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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djustment of clothing pressure for compression wear is critical to the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satisfaction of the wearer; however, there are limited studies on the practical relationship among extensibi-

lity of materials, pattern reduction of compression wear and resultant clothing pressure. This study provides

consumers and designers with information on clothing pressure using a screening extensibility test sugges-

ted by Ziegert and Keil (1988) even for the final products. As the first step, ten commercial products were

collected and their size, extensibility and corresponding clothing pressure were analyzed. It was found that

clothing pressure around the waist level could be predicted well from the information of Ziegert and Keil's

(1988) % extensibility of the material (Z stretch %) and the actual application of Z stretch amount to the

pattern reduction rate (applied % of Z stretch), with an r
2
 of around 0.80, especially at the waist level. How-

ever, it was not simple for the case of clothing pressure around the back of the chest level due to the various

design variation and the complexity of the anatomical structure around the trapezius.

Key words: Compression wear, Extensibility, Clothing pressure, Ziegert stretch, Applied % of Z extensi-

bility; 컴프레션 웨어, 신장, 의복압, Ziegert 신장률, Z 신장률의 적용률

I. 서 론

컴프레션 제품의 착용효과는 인체에 적정한 수준으로

압력을 가할 때 기대할 수 있다. 적정 수준의 압력은 운동

효과를 높이고 혈류순환개선 등에 효과가 있어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Duff-

ield & Kalkhoven, 2016; Engel et al., 2016; MacRae et

al., 2011). 반면 지나치게 높은 압력은 혈류순환장애를 초

래하여 부종, 피로감 유발 등과 같이 인체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경우도 발생한다(Bochmann et al., 2005; Bo-

uman et al., 2016). 인체 생리에 적절한 의복압에 대한 연

구는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지만, 의복압은 가압 시간,

압박 면적, 자세, 인체 부위에 따라, 컴프레션 웨어 제품

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탄성 압박 밴드와

같이 작은 면적 압박 시 허용 한계는 위팔에서 20~30gf/

cm
2
(1.96~2.94kPa), 종아리에서는 24gf/cm

2
(2.35kP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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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었는데, 허리와 허벅지는 개인차가 컸다(Baek &

Choi, 2008). Lee et al.(2013)는 보다 넓은 면적의 웨이스

트 니퍼와 거들에서 주관적 감각으로 적절한 의복압을 평

가한 결과 거들은 약 2.1kPa, 웨이스트 니퍼는 약 1.5kPa

이 쾌적한 착용을 위한 허용 한계였으며 하체가 상체보

다 더 강한 압박이 가능함을 밝혔다. 가압 시간이 며칠씩

지속되는 경우는 위의 허용 압박 범위 내라도 생체에 부

담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 Takasu et al.

(2000)은 6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4일간 계속 허리-배-엉

덩이 부근에서 약 12.6~17.1mmHg(1.67~2.26kPa)의 압박

을 가하는 거들을 착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거

들 착용 시 소화기관에 부정적 영양을 미치는 것을 밝혔

다. 최근 심리스(Seamless) 편직으로 인체 부위별 차별 가

압을 하여 기능성과 착용감을 개선하는 방법도 연구되었

다(Sang & Park, 2013).

심리스 편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

지는 주로 경편성물을 이용하여 cut & sewn의 방법으로

소재의 신장률을 고려한 축소 패턴을 만들고 이를 봉제

로 완성하여 컴프레션 스포츠 티셔츠를 개발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흔히 스트레치 소재로 티셔츠 패턴을 제

작할 때 축소율을 대략 10% 정도(누드 패턴의 90% 크

기)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재의 신장 특성이 매우 다

양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방법으로는 업체에서

의복압을 원하는 바대로 조절하기가 어렵다. 소비자 측

에서도 컴프레션 티셔츠를 구매할 때 사이즈 스펙만을

보고 착용 시 본인이 원하는 의복압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렵다.

스트레치 소재로 패턴을 설계할 때 소재의 신장 특성

자료에 근거하여 목표하는 의복압을 부여하는 컴프레션

웨어를 설계하려 하여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스트레치

소재의 신장 특성 측정법과 의복 설계의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라 자료의 축적이 매우 미진하

다. 스트레치 소재의 신장 특성 평가는 샘플 사이즈, 하

중의 크기, 하중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디테일에 대한 국제적으로 동일한 방법을 쓰지 않기 때

문이다. Watkins(2011)는 스트레치 소재 자체의 신장 특

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알려진 ASTM D 4964-96이나

영국의 BS 4952, BS EN 14704-1 등이 서로 다르고, 여

기서 측정한 스트레치 소재 자체의 신장 특성을 측정

하는 방법은 의복 설계에 유용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Watkins(2011)는 5cm 폭, 20cm 길이로 절단하여 양끝을

터널로 봉제한 후 위 아래 터널에 봉을 끼우고 10cm 거

리가 되는 곳에 눈금을 표시한 후 웨일, 코스, 바이어스

방향으로 250g의 하중으로 신장률이 100%가 될 때까지

인스트론(Instron)으로 잡아당기면서 각 방향의 신장률을

측정하여 신장률의 프로파일을 제공함으로써 의복 설계

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 방법과 유사하나 샘플

크기나 신장 거리가 다른 방법으로 Ziegert and Keil(1988)

은 ASTM D2594를 응용하여 20×40cm의 편성물 양쪽에

터널을 만들고, 하중의 축 방향으로 20cm 거리를 표시한

뒤 500g의 하중으로 30분 동안 신장된 길이를 20cm 원

길이에 대한 Ziegert 신장률(%)로 측정하였다. 여기에서

그들은 다양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Ziegert 신장률(%)

의 50%를 사용하여 바디수트 패턴을 축소하였을 때 바

디수트의 피트성이 적합함을 증명하였다. 즉, 패턴 축소

율 자체는 소재마다 달라지지만 Ziegert and Keil(1988)의

신장률을 측정한 뒤 이의 50%를 적용하여 패턴을 축소

를 하면 바디수트의 경우에 맞음새가 좋았다.

Ziegert and Keil(1988)의 신장 특성 측정 방법은 인체

의 앞길이나 뒤길의 1/2 폭과 유사한 20cm에 대하여 실

생활에서 흔히 나타나는 500g의 하중으로 신장시켜 늘어

난 길이를 Ziegert 신장률(%)이라 한 것으로 실제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실제 Ziegert 신장률(%)

에 대하여 몇 %를 적용하여 패턴을 축소하는 것이 좋은

가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 방법에

따라 의복압도 적절함이 밝혀지고 있다(Hue & Chun,

1998; Jeong & Hong, 2015; Kim & Hong, 2016; Lee et

al., 2015; Sul & Suh, 2002). 구체적으로 스트레치 소재

에 대하여 Ziegert and Keil(1988)의 신장률을 측정하고

이를 의복 설계 시 접목하시킨 연구로 Jeong(2006)은 경

편성물을 이용한 바디슈트 제작 시, Ziegert 신장률(%)의

50~66%를 적용하여 패턴의 축소를 결정하는 것이 적합

하다고 하였다. 또한, 가로 방향의 축소율은 샅부위가 걸

리는 세로 방향보다 커도 됨을 밝혔다. Jeong and Hong

(2015)은 허리와 다리를 굴곡시킨 상태의 인체에서 채취

한 레플리카를 이용하여 사이클 팬츠를 개발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Ziegert 신장률(%)의 100%를 모두 적용하여 축

소하여도 이미 동작 시 신장된 인체 레플리카를 사용하

였기에 압박감에 무리가 없음을 관찰하였다. 한편, Kim

et al.(2012)에 의하면 작은 부분에 차별 가압을 할 경우

Ziegert 신장률(%)의 100%를 훨씬 상회한 값을 이용하여

축소하여도 무리가 없음을 밝혀 Ziegert 신장률의 적용률

(%)을 컴프레션 제품 설계 시 의복압을 조절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 많은 연구자들은 각기 다른 신장 특성

측정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KS K 0352의 방법이 이용되



한국의류학회지 Vol. 41 No. 6, 2017

– 1012 –

기도 하며(Park & Chun, 2013), KES-FB system 방법으

로 작은 힘이 가해질 때의 신장 특성을 측정하기도 한다

(Heo, 2004; Jung & Ryu, 2002; Lee et al., 2002). 이와 같

이 연구자마다 스트레치 소재의 신장률 측정법이 상이

하기 때문에 소재의 신장률과 패턴 축소율, 이에 따른

의복압에 대한 데이터의 축적이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Ziegert 신장률(%) 측정법과 이의

적용률(Applied % of Ziegert extensibility)이 소재에서 나

아가 제품 상태에서도 스크리닝 테스트로서 적합한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착용자의 원래 신체 사이즈와

컴프레션 티셔츠 제품의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서 해당

제품이 Ziegert 신장률(%)의 몇 %를 적용한 것인지를 계

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착용 시 의복압의 예측이 가능한

가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스트레치 소재의

신장률과 이의 적용률, 해당 컴프레션 티셔츠의 의복압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실험복 선정

실험복은 최근 국내외에서 생산되고 있는 컴프레션

웨어 남성용 상의 반팔 10종이고 사이즈가 100인 제품

이다. 각각의 실험복에 대한 섬유 조성률은 제품에 부착

된 레이블에 의해 정보를 획득하였고 제품의 두께는 두

께 측정기(Thickness gauge)로 측정하였다(Table 1).

2. 조사항목 및 측정법

1) 컴프레션 웨어 제품 치수

10종 컴프레션 웨어는 소매 형태가 셋인(Set-in sleeve)

또는 라글란(Raglan sleeve) 형태의 티셔츠였다. 이들 제

품상에서 패턴의 겨드랑 위치, 허리 위치, 엉덩이 위치

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기준선을 설

정하였다. 보통 컴프레션 웨어 상의의 경우 가로 방향은

축소하지만, 세로 길이는 등길이 치수가 인체 치수와 같

아야 된다고 가정하고 Size Korea(Korean Agency for Te-

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0)에서 제공하는 인

체 치수 측정법을 토대로 기준점을 설정하고 제품 치수

를 측정하였다(Table 2)(Fig. 1).

뒤목점(A) 설정은 <Fig. 1>의 Back과 같이 뒤목둘레

봉제선의 위치에서 2cm만큼 상방향으로 올라간 지점을

뒤목점으로 선정하였다. 뒤허리점(B)은 뒤목점부터 20대

남성 대표 치수 등길이(41.3cm)만큼 수직으로 내려온 지

점을 뒤허리점으로 선정하고 수평선을 그어 좌 ·우 옆허

리점(E)으로 선정하였다. 옆허리점에서 허리높이와 겨

드랑높이의 차이(23.8cm)만큼 수직으로 올라온 지점을

Table 1. Characteristic of 10 kinds of compression wear

Experimental garments Fiber contents (%) Thickness (mm)

Com. A Nylon 75 / Spandex 25 0.39

Com. B Nylon 75 / Spandex 25 0.39

Com. C Nylon 75 / Spandex 25 0.39

Com. D Nylon 75 / Spandex 25 0.34

Com. E Nylon 78 / Polyurethane 22 0.43

Com. F Polyester 84 / Polyurethane16 0.53

Com. G Polyester 82 / Polyurethane18 0.47

Com. H Nylon microfiber 76 / Spandex 24 0.48

Com. I Nylon microfiber 76 / Spandex 24 0.52

Com. J Polyester 79 / Polyurethane 21 0.34

Table 2. Characteristics of mean size of Korean men in their 20's                            (Unit: cm)

6th Size Korea Technical Report*

(2010)

List of measurement Difference

Waist back length Axilla (C) Anterior waist (D) Buttock protrusion (F) C-D D-F

41.3 128.9 105.1 86.8 23.8 18.3

*: KATS. (2010). http://siz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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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드랑이점(C)으로 선정하였다. 엉덩이돌출점은 옆허리

점부터 허리높이와 엉덩이높이 차이(18.3cm)만큼 수직

으로 내려온 지점으로 선정하여 각각의 기준점을 설정

하였다.

기준점을 중심으로 각각 컴프레션 제품의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

였다. 가슴둘레 측정은 전면 좌측 겨드랑이점부터 우측

겨드랑이점까지 수평으로 측정하였고 후면도 동일한 방

법으로 측정한 후 전면과 후면의 가슴둘레 치수를 합하

여 제품의 가슴둘레 치수로 적용하였다. 허리둘레 측정

은 전면 좌측 옆허리점부터 우측 옆허리점까지 수평으

로 측정하였고 후면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한 후 전면

과 후면의 허리둘레 치수를 더했다. 엉덩이둘레는 전면

옆허리점에서 18.3cm 내려온 위치에서 수평으로 둘레

를 측정하여 제품의 엉덩이둘레 치수로 사용하였다.

2) 제품의 Ziegert 신장률(%)과 축소 패턴을 위한 Z

신장률의 적용률(%)

대부분의 컴프레션 웨어는 기능성을 극대화시키기 위

해 부분적으로 PU 파워 밴드를 사용하거나 다른 소재를

매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소재를 사용한 영역 중에

서 가장 넓은 면적에 적용한 주소재를 대상으로 측정하

였다. 주소재 신장률 측정법은 <Fig. 2>와 같이 Ziegert

and Keil(1988)이 제안한 방법을 응용하였다. 주소재에

직접 20×20cm의 정사각형을 도식하고 이 길이의 상하

에 양변이 접히도록 봉제한 후 봉을 끼워서 500g를 추

를 매달아 30분 경과 후에 늘어난 소재의 길이를 측정하

였고 이를 Ziegert 신장률(%), 줄여서 Z 신장률이라고 명

명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웨일 방향과 코스 방향에서

측정하였다. 그런데, 컴프레션 웨어의 경우 둘레 방향(코

스)은 패턴을 축소해도 소재가 신장되면서 신체 커버가

가능하나 수직 방향인 웨일 방향을 축소하면 상의의 팔

과 허리에서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팔에서는 겨드랑이

부분은 옷이 낄 수 있고 허리 부분은 상하 방향으로 붙

잡아주는 부분이 없어서 동작 시 옷이 당겨져 올라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웨일 방향은 일반적으로 축소

하지 않으므로 웨일 방향에 대한 분석은 주목하지 않고

코스 방향에 대해서만 소재의 신장율과 패턴 축소율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코스 방향에서 엉덩이

둘레에 대한 분석은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상품에 따라

상의 길이가 엉덩이를 커버하지 않는 것이 있었기 때문

이다.

Fig. 1. Measurement position of compression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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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프레션 웨어용 축소 패턴을 설계하기 위해서 측정한

Z 신장률의 몇 %를 적용하는가를 ‘Z 신장률의 적용률(%)

(applied % of Z stretch)’라 명명하였다. 예를 들어, Z 신

장률이 20%이고 적용한 Z 신장률이 50%라면 500g의 추

를 달았을 때 늘어난 신장률(20%)의 50%를 사용하여 패

턴을 축소한다는 말이며 (0.2×0.5)×100=10%가 나오는데

이것은 패턴 축소율이 10%이며 0.9가 누드 패턴에 대한

축소 패턴의 비율이다.

3. 의복압 측정

본 연구의 피험자는 <Table 3>에서와 같이 Size Korea

(KATS, 2010)의 인체 20대 평균 사이즈에 근거하여 20대

남성 평균 사이즈에 근접한 (±1 S.D. 이내) 8인을 선정하

였다. 이는 국내외 실험복 사이즈가 100호에 해당하는 제

품으로서 표준체형용이었기 때문이다(Table 3). 의복압

측정 전 사전모임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 및 의복압 측정

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

여의사를 밝힌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의복압 측정은 10종 컴프레션 웨어를 착용하고 서있

는 자세에서 전면 가슴, 후면 승모근, 전면 허리, 후면 허

리에서 의복압을 측정하였다(Fig. 3). 의복압 센서는 공기

주입식 AMI3037-2(AMI Techno, Co, Ltd., Japan)을 사용

하였고, 각각의 측정 위치에서 1분간 측정하였다. 데이

터 분석은 측정값의 앞 ·뒤 10초 값은 노이즈로 처리한

후 40초에 대한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4. 주관적 압박감 평가

실험복 착용 후 주관적으로 느끼는 전면 가슴, 승모

근, 전 ·후면 허리 부위 압박감 및 전체적인 압박감을 평

가하였다. 피험자는 실험복을 무작위로 착용하고 ‘허리

좌 ·우로 굽히기’, ‘허리 앞으로 굽혔다가 뒤로 젖히기’,

‘양팔을 90° 외전 후 가슴으로 모으기’ 동작을 3회 반복

Fig. 2. Measurement of Z stretch (%) by Ziegert and Keil (1988).

Table 3. Characteristics of subjects for clothing pressure measurement                (Unit: cm)

 Stature Chest circumference Waist circumference Hip circumference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6th Size Korea Technical Report*

(2010)
173.57 (5.47) 95.13 (6.32) 80.01 (8.08) 94.15 (5.78)

Subjects 173.16 (1.73) 96.42 (2.58) 81.57 (1.76) 97.53 (1.37)

*: KATS. (2010). http://siz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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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압박감에 대한 문항은 ‘가슴 부위 압박감은

적정한가’, ‘허리 부위 압박감은 적정한가’, ‘전체적인 압

박감은 적정한가’에 대해 리커트 7점 척도(1-전혀 그렇

지 않다, 2-약간 그렇지 않다, 3-그렇지 않다, 4-보통이다,

5-그렇다, 6-약간 그렇다, 7-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하

였다. Kim(2016)은 컴프레션 웨어는 착용자가 컴프레션

웨어를 착용한 경험의 유무뿐만 아니라 착용용도와 목

적에 따라서도 선호하는 압력 수준이 달라지므로 본 연

구에서는 각각의 실험복에 대한 착용감에 대해서도 자

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컴프레션 웨어 제품 치수

10종 컴프레션 상의 제품<Fig. 4>에 대한 가슴둘레, 허

리둘레 및 엉덩이둘레 실측값(cm)을 측정하였고, 이 값

들이 20대 대표 인체 치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원래 누드

치수보다 몇 % 작은가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20대

남성 대표 가슴둘레 치수와 컴프레션 웨어 제품의 가슴

둘레 치수와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줄인 제품은 24.3% 줄

인 Com. D였다. 반면, 가장 적게 줄인 제품은 Com. J이

고 3.3%로 확인되었다. 허리둘레 치수는 Com. A 제품과

Com. B 제품이 동일하게 20.0% 줄였다. 그러나 Com. I

제품은 +6.3%로 20대 남성 평균 인체 치수보다 오히려

더 늘려 여유가 있는 제품으로 확인되었다. 엉덩이둘레

치수에서는 Com. E 제품이 가장 많이 25.7% 줄였고 Com.

I 제품이 6.6%로 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제품의 Ziegert 신장률(%)과 이의 적용률(%)

실험복은 웨일 방향보다 코스 방향으로 더 높은 Zie-

gert 신장률(%)을 보였다(Table 4). 특히, Com. E 제품은

웨일 방향 20.0%, 코스 방향 32.5%로 실험복 중에서 가

장 우수한 신장률을 나타냈고 Z 신장률의 적용률 62.5

~162.0%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웨일 방향에서

가장 낮은 Ziegert 신장률(%)을 보인 Com. D 제품은 웨

일 방향 7.0%, 코스 방향 27.5%로 측정 방향에 따라 차

이가 크게 발생하였다. 코스 방향에서는 Com. C 제품이

가장 낮은 Ziegert 신장률(%)을 나타냈고 가슴둘레, 허

리둘레, 엉덩이둘레에서의 Z 신장률의 적용률은 10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Com. A 제품의 경우 500g의 하중을 30분간

주면 코스 방향으로 원길이 20cm가 24cm가 되고 이에

따라 Com. A의 Ziegert 신장률(Z 신장률)(%)은 (4/20)×

100=20%이다. Com. A 제품의 실측 가슴둘레는 81cm이

므로 다음과 같은 <Eq. 1>에 의해서 Zapp=(0.8521)/0.20

=0.74였고 여기에 100을 곱하여 Applied % of Z stretch

를 구하면 74.0%가 된다.

95.1cm (1 – 0.20 × Zapp) = 81.0cm ...... Eq. 1.

Zapp: Ziegert 신장률의 적용률을 의미함(Applied %

of Z stretch)

Fig. 3. Measurement points of clothing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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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복압 측정

상기 피험자 8인이 컴프레션 웨어 상의 제품을 착용

하고 의복압 측정 결과는 <Table 5>과 같다. 의복압은 제

품과 측정 위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Com. A,

B, C 제품의 가슴 후면에서 1.67kPa, 1.82kPa, 2.07kPa로

측정치를 보였고 나머지 측정 위치에서는 0.25~0.68kPa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몸통 후면 상단 부위에 PU(Po-

lyurethane) 테이프로 웰딩 처리된 테이핑형 제품이기 때

문에 높은 측정치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들

을 제외한 제품들의 의복압 측정치는 0.12~0.86kPa 범위

로 쾌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Baek & Choi, 2008).

Fig. 4. Ten commercial compression wear used in the study.

Table 4. Applied % of Z stretch for reduced patterns of commercial compression wear

Experimental

garments

Z stretch

(%)

Compression wear size spec

(cm)

Applied % of Z stretch

(course direction)

Wale Course Chest C. Waist C. Hip C. Chest C. Waist C. Hip C.

6th Size Korea Technical 

Report*
 

(2010)
95.1 80.0 94.2

Com. A 15.0 20.0 81.0 64.0 71.0 074.0 100.0 123.2

Com. B 17.5 22.5 82.0 64.0 74.0 061.2 088.9 095.3

Com. C 12.5 17.5 74.0 65.0 72.0 126.8 107.1 134.7

Com. D 07.5 27.5 72.0 70.0 73.0 121.5 050.0 093.5

Com. E 20.0 32.5 81.0 69.0 70.0 162.0 062.5 112.6

Com. F 15.0 25.0 84.0 73.0 84.0 053.9 035.0 043.3

Com. G 12.5 22.5 89.0 78.0 84.0 028.5 011.1 048.1

Com. H 15.0 20.0 89.0 75.0 87.0 032.1 031.3 038.3

Com. I 12.5 22.5 87.0 85.0 88.0 037.9 027.8 029.3

Com. J 12.5 22.5 92.0 82.0 77.0 014.5 011.1 081.2

C.: Circumference

*: Representative mean size of Korean men in their 20s (KAT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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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관적 압박감 평가

실험복의 주관적 압박감 평가 결과는 <Table 6>과 같

다. Com. A, B, C 제품의 경우 견갑골이 위치한 승모근

영역에서는 리커트 척도 평균이 7점으로 압박감이 매우

컸다. 다른 위치에서의 압박감의 정도는 보통 이하였으

나 전반적인 압박감 항목에서는 평균 7점으로 매우 강한

압박감을 느꼈다. 이것은 인체 한 부위, 즉, 승모근 부위

에서 느낀 매우 강한 압박감이 전반적 압박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위에서 언급한 제품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은 압박감이 보통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

타났다.

Com. D 제품은 압박감의 정도가 가장 좋았는데 이처

럼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등 견갑 부위(Trapezius)에서

리커트 척도 점수가 Com. A, B, C 제품의 점수(7.00)보

다 작으면서도 보통(4.75)보다는 압박감이 있는 수준이

었고 고른 분포를 보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Table 5>

에서의 실제 의복압도 Com. E~J 제품보다 높으면서도

1.00kPa 미만이었다. 피험자들은 Com. A, B, C 제품들은

후면 테이핑 처리로 인해 등 근육을 지지해주는 효과는

Table 5. Clothing pressure of 10 kinds of the compression wear                            (Unit: kPa)

Experimental

garments

Measurement points

 Chest Waist

Anterior (P1) Trapezius (P2) Anterior (P3) Posterior (P4)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Com. A .36 ( .08) 1.67 ( .12) .68 ( .04) .47 ( .05)

Com. B .25 ( .03) 1.82 ( .15) .53 ( .03) .32 ( .02)

Com. C .33 ( .04) 2.07 ( .18) .60 ( .05) .48 ( .03)

Com. D .39 ( .04) 0.86 ( .07) .56 ( .03) .45 ( .11)

Com. E .29 ( .02) 0.52 ( .03) .48 ( .03) .24 ( .03)

Com. F .24 ( .01) 0.53 ( .04) .21 ( .02) .26 ( .03)

Com. G .07 ( .01) 0.51 ( .03) .12 ( .01) .13 ( .02)

Com. H .09 ( .00) 0.69 ( .04) .32 ( .03) .19 ( .02)

Com. I .15 ( .01) 0.41 ( .04) .23 ( .01) .28 ( .01)

Com. J .14 ( .01) 0.49 ( .05) .27 ( .03) .16 ( .02)

Table 6. Comparison of the subjective evaluation of clothing pressure among 10 kinds of compression t-shirts

Experimental

garments

Measurement area

Chest Waist Overall

Anterior Trapezius Anterior Posterior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Com. A 3.13 ( .60) 7.00 ( .00) 5.13 ( .60) 3.75 ( .66) 7.00 ( .00)

Com. B 2.38 ( .48) 7.00 ( .00) 4.38 ( .48) 3.38 ( .48) 7.00 ( .00)

Com. C 2.88 ( .60) 7.00 ( .00) 5.00 ( .71) 3.63 ( .48) 7.00 ( .00)

Com. D 3.13 ( .60) 4.75 ( .43) 3.38 ( .48) 2.50 ( .50) 4.50 ( .50)

Com. E 2.50 ( .50) 3.88 ( .60) 3.75 ( .43) 1.75 ( .43) 3.50 ( .50)

Com. F 2.38 ( .48) 3.75 ( .43) 2.25 ( .43) 2.50 ( .50) 3.38 ( .48)

Com. G 1.00 ( .00) 2.25 ( .43) 1.00 ( .00) 1.00 ( .00) 2.25 ( .43)

Com. H 1.00 ( .00) 3.75 ( .43) 1.75 ( .43) 1.00 ( .00) 2.75 ( .43)

Com. I 1.00 ( .00) 3.50 ( .50) 1.25 ( .43) 2.38 ( .48) 2.25 ( .43)

Com. J 1.00 ( .00) 3.75 ( .43) 2.00 ( .00) 1.00 ( .00) 2.38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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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하지만 의복을 착용하고 탈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고 하였다. 또한 테이핑 처리가 되어있는 부위는 운동 중

또는 운동 후 발생하는 땀이 배출이 안 되고 피부면에 그

대로 남아있어 불쾌감을 느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추

가적으로 피험자들은 Com. D 제품의 소재가 부드러워

피부에 전혀 자극이 없고 가장 좋다고 하였다. Com. E,

F 제품은 몸에 부드럽게 밀착되는 수준으로 유니폼 안

에 입는 베이스 레이어 용도로 적합하다고 하였다.

5. Z 신장률의 적용률(%)에 따른 의복압 예측

제품의 Z 신장률에 대한 적용률이 인체 부위별로 의

복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MS-Excel 2013 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허리둘레에서의 Z 신장률의 적용률(%)과 의복압

전면 허리둘레의 의복압 예측을 위한 회귀식은 다음

<Eq. 2>와 같다. 전면 허리둘레 경우 Z 신장률의 적용

률(%)이 높을수록 의복압도 높아졌으며 설명력 R
2
=.83

으로 Z 신장률의 적용률(%)만으로도 <Fig. 5>에서와 같

이 의복압을 선형적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 = 4.9332x + 141.11 ...... Eq. 2.

y: 허리 앞면의 의복압

x: Z 신장률의 적용률(%)

후면 허리들레의 의복압 예측 회귀식은 <Eq. 3>과 같

다. 후면 가슴둘레에서의 의복압도 Z 신장률의 적용률(%)

만으로 예측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설명력 R
2
=.78이였다.

y = 3.1966x + 130.24 ...... Eq. 3

y: 허리 뒷면의 의복압

x: Z 신장률의 적용률(%)

2) 가슴둘레에서의 Z 신장률의 적용률(%)과 의복압

10종 컴프레션 웨어 상의 제품의 가슴둘레에서의 Z 신

장률의 적용률(%)과 의복압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는

<Fig. 5>와 같고 그 예측식은 <Eq. 4>와 같다. Z 신장률

의 적용률(%)이 높을수록 의복압도 높아졌으며 설명력

R
2
=.73으로 Z 신장률의 적용률(%)만으로도 <Fig. 6>에

서와 같이 의복압을 선형적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 = 1.9679x + 90.769 ...... Eq. 4.

y: 가슴 앞면의 의복압

x: Z 신장률의 적용률(%)

반면, 견갑 부위 승모근 영역은 R
2
=.14로 낮은 설명력

Fig. 5. Relation between applied % of Z stretch and clothing pressure at waist (Left: Anterior, Right: Pos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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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 Z 신장률의 적용률(%)과 제품 사이즈만으로 의

복압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밴딩 등의 이종소재가 없는 앞면의 경우는 Z 신장률

의 적용률(%)만 계산하면 해당 의복압을 예측할 수 있

으나 후면의 경우에는 등 근육 지지 등과 같은 기능을 부

여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PU 소재를 적용하거나 다른 소

재 매칭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소재의 Z 신

장률의 적용률(%)만으로는 의복압 예측이 어려웠다.

6. 의복압과 주관적 압박감 상관관계

<Table 6>의 부위별 의복압과 <Table 7>의 부위별 압박

감에 대한 전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70(검정통계량

7.92, p<.05)의 비교적 높은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가슴 앞, 뒤(등 부위)와 허리 앞, 뒤로 나누어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슴 앞에서는 .97(검정통계량 15.80,

p<.05), 등 부위에서는 .95(검정통계량 12.03, p<.05), 허리

앞부분에서는 .74(검정통계량 4.11, p<.05), 허리 후면 부

분에서는 .81(검정통계량 5.34, p<.05)을 나타냈다. 이 결

과를 통해서 컴프레션 티셔츠 상태에서라도 간단히 신

장률을 측정하면 객관적 의복압을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슴 부위 전 ·후면의 주관적 압박감과의 상관성

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 허리

부분보다는 가슴 부위의 의복압과 주관적 압박감과의 상

관성이 높으므로 가슴 부위보다 허리 부분은 더 큰 압박

감을 견딜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치 소재로 제작되는 컴프레션 티

셔츠 제품에서도 Ziegert and Keil(1988)이 사용한 신장

률에 대한 적용률(%)을 계산하면 이것으로 의복압을 충

분히 예측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최근 국내

외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10종 컴프레션 웨어 상의(사이

즈 100) 제품의 각 부위별 제품 사이즈가 Size Korea (KA-

TS, 2010)에서 제공하는 20대 남성 대표 체형 치수로부

터 얼마나 축소되었는가를 측정한 뒤 이것은 Ziegert and

Keil(1988)이 제안한 신장률에 대하여 몇 %를 적용하고

축소한 것인가를 계산하였고 20대 남성 8인을 대상으로

의복압을 실측하였다. 주요 소재에 대한 Ziegert 신장률

(%)의 적용률과 의복압과의 관련성을 회귀식으로 분석

하고 주관적 의복압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론을 종합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컴프레션 웨어 티셔츠 완제품에서 주소재의 신

장 특성을 500g의 추로서 측정하고 제품의 실제 스펙과

인체 치수의 차를 측정하여 패턴 축소율에 사용한 Zieg-

ert 신장률(%)의 적용률을 구하면 허리에서의 의복압을

비교적 정확히 회귀식으로 예측 가능하였다(설명력 약

80%). 가슴 전면도 의복압 예측이 가능하였다(설명력 약

73%).

둘째, 소재 자체뿐 아니라 제품 상태에서도 Ziegert and

Keil(1988)이 사용한 스트레치 소재의 신장률(%)을 간단

히 측정하고 이를 얼마나 적용하여 축소 패턴을 제작하

Fig. 6. Relation between applied % of Z stretch and clothing pressure at front and back chest (Left: Anterior,

Right: Pos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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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가를 알고 이때의 의복압도 함께 DB화 하면, 앞으

로는 패턴 축소와 의복압, 주관적 압박감과의 관련성을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

나, 테이프 또는 다른 소재 매칭이 되어 있는 제품인 경

우, 등 뒤 견갑 부위에서는 가슴둘레 상의 Ziegert 신장

률(%)의 적용률로 의복압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웠다.

셋째, 허리 부분은 소재의 신장 특성에 기반한 축소 패

턴용 Ziegert 신장률(%)의 적용률로 의복압을 보다 정확

히 예측할 수 있었으나 주관적 압박감과의 상관성은 허

리보다는 가슴 부분이 오히려 높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제품에 대하여 주소재

뿐 아니라 부가적인 처리를 한 부분에서도 Ziegert 신장

률(%)과 적용률을 알면 의복압 예측이 가능한가를 알아

보는 것이 제품 개발자나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에 보다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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