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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research, a woman matched to the average Korean standard size specification of 21-24 years of

age was scanned using Cyberware. Rapidform 2004 was used to separate the body zone into fit zone,

action zone and design zone, depending on the function of the lower body. Each divided body zone

expanded radially using ‘offset’ by 1.60mm at the cross section of the waist, and 6.36mm at the hip level.

Resultant ease values were 1cm and 4cm along the waistline and hipline (respectively), as recommended

in previous research. 2C-AN program and Yuka CAD was used to develop a pant pattern from the en-

larged 3D body surface blocks. A total of five pants were constructed using conventional fabrics for light

weight formal pants. The appearance of the experimental pants were evaluated by five clothing-major

evaluators using a questionnaire that consisted of 21 questions. In addition, functional aspects of the

experimental pants were also evaluated by wearer while performing five postures for the measurement of

ease of movement. It was found that, the method of regional offset and suggested 3D to 2D pattern

development generate reasonably good pant patterns. Among the pattern block arrangements, the method

B was evaluated as the best way to generate formal pants from the tight-fit pattern, which fit smoothly

over the lower body for maintaining ease of movement.

Key words: Pants pattern, 3D to 2D development, Replica, Ease distribution, Tight-fit pattern; 바지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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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여성들의 사회 진출 기회가 증가되면서 유니섹스 모

드, 바지의 정장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활동성이 좋은

바지의 착용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지는

기능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의복으로 상의에 비해

편안함과 맞음새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의보다 착용감

에 대한 불만족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슬랙스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하반신의 특

성을 2차원 패턴 제작법에 반영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

어져 왔다(Kam, 2005; Kang, 2004; Kim, 2009; Kim,

2006; Shin et al., 2006; Yu, 2008). 이러한 일련의 연구

에서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은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차이에 따른 다트의 양, 샅냄폭, 뒤중심 경사각도와 맞

음새 등으로서 맞음새와 기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부위에 대한 계산식이 다양하게 산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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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3차원 인체 형상 데이터 측정기술의 표준

화 및 측정자료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어감에 따라 3차원 정보를 이용하여 Made-to-Measure

등 맞춤 기성복에 대한 관심과 그에 따른 수요도 증가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3차원 인체 형상 데이

터에서 둘레나 길이 등의 2차원적인 인체 정보를 추출

하여 인체 부위별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기존의 평면

제도 방법에 근거하여 바지 패턴 제도에 활용하고 있

다. 3차원 정보를 직접 바지 패턴에 활용한 연구로는

Size Korea 2004 인체 형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성 누

드 패턴 설계를 제시한 연구가 국내에서 처음 발표된

바(Nam, 2005) 있으며 신축성 소재를 사용하여 3차원

밀착 하의 패턴을 설계하는 연구(Choi, 2011; Jeong &

Hong, 2010; Kim et al., 2008)는 다수 발표되었다.

여유량이 있는 3차원 정장 바지에 대한 연구도(Sohn,

2008; Yoon, 2008) 소개되었으나 바지 패턴은 3차원 정

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둔부 및 샅 부위를 포함

하고 있으며 허리, 배, 둔부의 곡면은 인체 형상 중 가

장 복잡한 복곡면 입체이기 때문에 3차원 형상을 2차

원 패턴으로 오차 없이 정확히 전개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오차

를 어떻게 최소화하는가 또는 이것을 어떻게 기능적인

여유량으로 흡수하느냐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2차원 패턴 설계 방법

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정장 바지에 필요한 여유량을

3차원 누드 인체에 합리적으로 부가하는 방법과 3차원

입체 전개에서 피할 수 없는 오차를 어떻게 배분하는가

하는 문제를 연구하여 외관과 기능이 우수한 3차원 바

지 패턴 설계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즉, 2차원 패턴에

서는 바지 패턴에 필요한 여유량을 엉덩이 둘레 한 곳

에서 기본 블록의 수평외곽라인을 연장하는 개념으로

부여하고 허리와 엉덩이 둘레와의 차이를 다트로 처리

하고 있는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허리부터 샅점에서

1cm 내린 부분까지를 피트 존과 액션 존으로 나누어 오

프셋(offset) 시킴으로써 각 존(zone)에 필요한 여유량을

입체 전체에 일단 고르게 부여하고 동작 시 필요한 여

유 부분을 레플리카 배치 시 추가로 고려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그 효과를 착의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여기

서 오프셋이란 어떤 셀로부터 일정거리를 떨어뜨려 새

로운 평면을 만들어 주는 기능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

서는 오프셋 시킨 하체의 레플리카를 떼어내어 전개함

에 따라 생기는 벌어짐과 겹치는 부분을 외관과 동작을

고려한 여유량으로 흡수할 수 있는 조합 방법을 고안하

여 3차원 입체로부터 직접 일반 정장용 바지 패턴을 조

합 완성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피험자 선정 및 3차원 인체 스캔

Size Korea 2004를 기준으로 20~24세 여성 평균에 해

당하는 여성 1명을 대상으로 3차원 인체 데이터(Cyber-

ware, WB)를 획득하였다. 피험자의 측정항목은 Yang

(2008)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높이 6항목, 둘레 5항목,

너비 3항목, 두께 3항목, 길이 4항목, 체중을 포함하여

총 22항목을 선정하였다. 인체 측정 시 우측을 기준으

로 하였다. 피험자의 신체 치수를 2004년 한국인 인체

치수조사 보고서의 20~24세 여성 평균 신체 치수와 비

교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피험자 신체 치수의 편

차를 살펴보면 전체 항목 모두 1 S.D 범위보다 훨씬 적

은 것으로 나타나 피험자는 20~24세 여성 평균 신체

치수와 매우 유사하였다.

2. 기능분포에 따른 분할 기준선 설정

RapidForm 200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Nagazawa(1999)

의 연구를 바탕으로 <Fig. 1>과 같이 체표상의 기능분

포 부위(피트 존, 액션 존, 디자인 존)를 설정하고 분할

하였다. 피트 존은 배꼽수준허리둘레선과 배꼽수준허

리둘레선에서 9cm 아래로 내려간 수평단면선까지 설

정하였다. 이는 다트길이 및 요즘의 대중적인 바지 맞

음새를 고려하여 설정한 길이이다. 액션 존은 피트 존

이 끝나는 부분에서 시작하여 오프셋에 용이하도록 샅

아래 1cm 높이에 해당하는 수평선까지 설정하였다. 그

리고 디자인 존은 액션 존이 끝나는 선을 시작선으로

여기부터 무릎둘레 사이 길이의 1/2 위치의 수평단면선

까지로 설정하여 설계하였고 제도 시에는 발목 끝까지

자연스럽게 연장하였다.

인체 형상에 대한 가로의 기준선은 주요 둘레선에 대

해 지면과 평행한 수평단면에 의해 설정되고, 세로선은

가로선과 직교하며 주요 기준선은 샅앞뒤길이선, 허리

두께의 1/2점을 지나는 옆선 그리고 인체의 앞·뒷면에

서의 넓적다리두께의 1/2점을 지나는 직선을 사용하였

다. 이때 인체의 좌우가 대칭이라 가정하여 획득된 3차

원 인체 형상 중 1/2만을 2차원 평면으로 전개하여 패

턴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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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원 인체 형상 데이터를 이용한 바지 패턴

설계

1) 오프셋 기능을 이용한 여유량 부가 방법

본 연구에서는 피트 존과 액션 존으로 분할된 3차원

인체 단면에 둘레방향 전체를 일정 거리 만큼 확대하

도록 오프셋시켜 둘레에서 필요한 여유량을 부가하였

다. Rim(1995)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허리둘레 여유

량 1cm와 엉덩이둘레 여유량 4cm를 부여하기 위하여

<Fig. 2>와 같은 계산 과정을 거쳤다. 즉, 인체를 원통

이라 가정했을 때 허리둘레의 여유량(C'-C), 1cm는 원

주의 증가량이라 할 수 있고 원주 공식을 이용하여 반

지름 증가분인 오프셋 량을 계산하면 1/2π인 1.6mm

였다. 엉덩이둘레에 4cm 여유량을 주고자 할 때 입체

의 반지름은 6.36mm를 오프셋 시켜야 하는 것으로 계

산되었다.

Table 1. Body measurement value of the subject                                      (Unit: mm)

Item
Size of

subject Xi

 Average size of the women of

20-24 age (Size Korea 2004) Xi-Mi

Mi S.D.

Height

Stature 1602.0 1607.0 49.4 −5.0

Waist Height 1000.0 1004.0 38.1 −4.0

Waist Height (Omphalion) 944.0 946.0 36.0 −2.0

Hip Height 786.0 785.0 34.3 1.0

Crotch Height 715.0 727.0 33.5 −12.0

Knee Height 410.0 408.0 20.8 2.0

Circumference

Waist Circumference 665.0 671.0 57.6 −6.0

Waist Circumference (Omphalion) 750.0 739.0 63.1 11.0

Hip Circumference 891.0 913.0 48.7 −22.0

Midthigh Circumference 475.0 476.0 40.7 −1.0

Knee Circumference 349.0 350.0 23.8 −1.0

Width

Waist Breadth 236.0 236.0 18.7 0.0

Waist Breadth (Omphalion) 263.0 269.0 21.2 −6.0

Hip Width 330.0 324.0 16.2 6.0

Depth

Waist Depth 173.0 172.0 18.7 1.0

Waist Depth (Omphalion) 181.0 176.0 18.4 5.0

Hip Depth 210.0 208.0 18.1 2.0

Length

Waist to Hip Length 211.0 230.0 21.9 −19.0

Body Rise 285.0 277.0 19.0 8.0

Crotch Length 717.0 729.0 43.6 −12.0

Crotch Length (Omphalion) 605.0 614.0 40.4 −9.0

Weight (kg) 53.0 53.5 7.12 −0.5

Fig. 1. Divided zones of the body for the functional

design of 3D 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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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차원 표면 전개 방법

오프셋 기능에 따라 확대된 입체를 전개하기 위하여

2C-AN 프로그램과 Yuka CAD를 활용하였다. 이 때 인

체의 복곡면 특징이 두드러진 샅 점 부근(액션 존)을

전개함에 따라 생기는 겹침과 벌어짐 부분 때문에 바

지 패턴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패턴 블록 조합 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 평면 전개 방법(A, B, C, D, E 패턴)을 채택하여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검토하였다. 

4. 실물제작

실험복(5가지)은 능직의 폴리에스테르와 레이온 혼

방직물을 사용하였다. 소재의 물리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5. 착의평가 및 분석

외관 관능검사 평가는 피험자 1명에게 5종의 실험복

을 임의의 순서로 착용하여 의류학과 전공자로 구성된

5명의 평가자들이 바지의 앞면·옆면·뒷면 총 3방향을

보고 관찰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외관 관능검사 평가

항목은 Yoon(2008)의 검사항목을 참고하여 앞면 8문항,

옆면 2문항, 뒷면 8문항, 전체 3문항의 총 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동작기능성 관능검사 평가는 피험자가 다

섯 가지 실험복을 무작위 순으로 3회 반복 착용하면서

정자세 외 다섯가지 동작자세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였

다. 일상생활 동작을 고려하고 선행연구(Kam, 2005;

Yang, 2008)를 참조하여 <Fig. 3>과 같은 다섯 동작을

채택하였다. 척도는 매우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

다(5점)로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착의평가 결과 분석

은 통계프로그램 SPSS 18.0을 이용하여 기초통계량인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항목별 패턴 간의 유의

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비모수검정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오프셋을 통한 여유량 부가 결과

1) 샅앞뒤길이의 변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피트 존 부분에서 사방으

로 1.60mm, 액션 존 부분에서 6.36mm를 오프셋 시킨

Fig. 2.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offset based on the optimal ease around the waist (1cm) and hip circum-

ference (4cm).

Fig. 3. Five postures for the wear sensation.

Table 2. Physical characteristics of fabrics for the experimental clothing

Weave Fiber composition (%) Thickness (mm) Weight (g/m
2
) Density (no/2.54cm)

Twill
Polyester 67

Rayon 33
0.336 249.4

warp weft

100.2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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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Fig. 4>와 같이 배꼽수준 샅앞뒤길이에도 여유

량이 2.1cm 생성되었다. 이 결과는 인체의 샅앞뒤길이

에 2~2.5cm의 여유량이 적당하다는 선행연구(Kang &

Suh, 2002)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제시한 오프셋

량으로 바지 패턴의 여유량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2) 체표분할과 2차원 패턴 제작

2C-AN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Lee(2004)의 3차원

체표면의 2차원 평면 전개 방법을 근거로 오프셋으로

확대된 셀을 중간 패턴 블록으로 1차 평면화하는 과정

을 요약하면 <Fig. 5>와 같다. 즉, <Fig. 5(a)>는 인체 표

면을 수직, 수평선으로 나누고, <Fig. 5(b)>에서 2C-AN

으로 평면화한 후, 소단위 레플리카 조각 <Fig. 5(c)>를

세로 방향으로 먼저 맞춘 중간 블록은 <Fig. 5(d1)>이

며 가로 방향으로 맞춘 중간 블록은 <Fig. 5(d2)>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오프셋 방법으로 여유량이 더

해진 체표면의 1차 레플리카 블록을 조합 방법을 달리

하여 5가지 바지 패턴(A, B, C, D, E 타입)을 설계하였

다. 설계 방법의 기준을 <Table 3>에 제시하였고 <Fig.

6>−<Fig. 10>에 도시하였다. 이때 오프셋 량이 피트 존

과 액션 존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경계면에 단절이 생기

는 <Fig. 5(d1)>과 같은 경우에는 블렌딩(blending) 방

법으로 레플리카 블록을 연결한다.

<Table 3>에는 실험 패턴 A-E에 대한 패턴 조합 기

준 ⓐ, ⓑ, ⓒ를 설명하였다. 패턴 조합은 중간 블록 조

합 방향(ⓐ), 중간 블록을 조합할 때의 기준점의 위치

(ⓑ), 조합 시 생기는 벌어짐과 겹침의 처리 방법(ⓒ)을

기준으로 하였다.

A 패턴은 <Fig. 6(a)>에서와 같이 세로 방향으로 먼

저 조합한 앞면의 LF2, LF1과 뒷면의 LB1, LB2를 엉

덩이둘레선을 수평으로 맞추면서 엉덩이둘레선과 주

름접힘선 교차점을 기준으로 재조합하였다. 재조합하

Fig. 5. Obtaining initial pattern blocks from the body surface after offset (a) Division of body based on function;

(b) Obtaining 2D blocks using 2C-AN; (c) Initial block ready for rearrangement; (d1) Second blocks made

by lengthwise arrangement of the initial blocks (LF1, LF2, LB1, LB2); (d2) Second blocks made by

widthwise arrangement of the initial blocks (WF1, WF2, WF3, WB1, WB2 WB3).

Fig. 4. Crotch length (Omphalion) difference before

and after off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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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앞판의 넙다리 부분에서 겹침 분량이 비교적 크게

생긴다. 겹침 분량의 이등분 양을 엉덩이 둘레선과 주

름접힘선 교차점을 기준으로 피벗(pivot)시키면서 <Fig.

6(b)>처럼 화살표 방향으로 분산이동하였다. 뒤판은 같

은 방법으로 조합한 뒤 샅 부위 벌어지는 분량의 반을

화살표처럼 상방향으로 분산이동하였다. <Fig. 6(c)>는

A 패턴 블록 조합 최종 완성도로써 겹침과 벌어짐이

반씩 분산된 패턴이다.

B 패턴은 앞판에서는 A 패턴과 같은 기준점을 사용

하여 배치시키고<Fig. 7(a)>, 겹침 분량의 반을 <Fig.

6(b)>에서와 같이 분산시켰다. 뒤판에서는 벌어짐 분

량이 작고, 또한 동작 시 가로 세로로 체표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여 이를 여유량으로 흡수하여 그대로 조합

하여 완성하였다(Fig. 7(b))−(Fig. 7(c)).

Table 3. Method of replica block arrangement for five patterns

Type

ⓐ Direction of
initial blocks

ⓑ Reference point of
block arrangement for

the second blocks

ⓒ Stress distribution of regions of overlapping and
crack in the second block arrangement

Front Back Front Back Front Back

Pattern A Length direction

crossed points of hip 

circumference line and 

front crease line 

1) pivotal rearrangement of the 

overlapping area of upper thigh to 

reduce the stress by half

2) matching vertex of the upper 

block to that of the lower block

moving the block upward to 

reduce the amount of crack near 

crotch and upper thigh by half

Pattern B Length direction same as the above same as the above no adjustment 

Pattern C Length direction
closing waist line and hip 

lines to delete waist darts
no adjustment no adjustment 

Pattern D Width direction
vertex to vertex 

arrangement for all blocks
no adjustment no adjustment 

Pattern E Length direction
matching thigh blocks to 

the horizontal crotch line

adjustment of crotch area

maintaining constant curve length

1) lowering of crotch line by 2cm 

and adjustment of crotch area 

maintaining constant curve length

Fig. 7. Arrangement of second blocks (LF1, LF2, LB1, LB2) for pattern B. (a) arrangement of second blocks with a

reference point, (b) distribution of overlapping area by pivoting, (c) final pattern B.

Fig. 6. Arrangement of second blocks (LF1, LF2, LB1, LB2) for pattern A. (a) arrangement of second blocks with a

reference point, (b) adjustment of overlapping and opening area, (c) final patter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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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패턴은 <Fig. 8>과 같이 앞·뒤판 모두 세로 방향

으로 먼저 조합한 패턴 블록을 <Fig. 8(a)>처럼 허리둘

레와 주름선의 교차점, 엉덩이둘레선과 주름접힘선의

교차점을 기준으로 재조합하였는데 이에 따라 허리다

트는 자동으로 제거되었다. 이 방법은 앞은 겹치고 뒤

는 벌어지기 때문에 전체 둘레 상에서는 오차가 거의

소멸되어 재조정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동작 시 체

표면 변화가 큰 뒤 부분에 여유가 국소적으로 남아있

는 방법이다(Fig. 8(b)).

D 패턴은 가로 방향으로 먼저 조합한 중간 단위 블

록(WF1 등)을 Lee(2004)의 연구에서와 같이 모든 꼭

지점과 꼭지점을 그대로 연결하면서 겹침과 벌어짐 분

량을 여유량으로 포함시켰다(Fig. 9(a)). 이때 오프셋

량이 달라서 꼭지점이 맞지 않는 것은 앞뒤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면서 맞추며 블렌딩하여 외곽선을 연결하

였다(Fig. 9(b)). 다트는 중간 블록을 가로 조합하면서

자동으로 소멸된다(Fig. 9(c)).

E 패턴은 세로로 먼저 조합한 중간 단위 블록을 2차

원 패턴법을 고려하여 밑위길이선을 수평으로 맞춘 후

겹침 분량을 샅냄폭에서 인위적으로 수정한 패턴이다.

<Fig. 10(a)>처럼 앞판에서 엉덩이둘레선 밑에서 샅 부

위 겹친 부분 만큼 밑위길이선 상에서 연장하여 샅냄

폭 너비를 수정하였다. 뒤판은 일반 2차원 패턴에서 밑

위길이선을 앞판보다 길게하는 것을 고려하여 <Fig.

Fig. 8. Arrangement of second blocks (LF1, LF2, LB1, LB2) for pattern C. (a) arrangement of second blocks with

two reference points, (b) final pattern C.

Fig. 9. Arrangement of second blocks (LF1, LF2, LB1, LB2) for pattern D. (a) arrangement of second blocks using

vertices, (b) blending for outline, (c) final pattern D.

Fig. 10. Arrangement of second blocks (LF1, LF2, LB1, LB2) for pattern E. (a) arrangement of second blocks

matching thigh blocks to the horizontal crotch level, (b) adjustment of overlapping area of crotch, (c) final

pattern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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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b)>에서와 같이 2cm 내린 상태의 수평선 아래부터

겹친 길이만큼 샅냄폭을 연장하면서 앞뒤커브길이를

맞추었다. 마지막으로 블렌딩 방법을 이용하여 옆선을

수정하고 완성하였다(Fig. 10(c)). 밑위선과 주름선의 교

차점을 맞추면 앞판은 다트가 없어지고 중간 부분의 오

차는 미미하여 조정할 필요가 없었고, 뒤판은 다트가

있는 형태이다.

3. 실물제작

위와 같이 완성된 5개 조합 패턴을 사용하여 옆선과

안솔기선을 부드럽게 연결하여 완성하였다. 이때 바지

길이는 96.4cm(벨트 2cm 포함), 밑단너비는 18cm(앞),

20cm(뒤)로 사용하였다. 시접을 1cm로 하여 실험복을

재단한 후 공업용 재봉틀을 사용하여 봉제하였다. 피

험자 실제 착용모습은 <Fig. 11>과 같다. 본 소재는 신

축성이 전혀 없는 소재이므로 착용방법에 따라 자세에

따라 다소 여유 주름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4. 5개 바지의 착의평가 결과

1) 외관 관능검사 평가결과

<Table 4>는 20대 초반 여성의 피험자 1인이 다섯

가지 패턴을 착용한 후 전문가 다섯 명이 21문항에 대

하여 평가한 외관 관능검사 결과이다. 점수가 높을수

록 좋은 평가이다. 앞면에서는 B>A>C>D>E 패턴의

순으로 B 패턴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E 패턴이

가장 나쁜 평가를 받았다. 앞면에서 볼 때 B 패턴은 피

트 존, 액션 존 부위의 여유량이 A 패턴과 함께 1순위

로 좋게 평가되었다. B 패턴은 디자인 존 부위 및 전체

적인 맞음새에서 1순위로 가장 좋게 평가되었다.

옆면에서 살펴보면 옆솔기선의 위치, 전체적 맞음새

는 A>B>D>C>E 패턴의 순으로 A 패턴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E 패턴이 가장 나쁜 평가를 받았다.

뒷면에서 살펴보면 B>A>C>D>E 패턴의 순으로 B 패

턴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E 패턴이 가장 나쁜 평

가를 받았다. B 패턴은 피트 존 부위, 디자인 존 부위에

서 항목들 모두 1순위로 가장 좋게 평가되었다. 액션 존

부위는 A 패턴이 제일 좋게 평가되었다.

바지 전체적으로 여유량, 맞음새, 외관에 대한 평가

결과는 A>B>C>E>D 패턴의 순으로 A 패턴이 가장 좋

은 평가를 받았다.

통계분석 결과, 앞면에서는 ‘디자인 존 부위의 여유

량은 적당한가’를 빼고 나머지 항목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옆면에서는 ‘옆솔기선은 위치

는 적당한가’, ‘전체적으로 맞음새는 적당한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뒷면에서는 ‘피트

존 부위의 군주름 없이 잘 맞는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2) 동작기능성 관능검사 평가결과

5개 패턴을 무작위로 3회 반복 착용한 동작기능성

관능검사 평가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보통 걸음걷

기 동작에서는 B>C>D>E>A 패턴의 순으로 B 패턴이

모든 항목 1순위로 가장 좋게 평가되었다. 

계단 오르고 내리기 동작에서는 B>E>C=D>A 패턴

의 순으로 B 패턴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허리 부

위’는 D 패턴이 제일 편안하고, ‘엉덩이 부위’는 E 패

턴이 제일 편안하였다. 나머지 항목들은 B 패턴이 가

장 좋게 평가되었다(Table 6).

앞으로 90
o

 허리 굽히고 펴기 동작에서는 B>C>A=

E>D 패턴의 순으로 B 패턴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B 패턴은 ‘뒤 엉덩이 부위가 당기지 않고 편안한가’ 항목

을 빼고 모두 1순위 좋게 평가결과를 되었다. 또한 C 패

턴은 ‘앞 샅 부위가 당기지 않고 편안한가’ 항목을 빼고

모두 1 순위로 가장 좋게 평가되었다(Table 7).

의자에 90
o

로 바르게 앉기 동작에서는 B 패턴은 1순Fig. 11. Appearance of five pants worn on the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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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가장 좋게 평가되었고, 두 번째는 E 패턴, 나머지

패턴은 C>D>A 패턴 순으로 A 패턴은 가장 나쁜 평가

를 받았다(Table 8).

쪼그리고 앉기 동작에서는 B>E>C>A>D 패턴의 순

Table 4. Appearance evaluation of five pants

Appearance evaluation item
Pattern A Pattern B Pattern C Pattern D Pattern E

p
Mean (SD)

1. Front fit-zone ease 4.0 (0.7) 4.0 (0.7) 3.6 (0.6) 3.4 (0.9) 3.0 (0.7) 0.023*

2. Front fit-zone wrinkle 4.0 (1.0) 3.6 (0.6) 3.2 (0.5) 3.4 (1.1) 2.8 (0.8) 0.023*

3. Front action-zone ease 3.6 (0.6) 3.6 (0.6) 3.2 (0.5) 3.0 (0.0) 2.8 (0.8) 0.017*

4. Front action-zone wrinkle 3.8 (0.8) 3.6 (0.6) 2.8 (0.5) 3.0 (0.7) 2.6 (1.1) 0.007**

5. Front crotch part wrinkle 4.0 (1.0) 4.2 (0.8) 3.2 (0.5) 3.0 (0.7) 2.4 (0.9) 0.002**

6. Front design-zone ease 3.6 (0.6) 4.4 (0.6) 4.0 (0.0) 3.6 (0.6) 3.0 (0.0) 0.057

7. Front design-zone wrinkle 3.8 (0.8) 4.6 (0.6) 3.8 (0.5) 3.2 (0.5) 2.8 (0.5) 0.016*

8. Front overall fit 3.8 (0.5) 4.2 (0.5) 3.4 (0.6) 3.4 (0.6) 2.6 (0.6) 0.001***

Mean (Front) 3.8 4.0 3.4 3.3 2.8

9. Side seam location 3.8 (0.7) 3.6 (0.6) 3.4 (0.9) 3.2 (0.8) 2.8 (0.5) 0.016*

10. Side overall fit 3.8 (0.0) 3.7 (0.6) 2.6 (0.6) 3.2 (0.5) 2.4 (0.9) 0.000***

Mean (Side) 3.8 3.6 3.0 3.2 2.6

11. Back fit-zone ease 4.2 (0.5) 4.4 (0.9) 3.8 (0.5) 3.8 (0.8) 3.4 (0.9) 0.055

12. Back fit-zone wrinkle 4.0 (0.7) 4.2 (0.5) 3.4 (0.6) 4.0 (0.8) 2.6 (0.6) 0.002**

13. Back action-zone ease 3.4 (1.1) 3.2 (1.1) 3.2 (0.8) 3.4 (0.6) 3.0 (0.7) 0.491

14. Back action-zone wrinkle 2.8 (0.5) 3.2 (0.5) 2.8 (0.5) 2.6 (0.6) 3.0 (0.7) 0.646

15. Back crotch part wrinkle 2.8 (0.5) 3.3 (0.5) 2.8 (0.5) 2.6 (0.9) 2.6 (0.6) 0.587

16. Back design-zone ease 3.4 (0.9) 3.8 (0.5) 3.6 (0.5) 3.2 (0.5) 3.2 (0.8) 0.605

17. Back design-zone wrinkle 3.2 (0.6) 3.8 (0.8) 3.6 (0.6) 3.2 (0.5) 3.2 (0.5) 0.520

18. Back overall fit 3.4 (0.6) 3.7 (0.6) 3.4 (0.6) 3.0 (0.7) 3.0 (0.0) 0.065

Mean (Back) 3.4 3.7 3.3 3.2 3.0

19. Overall ease 3.8 (0.5) 3.4 (0.6) 3.6 (0.6) 3.0 (0.7) 3.0 (0.0) 0.065

20. Overall fit 3.4 (0.6) 3.6 (0.6) 3.0 (0.7) 2.6 (0.6) 3.0 (0.7) 0.147

21. Overall appearance evaluation 3.6 (0.6) 3.4 (0.6) 3.0 (0.7) 2.8 (0.5) 3.2 (0.5) 0.133

Mean (Overall) 3.6 3.5 3.2 2.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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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Subjective evaluation of the ease of movement during walking for experimental pants in each body

region

Regional evaluation for

easy movement

Pattern A Pattern B Pattern C Pattern D Pattern E

Mean (SD)

1. Waist region 4.7 (0.6) 4.7 (0.6) 4.7 (0.6) 4.0 (1.0) 3.3 (0.6) 

2. Hip region 3.3 (2.1) 4.7 (0.6) 4.0 (0.0) 4.0 (1.0) 3.7 (0.6) 

3. Crotch region 3.0 (0.0) 4.3 (0.6) 4.0 (1.0) 4.3 (0.6) 3.7 (0.6)

4. Front crotch region 3.0 (2.0) 4.7 (0.6) 3.0 (1.0) 3.7 (1.5) 4.0 (1.0) 

5. Back hip region 3.0 (1.0) 4.7 (0.6) 4.3 (0.6) 4.0 (1.0) 4.0 (1.0)

6. Parts overall 3.0 (1.0) 4.7 (0.6) 3.7 (0.6) 3.0 (0.0) 3.7 (0.6)

Mean 3.3 4.6 4.0 3.8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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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ubjective evaluation of ease of movement during stepping up and down

Regional evaluation for

easy movement

Pattern A Pattern B Pattern C Pattern D Pattern E

Mean (SD)

1. Waist region 3.7 (1.1) 4.3 (1.1) 4.0 (1.0) 4.7 (0.6) 3.7 (0.6) 

2. Hip region 3.3 (0.6) 4.3 (0.6) 4.3 (0.6) 4.0 (0.0) 4.7 (0.6) 

3. Crotch region 4.0 (1.0) 4.3 (0.6) 4.3 (1.2) 4.0 (0.0) 4.3 (0.6)

4. Front crotch region 3.7 (0.6) 4.7 (0.6) 3.3 (1.2) 3.7 (2.3) 4.0 (1.0) 

5. Back hip region 3.0 (0.0) 4.7 (0.6) 3.3 (0.6) 4.0 (0.0) 4.0 (1.0) 

6. Parts overall 2.7 (0.6) 4.0 (1.0) 3.7 (0.6) 3.3 (1.2) 4.0 (1.0) 

Mean 3.4 4.4 4.0 4.0 4.1

Table 7. Subjective evaluation of ease of movement during bending and stretching of waist

Regional evaluation for

easy movement

Pattern A Pattern B Pattern C Pattern D Pattern E

Mean (SD)

1. Waist region 4.3 (0.6) 4.7 (0.6) 4.7 (0.6) 4.0 (1.0) 4.0 (0.0) 

2. Hip region 4.0 (1.0) 4.7 (0.6) 4.7 (0.6) 4.7 (0.6) 4.0 (1.0) 

3. Crotch region 4.3 (0.6) 4.7 (0.6) 4.7 (0.6) 4.0 (1.0) 4.0 (0.0) 

4. Front crotch region 4.0 (1.0) 4.7 (0.6) 3.7 (1.5) 3.7 (1.2) 4.3 (0.6) 

5. Back hip region 4.0 (1.0) 4.0 (1.0) 4.3 (0.6) 3.7 (1.2) 3.7 (0.6) 

6. Parts overall 3.3 (1.5) 4.3 (0.6) 4.3 (1.2) 3.0 (1.0) 4.0 (0.0) 

Mean 4.0 4.5 4.4 3.9 4.0

Table 8. Subjective evaluation of ease of movement during sitting on the chair

Regional evaluation for

easy movement

Pattern A Pattern B Pattern C Pattern D Pattern E

Mean (SD)

1. Waist region 3.3 (1.5) 4.0 (1.7) 3.7 (1.5) 3.7 (1.5) 3.3 (0.6) 

2. Hip region 3.3 (0.6) 4.3 (0.6) 4.0 (0.0) 3.7 (1.2) 3.7 (0.6) 

3. Crotch region 3.0 (0.0) 4.7 (0.6) 3.7 (0.6) 3.7 (0.6) 4.3 (0.6) 

4. Front crotch region 2.3 (0.6) 4.3 (0.6) 2.7 (0.6) 3.0 (0.0) 4.0 (1.0)

5. Back hip region 2.7 (0.6) 4.0 (1.0) 3.7 (0.6) 3.0 (1.7) 3.7 (0.6) 

6. Parts overall 2.7 (0.6) 4.0 (1.0) 3.0 (0.0) 2.7 (1.5) 3.3 (0.6) 

Mean 2.9 4.2 3.5 3.3 3.9

Table 9. Subjective evaluation of ease of movement during squatting

Regional evaluation for

easy movement

Pattern A Pattern B Pattern C Pattern D Pattern E

Mean (SD)

1. Waist region 4.3 (0.6) 4.3 (0.6) 4.3 (0.6) 3.7 (0.6) 3.7 (0.6) 

2. Hip region 3.3 (0.6) 3.7 (1.2) 3.3 (0.6) 3.7 (0.6) 4.0 (1.0) 

3. Crotch region 3.3 (1.2) 3.7 (1.2) 3.7 (0.6) 2.7 (0.6) 3.7 (0.6) 

4. Front crotch region 3.0 (1.0) 4.3 (0.6) 2.3 (1.5) 3.0 (0.0) 4.0 (1.0) 

5. Back hip region 2.7 (0.6) 3.7 (1.2) 3.7 (0.6) 3.3 (0.6) 4.3 (0.6) 

6. Parts overall 2.7 (1.2) 4.3 (0.6) 3.0 (1.0) 2.3 (1.5) 3.7 (1.2) 

Mean 3.2 4.0 3.4 3.1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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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B 패턴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 중에서 허

리 부위, 밑위 부위, 앞 샅 부위, 그리고 ‘전체적으로 편

안한가’ 4항목을 1순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Table 9).

동작기능성 관능검사 평가결과는 <Table 10>과 같

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B>E=C>D>A 패턴의 순으로

B 패턴은 동작기능성이 가장 좋게 평가되었다. B 패턴

은 앞 샅 부위에서 가장 커브가 심한편이었고 뒷판에

서는 평면 패턴보다는 작았으나 커브가 급한 편에 속

하였다. 두 번째로 좋은 동작기능성 평가를 받은 패턴

은 E 패턴이었다. E 패턴은 뒷판에서 샅 부위가 특히

길고, 앞판에서도 긴 편이라 동작 기능성이 유리하였

으나, 평균 길이의 문제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5개 패턴의 중합도

외관과 동작기능성 평가결과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패턴은 B 패턴이다. <Fig. 12>에서는 B 패턴을 중심으

로 세로 방향으로 먼저 조합한 A와 C를 비교하였고 가

로 방향으로 조합한 D와 2차원적 요소를 가장 많이 도

입한 E를 B와 비교하였다. A, B 패턴은 앞·뒤판이 거

의 같았고 C 패턴은 다소 달랐다. 이것은 C 패턴이 다

트가 없기 때문이다. 우측에서 보면 샅 부위에 2차원

패턴 방법을 3차원 전개도와 접목한 E 패턴이 세로 방

향으로 조합한 B나 가로 방향으로 조합한 D와 가장 달

랐다. 특히, 밑위선부터 무릎선까지는 E 패턴은 제일

넓었다. 앞중심선 샅 부위 커브는 B 패턴의 제일 심한

편이었고 뒤판은 E 패턴의 커브가 제일 심하였다. E 패

턴은 앞판에서는 중심선 각도가 가장 컸고, 뒤판에서는

가장 작았다.

Table 10. Subjective evaluation for ease of movement for a 3D pattern

Pattern

Types of movement
Pattern A Pattern B Pattern C Pattern D Pattern E

Walking 3.3 4.6 4.0 3.8 3.7

Stepping up and down 3.4 4.4 4.0 4.0 4.1

Bending and stretching of waist 4.0 4.5 4.4 3.9 4.0

Sitting on the chair 2.9 4.2 3.5 3.3 3.9

Squatting 3.2 4.0 3.4 3.1 3.9

Mean 3.4 4.3 3.9 3.6 3.9

Fig. 12. 3D pattern comparison of five experimental

pants.

Fig. 13. Appearance of five pants worn in the Size

Korea 2004 standard figure.

– 453 –



84 한국의류학회지 Vol. 36 No. 4, 2012

6. 5가지 바지의 표준 인대 착의모습

완성된 5개 바지를 Size Korea 2004 자료에 근거하

여 피앤바디에서 제작한 20대 여성 표준 인대에 착의

시킨 모습은 <Fig. 13>과 같다. 인대 착의모습을 살펴

보면 3차원 방법을 사용한 5개 바지의 외관은 비슷하

게 나타났다. 패턴 B가 대상 인체가 착의했을 때는 월

등하게 우수한 것에 비해 표준 인대에서는 오프셋을

이용한 3차원 바지 네 개의 외관은 유사하였다. 다만,

E 패턴은 앞에 여유량이 더 많았고 바지통도 더 넓어

블록 조합 시 2차원적 요소를 가미하지 않은 A-D가 더

외관이 우수한 경향을 보였다. 

IV. 결 론

20대 초반 여성의 3차원 인체 형상 데이터를 이용하

여 하반신 체표면을 기능상 피트 존, 액션 존, 디자인

존으로 분할한 후 RapidForm 2004의 오프셋 기능을

활용하여 바지 패턴에 필요한 여유량을 갖도록 각 부

위를 확대한 새로운 체표면을 만들고, 확대된 체표면

을 분할하여 2차원으로 평면화시켜 재조합하는 방법

중 어떠한 방법이 여유량 있는 바지 패턴 설계 방법으

로 적절한 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다.

1. 20대 초반 여성의 바지 패턴을 설계할 때 피트 존,

액션 존 부위별로 각 부위별 필요 여유량 만큼 3차원

인체 형상 데이터 자체를 오프셋한 후 2C-AN을 이용

하여 밀착 패턴을 제작하면 여유량이 입체적으로 고루

분산되어 또 하나의 정장 바지 패턴법으로 적합함이

확인되었다.

2. 3차원 인체 형상을 오프셋한 후 전개한 레플리카

조각을 조합하는 방법 중 세로로 먼저 조합한 중간 블

록을 엉덩이둘레선과 앞뒤 주름선을 중심으로 조합하

면서 생기는 벌어짐량과 겹침량을 앞뒤 모두 반씩 분

산한 A 패턴은 전체적인 외관이 가장 우수했고, 앞판

은 스트레스를 분산하고 뒤판은 벌어진 여유량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B 패턴)도 매우 우수한 외관을 나타내

었다. 전반적으로는 자연스럽게 겹치고 벌어지게 꼭짓

점을 맞추면서, 레플리카 조각을 배치한 후 심하게 겹

침과 벌어지는 부분이 있을 경우 동작기능성을 고려하

여 약간의 조정을 하면 어떤 조합 방법이나 2C-AN으

로 우수한 바지를 설계할 수 있었다. 

3. 동작기능성 평가결과 먼저 소단위 레플리카를 세

로 조합한 후 꼭지점끼리 조합 할 때 뒷면에서 자연스

럽게 벌어지는 오차를 제거하지 않는 방법인 B와 C가

우수하였다. 그 중 엉덩이둘레선을 수평기준으로 하면

서 주름선과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조합한 B가 다트를

없애면서 조합한 C보다 동작기능성이 더 좋았다.

4. 종합하면 외관이나 동작기능성 모두 좋은 패턴은

B 패턴이었다. 즉, 세로 조합한 중간 블록을 재조합하

면 앞면에서 조각이 많이 겹치고 뒷면은 벌어지는데

동작 시 앞면은 일반적으로 수축하므로 겹치는 양의

반만큼만 이동 분산시키고, 뒷면에서 벌어지는 양은

그대로 두었을 때 외관과 동작기능성이 모두 우수하였

다. 2차원적 요소를 가미하여 밑위선을 수평으로 맞추

면서 샅냄폭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E 패턴) 평가가

떨어졌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20대 여성 평균 체형에 속하

는 피험자 1인를 대상으로 3차원적 패턴 제작 방법론

개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후속연구에서는 현 연구를

토대로 여러 체형에 따른 피험자도 같은 방법이 유효

한 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신

축성이 없는 소재로 바지를 제작하였는데 신축성이 있

는 소재 등 다양한 소재를 포함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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