덩이

둘레의 차가 적은 ‘하트형’, 키가 작으며 마른체형이고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차가 가장 작은 형으로 골격이 

작고 측면 형태는 ‘정체형 또는 반신체형’, 측면 형태는 

전경체형 또는 배를 내민 반신체형으로 키가 평균보다 

크며 뚱뚱하고 엉덩이길이가 길고 배와 엉덩이가 많이 

돌출되었으며 둘레항목에서는 가장 큰 치수를 나타낸

다고 하였다. 하반신 체형은 개인별로 변화의 폭이 넓

고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는 부위이다. 이와 같은 신체 

체형의 변화로 인해 중년여성들은 의복의 맞음새에 많

은 불만은 느끼고 있다(Nam, 2017). 중년여성들은 호

로몬의 변화로 인해 신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

이므로 중년여성에게 적합한 의복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중년여성의 팬츠원형의 선행연구

팬츠의 원형 설계 구성요인은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밑위길이, 팬츠길이, 엉덩이길이, 무릎길이, 다트량, 뒤 

경사도, 샅연장선 등 필요한 치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을 위한 팬츠 밑위길이와 샅연장분을 연구하

는데 있다. 밑위길이 샅연장 적용 치수에 관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밑위길이와 밀접한 샅 설정에서 앞 샅연

장선을 H/16+1 cm, H/16, H/16‒1~2 cm를 적용하였

고, 뒤 샅연장선은 H/8, H/8‒1 cm, H/8+1 cm로 제도법

을 적용하여 샅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였다(Choi, 2011; 

Kang, 2004; Kim, 2009; Kim, 2003; Lee, 2011; Lee, 

2012; Park, 2007; Park & Rim, 1994). 팬츠의 기능성과 

착용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위인 샅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샅의 적용 치수 기준이 대부분 H/16, H/16‒

0.5~1 cm, H/8, H/8+1~2 cm로 적용하여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그리고 뒤 기울기 각도의 변화에 치중되어 

밑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Kim, 2009; Park & 

Rim, 1994; Song, 2000), 샅연장분에 관한 연구는 일반

적으로 언급이 되었을 뿐 샅에 대해 세부적으로 언급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에 있다. Lee(2012)는 20대와 30대

의 앞 샅연장선을 H/16‒1 cm, 40대와 50대는 H/16 cm

로 설계하였다. 뒤 샅연장선은 모든 연령대에 H/8 cm

로 적용하였으며 뒤 중심선부터 뒤 샅 지점까지 사선으

로 시작하여 곡선으로 내려오도록 하여 엉덩이 부위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밑위선 상에서 0.7~1 cm를 들어가 

옆선의 곡선을 매끄럽게 하였다.

Park(2007)은 폐경기 여성의 하반신 체형의 특성을 

고려한 최대외포둘레를 엉덩이둘레로 설정하여 그 

비례식으로 밑위길이와 앞 · 뒤 밑위연장선을 산출하

였으며 앞 · 뒤 밑위연장선을 최대외포둘레/16‒1 cm

와 최대외포둘레/8‒1 cm로 하여 착용감을 평가하였다. 

Lee (2011)는 직사각형 형태의 슬림 체형인 경우에는 

엉덩이둘레 앞뒤차를 0.5 cm로 설정하여 복부가 돌출

되고 엉덩이가 납작한 체형을 보완하였다. 마름모형 

형태의 비만체형은 엉덩이둘레의 앞뒤차를 앞을 더 크

게 하여 여유를 앞으로 주어 복부 부위에 부담을 최소

화하였으며 복부 부위의 돌출된 체형을 보완하기 위해 

다트량 없이 설계하여 체형을 보완하였다. 약간 비만

형이고 큰 사다리꼴 체형으로 엉덩이가 큰 체형인 경우

에는 뒤 중심들임분 앞 중심선에서 5 cm 옆선 쪽으로 

이동하고, 3.7 cm 위로 올려주어 체형을 보완하였다.

Kim et al.(2009)은 복부비만 노년여성의 동작 시 배

둘레와 허리둘레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하여 앞 샅연장

선을 H/16‒2 cm 짧게 주었고 뒤 샅연장선을 H/16+2 cm

로 길게 설정하여 앞 밑위의 처짐을 최소화하였으며 뒤 

중심선의 경사도를 몸판 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게 하여 

뒤 중심에 밀착감을 주었다. Yang(2008)은 엉덩이 모

양이 밋밋한 경우는 엉덩이가 처지고 군살이 없어 남게 

되는 뒤 여유분을 위치와 각도를 세워 여유분을 처리하

였으며 볼륨있는 엉덩이는 두께에 의해 당겨지므로 뒤 

중심들임분의 위치를 옆선 쪽으로 눕혀 주어 엉덩이 모

양에 따라 달리하였다. Kim(2009)은 뒤 기울기축의 위

치 변화에 따라 변화를 주어 팬츠의 밑위길이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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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Song and Lee(2001)는 뒤 밑위중심선 위치를 뒤 

중심선의 경사도와 뒤 기울기축을 엉덩이 정중각도로 

변화시켜 원형에 적용하여 뒤 중심선의 경사도와 뒤 

가랑이폭의 적합도를 수량화하였다. 샅 부위의 면적은 

팬츠 전체적인 면적에 비해 아주 작은 면적이지만 전

체적인 외관에 영향을 미치며 팬츠의 기능성 면에서 핵

심 부위로 여유분 설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Choi, 

2011).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는 중년여성의 맞음새와 착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중년

여성 체형별 팬츠 밑위길이에 따른 팬츠원형 설계방법

을 연구하고자 한다.

4. BMI의 분류

체질량지수(體質量指數, Body Mass Index, BMI)는 

성인들의 비만도 지수로, 몸무게(kg)와 키(cm)2의 관

계로 체질량지수=체중(kg)/[신장(m)]2으로 구한다. 

BMI를 근거로 한 비만의 기준은 대부분의 서양 국가에

서는 동일하며, 동아시아의 경우 국가별로 다르게 정

의하였다. 서양의 BMI는 18.5 미만의 경우 저체중이고 

18.5~25 미만 정상체중, 25~30 미만 과체중, 30~35 미

만의 경우는 1단계 비만체중, 35~40 미만은 2단계 비만

체중, 40 이상의 경우 3단계 비만체중으로 분류하였다

(Kim, 2018). 동아시아는 25 이상은 비만체중, 30 이상

은 고도비만체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남

성이 27.7 이상, 여성은 26.1 이상, 중국의 경우는 28 이

상을 비만체중으로 간주하고 있다(Park, 2016). 한국의 

대한비만학회에서는 기존의 BMI를 18.5 미만이면 저

체중, 18.5~23 미만이 정상체중, 23~25 미만이면 과체

중, 25~30 미만은 경도비만체중, 30~35 미만인 경우는 

중등도비만체중, 35 이상이면 고도비만체중으로 구분

하였으나(Kim, 2018), 2018년 �비만 진료지침�에서는 

18.5 미만 저체중, 18.5~25 미만 ‘정상체중’, 25~30 미

만 ‘1단계 비만체중’, 30~40 미만 ‘2단계 비만체중’, 40 

이상이면 ‘3단계 비만체중’으로 정의하고 있다(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KSSO], 2018). 또한 

제7차 인체치수조사에서도 BMI를 기준으로 한 비만

평가로서 18.5 미만 ‘마른체형’, 18.5~24.9 미만 ‘표준

체형’, 25~30 미만 ‘1단계 비만체형’, 30 이상 ‘2단계 

비만체형’으로 평가하고 있다(KATS, 2015). 한국의 성

인여성은 BMI와 체지방량이 40대 이후 계속 증가하다

가 50세 이후부터는 BMI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지만, 체지방량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큰 폭으로 증

가하며 이는 폐경기 여성의 체중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Lee et al., 2003).

Lee et al.(2009)에 의하면 허리둘레와 복부지방의 분

포가 45세 전후로 복부지방과 내장지방이 나이와 상관

관계를 보이며 허리둘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BMI 지수와 허리둘레는 복부비만 및 체지방 분

포량을 평가하는 방법인 동시에 복부의 내장지방 판단

의 적절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MI를 

기준으로 중년여성의 팬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인체계측자료

1) 연구대상 선정

본 연구대상은 KS 표준규격 제7차 인체치수조사보

고서(KATS, 2015) 직접 측정자료에서 45~59세 중년

여성 550명을 대상으로 결측값을 제외한 피험자 인체

계측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중년여성의 신체 변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대 성인여성 662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인체치수조사에서는 BMI를 기준으로 한 

비만평가로 18.5 미만의 마른체형, 18.5~24.9 미만의 표

준체형, 25~29.9의 1단계 비만체형, 30 이상의 2단계 

비만체형 4단계로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KATS,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BMI를 4단계별로 

나누어 분포도와 항목별 평균을 분석하였으며, BMI 

지수를 기준으로 45~59세 중년여성 신체 치수를 참고

하여 착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연구대상자 4명을 선정

하였다.

 

2) 측정항목

팬츠패턴 제작을 위해 필요한 둘레항목 4개, 길이

항목 3개, 신장(cm), 몸무게(kg), 체질량지수(BMI) 총 

10개 항목을 직접 계측하였으며, 측정항목으로는 허리

둘레, 엉덩이둘레, 배돌출점-엉덩이돌출점사선둘레, 

엉덩이길이, 넙다리둘레, 샅앞뒤길이, 배꼽수준샅앞

뒤길이, 신장(cm), 몸무게(kg), 체질량지수(BMI)을 계

측하였다. 제7차 인체치수조사(KATS, 2015)의 중년

여성 평균 신체 치수는 <Table 1>과 피험자의 신체 치

수는 <Table 2>와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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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s

Mean (S.D.)

Less than 18.5  

(n=6) 

BMI 1

18.5-24.9

(n=333)

BMI 2

25-29.9

(n=193)

BMI 3

More than 30

(n=18)

BMI 4

Waist circumference 66.18 (5.10) 77.49 (5.10) 87.47 (4.76) 98.70 (4.30)

Hip circumference 84.80 (3.62) 90.97 (3.75) 96.22 (4.11) 102.94 (5.08)

Abdominal protrusion buttock protrusion circumference 85.66 (3.72) 92.93 (3.74) 98.18 (3.91) 105.44 (4.86)

Hip side length 18.83 (  .70) 19.35 (1.89) 19.47 (2.38) 18.39 (2.51)

Thigh circumference 48.45 (2.42) 53.07 (3.01) 56.64 (2.88) 61.07 (3.03)

Crotch width, front and back length 62.70 (3.17) 65.92 (3.42) 68.86 (4.05) 70.32 (4.36)

Abdominal level crotch width, front and back length 54.98 (4.25) 58.57 (3.44) 60.18 (3.94) 59.73 (4.77)

Height 156.98 (7.80) 155.59 (5.02) 154.63 (5.51) 155.02 (3.90)

Weight (Unit: kg) 44.15 (  .42) 54.75 (  .47) 64.24 (  .55) 76.06 (4.85)

Body Mass Index (BMI) 17.89 (  .06) 22.61 (  .16) 26.83 (  .13) 31.62 (  .10)

Table 1. 7th Size Korea data (2015) body size of middle-aged women                       Unit: cm

Parts   
BMI 1

(Less than 18.5)

BMI 2

(18.5-24.9)

BMI 3

(25-29.9)

BMI 4

(More than 30)

Waist circumference 66 71 87 91

Hip circumference 84 92 99 105

Abdominal protrusion buttock protrusion circumference 87 95 103 108

Hip side length 19 19 19 20

Thigh circumference 45 52 52 62

Crotch width, front and back length 64 68 68 76

Abdominal level crotch width, front and back length 96 103 98 93

Height 157 165 158 156

Weight (Unit: kg) 43 55 63 74

Body Mass Index (BMI) 17 20 26 30

Table 2. Average size of study subjects                                                 Unit: cm

 

2. 기존팬츠원형 연구

1) 기존팬츠원형 선정

연구를 위한 팬츠패턴원형 선정 기준은 여성회관 및 

문화센터 등에서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으로 

맞음새가 좋아 많이 사용되고 있는 팬츠패턴원형으로 

패턴A �패턴메이킹�(Kim, 1998)과 복부비만 및 중

년여성을 대상으로 연구자들의 선행연구(Kam, 2005; 

Kim, 2009; Kim, 2003; Lee, 2012; Park & Rim, 1994; 

Yang, 2008)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 패턴B �의복구성

학�(Rim, 2003)으로 총 2종을 선정하였다.

 

2) 기존팬츠원형 제작

선정된 교재 2종으로 패턴을 비교분석하여 실험복을 

제작하여 밑위길이에 대한 형태성을 분석하였다. 패턴

A는 중년여성의 패턴제도 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밑

위길이가 길게 설계되어 중년여성에게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턴B는 선행연구에서 복부비만 및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연구자들이 많이 사용되는 패턴

으로 패턴A에 비해 밑위길이가 짧게 설계하였다. 선정



한국의류학회지 Vol. 45 No. 3, 2021

– 482 –

된 교육용 2종의 팬츠패턴 제도방법으로 연구대상 4명

의 신체 측정 치수를 사용하여 패턴을 설계하였다.

실험복 제작을 위한 소재의 선정 기준은 착의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스트레치성이 없는 능직 소재로 wool 

100% 물성으로 실험복을 제작하였다. 연구대상 4명의 

신체 측정 치수를 사용하여 실험복 패턴별 각 2벌씩 총 

8벌의 실험복을 제작하였다.

3) 기존팬츠원형 착의평가

(1) 전문가집단 외관평가

외관평가는 Kim(2009)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피

험자에게 실험복을 임의의 순서로 착장시킨 후 앞면, 

측면, 뒷면을 평가하였으며, 각 부위의 여유량과 형태

평가를 위해 의류학 전공 석사 이상의 전공자 3명, 봉제

전문가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2명으로 총 5명으

로 평가자로 구성하였다. 평가문항은 팬츠원형의 주요 

구성항목을 중심으로 앞면 10항목, 측면 3항목, 뒷면 

11항목, 전체 1항목으로 총 25항목으로 평가를 진행하

였다.

(2) 동작성 평가

동작성 평가는 선행연구(Park & Rim, 1994)를 참고

하여 자유보행하기, 계단오르기, 허리굽히기(90°앞으

로), 의자에 바로 앉기, 90°로 한쪽다리 올리기, 양반다

리하기, 다리굽혀웅크려앉기 총 7가지로 피험자가 직

접 실험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동작 기능에 대해 부위별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팬츠에 영향을 주는 부

위별 측정항목으로는 허리 부위, 배 부위, 엉덩이 부위, 

밑위길이, 샅 부위, 넙다리 부위의 만족도를 평가하도

록 하였다. 

전문가집단의 외관평가와 동작성 평가는 각 평가문

항에 대해 Likert tes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매우 그

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관 및 동작 기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연구팬츠원형 연구

1) 연구팬츠원형 제작

기존패턴의 착의 적합성 평가를 고찰하여 문제점을 

수정 · 보완하여 연구팬츠패턴을 제안하였다. 인체계

측자료 분석으로 BMI를 4개의 체형으로 분류되었는

데, 마른체형을 BMI 1, 표준체형을 BMI 2, 1단계 비만

체형을 BMI 3, 2단계 비만체형을 BMI 4로 하였다. 이

에 BMI 1과 2를 기준으로 팬츠원형을 설계하였으며, 

BMI 3과 4는 비만체형을 보완하기 위해 사타구니 부위

에 살점이 많은 것을 고려하였고 또한 배 부위, 엉덩이 

부위에 영향을 미치는 밑위길이 부족분을 커버하기 위

해 패턴을 세분화하여 설계하였다. 팬츠에 필요한 허

리둘레, 엉덩이둘레, 엉덩이길이, 배돌출점-엉덩이돌

출점사선둘레를 설정하였다.

기존패턴 실험복 착의에 대해 전문가집단의 외관평

가와 피험자의 동작 기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밑위

길이와 맞음새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패턴을 수정 및 보

완하였으며, 피험자를 위해 BMI 평균값에 비슷한 4단

계별로 4명을 위한 각각 한 벌씩 총 4벌을 연구팬츠패

턴으로 실험복을 제작하였다.

 

2) 연구팬츠원형 착의평가

전문가집단의 외관평가는 기존팬츠패턴 착의평가

에서 전문가집단의 외관평가와 동일하게 Kim(2009)

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피험자에게 실험복을 임의의 

순서로 착장 후 앞면, 측면, 뒷면을 평가하였다. 동작 기

능성 평가는 기존복 평가와 동일하게 선행연구(Park & 

Rim, 1994)를 참고하여 피험자가 직접 실험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동작 기능에 대한 부위별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제7차 인체치수조사의 직접 계

측자료(KATS, 2015)에서 표준치수의 기준이 되는 20대 

성인여성 662명과 45~59세 중년여성 550명을 비교대

상으로 기술통계량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두 집

단 간의 t-test를 실시하였다. 패턴 간의 평균과 표준편차

의 기술통계량과 항목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ANOVA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BMI 4단계별로 각 패턴 간의 유

의한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Duncan test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인체계측분석

중년기로 접어들면서 허리둘레가 비대해지고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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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부위가 돌출되는 신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시점이 

45세 전후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20대 성인여

성 662명과 중년여성 550명에 대해 일반적인 신체 치

수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로 분석하였

다. 그 결과 허리둘레, 배둘레, 배돌출점-엉덩이돌출점

둘레, 샅앞뒤길이, 신장(cm), 몸무게(kg), 체질량지수

(BMI)에서 20대 성인여성과 중년여성 간의 차이가 유

의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엉덩이둘레, 엉덩이옆길이, 

넙다리둘레, 배꼽수준샅앞뒤밑위길이는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BMI의 비

만평가 기준이 되는 허리와 복부와의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대 여성과 중년여성의 신체 치수 비교는 

<Table 3>과 같다.

2. 기존팬츠원형

1) 기존팬츠원형 분석

선정된 교육용 교재 2종의 팬츠패턴 설계에서 제시

된 제도법을 따라서 패턴을 설계하였다(Table 4). 앞 ·

뒤 엉덩이둘레의 패턴A는 H/4+0.5~1 cm, 앞 · 뒤 허리

둘레는 W/4+0.5+Dart(3.5 cm)로 설정하였다. 밑위길

이의 앞 샅연장선은 H/16‒0.5 cm, 뒤 샅연장선은 (H/16

‒ 0.5) cm+H/24+1 cm로 끝 지점에서 1.2~1.5 cm 내려 

밑위기준선으로 설계하고 밑위길이 뒤 경사도는 중심

선과 다트의 1/2 지점을 지나 1.5 cm 연장하여 뒤 밑위

길이를 설계하였다. 이는 앞 밑위길이가 길어 밑위 부

위가 처지는 결과를 나타내 고관절 부위와 넙다리 부위

Parts
Mean (S.D.)

t
20s (n=662) 45-59s (n=550)

Waist circumference 71.42 (7.06) 81.56 (7.68) ‒23.74***

Abdominal circumference 80.96 (7.19) 89.20 (6.67) ‒20.51***

Hip circumference 92.71 (5.68) 93.14 (5.05) ‒‒1.38

Abdominal protrusion buttock protrusion circumference 93.72 (5.79) 94.86 (5.14) ‒‒3.59***

Hip side length 19.14 (1.71) 19.35 (2.10) ‒‒1.91

Thigh circumference 54.66 (4.29) 54.54 (3.66) ‒11.56

Crotch width, front and back length 66.30 (4.00) 67.06 (4.00) ‒‒3.30***

Abdominal level crotch width, front and back length 59.26 (3.66) 59.14 (3.77) ‒‒1.61

Height 160.86 (5.07) 155.25 (5.21) ‒18.92***

Weight (Unit: kg) 55.09 (  .81) 58.67 (  .75) ‒‒8.02***

Body Mass Index (BMI) 21.23 (  .28) 24.34 (  .29) ‒18.80***

***p<.001

Table 3. Comparison of women in their 20s and middle-aged women           N=1,212, Unit: cm

Parts Pattern A Pattern B

Pants length Survey Survey

Hip length Crotch length*2/3 Survey

Crotch length H/4+1~2 H/4+2.5 

Knee length Inseam length/2-(4) Pants length/10+Pants length/2

Front hip circumference H/4+0.5~1, H/4+0.5~1 H/4+1, H/4+1

Front wist circumference W/4+0.5+Dart(3.5) W/4+0.5+Dart(3)

Front/Back crotch width H/16‒0.5, (H/16‒0.5)+(H/24)+1 H/16‒1.5, H/8‒1

Front/Back dart length 9, 13 12, 13

Front/Back trousers 9, 11 10, 11

Back wist circumference W/4+0.5+Dart(3.5) W/4+0.2+Dart(3)

Table 4. Comparison of pattern drafting methods                                        Unit: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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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군주름이 생기는 현상으로 외관상 좋지 않았다. 패

턴B는 앞 허리둘레 W/4+0.5+Dart(3 cm), 뒤 허리둘레

는 W/4+0.2+Dart(3 cm), 앞 · 뒤 엉덩이둘레는 H/4+ 

1 cm로 패턴을 설계하였다. 앞 샅연장선은 H/16‒1.5 cm, 

뒤 샅연장선은 H/8‒1 cm로 끝 지점에서 내리지 않고 기

본 밑위기준선으로 적용하였으며, 이는 뒤 밑위길이가 

짧아서 사타구니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고 밑위가 엉덩

이에 끼이는 현상이 나타났다. 마른체형과 표준체형에

서는 밑위길이가 말려 들어가는 현상이 적었지만, 1단

계 비만체형과 2단계 비만체형에서는 밑위길이가 짧

아서 배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커버하지 못해 사타구니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현상이 크게 나타나 뒤 대퇴부 

부위에 군주름이 생기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A, B 팬츠

패턴 설계는 <Table 5>와 같다. 

2) 기존팬츠원형 착의평가

(1) 전문가집단 외관평가

45~59세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BMI을 평균값 기준

으로 18.5 미만의 마른체형, 18.5~24.9 미만인 표준체

형, 25~29.9 미만의 1단계 비만체형, 30 이상 2단계 비

만체형 4단계로 구분하여 교육용 교재 2종 패턴으로 

실험복을 제작하여 착의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외

관평가 결과는 마른체형 A(2.41)<B(2.72), 표준체형 A 

(2.47)<B(2.91), 1단계 비만체형 B(2.49)<A(2.91), 2단

계 비만체형 B(2.64)<A(2.78)로 나타났다. 마른체형의 

패턴A는 밑위길이와 샅의 형태성 관련 항목에서(평균 

2.35)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앞 샅연장분의 값이 커 샅 

부위에 영향을 미치고 밑위가 처지는 요인으로 해석되

며, 고관절 부위 및 넙다리 부위에 군주름이 생겨 외관

상 좋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패턴B는 밑위

길이, 샅 부분의 형태성 항목(평균 3.10)으로 높게 나타

났으며, 표준체형에서도 패턴B는 밑위와 관련된 항

목(평균 3.05)이 나타났고 패턴A는 밑위길이의 처짐

(평균 2.00)이 낮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마른체형과 

표준체형에서는 패턴B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1단계 비

만체형의 밑위길이와 샅의 형태성 관련 항목에서는 

A(3.15)>B(2.55), 2단계 비만체형 A(3.00)>B(2.55)로 

평균값이 나타났다. 비만체형에서 패턴A의 밑위길이 

항목이 패턴B보다 평균이 높은 것은 패턴B보다 패턴A

의 밑위길이가 길어 비만체형의 배 부위, 엉덩이 부위

를 커버해주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패턴A도 

Existent pants pattern A Existent pants pattern B

Front Back Front Back

Table 5. Existent pants pattern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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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밑위가 처지는 문제점이 보여 하지부의 대퇴부 부

위에 여유분이 많아 군주름이 나타났다. 외관평가의 

결과는 <Table 6>‒<Table 7>과 같다.

(2) 동작성 평가

마른체형의 동작성 평가는 B(2.95)<A(3.29), 표준체

형 B(2.74)<A(3.21) 평균으로 패턴B가 패턴A보다 동

작 기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패턴B는 밑위길이가 짧

은 관계로 동작 기능성에 있어서 엉덩이에 밑위가 끼

이는 현상과 동작 시 뒤 밑위길이 당김으로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였고, 패턴A는 앞 밑위길이가 길어 허리

선 위치까지 올라와 착용 시 불편하지만, 오히려 밑위

길이가 긴 것이 동작 기능성 면에서는 편하다고 평가

를 하였다. 특히 비만체형에서는 만족도가 높았다. 마

른체형의 패턴A에서 허리굽히기(90°앞으로)(3.50)로 

높은 평가를 나타냈으며, 패턴B에서는 자유보행하기

(3.67)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반면에 다리굽혀웅

크려앉기(2.33)의 항목에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체형에서는 자유보행하기를 제외한 패

턴B에서 모든 항목부분에서 평균값이 2.83 이하로 평

가되어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1단계 비만체형 

B(2.74)<A(3.45), 2단계 비만체형 B(2.67)<A(3.24)로 

평균이 나타났으며 비만체형에서는 패턴B가 패턴A

보다 동작 기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1단계 비만체형에

서는 패턴A의 다리굽혀웅크려앉기(3.67)가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패턴B는 자유

보행하기(3.17), 계단오르기(3.00)에서 높게 나타났으 

Parts
Pattern A Pattern B

Front Side Back Front Side Back

BMI 1

BMI 2

BMI 3

BMI 4

Table 6. Comparison of pants pattern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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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luating items

Mean (S.D.)

F
Pattern A Pattern B 

Development

of pattern

Front

Waist line position

BMI 1 2.20 (  .83) A 2.40 (  .54) A 3.60 (  .54) B   6.61*

BMI 2 3.00 (  .00) A 3.20 (  .83) A 4.40 (  .54) B   8.60**

BMI 3 2.80 (  .44) B 2.00 (  .70) A 3.80 (  .44) C 13.56**

BMI 4 3.20 (  .44) AB 2.80 (  .87) A 3.80 (  .44) B   3.45

Extra waist circumference

BMI 1 2.40 (  .54) A 2.40 (  .54) A 3.60 (  .54) B   8.00**

BMI 2 2.80 (  .44) A 3.40 (  .54) A 4.20 (  .44) B 10.57**

BMI 3 2.60 (  .58) A 2.00 (  .70) A 4.00 (. 70) B 12.15**

BMI 4 2.80 (  .44) A 2.40 (  .54) A 3.80 (  .44) B 11.14**

The shape of the abdominal circumference

BMI 1 2.40 (  .54) A 2.60 (  .54) A 3.60 (. 54) B   6.88*

BMI 2 2.60 (  .54) A 2.00 (  .70) A 4.00 (  .70) B 12.15**

BMI 3 2.80 (  .87) A 2.20 (  .47) A 4.20 (  .44) B 14.36**

BMI 4 2.60 (  .54) A 2.20 (  .44) A 3.60 (  .54) B   9.75**

Margin of the hip circumference

BMI 1 2.40 (  .54) A 2.20 (  .83) A 3.60 (  .54) B   6.61*

BMI 2 2.40 (  .54) A 2.80 (  .44) A 4.00 (  .70) B 10.40**

BMI 3 3.00 (  .70) A 2.60 (  .54) A 4.20 (  .44) B 10.40**

BMI 4 2.80 (  .44) A 2.60 (  .58) A 3.80 (  .44) B   8.85**

The shape of the crotch

BMI 1 2.20 (  .44) A 3.40 (  .54) B 4.40 (  .54) C 22.75***

BMI 2 2.40 (  .54) A 3.00 (  .70) A 4.40 (  .54) B 14.36**

BMI 3 3.00 (  .00) A 3.20 (  .44) A 4.40 (  .54) B 17.20***

BMI 4 2.80 (  .44) A 2.80 (  .44) A 4.00 (  .00) B 18.00***

Deflection of rise length

BMI 1 2.40 (  .54) A 2.80 (  .44) A 4.20 (  .44) B 19.14***

BMI 2 2.00 (  .70) A 3.40 (  .54) B 4.40 (  .54) C 19.82***

BMI 3 3.20 (  .44) A 2.80 (  .44) A 4.20 (  .44) B 13.00**

BMI 4 3.00 (  .00) A 2.80 (  .44) A 4.20 (  .44) B 21.50***

The shape of the navel level and length

BMI 1 2.60 (  .54) A 3.00 (  .00) A 4.20 (  .44) B 20.80***

BMI 2 2.40 (  .54) A 3.20 (  .44) B 4.00 (  .00) C 19.20***

BMI 3 3.00 (  .00) A 2.40 (  .54) A 4.40 (  .54) B 26.33***

BMI 4 2.80 (  .44) B 2.00 (  .00) A 4.20 (  .44) C 46.50***

Margin of the thighs

BMI 1 2.40 (  .89) A 2.80 (  .44) A 3.80 (  .44) B   6.50*

BMI 2 2.20 (  .44) A 3.00 (  .70) B 4.00 (  .00) C 17.43***

BMI 3 3.40 (  .54) B 2.20 (  .44) A 4.00 (  .00) C 25.20***

BMI 4 2.20 (  .44) A 3.00 (  .00) B 3.80 (  .83) C 10.67**

Table 7. Research pants appearance evaluation result (BMI 1: Less than 18.5, BMI2: 18.5-24.9, BMI 3: 25-29.9, 

BMI 4: More than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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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 test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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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luating items

Mean (S.D.)

F
Pattern A Pattern B 

Development

of pattern

Front

Dart suitability

BMI 1 2.60 (  .54) A 2.80 (  .44) A 3.80 (  .44) B   8.85**

BMI 2 2.60 (  .54) A 3.20 (  .44) B 4.00 (  .00) C 14.80**

BMI 3 2.60 (  .54) A 2.60 (  .54) A 4.00 (  .70) B   8.91**

BMI 4 3.40 (  .54) A 3.00 (  .00) A 4.00 (  .00) B 12.67**

Adequacy of dart length

BMI 1 3.00 (  .70) A 2.60 (  .54) A 4.20 (  .44) B 10.40**

BMI 2 2.40 (  .54) A 3.20 (  .44) B 4.00 (  .70) C   9.60**

BMI 3 2.20 (  .44) A 3.20 (  .44) B 4.00 (  .00) B 30.50***

BMI 4 2.60 (  .54) A 3.00 (  .00) A 3.80 (  .44) B 11.20**

Side

Wrinkles on the outside of the leg

BMI 1 1.80 (  .44) A 2.00 (  .70) A 3.60 (  .54) B 14.60**

BMI 2 2.00 (1.00) A 2.20 (  .44) A 3.80 (  .83) B   7.68**

BMI 3 3.40 (  .54) A 2.60 (  .54) A 4.00 (  .00) B 12.33***

BMI 4 2.60 (  .54) B 2.00 (  .00) A 4.00 (  .00) C 52.67***

Wrinkles at the waistline

BMI 1 2.40 (  .54) A 2.60 (  .54) A 3.80 (  .44) B 10.75**

BMI 2 3.00 (  .70) A 2.80 (  .44) A 3.80 (  .44) B   4.67*

BMI 3 3.20 (  .44) B 2.20 (  .83) A 4.40 (  .54) C 15.16**

BMI 4 2.20 (  .44) A 2.80 (  .44) A 4.00 (1.00) B   9.00**

Wrinkles in the area around the hips

BMI 1 2.60 (  .54) A 2.40 (  .54) A 3.60 (  .54) B   6.89*

BMI 2 2.40 (  .89) A 2.40 (  .54) A 4.00 (  .70) B   8.00**

BMI 3 3.60 (  .54) B 2.40 (  .54) A 4.60 (  .54) C 20.22***

BMI 4 2.80 (  .44) A 2.20 (  .44) A 3.60 (  .54) B 10.57**

Back

Waist line position

BMI 1 2.60 (  .54) A 3.00 (  .70) A 3.80 (  .44) B   5.60*

BMI 2 3.00 (  .00) A 2.80 (  .83) A 3.80 (  .44) B   4.66*

BMI 3 2.60 (  .54) A 3.00 (  .00) A 3.80 (  .44) B 11.20**

BMI 4 3.00 (  .70) A 2.40 (  .89) A 4.40 (  .54) B   9.87**

Extra waist circumference

BMI 1 2.00 (  .70) A 2.80 (  .44) A 4.00 (  .70) B 12.66**

BMI 2 2.80 (  .44) A 2.80 (  .83) A 4.20 (  .44) B   8.91**

BMI 3 2.80 (  .44) B 2.00 (  .00) A 4.00 (  .00) C 76.00***

BMI 4 2.80 (  .44) A 3.00 (  .00) A 3.80 (  .44) B 10.50**

Margin of the hip circumference

BMI 1 2.40 (  .54) A 2.60 (  .54) A 3.40 (  .54) B   4.67*

BMI 2 2.20 (  .44) A 2.60 (  .54) A 4.00 (  .00) B 26.80***

BMI 3 2.80 (  .83) A 2.40 (  .89) A 4.00 (  .00) B   6.93*

BMI 4 3.00 (  .00) A 2.60 (  .54) A 4.00 (  .00) B 26.50***

Wrinkles at the hip length

BMI 1 2.80 (  .44) A 3.00 (  .70) A 4.00 (  .70) B   5.17*

BMI 2 2.00 (  .70) A 2.80 (  .44) B 4.20 (  .44) C 20.66***

BMI 3 3.20 (  .44) A 3.00 (  .00) A 4.20 (  .44) B 15.50***

BMI 4 2.80 (  .44) A 2.60 (  .54) A 4.00 (  .00) B 17.20***

Table 7. Continue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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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 test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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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luating items

Mean (S.D.)

F
Pattern A Pattern B 

Development

of pattern

Back

The shape of the navel level and length

BMI 1 2.20 (  .83) A 2.80 (  .44) A 4.00 (  .70) B   9.00**

BMI 2 2.40 (  .54) A 2.80 (  .44) A 4.40 (  .54) B 21.00***

BMI 3 3.00 (  .00) B 2.20 (  .44) A 4.40 (  .54) C 37.20***

BMI 4 3.20 (  .44) A 2.20 (  .44) A 4.20 (  .44) B 25.00***

The shape of the crotch

BMI 1 2.60 (  .54) A 3.40 (  .54) B 4.00 (  .00) B 12.33**

BMI 2 2.00 (  .00) A 3.00 (  .00) B 4.20 (  .44) C 91.00***

BMI 3 3.20 (  .44) B 2.20 (  .44) A 4.20 (  .44) C 25.00***

BMI 4 3.00 (  .00) B 2.20 (  .44) A 3.80 (  .44) C 24.00***

Adequacy of rise length

BMI 1 2.40 (  .54) A 3.20 (  .44) B 4.20 (  .44) C 17.43***

BMI 2 2.40 (  .54) A 2.80 (  .44) A 4.20 (  .44) B 19.14***

BMI 3 3.20 (  .83) B 2.00 (  .00) A 4.40 (  .54) C 21.60***

BMI 4 2.80 (  .44) A 2.40 (  .54) A 3.80 (  .44) B 11.14**

Wrinkles at the rise length

BMI 1 2.20 (  .44) A 2.40 (  .54) A 4.20 (  .44) B 26.00***

BMI 2 2.00 (  .00) A 3.20 (  .83) B 4.20 (  .44) C 20.22***

BMI 3 2.60 (  .54) A 2.40 (  .54) A 4.00 (  .00) B 19.00***

BMI 4 2.60 (  .54) A 2.60 (  .54) A 3.80 (  .44) B   9.00**

Margin of the thighs

BMI 1 1.80 (  .44) A 2.20 (  .83) A 3.80 (  .44) B 15.27**

BMI 2 2.00 (  .70) A 2.00 (  .70) A 3.60 (  .54) B   9.84**

BMI 3 2.60 (  .89) A 2.40 (  .54) A 4.00 (  .00) B 10.36**

BMI 4 2.40 (  .54) A 2.80 (  .44) A 3.80 (  .44) B 11.14**

Dart suitability

BMI 1 2.40 (  .54) A 2.60 (  .54) A 3.40 (  .54) B   4.66*

BMI 2 2.40 (  .54) A 3.00 (  .00) AB 3.60 (  .54) B   9.00**

BMI 3 2.80 (  .44) A 2.60 (  .54) A 3.80 (  .44) B   8.85**

BMI 4 3.00 (  .00) A 3.40 (  .54) A 4.00 (  .00) B 12.66**

Adequacy of dart length

BMI 1 2.60 (  .54) A 3.00 (  .00) A 3.80 (  .44) B 11.20**

BMI 2 3.00 (  .00) A 2.40 (  .89) A 4.00 (  .00) B 12.25**

BMI 3 2.20 (  .44) A 3.00 (  .00) B 4.40 (  .54) C 37.20***

BMI 4 2.40 (  .54) A 3.20 (  .44) B 4.20 (. 44) C 17.43***

Whole Overall silhouette

BMI 1 2.80 (  .44) A 3.00 (  .00) A 4.20 (  .44) B 21.50***

BMI 2  2.40 (  .54) A 2.80 (  .44) A 4.20 (  .44) B 19.14***

BMI 3 3.00 (  .00) A 2.60 (. 54) A 4.40 (  .54) B 22.33***

BMI 4 2.80 (  .44) A 3.00 (  .00) A 3.80 (. 44) B 10.50**

 Total

BMI 1 2.41 (  .57) 2.72 (  .50) 3.87 (  .49)

BMI 2 2.47 (  .47) 2.91 (  .55) 4.08 (  .43)

BMI 3 2.91 (  .47) 2.49 (  .44) 4.15 (  .37)

BMI 4 2.78 (  .41) 2.64 (  .38) 3.93 (  .39)

Table 7. Continued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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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 test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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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외의 항목에서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2단계 

비만체형에서도 1단계 비만체형과 비슷하게 패턴A

가 패턴B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동작 기능성 

평가의 결과는 <Table 8>과 같다.

Motion items

 Mean (S.D.)

F 
 Pattern A Pattern B

Development

of pattern

Free walking

BMI 1 3.33 (  .51) A 3.67 (  .51) A 4.33 (  .51) B    5.83*

BMI 2 3.33 (  .51) A 3.33 (  .51) A 4.17 (  .40) B    5.95*

BMI 3 3.50 (  .54) A 3.17 (  .40) A 4.17 (  .40) B    7.36**

BMI 4 3.50 (  .54) A 3.33 (  .51) A 4.17 (  .40) B    4.77*

Climbing stairs

BMI 1 3.33 (  .51) A 3.33 (  .51) A 4.17 (  .40) B    5.95*

BMI 2 3.33 (  .51) AB 2.83 (  .40) A 3.83 (  .75) B    4.50*

BMI 3 3.50 (  .54) A 3.00 (  .63) A 4.33 (  .51) B    8.44**

BMI 4 3.33 (  .51) AB 3.17 (  .75) A 4.17 (  .75) B    3.69*

The waist bending (90° forward)

BMI 1 3.50 (. 54) A 3.17 (  .40) A 4.33 (  .51) B    8.86**

BMI 2 3.33 (  .51) B 2.67 (  .51) A 4.17 (  .40) C  14.52***

BMI 3 3.50 (  .54) B 2.67 (  .51) A 3.83 (  .40) B    8.86**

BMI 4 3.17 (  .40) B 2.50 (  .54) A 3.83 (  .40) C  12.63**

Sitting right on the chair

BMI 1 3.67 (  .51) AB 3.17 (  .40) A 4.17 (  .40) B    7.50**

BMI 2 3.17 (  .40) AB 2.83 (  .75) A 4.00 (  .00) B    8.86**

BMI 3 3.33 (  .51) B 2.50 (  .83) A 4.17 (  .40) C  11.02***

BMI 4 3.17 (  .40) AB 2.67 (  .51) A 4.17 (  .40) B  18.81***

Raise one leg to 90° degrees

BMI 1 3.17 (  .40) B 2.50 (  .54) A 4.00 (  .63) C  11.73***

BMI 2 3.17 (  .40) B 2.50 (  .54) A 4.00 (  .63) C  11.73***

BMI 3 3.17 (  .40) A 2.67 (  .51) A 3.83 (  .40) B  10.27**

BMI 4 3.17 (  .40) B 2.50 (  .54) A 3.83 (  .40) C  12.63**

Sitting on both legs

BMI 1 2.83 (  .40) A 2.50 (  .54) A 3.67 (  .51) B    8.86**

BMI 2 3.00 (  .63) AB 2.50 (  .54) A 3.67 (  .51) B    6.37**

BMI 3 3.50 (  .54) B 2.50 (  .54) A 3.83 (  .40) B  11.30***

BMI 4 3.33 (  .51) B 2.33 (  .51) A 3.83 (  .40) B  15.00***

Crouching down on your legs

BMI 1 3.17 (  .40) B 2.33 (  .51) A 4.17 (  .40) C  25.27***

BMI 2 3.17 (  .75) A 2.50 (  .54) A 4.00 (  .63) B    8.02**

BMI 3 3.67 (  .51) B 2.67 (  .81) A 3.83 (  .40) B    6.51**

BMI 4 3.00 (  .63) AB 2.17 (  .75) A 4.00 (  .63) C  11.09**

 Total

BMI 1 3.29 (  .47) 2.95 (  .49) 4.12 (  .48)

BMI 2 3.21 (  .53) 2.74 (  .54) 3.98 (  .47)

BMI 3 3.45 (  .51) 2.74 (  .61) 4.00 (  .42)

BMI 4 3.24 (  .49) 2.67 (  .59) 4.00 (  .48)

Table 8. Research pants movability evaluation result (BMI 1: Less than 18.5, BMI 2: 18.5-24.9, BMI 3: 25-29.9, 

BMI 4: More than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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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 test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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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팬츠원형

1) 연구팬츠원형 분석

기존복 착의평가를 실시한 후 전문가집단 외관평가

와 동작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팬츠원형을 설계

하였다. 팬츠에 필요한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엉덩이

길이, 배돌출점-엉덩이돌출점사선둘레를 기준으로 하

였다. 연구패턴원형 설계를 살펴보면 허리둘레는 기존

실험복에서 다트량이 많아 주름이 생기는 문제점이 발

생하여 W/4+0.5(이즈분량)+2.5 cm(다트분량)를 주었

으며, 배 부위에 여유를 주기 위해 앞 허리둘레에 0.5 cm 

이즈분량으로 처리하였다. 뒤 허리둘레는 W/4+2.5 cm 

(다트)로 이즈분량은 주지 않고 패턴을 설계하였다. 엉

덩이둘레치수는 엉덩이둘레(H/4+1 cm)와 배돌출점-

엉덩이돌출점사선둘레(A · B/4+0.5~1 cm) 2항목을 치

수의 기준으로 엉덩이둘레를 설계하였다. 이는 45세 

기점으로 배 부위, 엉덩이 부위에 지방의 침착으로 인

한 체형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기 시작함으로써 엉덩이

둘레, 배돌출점-엉덩이돌출점사선둘레로 세분화시켜 

치수를 적용하였다. 밑위길이와 밀접한 앞 샅연장선은 

마른체형, 표준체형은 앞 샅연장분을 H/26 cm로 부여

하였고, 1단계 비만체형, 2단계 비만체형은 앞 샅연장

선을 H/26+1 cm로 설정하여 밑위길이가 처지는 것을 

해결하였다. 뒤 샅연장선은 (H/26)+6.5~7 cm, (H/26+1) 

+6.5~7 cm로 엉덩이 처짐을 고려하여 뒤 밑위끝점에

서 1.5 cm 내려주고 뒤 밑위선을 설계한 후 다시 뒤 밑위

끝점에서 1.25 cm 쳐냄으로써 뒤 엉덩이 아래 부위에 

남는 분량이 엉덩이가 쳐져 보이지 않게 개선하여 힙업

효과를 주었으며 대퇴부 부위를 날씬하게 하였다. 뒤 

밑위길이 기울기축은 뒤 중심기준선과 밑위 수평기준

선의 교차점에서 몸판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앞 중심

기준선과 팬츠 중심축의 1/2 지점에서 앞 옆 허리끝점

과 뒤 기울기축 정중각도점을 찾아서 뒤 경사도 기울기

를 설정하여 뒤 밑위길이가 편안하게 몸에 밀착이 되도

록 하였다. 비만체형의 경우 밑위길이가 부족할 시 뒤 엉

덩이길이 부위에서 패턴 절개법을 이용하여 1~1.5 cm 

내주어 밑위길이 부족분을 보완하였다. 또한 비만체형

은 사타구니 부위에 살점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넙다리 

부위 활동량을 위해 패턴 절개법을 이용하여 활동의 여

유분을 주어 맞음새 및 기능성을 해결하였다. 또한 뒤 

밑위길이 아랫부분의 군주름을 최소화하기 위해 0.5 

cm로 MP(Manipulation)를 하였다. 연구팬츠 제도법은 

<Table 9>‒<Table 10>과 같다.

2) 연구팬츠원형 착의평가

(1) 전문가집단 외관평가 

전문가집단의 외관평가 결과는 <Table 7>, <Table 11>

과 같다. 선정된 패턴 2종으로 기존패턴 실험복 착의 적

 

Parts BMI 1, 2 BMI 3, 4

Pants length 90 90

Hip length H/12 H/12

Crotch length H/4+2~2.5 H/4+2~2.5

Knee length Inseam length/2‒(7) Inseam length/2‒(7)

Front hip circumference H/4+1  H/4+1

Abdominal protrusion buttock protrusion circumference A · B/4+0.5 A · B/4+1

Front/Back wist circumference W/4+0.5+Dart(2.5) W/4+Dart(2.5)

Front/Back crotch width H/26, (H/26)+6.5~7  H/26+1, (H/26+1)+6.5~7

Front/Back dart length 10/12 10/12

Front/Back trousers 9/10.5 9/10.5

Back hip circumference A · B/4+0.5, H/4+1 A · B/4+1, H/4+1

Table 9. Development pattern drafting methods                                         Unit: cm

 A · B: Abdominal protrusion-buttock protrusion circumference

 Measure the circumference with an oblique line between the abdominal protrusion and the buttock protrusion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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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 1, 2   BMI 3, 4 

 Front  Back  Front     Back

Table 10. Development pants pattern

Parts Front Side Back Parts Front Side Back

BMI 1 BMI 3

BMI 2 BMI 4

Table 11. Development of pants pattern picture

합성의 문제점을 수정 · 보완하여 처지는 밑위와 밑위

가 엉덩이에 끼이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전반적으로 만

족도가 높아지도록 연구패턴 실험복을 제작하였다. 평

균값으로는 마른체형(3.87), 표준체형(4.08), 1단계 비

만체형(4.15), 2단계 비만체형(3.93)으로 나타났으며, 

기존패턴 실험복에 비해 치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

았으며, 통계적으로도 p<.05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중년기로 접어들면 신체의 하지부의 고관절 부위와 대

퇴부의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샅 치수량을 많이 주

면 오히려 외관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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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유로 샅연장을 최소화하여 치수를 부여하였기에 

모든 체형에서 밑위 부분과 관련이 있는 항목의 평균값 

(4.20)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2) 동작성 평가

연구팬츠패턴의 동작 기능성 평가결과는 <Table 8>

과 같다. 연구패턴 실험복 착의 시 기존복에 비해 만족

도가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냈다. 마른체형(4.12), 표준체형(3.98), 1단계 

비만체형(4.00), 2단계 비만체형(4.00)으로 기능성 면

에서도 높게 나타냈다. 연구패턴 실험복에서는 적절한 

앞 · 뒤 샅연장을 주어 동작의 기능성과 외관을 만족시

키는 것으로 앞 샅연장을 짧게 하고 앞 샅 부분의 치수

량을 뒤 허리선으로 이동시켜 뒤 밑위길이를 조절하여 

몸에 밀착이 되도록 밑위길이 처짐을 최소화하였다. 

밑위길이가 부족할 시 뒤 중심 엉덩이길이 부위에서 패

턴을 1~1.5 cm를 절개하여 밑위길이 치수를 보완하였

으며, 또한 넙다리 부위 활동량을 주기위해 패턴을 절

개하여 부족분을 주어 맞음새 및 기능성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ong(2000)의 선행연

구에서 언급된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서 뒤 샅연장선을 

넓히는 것보다 뒤 중심선의 경사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기능성을 향상시키고 샅 아래와 대퇴부에 여유량이 필

요하게 되므로 뒤 가랑이축을 증가시키는 것이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BMI 지수에 따라 45~59세 중년여성을 대

상으로 18.5 미만의 마른체형, 18.5~24.9 미만의 표준

체형, 25~29.9 미만의 1단계 비만체형, 30 이상 2단계 

비만체형 4단계별로 구분하여 밑위길이에 샅폭 적용 

치수의 적절성을 분석하였다. 교육용 2종 패턴 설계방

법에 따른 기존팬츠패턴으로 실험복을 제작하여 착의 

적합성 평가를 통해 문제점들을 파악한 후 수정 · 보완

하여 중년여성의 체형에 맞는 연구팬츠패턴을 개발하

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팬츠패턴으로 실험복을 제작하여 전문가

집단의 착의 적합성 평가에서 마른체형 A(2.41)<B(2.72), 

표준체형 A(2.47)<B(2.91), 1단계 비만체형 B(2.49)< 

A(2.91), 2단계 비만체형 B(2.64)<A(2.78)로 나타났다. 

마른체형, 표준체형은 패턴B보다 패턴A에서 밑위길

이와 샅의 형태성 항목(2.35, 2.20) 평균값이 낮게 나타

났으며 이는 앞 샅연장분이 밑위길이에 영향을 끼침으

로 밑위가 처지는 결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마른체형과 표준체형에서 패턴B는 밑위길이가 짧은 

관계로 밑위길이가 처지는 현상이 없었다. 1단계 비만

체형, 2단계 비만체형은 패턴B보다 패턴A에서 밑위

길이와 샅의 형태성 항목(3.15, 3.00) 평균값이 높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패턴B의 짧은 밑위보다 패턴A

의 밑위길이가 긴 것이 비만체형에서는 배 부위, 엉덩

이 부위를 커버해주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둘째, 마른체형 B(2.95)<A(3.29), 표준체형 B(2.74)< 

A(3.21) 평균값이 패턴B가 패턴A보다 동작 기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밑위길이가 짧은 패턴B는 밑위가 당기

고 엉덩이에 끼임으로 동작에 있어서 불편하였으며, 

패턴A는 밑위길이가 길어 처치는 문제점이 발생했지

만, 오히려 활동 면에서는 편안함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마른체형의 패턴A에서는 허리굽히기(90° 

앞으로)(3.50), 패턴B에서는 자유보행하기(3.67)로 높

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표준체형의 패턴B는 자유보행

하기를 제외한 모든 항목의 평균이 2.83 이하로 평가되

어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1단계 비만체

형, 2단계  비만체형의 동작 기능성 만족도는 1단계 비

만체형 B(2.74)<A(3.45), 2단계 비만체형 B(2.67)<A 

(3.24)로 패턴B가 패턴A보다 동작 기능성이 낮게 나타

났다. 1단계 비만체형에서 패턴A의 다리굽혀웅크려

앉기(3.67), 패턴B는 자유보행하기(3.17), 계단오르기

(3.00)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는 동작 기능성 

평가에서는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셋째, 연구패턴은 기존패턴의 실험복에 비해 착의 

적합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p<.05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문가집단의 외관평

가는 마른체형(3.87), 표준체형(4.08), 1단계 비만체형

(4.15), 2단계 비만체형(3.93)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로 접어들면서 신체의 하지부의 고관절 

부위와 대퇴부의 근육량이 감소하므로 샅 치수량을 많

이 주면 외관이 떨어짐으로 앞 샅연장을 최소화하여 나

머지 분량을 뒤 허리선으로 이동시켜 뒤 밑위길이의 부

족분을 해결함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넷째, 동작성 평가는 마른체형(4.12), 표준체형(3.98), 

1단계 비만체형(4.00), 2단계 비만체형(4.00) 연구패턴

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적절한 샅연장은 동작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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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외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 밑위

길이 기울기축은 앞 중심선과 팬츠 중심축의 1/2 지점

의 앞 옆 허리끝점과 뒤 기울기축 정중각도점을 찾아 

뒤 각도의 변화를 주어 뒤 가랑이축을 증가시켜 기능성

을 좋게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5~59세 중년여성의 BMI 평

균값을 기준으로 4단계로 분류하여 BMI 평균값과 비

슷한 신체 치수를 참고하여 중년여성의 체형을 고려한 

팬츠패턴 개발을 위해 밑위길이와 샅연장분의 적절성

과 샅 부위의 복잡한 형태성을 분석하였다. 개인별 체

형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켜 적

용하기에는 더 많은 연구대상자들을 통한 검증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자 선정 인원수를 좀 더 세

분화시켜 연령대별로 나눠 밑위길이에 관한 연구의 필

요성이 요구되며 향후 특수한 신체 체형을 갖는 중년여

성의 팬츠패턴 개발연구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부분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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