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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velops pant patterns using body shape, measurement and shell mesh data to decide optimal

women's pants according to styles with excellent size, fit and shape for different individuals and silhouettes.

Standard landmarks, lines, triangles and structures were set on a 3D scanned lower body shell to represent

women in their twenties and flattened as a 2D pattern. Patterns were created and analyzed according to cu-

lotte, formal, slacks and tight type considering crotch shape, location of the crotch point, and adjusting waist

darts. Flattened patterns were rotated to compare existing methods. The crease lines were then set through

the hip protrusion point and compared. The main factor of the pant pattern were extracted, total rise, crotch

depth, crotch width, angle of center line, shape of the center line curve, the thigh width, the amount of waist

dart, and crease line position. With going tight style from the culotte, the fits are closer to the figure with

minimized thigh circumference, the dart amount decreases, the crotch depth increases, the crotch extensions

were shorter, and the angle of the center back increased. The total rise is U shape for culotte and is closer

to V shape as the silhouette tightens. T-test of appearance evaluation of the developed pant pattern were con-

ducted after analyzing measurements and shapes of each styles. The results of the developed patterns were

superior to existing patterns in accordance to hip line between body and pants as well as appearance eva-

luation. We found systematic mechanisms among pattern factors that create various pant silhouettes. Evid-

ence on classification of the silhouettes of traditional types of pants were explained objectively through the

process of playing out 3D forms.

Key words: 3D scan data, Flattening, Pants pattern, Mass customization, Pants style; 3차원 스캔 데이터,

전개 패턴, 팬츠 패턴, 대량 맞춤, 팬츠 스타일

I. 서 론

소비자의 요구 증대와 발전된 기술 환경 하에서 현재

의류시장에서는 대량 맞춤(mass customization)과 개별

맞춤(made-to-measure garments)이라는 새로운 생산방식

– 97 –

†
Corresponding author

 E-mail: yunja@snu.ac.kr

본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BK21플러스 의류패션

전문 창조인재양성팀(22B20130000043)의 지원으로 수

행된 연구임.

ⓒ 2016,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All rights reserved.

EISSN 2234-0793
PISSN 1225-115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40, No. 1 (2016) p.97~113

http://dx.doi.org/10.5850/JKSCT.2016.40.1.97

〔연구논문〕



98 한국의류학회지 Vol. 40 No. 1, 2016

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의류제조자들은 핏(fit)에

대한 소비자의 개별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제품의 공급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Fralix, 2001). 타겟의 체형에 맞

는 실루엣 형성과 팬츠 스타일에 대한 다양한 기호 반

영, 브랜드의 오리지널리티 유지 등을 위해 체계적인 스

타일별 패턴 모듈 기반이 요구되고 있다. 진 브랜드 ‘리

(Lee)’는 핏에 대한 소비자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는 Fit-

finder(2014)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글로벌 의류

기업에서는 기획과 생산관리 통합 캐드 시스템을 위해

서 분류된 스타일별 패턴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

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기성복에서

대부분의 의복 패턴이 표준 인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어 개개인의 부위별 치수 비율과 체형에 적합한

맞음새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각적인 핏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

구개발이 필요하다.

고객 지향적 의복을 신속 정확히 기획, 생산하기 위해

서는 인체 스캔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유

리하다.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를 활용하면 특이 체형

의 치수와 형태정보의 획득이 용이하고, 크기, 형태, 자

세 등의 종합적인 정보를 설계 과정에 적용함으로써 기

존의 맞춤복 이상의 맞음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어패

럴 CAD, CAM 회사들의 3차원-2차원 자동 패턴에 관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미 상용화 단계

에 있다(AccuMark, 2015; 3D Suite, 2014). 3차원 인체

형상 자료는 패턴 분석 및 제작(Jeong & Hong, 2006;

Kang & Kim, 2000; Kim & Park, 2007; Lee & Hong,

2005; Yoon et al., 2007), 착의 시뮬레이션 등에 응용되

면서 의복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디지털

화, 자동화에 기여하고 있다.

팬츠의 제도는 몇몇 높이치수를 기본으로 하여 대표

치수인 엉덩이둘레를 기준으로 부위별 치수가 결정되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Armstrong, 2005). 그러므로 개개

인의 사이즈, 체형, 기호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워 소비

자의 불만족 사례가 늘고 있다. 3차원 인체 측정치수를

활용한 맞춤형 의복 제작에 대한 이용의사를 조사한 연

구에서 응답자의 88.3%가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맞춤

복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하여 더 잘 맞는 의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말해준다(Park et al.,

2008). 또한 의복 제작자의 입장에서 하나로 대표되는

팬츠 기본 원형은 팬츠의 다양한 실루엣을 포괄하지 못

한다. 스타일에 따른 패턴으로의 변형 과정이 복잡하고,

팬츠 패턴의 각 부위별 치수 간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패턴의 제도와 수정

시 제작자 개인의 감각적인 판단이 크게 개입되어 객관

적이고 균일한 결과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팬츠 복종

에서는 색상, 소재, 디테일에 우선하는 핏의 결정이 매

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소비자 기호에 따라 혹은 무드

나 룩에 따라 요구되는 스타일이 있다. 포멀한 느낌의 큐

롯 팬츠와 캐주얼한 느낌의 진 팬츠는 다른 핏을 지니

고 있다(Yoon & Nam, 2009). 그러므로 의복 제작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명확한 스타일 규정과 판단을 위한 도

구로서의 스타일 정의와 분류 체계가 필요하며 이 분류

에 따른 스타일별로 표준화된 기본 패턴이 필요하다. 지

금까지의 팬츠의 종류는 주로 소재나 디테일, 길이에 따

라 분류하거나, 여유량과 디자인에 따라 피티드, 세미피

티드, 노말, 루즈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각 팬츠 패턴

과 스타일의 구조적인 연계성은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섬세한 감각을 수치화할 스타일별 팬츠

패턴 제도를 위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맞음새와 핏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피팅

과 수정을 반복하는 의복 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인 조건

이다.

컴퓨터를 활용한 3차원 직접 전개 패턴은 3차원 형상

을 2차원 평면 조각들로 평면화 한 후에 이 조각들을 일

정한 기준을 갖고 배열하여 패턴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서(Kim, 2002) 배치하는 조건과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

태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씨실과 날실로 엮이는 원

단의 특성상 식서가 중요한 의복의 경우 3차원의 의복

형상을 세로 올과 가로 올을 고려한 2차원 평면 패턴으

로 구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McCartney et al.,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3차원 하반신 인체 스캔 데이터를

직접 전개하여 사이즈, 핏, 형태가 우수한 스타일별 여

성 전개 팬츠 패턴을 개발하여 대량 맞춤 시대에 소비

자와 생산자, 디자이너에게 정확한 스타일을 규정, 구현

하는 데 필요한 개별 맞춤 팬츠 설계를 위한 새로운 방

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팬츠는 크게 엉덩이선을 기준으로 상단 부위의 허리

부분의 다트 처리에 따라 하단 부위인 밑위 부위와 다리

부위의 패턴 구조에 따라 실루엣이 달라지는 사실에 근

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로로는 엉덩이둘레선과 세로

로는 엉덩이돌출점을 지나는 접힘선을 기준으로 3차원

인체 형상 데이터를 스타일에 따른 팬츠 패턴으로 전개

하여 분류하고 각 스타일별 패턴의 특징을 분석하여 팬

츠 패턴 제도의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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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전개 패턴을 위한 연구대상은 Size Korea 2004(Korea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04)의 18

~24세 성인 여성 419명의 3차원 인체 형상 데이터 중에

서 추출된 여성 대표체형으로서 평균, 바른, 이상적 체형

을 고려하여 가상공간에서 모델링 작업을 거친 형상 자

료이다(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05). 대

표체형의 주요 측정치는 키 165cm, 허리둘레 65.34cm, 엉

덩이둘레 90.85cm로서 부위별 치수는 <Table 1>과 같다.

2. 3차원 형상 그리드 구조 설정과 평면 전개

<Fig. 1>−<Fig. 2>는 표면의 그리드 생성을 위한 3차

원 인체 형상의 기준 평면과 기준선을 보여준다. Rapid

Form 프로그램(INUS Technology, Inc, Korea) 상에서 구

현된 3차원 형상 데이터의 표면에, 팬츠의 패턴에서 필

요한 기준점, 기준선을 설정한 후, 삼각 그리드 구조를

생성하였다. 먼저, <Fig. 1>과 같이 팬츠의 구성선이 되

는 허리선과 그와 평행한 주요 둘레선<Fig. 1(a)>, 정중

면에 의한 앞뒤중심선<Fig. 1(b)>, 양옆허리점과 발목

뼈를 잇는 옆선과 안솔기선<Fig. 1(c)>, 팬츠의 접힘선

<Fig. 1(d)>을 설정하고 <Fig. 2>와 같이 주요 둘레를 포

함한 세밀한 간격의 수평둘레선을 설정하였다.

표면 절개를 위해 <Fig. 2(a)>와 같이 주요 둘레를 포

함한 가로기준선을 설정하고, <Fig. 2(b)>와 같이 앞중

심선, 뒤중심선, 옆선, 접힘선과 같은 세로기준선을 설

정하였다. <Fig. 1(c)>에서 설정된 평면에 의해 잘리면

옆선과 안솔기선이 동시에 생성되지만 일반적인 팬츠

의 십자선 위치를 고려하여 안솔기선은 <Fig. 2(c)>와 같

이 십자점이 앞쪽으로 이동된 사선으로 설정하였다.

Kim(2002)은 통합적 삼차원 의복 캐드 시스템을 개발

하는 연구에서 3차원 요소를 한 변을 기준으로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만족시키는 점을 찾는 방법으로 평면 패

턴화하였다. 이와 같이 평면 패턴으로의 전개를 위하여

3차원의 삼각 메쉬 형상을 AutoCad 2005(AutoDESK,

Inc)를 사용하여 <Fig. 3>과 같이 각각 세 변의 길이를 만

족시키는 평면의 삼각형으로 평면화하였다. 그 결과 <Fig.

4>와 같이 인체 형상의 3차원 표면은 표면에 설정된 메

쉬 그리드 구조에 따라 기하학적인 2차원의 셀인 패턴

의 평면 요소들로 변형되었다.

3. 전개 팬츠 패턴의 적합성 평가

네 가지 스타일에 따른 전개 팬츠 패턴의 적합성 평

가를 위하여 비교 원형과 착용 외관을 사진으로 비교하

고 관능평가 후 통계 분석하였다. 관능검사 설문 참여자

는 의류학을 전공한 석사 이상의 남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하였다. 비교 원형은 네 가지 스타일에 대한 팬츠

패턴을 각각 제시하고 있는 Armstrong(2005)의 스타일

별 팬츠 패턴 제도법을 사용하였으며 주요 치수를 통제

하여 제도하였다.

Table 1. Measurements of the representative type in their 20's                            (Unit: cm, 
o

)

Item Measurement Item Measurement

Circumference

Waist cir. 65.34
Width

Waist width 024.15

Front waist arc/2 15.90 Hip width 033.06

Back waist arc/2 16.77

Depth

Waist depth 016.68

Waist cir. 

(Omphalion)
72.84 Hip depth 021.36

Hip cir. 90.85

Height

Waist height 101.76

Front hip arc/2 22.17
Waist height 

(Omphalion)
095.78

Back hip arc/2 23.25 Hip height 079.35

Thigh cir. 52.68 Crotch height 072.69

Knee cir. 34.26 Length Total rise 071.66

Ankle cir. 18.30 Angle C.B. angle 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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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andard shells of 3D body shape for grid creation.

Fig. 2. Standard lines of 3D body shape for grid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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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strong(2005)의 스타일별 팬츠 패턴은 넙다리와

엉덩이 부위의 맞음새에 따라 뒤중심선 각도와 팬츠 통

이 달라지는 네 가지 팬츠 패턴으로서 본 연구에서의

스타일에 따른 방법과 가장 유사하게 분류하고 있다.

또한 허리와 엉덩이 호길이, 엉덩이길이의 반영 등 최

대한의 인체 치수 정보를 활용하여 개별 원형 패턴에

접근하고 있어 비교 패턴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능평가는 RP(Rapid Prototype)에 착용시킨 연구용

스타일에 따른 3차원 전개 팬츠 패턴, 비교 패턴인 스

타일에 따른 제도 팬츠 패턴의 앞면, 옆면, 뒷면의 사

진을 제시하고, 기준선의 일치 여부, 샅부위의 여유량

과 맞음새에 관한 질문의 답을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SPSS 12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

초통계량과 분산분석 및 t-test를 실시하여 실험 패턴의

우수성을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스타일별 팬츠 패턴 전개

평면화된 삼각 셀들은 엉덩이둘레선을 기준으로 전체

실루엣에 영향을 주는 상단과 하단의 조건을 달리하여

두 가지로 전개한 후 조합하였다. 팬츠의 실루엣은 앞판

보다 뒤판 패턴에 의해 크게 결정되므로 뒤판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1) 샅점의 위치에 따른 팬츠 패턴 전개

첫 번째로, 엉덩이둘레선을 기준으로 하단 부위는 샅

점의 위치에 따라 네 가지 실루엣을 가진 단계적인 스

타일별 팬츠 패턴으로 평면화된 삼각 셀들을 배치하면

서 전개하였다. 불필요한 겹침이나 벌어짐은 최소화하

Fig. 3. Flattening 3D mesh.

Fig. 4. Flattening steps to change the shapes from 3D to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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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에 따라 샅점과 연계되면서 변화하는 스타일별

전개 팬츠 패턴의 형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Fig. 5(a)>와 같이 입체인 하반신의 체간 부위는 평면

화하기 어려운 형태이며 <Fig. 5(b)>와 같이 중심선 부

위와 넙다리통 부위 중에서 한쪽을 평면화하는데 따라

다른 방법으로 평면 상태에 놓일 수 있다. 즉 밑위 수준

을 평평하게 놓으면 중심선 부위가 들뜨게 되고 중심선

부위를 평평하게 놓으면 밑위 부위가 들뜨게 된다. 이처

럼 샅점을 놓는 위치에 따라 앞뒤중심선의 형태는 엉덩

이둘레선 아래의 다리 부위의 패턴의 벌어짐 각도와 넙

다리 둘레가 상호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Fig. 5(c)①>과

같이 팬츠 패턴의 뒤중심선의 형태가 심한 곡선에서 <Fig.

5(c)②>와 같이 직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때 뒤중심선이 직선이 되는 극단적인 유형인 팬티형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팬츠를 4가지 스타일로 분류하였

다. 이 때 뒤중심선의 길이는 스타일과 관계없이 동일하

다.

1) 큐롯형: <Fig. 5(b)①>과 같이 엉덩이둘레선과 밑

위선, 넙다리둘레선이 평행하며 밑위선상

에 샅점이 위치함. 넙다리둘레가 최대화됨.

2) 타이트형: <Fig. 5(b)②>와 같이 앞뒤중심선상에서

메쉬의 겹침이 없이 평면화되도록 앞뒤

중심선이 직선화되면서 최대한 밑위선

아래로 샅점이 위치함. 넙다리둘레가 최

소화됨.

3) 정장형: 1)과 2)의 샅점 간 수직거리의 위로부터 약

1/3 아래를 지나는 수평선 위에 샅점 설정.

4) 기본형: 1)과 2)의 샅점 간 수직거리의 위로부터 약

2/3 아래를 지나는 수평선 위에 샅점 설정.

2) 허리 다트 분량의 배분에 따른 팬츠 패턴 전개

두 번째로, <Table 2>과 같이 팬츠는 엉덩이둘레선을

기준으로 상단부는 패턴의 허리선에 배분한 허리 다트

분량의 크기에 따라 패턴의 옆선과 뒤중심선의 기울기

가 달라지므로 다트의 크기를 3단계로 나누어 <Table

2(a)>는 H형 허리 다트 분량이 가장 많은 형태, <Table

2(b)>는 N형 허리 다트 분량이 중간 형태, <Table 2(c)>

는 A형 허리 다트 분량이 가장 적은 형태로 전개하였다.

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인 다트 분량은 <Table

2(a)>과 같이 중심선과 옆선이 수직에 가까운 H형의 경

우 6cm로 가장 많이 필요하고 <Table 2(c)>와 같이 허리

부위가 남거나 겹침이 없이 A형으로 모아지는 경우 패

턴 내부의 다트 분량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다트 분량

인 6cm는 옆선과 중심선이 사선이 되면서 솔기에서 처

리된다. N형은 <Table 2(b)>와 같은 그 중간 형태로 볼

수 있다. 허리 다트 분량의 배분에 따라 뒤중심선과 옆

선의 각도뿐만 아니라 허리선과 엉덩이둘레선의 곡률

이 달라지게 된다.

3) 밑위선이 수평이 되도록 회전

<Table 3(a)>은 팬츠 패턴 상단 부위를 허리 다트 분량

이 중간 형태인 N형으로 통제한 후 엉덩이둘레선을 수

평으로 고정하고 샅점을 각각 다르게 전개시킨 결과이

다.

<Table 3(b)>는 <Table 3(a)> 패턴을 회전시킨 결과이

다. 일반적인 팬츠의 제도에서는 밑위선을 수평으로 고

정하고 그 상단부와 하단부를 따로 제도하기 때문에 동

일한 조건의 비교를 위해 전개 후 샅점 위치에 따라 사

선이 된 밑위선을 수평인 새로운 밑위선이 되도록 시계

Fig. 5. Creating pants patterns according to the crotch point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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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회전시켰다. <Table 3(b)>의 큐롯형은 샅점이

밑위기준선에 위치하므로 회전시킬 필요가 없다. 정장형

은 샅점의 위치가 시계방향으로 1.5cm, 기본형은 4cm,

타이트형은 6.5cm만큼 시계방향으로 회전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제도에서와 같이 엉덩이둘레선이

사선으로 바뀌는 결과가 된다. 뒤중심선의 형태는 큐롯

형에서 가장 수직에 가깝고 타이트형에서 가장 사선화

되어 있으며 허리둘레선의 기울기도 스타일별로 달라지

Table 2. Trunk pattern types according to the style                                         (Unit: cm, 
o

)

(a) H type (b) N type (c) A type

Trunk pattern type

above the hip girth line

Back waist dart size

inside pattern
Maximum (6cm) Middle (3cm) Minimum (0cm)

Back waist dart size

outside pattern
Minimum (0cm) Middle (3cm) Maximum (6cm)

Table 3. Patterns of each style according to N type back crotch silhouette

Culotte type Formal type Basic type Tight type

Pattern of

each style

according to

back crotch

silhouette (a)

Pattern rotated

to create

a level

crotch line (b)

– 103 –



104 한국의류학회지 Vol. 40 No. 1, 2016

게 된다.

4) 밑단너비와 팬츠 접힘선의 설정

팬츠 밑단의 너비는 디자인의 영역에 속한다. 일반적

인 팬츠의 제도에서는 밑단의 통을 정한 후에 접힘선이

무릎과 밑단에서 팬츠 부리너비의 1/2 위치에 오도록 제

도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엉덩이돌출점에서

수직인 접힘선을 기준으로 팬츠 통의 자연스러운 위치

를 설정하고 기존의 팬츠에서 설정하는 새로운 접힘선

을 추가하여 비교하였다. 전개된 앞뒤판 밑위폭 비율과

접힘선 좌우의 비율에 맞게 밑단 위치를 설정하였다. 밑

단너비는 앞뒤판 팬츠 패턴의 밑위 부위의 너비에 대해

각각 큐롯형은 90%, 정장형은 80%, 기본형은 70%, 타이

트형은 60%로 설정하였다. 이는 체형과 팬츠 실루엣이

밑위의 최대폭보다는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특성을 감

안하여 최대 90%로 설정하였고 최소치는 발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치수를 감안한 최소치를 적용하여 50%로 설

정하였다. <Fig. 6>과 같이 엉덩이돌출점을 기준으로 수

직으로 내린 접힘선을 기준으로 한 좌우의 비율이 밑위

수준과 같아지도록 설정하였다.

<Fig. 7>은 팬츠 패턴 앞뒤판의 접힘선을 설정하는 방

법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팬츠 제도와 같이 밑단너비의

이등분 위치에 접힘선을 설정해보면 뒤판의 경우 엉덩

이돌출점에서 내린 수직선과 밑위너비의 이등분 위치에

서 내린 수직선과는 차이가 생기는데 다른 스타일보다

큐롯형의 차이가 가장 큰 3cm로 나타났다.

2. 팬츠 스타일 분류

엉덩이둘레선으로 기준으로 상단부 3가지 하단부 4가

지의 스타일을 조합하면 전체 12개의 스타일이 된다. 엉

덩이둘레선 상단 부위의 실루엣과 하단 부위의 조합은

H형이나 A형으로서 상하 일관된 조화를 위해 H-큐롯,

N-정장형, N-기본형, A-타이트형의 조합으로 분류하였

다. 이는 기존 제도법에서 제시하는 팬츠 패턴 분류, 패

턴 형태 경향과 일치한다(Armstrong, 2005).

<Table 4>는 엉덩이둘레선 기준으로 상단과 하단의 실

루엣을 조합하여 최종 분류된 스타일별 팬츠의 앞판과

Fig. 6. Setting pants bottom width and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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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판의 패턴을 밑위둘레선과 접힘선을 맞추어 중합한

그림이다.

팬츠 패턴의 주요 요인들은 샅점의 위치와 연계되면

서 변화한다. 큐롯형에서 타이트형으로 갈수록 넙다리

부위가 달라붙는 형태가 되며, 밑위수직길이는 증가하

며, 샅냄폭은 줄어들고, 뒤중심선의 각도는 증가한다.

샅점에서 앞뒤중심선으로 이어지는 밑위 부위는 팬츠 스

타일을 규정하는 주요 부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패

턴 전개와 고찰을 통해 팬츠 패턴의 주요 요인인 샅앞

뒤길이, 밑위길이, 밑위너비, 중심선의 각도, 중심선의

곡선형태, 넙다리너비, 허리 다트 분량, 접힘선의 위치,

허리선의 기울기 등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의 스타일별 팬츠 특징을 살펴보면 큐롯형

팬츠는 통이 넓고 안솔기가 수직에 가까워 다리를 모으

고 서있는 자세에서 맞음새가 좋은 실루엣을 가지며, 팬

츠 통이 H형의 실루엣을 보인다. 정장형 팬츠는 큐롯형

에 비해 통이 좁고 엉덩이 실루엣이 드러나는 외관이 특

징이며, 기본형 팬츠는 정장형에 비해 엉덩이 실루엣이

더 드러나며 통이 좁고, 뒤중심선을 수직 기준으로 보면

양쪽 팬츠 통이 A형으로 벌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타이

트형 팬츠는 엉덩이 부위가 밀착되며, 통이 좁고 안솔기

가 사선으로 길어져 활동적인 스타일로서 뒤중심선을

봉제하면 정면에서 보아 양쪽 팬츠 통이 가장 크게 A형

으로 벌어지는 실루엣이 되므로 다리를 벌린 자세에서

맞음새가 좋은 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Armstrong(2005)

은 측면 팬츠 통의 형태는 ‘큐롯’은 배와 엉덩이에서 떨

어져 있고, ‘트라우저’는 배와 엉덩이에서 수직으로 팬

츠통이 떨어지며, ‘슬랙스’는 배와 엉덩이에서 둥글게

감싸고, ‘타이트’는 배와 엉덩이 윤곽에 밀착된다고 하

여 유사한 핏을 보여준다.

3. 스타일별 팬츠 패턴 비교

1) 스타일별 전개 팬츠 패턴의 치수 분석

팬츠 앞판의 패턴은 스타일에 따라 엉덩이둘레선 상

단 부위의 형태에 따른 다트 분량을 조절하고 팬츠 통의

균형을 맞추었다. 특히 팬츠의 실루엣은 뒷판의 구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뒷판 패턴의 주요 치수를 중심

Fig. 7. Setting crease lines for culotte type 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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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비교하였다. <Table 5>는 <Fig. 8>의 주요 부위에

대한 스타일별 패턴의 치수를 보여준다.

각 스타일별 패턴의 주요 요인의 치수를 살펴보면

뒤중심길이는 통제된 상태로 모든 스타일의 패턴에서

38.15cm로 스타일 간 차이가 없다. 모든 스타일의 패턴

에서 38.15cm로 동일하며, 뒤판샅너비는 각각 11.86cm,

11.75cm, 10.09cm, 10.80cm로 스타일별로 다르게 나타

났다. 큐롯형이 가장 크고 정장형, 기본형, 타이트형 순

으로 점차 작아진다. 그러므로 넙다리폭도 샅점과 연계

되어 있는 요소로서 35.74cm, 34.30cm, 33.06cm, 32.26cm

로 나타나 큐롯형이 가장 크고 정장형, 기본형, 타이트

순으로 점차 작아진다. 허리점과 샅점 수평거리인 밑위

너비는 타이트형이 가장 크고 큐롯형이 가장 작다. 즉 인

체 형태와는 별개로 팬츠의 스타일에 따라 밑위너비가

Table 4. Comprehensive drawing of front and back patterns according to the style (shaded shapes are front patterns)

Culotte type Formal type Basic type Tight type

H-Culotte N-Formal N-Basic A-Tight

Table 5. Major measurements of the back pant pattern according to style                 (Unit: cm, 
o

)

Pattern part measured Culotte type Formal type Basic type Tight type

① Hip depth 11.86 11.75 10.09 10.08

② Crotch width 11.48 13.76 13.81 17.40

③ Crotch depth 29.07 30.02 31.64 32.56

④ C.B. angle −1.00 05.00 09.00 18.00

⑤ Thigh width 35.74 35.30 33.06 32.26

⑥ Dart amount 6.03 03.00 03.00 00.00

⑦ Back rise 38.15 38.15 38.15 38.15

⑧ Crotch point to crease 21.46 21.11 19.94 19.36

⑨ Crease to side line 14.28 14.20 13.12 12.90

⑩ Knee width 32.40 28.00 24.60 22.30

⑪ Bottom width 32.40 28.00 23.00 19.32

⑫ Back waist diagonal line 60.30 60.10 61.70 62.50

⑬ Side waist diagonal line 61.40 61.60 61.90 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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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선행연구(Hi-

rasawa, 1987; Park & Lim, 1994)의 스커트 원형을 이용

한 슬랙스 원형의 파임폭 연구에서 밑위너비가 인체 엉

덩이두께의 80%가 인체에 가장 적합하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뒤샅점과 뒤허리점 간의 수직거리인 밑위깊이는 큐롯

형 29.07cm, 정장형 30.02cm, 기본형 31.64cm, 타이트형

32.56cm으로 큐롯형이 가장 작고, 타이트형이 가장 크다.

타이트형은 높은 허리를 갖게 되므로 앉고 서는 동작에

서 안정감을 갖게 된다.

뒤중심선의 각도는 각각 −1, 5, 9, 18
o

로 나타났다. 허

리 다트 분량은 큐롯형이 가장 많고 타이트형으로 갈수

록 줄어들며 남은 분량은 옆선과 뒤중심선으로 배분된

다. 밑위수준에서 뒤접힘선 좌우의 비율, 즉 뒤샅점에서

접힘선까지의 길이와 뒤접힘선에서 옆선까지의 길이를

보면 스타일별로 1:0.66의 비율이 유지된다.

타이트형으로 갈수록 앝뒤샅냄폭은 줄어들고 넙다리

폭은 작아지며, 뒤허리점은 높아지고 뒤중심선의 각도

가 커진다. 스타일별 옆허리점에서 무릎중점 사이의 거

리는 유사하여 팬츠의 스타일은 접힘선을 기준으로 샅

쪽의 형태에 따라 대각선의 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샅점의 위치에 따른 전개에 의하면 큐롯형에서 타

이트형으로 갈수록 뒤허리점이 높아지는 결과가 되어

뒤허리점에서 무릎점까지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나 허

리 다트 분량에 따른 전개에 의한 결과가 상쇄되어 정

장형의 길이가 더 짧게 나타났다. 정장 스타일의 팬츠는

뒤허리점에서 무릎점까지의 길이와 옆허리점에서 무

릎점까지의 길이와 같거나 작도록 제도하고(Lee & Nam,

2007) 캐주얼한 스타일의 팬츠는 정장형의 팬츠보다 뒤

허리점에서 무릎점까지의 길이를 상대적으로 길게 제

도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Haka Schnittkonstruk-

tionen Hossen [Haka Cut Construction pants], 2012).

2) 팬츠 스타일별 패턴 형태 분석

(1) 팬츠 스타일과 넙다리둘레

<Table 6>에서는 엉덩이둘레와 샅솔기 단면을 중합

Fig. 8. Main areas of the back pant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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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양극의 팬츠 패턴인 큐롯형과 타이트형의 앞뒤밑

위전체폭의 크기를 비교한 것이다. <Table 6(a)>에서 보

여주는 단면의 정보로서 스타일별 패턴의 넙다리폭을

추정할 수 있다. <Table 6(b)①>은 큐롯형 패턴, <Table

6(b)②>는 타이트형 패턴에 해당되는 앞뒤밑위전체폭으

로서 점선은 앞판, 실선은 뒤판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는 추가적인 여유량을 주지 않았으므로 <Table 6(c)①>

과 같이 큐롯형 패턴의 앞판밑위전체폭은 28.19cm, 뒤

판밑위전체폭은 36.16cm가 된다. 큐롯형에서 스커트와

같이 최대한의 둘레를 갖는 스타일을 제작하기 위해서

는 단면중합도에서 엉덩이둘레와 샅단면을 최대로 포함

하는 최대둘레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앞판밑위

전체폭은 30.87cm, 뒤판밑위전체폭은 37.80cm로 설정

되고, 넓어진 밑위폭은 앞뒤중심선 길이의 증가로 이어

진다. 타이트형<Table 6(c)②>와 같이 샅부위가 가장 밀

착되는 스타일은 앞판밑위전체폭은 25.90cm, 뒤판밑위

전체폭은 32.26cm으로서 타이트형 패턴의 앞뒤밑위전

체폭의 최소치 설정에 적용할 수 있다.

(2) 팬츠 스타일과 앞뒤중심선 형태

<Table 7>는 인체 형상에서의 앞뒤중심선이 스타일에

따른 팬츠 패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준다. 인체

형상<Table7(a)>와 단면<Table 7(b)>에서 볼 수 있는 앞

뒤중심선의 길이와 형태는 패턴<Table7(c)>와 같이 스

타일별 팬츠 패턴에서는 큐롯형이 가장 깊은 U자 형태

이고, 타이트형으로 갈수록 V자 형태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스타일에 따른 팬츠 패턴의 적합성 평가

연구 패턴과 비교 패턴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사진평

가에 의한 관능검사 결과는 <Table 8>−<Table 9>와 같

다. 각 문항의 응답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결과의

평균값의 점수가 클수록 기준선에 일치하거나 맞음새

가 좋고, 여유로운 것을 의미한다. <Table 8>에서 연구

용 팬츠는 스타일과 관계없이 허리둘레선과 엉덩이둘

레선의 인체 일치도가 높고 다트의 배분이 적당하여 당

Table 6. Length of front and back thigh circumference according to cross-section of the crotch plane (dotted lines

are front, filled line are back)

(a) Body shape (b) Cross-section of median plane (c) Pant pattern

① ①

②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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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주름이 덜 생겼다. 양쪽 팬츠 통의 방향은 큐롯에서

타이트형으로 갈수록 A형태로 벌어지며 측면의 넙다리

부위의 맞음새와 같은 스타일의 차이를 보여준다.

<Table 9>는 독립표본 t-검정에 의한 연구 패턴과 비교

패턴의 평균점수를 비교하여 유의도를 검정한 결과이

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연구 패턴이 우수한 점수를 얻어

연구 패턴이 기준선 일치도와 맞음새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본형과 타이트형에서는 전체적인 외관

에서 큰 점수차이를 보이고 있다. 스타일별로는 연구 비

교 패턴 모두에서 큐롯형이 타이트형에 비해 전체적인

외관점수가 좋은 경향이 있다. 이는 큐롯형과 같이 일자

로 떨어지는 팬츠가 활동성이 좋은 A자로 벌어지는 팬츠

에 비해 다리를 모으고 있는 인체에 착용 일치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스타일별 팬츠 전체항목 분석

결과 연구와 비교 패턴 간 평균차이가 기본형과 타이트

형이 큐롯형과 정장형에 비해 컸다. 타이트 팬츠 패턴 설

계에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큐롯형의 경우 뒤허리선의 일치 여부가 연구 패턴 평

균 4.8, 비교 패턴 평균 2.9로, 타이트형의 경우 앞허리

선 일치 여부가 연구 패턴 평균 4.9, 비교 패턴 평균 2.1

로 p<.001 수준에서 유의차를 보이는 항목으로 나타났

다. 이는 비교 패턴의 앞뒤중심선길이가 인체 치수보다

짧게 제도되어 착용 후에 허리선이 앞뒤중심선에서 아

래로 달려 내려오게 된 결과로 판단된다.

뒤엉덩이선 일치도 항목에서 네 스타일 모두에서 큰

차이로 연구 패턴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특히 기본형과

타이트형에서 연구 패턴 평균이 4.9, 비교 패턴 평균이

1.4로서 p<.05 수준에서 연구 패턴의 일치도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 원형은 인체의 엉덩이둘레선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착장 시 패턴과 인체의 엉덩이둘레

선이 자연스럽게 일치하게 되지만 비교 원형의 경우 스

타일마다 다른 뒤중심선의 각도에 따라 수평엉덩이보

조선 외에 추가로 새로운 정확한 엉덩이둘레선을 설정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넙다리 부위와 뒤샅 부위 여유분량은 연구와 비교 패

턴에서 큐롯에서 타이트형으로 갈수록 작아지도록 통

제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맞음새 부분에서는 앞판보다 뒤판의 상태가 연구와

비교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큐롯형의 뒤샅외관, 정장형의 앞샅과 뒤중심선 외관,

기본형은 앞샅외관, 타이트형은 뒤샅외관에서 p<.05 유

의수준에서 연구 패턴의 평균이 높았다.

또한 옆면 허리~엉덩이선 부위의 당김과 주름 항목에

서도 연구 패턴의 맞음새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평균치

가 큐롯형에서 연구 패턴 4.5와 비교 패턴 2.1, 정장형

에서 4.5와 2.0, 타이트형에서 3.9와 2.3으로 차이가 나

며 각 스타일별로 p<.01, p<.05, p<.01 유의하게 나타났

다. 이는 연구 패턴과 비교 패턴의 엉덩이둘레치수는 동

Table 7. Length of front and back center lines according to cross-section of median plane (dotted lines are front,

filled line are back)

(a) Body shape (b) Cross-section of median plane (c) Pant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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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Appearances of developed pant pattern compared to existing pant pattern

Developed pant pattern Existing pant pattern

Front Side Back Front Side Back

Culotte

Formal

Basic

Tight

Table 9. T-test of appearance evaluation of developed pants comparing to existing pants          (N=10)

 
Culotte Formal Basic Tight

Dev. Pt Exist. Pt Dev. Pt Exist. Pt Dev. Pt Exist. Pt Dev. Pt Exist. Pt

Evaluation factor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t t t t

Position of the front waistline

corresponding to the body

4.9 ( .32) 3.8 ( .63) 4.7 ( .67) 2.3 ( .82) 4.8 ( .63) 1.7 (1.06) 4.9 ( .32) 2.1 (1.52)

4.92 7.13 7.95 05.69***

Position of the front hipline

corresponding to the body

4.7 ( .67) 3.6 ( .70) 4.8 ( .63) 2.4 ( .52) 4.3 ( .95) 1.6 ( .70) 4.9 ( .32) 1.5 ( .71)

3.58 9.30 7.24 13.88***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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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ntinued

 
Culotte Formal Basic Tight

Dev. Pt Exist. Pt Dev. Pt Exist. Pt Dev. Pt Exist. Pt Dev. Pt Exist. Pt

Evaluation factor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t t t t

Position of the side waistline

corresponding to the body

4.8 ( .42) 4.1 ( .57) 4.5 ( .71) 2.6 ( .84) 4.7 ( .48) 1.7 (1.16) 4.8 ( .63) 2.8 (1.14)

03.13*** 05.46** 07.55*** 04.87***

Position of the side hipline

corresponding to the body

4.6 ( .84) 3.8 ( .63) 4.3 ( .95) 3.5 ( .85) 4.7 ( .48) 2.5 ( .71) 4.8 ( .42) 1.8 ( .63)

02.40*** 01.99** 08.12*** 12.48***

Ease amount on side thigh
4.6 ( .52) 4.6 ( .52) 4.1 ( .99) 3.6 ( .70) 4.0 (1.33) 3.1 ( 0.57) 1.7 (1.06) 1.6 ( .84)

00.00*** 01.30** 01.96*** 00.23***

Position of the sideline

corresponding to the body

4.8 ( .42) 1.5 ( .71) 4.6 ( .70) 3.9 (1.29) 4.2 ( .92) 2.9 ( .57) 4.6 ( .70) 4.3 (1.06)

12.68*** 01.51** 03.81*** 00.75***

Position of the back waistline

corresponding to the body

4.8 ( .42) 2.9 ( .99) 4.8 ( .63) 3.7 ( .67) 4.8 ( .63) 3.6 ( .70) 4.8 ( .63) 2.8 (1.40)

05.56*** 03.76** 04.02*** 04.12***

Position of the back hipline

corresponding to the body

4.0 ( .70) 1.9 (1.10) 4.7 ( .67) 1.5 ( .71) 4.9 ( .32) 1.4 ( .70) 4.9 ( .32) 1.4 ( .84)

06.55*** 10.35** 14.42*** 12.29***

Ease amount on

back crotch area

4.6 ( 0.70) 4.2 (1.14) 4.3 (1.06) 3.3 ( .93) 2.9 ( .57) 2.2 ( .79) 1.4 ( .70) 1.3 ( .67)

00.95*** 02.22** 02.28*** 00.33***

Wrong wrinkle generated at

the front high hip placement

4.6 ( .70) 2.4 ( .97) 4.7 ( .67) 3.2 (1.03) 4.8 ( .42) 3.0 ( .47) 4.7 ( .48) 3.4 ( .84)

05.83*** 03.84** 09.00*** 04.23***

Appearance of

front crotch area

4.7 ( .48) 3.8 ( .42) 4.4 ( .70) 3.2 ( .42) 4.3 ( .82) 2.3 ( .48) 4.5 ( .97) 3.3 ( .95)

04.44*** 04.65** 06.63*** 02.79***

Wrong wrinkle generated at

the front legs placement

4.6 ( .70) 4.3 ( .95) 4.6 ( .84) 3.8 ( .42) 4.5 ( .97) 2.9 ( .57) 4.5 ( .85) 2.4 ( .52)

00.80*** 02.68** 04.50*** 06.68***

Wrong wrinkle generated at

the side high hip placement

4.5 ( .85) 2.1 ( .31) 4.5 ( .71) 2.0 ( .47) 4.5 ( .97) 2.1 ( .57) 3.9 (1.29) 2.3 ( .48)

08.37*** 09.30** 06.74*** 03.68***

Appearance of hip line

by side

4.6 ( .52) 3.6 ( .70) 4.3 ( .82) 2.9 ( .57) 4.6 ( .70) 2.3 ( .67) 4.5 ( .71) 2.4 ( .52)

03.64*** 04.43** 07.48*** 07.58***

Is the wrong wrinkle generated

at the side legs placement?

4.8 ( .42) 4.3 ( .67) 4.7 ( .67) 3.9 ( .57) 4.5 ( .97) 3.0 ( .82) 4.4 (1.07) 2.1 ( .32)

01.99*** 02.87** 03.74*** 06.49***

Wrong wrinkle generated at

the back high hip placement

4.6 ( .70) 1.8 (1.03) 4.6 ( .70) 3.5 ( .85) 4.7.67) 2.0 ( .47) 4.5 ( .97) 2.3 ( .82)

07.10*** 03.16** 10.37*** 05.46***

Appearance of

back crotch area

4.8 ( .42) 1.5 ( .53) 4.3 ( .82) 2.9 ( .57) 4.4 ( .84) 3.3 ( .95) 3.9 (1.45) 1.3 ( .67)

15.46*** 04.43** 02.74*** 05.14***

Wrong wrinkle generated at

the back legs placement

4.5 ( .85) 3.1 ( .57) 4.3 (1.06) 3.7 ( .67) 4.0 (1.15) 3.2 (1.14) 2.4 ( .97) 1.5 ( .97)

04.33*** 01.51** 01.56*** 02.08***

Appearance of

back center line

4.8 ( .42) 1.5 ( .53) 4.4 (1.07) 3.8 ( .42) 4.5 ( .85) 3.2 ( .92) 4.2 (1.14) 2.6 ( .70)

15.46*** 01.64** 03.28*** 03.79***

Overall appearance
4.7 ( .48) 3.3 ( .82) 4.5 ( .71) 3.4 ( .70) 4.5 ( .71) 2.6 ( .70) 4.4 ( .84) 2.9 ( .32)

04.64*** 03.50** 06.04*** 05.27***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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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만 연구 패턴은 다트를 필요한 위치에 분산시켰

고 비교 패턴 팬츠는 허리 다트보다 옆선 부위에 더 많이

설정된 결과, 옆선 부위에서 엉덩이둘레가 남는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엉덩이둘레와 앞뒤중심선 길이가 통제

된 상태에서 엉덩이둘레선을 기준으로 상단과 하단의

실루엣을 다양화하여 네 가지 스타일별 전개 팬츠 패턴

을 개발하고 기존의 제도에 의한 팬츠와 비교하여 우수

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팬츠의 주요 요인을 파악하고 스

타일별 팬츠 실루엣과 구조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3차

원 스캔 데이터를 직접 전개하여 팬츠 패턴을 설계하는

과정은 스타일에 따른 패턴의 단계적인 실루엣 변화와

패턴 구조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세밀한 팬

츠 핏을 규정하거나 분석하고 표현하는데 객관적인 자

료가 될 수 있다. 기존의 평면 팬츠 기본 원형을 활용한

제도에서는 핏별로 적절한 부위별 치수 설정이 어려웠

으나, 본 연구의 3차원 직접 전개 팬츠 패턴은 인체와 패

턴 간의 명확한 대응 관계를 파악하면서 핏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들 간의 관계와 근거를 이해함으로써 체형과

스타일을 동시에 고려한 팬츠 패턴을 정확하게 제작, 응

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팬츠 스타일별 패턴 구조 경

향이 반영된 부위별 치수와 패턴 형태는 피팅 문제를 포

함하여 더 나아가 팬츠 맞춤 자동화의 과학적 접근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본 연구의 원리를 적용한 알고리즘을 가진 2차

원 패턴 제도법을 제시한다면 실루엣 형성의 객관적인

정보로서 창의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다트 갯수나

위치, 허리선의 수준, 팬츠 제도 순서 등 일반적인 팬츠

패턴 접근방식과의 차이가 있어 최종 스타일 패턴으로

의 활용에 있어서는 적절한 응용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팬츠 패턴의 엉덩이둘레와 샅앞뒤길이에 여

유량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스타일에 따른 패턴 응용

시에는 동작을 고려한 여유량과 실루엣에 조화로운 스

타일 여유량을 부가하는 단계가 필수적이다. 연구대상

을 20대 여성 대표체형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앞으로 다

양한 자세와 체형을 가진 대상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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