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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vides a size specification and ease for the development of pants for working cloth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ccording to season. We collected and measured the size specification of 4 types of

Spring/Fall pants, 4 types of winter brushed bonding pants, and 4 types of winter padded pants. Subjective

comfort evaluation and analysis of ease sensation were performed for all products on 12 subjects. The aver-

age size specifications for the pants according to seasons were as follows. Spring/Fall pants had 74.0/80.0cm

waist size (relaxed/maximum stretched) and 104.0cm hip size. Winter brushed bonding pants had 76.0/83.4cm

for waist size and 106.0cm for hip size. Winter padded pants had 71.5/84.0cm for waist size and 112.8cm

for hip size. When designing a pattern by comparing product size specification and subject body size, the

recommended ease is 0.2/7.2cm for waist size (relaxed, maximum stretched) and 13.6cm for hip size for

Spring/Fall pants, and 0.2/6.2cm for waist size and 11.6cm for hip size of winter brushed bonding pants,

and −5.3/7.2cm for waist size and 19.4cm for the hip size of winter padded pants.

Key words: Work clothes, Mobility, Seasonal pants, Size specs, Ease; 작업복, 동작가동성, 계절별 바지,

사이즈 스펙, 여유량

I. 서 론

작업복은 작업자에게 가장 근접한 작업환경으로서, 심

리적인 측면과 물리적인 측면에서 모두 만족시킬 수 있

도록 기능성, 심미성, 상징성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어야

한다(Watanabe, 1978). 즉, 그들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

해서는 무엇보다 항상 착용하는 작업복에 다기능적 특

성 부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작업복은 기성

복 시장의 고기능성 의복의 발전과는 달리 제자리걸음

인 상태이다. 한편으로 다양한 작업자 중 건설업 근로자

들은 주로 야외에서 노동 강도가 높은 작업수행으로 인

해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애로 사항을 지니고 있다

(Lee & Lee, 2017). 따라서 옥외작업에 따른 환경적 요

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부

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작업복의 쾌적성이 매우 중

요하다. 이는 곧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뿐만 아니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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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의복에서 여유량은 핏(fit)과 사이즈에 의

해 결정된다. 그리고 여유량은 특정한 디자인을 구현하

기 위한 디자인 여유량(design ease)과 동작가동성, 쾌적

성, 실루엣을 고려한 착용 여유량(wearing ease)으로 나

눌 수 있다(Petrova & Ashdown, 2008). 현재 판매되고

있는 건설업 근로자용 작업복은 신축성이 거의 없는 제

한된 직물로 제작되고 있으며, 새로운 직물의 사용은 비

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손쉽게 개선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작업복의 개선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쉽

게 먼저 고려될 수 있는 요소는 여유량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Huh and

Choi(2006)는 환경미화원복의 기능성 향상을 위해 무릎

부위에 7.0cm 길이의 다트 4개를 삽입해 입체적으로 설

계하고, 가랑이의 편안함을 위해 밑위길이를 4.0cm 늘

려 무를 바이어스로 설계한 결과, 활동성에서 높은 평가

를 받았다. Lee and Choi(2004)는 119구조대원복의 치

수 여유량이 부족함을 확인하고, 하의의 경우 허리둘레

에 1.0cm, 엉덩이둘레 2.0cm 여유량을 추가하고, 무릎둘

레와 바지부리의 치수를 동일하게 설정해 움직임을 편

하게 해준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하였다. Chang

and Choi(2006) 역시 기존의 건설업 작업복에서 불편하

다고 평가되는 부위를 파악하고, 무릎은 6.0cm 길이의

다트 삽입, 샅부위는 뒷밑위길이 1.5cm 내림, 허리에 고

무밴드 적용, 바지부리를 2.0cm 줄이고 벨크로를 달아서

각반으로 인한 압박감을 완화해 주었다. Kim et al.(2006)

도 역시 기능성 방염복 개발을 위해 기존 제품의 평가를

바탕으로 패턴의 개선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서스펜더

가 있는 하의의 허리숙임과 무릎굽힘 동작으로 인한 불

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신축성 소재로 대체하거나, 무릎

부위에 턱을 추가하는 것과 밑위길이의 여유량 추가를

제안하였다. Seok et al.(2006)은 의용소방대의 근무복 개

선을 위해 바지설계 시 무릎부위에 니패드(knee pad)를

사용하고, 관절의 움직임을 용이하도록 4개의 턱을 사용

해 설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의평가 결과 바지

단의 여유, 바지길이, 무릎패드의 위치에서 낮은 평가

를 받아 패턴의 치수를 조정하여 개선하였다. Kim and

Ryou(2009)는 철도 작업복 동복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

과, 엉덩이, 밑위, 무릎부위가 당기고 불편하다고 조사

되어, 샅길이 4.5cm, 뒤요크부위에 1.0cm 입체감을 주고

허리둘레와 무릎둘레의 여유량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연구복이 밑위, 허벅지, 무릎부위에서 유의미하게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에서는 연구자

가 선택한 특정한 작업복을 기준으로 여유량을 더해 수

정했기 때문에 개선된 작업복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

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전체적인 사이즈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거나, 여러 제품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아

니어서 다른 작업복에 응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

한 소재의 두께와 물성에 따라 패턴설계 시 여유량이 크

게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절별 작업복을 다룬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판중인 건설업 작업복 하의

에 대하여 다양한 업체의 제품을 계절별로 수집하여 사

이즈 스펙과 여유량을 파악하고, 동작에 따른 착용감 및

여유량에 대한 주관적 감각과 함께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건설업 작업복의 사이즈 스펙과 여유량에 따

른 동작가동성의 관계를 정량화하고, 일반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치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시제품 수집 및 사이즈 스펙 측정

시판 작업복 하의는 작업복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인

터넷 쇼핑몰 4개 업체를 선정하여 구매하였다. 각 쇼핑

몰에서 건설업 작업복 카테고리로 들어가 제품을 확인

한 결과, 계절에 따라 춘추바지, 동계기모바지, 동계패

딩바지로 분류되어 판매되고 있었다. 춘추바지는 허리

밴드에 일래스틱(elastic)으로 처리되어 있고 앞허리선

에 2개의 턱(tuck)이 있는 디자인, 동계기모바지는 허리

에 일래스틱과 앞허리선에 1개의 턱이 있는 디자인, 동

계패딩바지는 허리일래스틱과 2개의 턱이 있는 디자인

으로 통일하여 각 사이트에서 제품을 선정한 후 모두

M 사이즈로 구매하였다. <Table 1>에서 보여지듯, 춘추

바지는 A1, A2, A3, A4로 4벌, 동계기모바지는 B1, B2,

B3, B4로 4벌, 동계패딩바지는 C1, C2, C3, C4로 4벌

총 12벌의 시판 작업복을 수집하였다. 작업복 소재에 대

한 정보는 <Table 2>에 나타냈는데, 섬유의 혼용율은 겉

감에 대한 정보이다. 작업복 직물의 두께 측정을 위해

바지부리로부터 약 7.0cm 가량 올라간 지점에서 두께 측

정기(Mitutoyo, Japan)를 사용하여 3회 측정한 후 평균

값을 산출하였다. 사이즈 스펙은 Lee and Steen(2014)의

치수 측정방법(하의)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Table 3>

의 치수 측정지점에서 줄자, 직각자, 안전핀, 시침핀 등

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측정위치는 허리둘레(편안한 상

태에서 허리밴드의 양끝을 측정한 둘레치수, 일래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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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echnical flat of work clothes

Spring/Fall

pants

A1 A2 A3 A4

Brushed

bonding pants

B1 B2 B3 B4

Padded

pants

C1 C2 C3 C4

Table 2. Characteristics of work clothes materials

Work clothes A1 A2 A3 A4

Composition (%)

Polyester 65 65 65 65

Cotton - 35 - -

Rayon 35 - 35 35

Thickness (mm) 0.66 0.55 0.67 0.52

Work clothes B1 B2 B3 B4

Composition (%)

Polyester 92 65 92 65

Cotton - - - -

Rayon - 35 - 35

Spandex 8 - 8 -

Thickness (mm) 1.12 1.51 1.64 1.04

Work clothes C1 C2 C3 C4

Composition (%)

Polyester 65 100 65 65

Cotton 35 - 35 -

Rayon - - - 35

Thickness (mm) 1.74 1.04 2.69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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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를 최대로 신장시켜 허리밴드 양끝을 측정한 둘레

치수), 앞밑위, 뒷밑위, 엉덩이둘레(허리밴드 봉제선에

서 옆선과 앞중심선을 따라 8인치 아래쪽으로 떨어진

3지점을 표시한 후 접혀진 부분은 펼쳐서 3지점을 지나

면서 측정), 허벅지둘레, 무릎둘레, 바지부리, 인심으로

총 9지점에서 의류학 전공자가 2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2. 시제품의 객관적 여유량 평가

앞서 언급했듯이 작업복에 관련된 제품요소는 매우

다양한데 그 중 특히 착용감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요

소는 여유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부위의 여

유량이 작업복 착용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해 시제품 사이즈 스펙과 인체 사이즈를 비교하여

여유량을 수치화하였다. 인체 치수는 실험에 참여한 피

험자의 평균으로 사용하였고, 그 치수는 <Table 4>와 같

다.

3. 시제품의 동작별 착용감 및 여유량에 대한 주

관적 평가

동작에 따른 작업복별 착용감 평가를 위해 BMI 정상

범주(18.5~22.9kg/m
2
)에 속하는 20대 성인남성 12명을

모집하였다(IRB: 201608-SB-027-01). 평가동작은 <Fig.

1>과 같이 걷기 5분, 쪼그리고 앉기 2분, 한쪽 무릎꿇기

2분, 계단오르기 5분, 최대한 허리굽히기 2분을 실시하

였다. 착용감 평가부위는 <Fig. 2>에 보이듯, 앞/뒤허리,

앞밑위, 엉덩이, 앞/뒤허벅지, 무릎, 오금, 종아리, 정강이,

앞/뒤바지부리로 총 12부위에 대해 착용감과 여유량을

평가하였다. 실험복 착용은 순서에 따른 효과를 배제하

기 위해 라틴스퀘어법으로 착용시켰으며, ‘착용감이 편

안한가’에 대해 리커트 7점 척도(1점: 매우 불편 - 4점: 보

통-7점: 매우 편함)로, ‘여유량이 적정한가’에 대해 리커

트 7점 척도(1점: 매우 없음 - 4점: 보통 - 7점: 매우 많음)

로 응답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기초통계, 일원배치 분산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Dun-

Table 3. Point of measure for pants

Point of measure

B-A
Waist, Relaxed girth

(Measure across top of waistband)

B-G Front rise (Except waistband)

B-H Back rise (Except waistband)

B-K
Across hip

(3 point measure-below 8" from the waistband)

B-L Across thigh @ 1"

B-M Knee grith

B-N Leg opening

B-Q Inseam

B-B
Waist, stretched girth

(Measure across top of waistband, fully extended)

Table 4. Anthropometric data of subjects                                                   (n=12)

Age
Status

(cm)

Weight

(kg)

BMI

(cm)

Waist C.

(cm)

Hip C.

(cm)

Thigh C.

(cm)

 Knee C.

(cm)

Ankle C.

(cm)

Mean

(S.D.)

24.40

(03.20)

176.10

(004.30)

64.80

(04.50)

20.90

(01.20)

76.80

(04.50)

93.40

(02.50)

54.40

(03.60)

36.70

(01.90)

24.70

(01.60)

C.: Circum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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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test)을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22.0을 이용하여 실

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제품별 시제품의 사이즈 스펙

구입한 작업복 바지의 사이즈 스펙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계절별에 따른 작업복의 평균

값을 살펴보면, 춘추바지의 사이즈 스펙이 동계바지보

다 대체로 작게 나타났다. 소재의 두께가 두꺼워짐을 고

려해 대부분의 치수에서 방한바지의 여유량이 크게 설정

되었다. 구체적으로 춘추바지와 동계기모바지의 치수 평

균 간의 차이는 허리둘레에서 최대신장 시 3.0cm, 엉덩이

둘레에서 2.0cm 가량 동계기모바지가 크게 나타났다. 그

러나 앞/뒤밑위길이와 다리부분을 감싸는 무릎둘레는

동계기모바지와 춘추바지의 평균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으로 동계패딩바지의 치수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

났는데 춘추바지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허리둘레에서 최

대신장 시 4.0cm, 엉덩이둘레에서 9.0cm, 앞/뒤밑위길이

는 약 2.0~3.0cm, 다리를 감싸는 허벅지둘레에서 5.8cm,

바지부리에서는 5.0~7.0cm 동계패딩바지가 크게 나타

났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동계패딩바지의 허리둘레 평

균이 춘추바지나 동계기모바지보다 작은 71.5cm로 나

타났으며, 이는 밑위길이가 길어짐으로써 바지의 허리둘

레선 위치가 인체의 허리위치에 가까워짐을 고려해 오

히려 작게 설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각 바지별로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춘추바지의 허리둘레는 3.9cm, 엉

덩이둘레 2.2cm, 동계기모바지 엉덩이둘레 2.5cm, 동계

패딩바지는 최대신장 시 허리둘레 6.1cm, 엉덩이둘레

Fig. 1. Motions for wearing test.

Fig. 2. Wearing evaluation part.



동작가동성이 향상된 작업복 하의 개발을 위한 시판 제품의 착용감 및 여유량 평가

– 757 –

3.2cm로 업체별로 사이즈 스펙 설정의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의의 경우 사이즈가 한 단계 증가

할 때, 일반적으로 2.0~3.0cm 가량 허리둘레와 엉덩이

둘레 편차가 증가함을 고려해 보면, 수집된 작업복은 동

일한 M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즈 적합성 평가에

의복 치수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었다.

2. 시제품의 객관적 여유량 평가

제품마다 객관적 여유량 중요도 분석을 위해 도출한

여유량(바지 사이즈-인체 사이즈) 결과는 <Table 6>과 같

다. 춘추바지에서는 대체로 A1과 A2의 여유량이 많은

편이었으며, 동계기모바지 중 B3의 엉덩이 여유량이 많

았고 B2와 B4의 무릎둘레 여유량이 가장 많았다. 동계

패딩바지를 살펴보면 C3의 허리 여유량이 가장 많았다.

종합적으로 허리둘레는 바지의 종류에 상관없이 인체보

다 대부분 작게 설계되어 신장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적이었다. 그리고 모든 바지에서 패턴설계 시 엉덩

이둘레의 여유분이 허리둘레보다 큼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공통적으로 허벅지 여유분에 비해 무릎에 여유를 더

Table 5. Size specifications of pants                                              (Unit: cm)

 
Waist

relaxed

 Waist

stretched 
Front rise Back rise  Hip Thigh Knee

Bottom

opening
Inseam

Spring/

Fall pants

A1 78.00 78.00 27.50 39.00 104.00 64.00 48.00 38.00 75.80

A2 77.00 84.00 27.00 37.00 107.00 65.00 47.00 44.00 75.50

A3 70.00 77.00 25.00 37.80 103.00 61.00 42.60 39.00 77.50

A4 72.00 81.00 23.20 38.20 102.00 58.80 46.20 41.00 78.00

Mean

(S.D.)

74.25

(03.86)

80.00

(03.16)

25.68

(02.20)

38.00

(00.82)

104.00

(002.16)

62.20

(02.75)

45.95

(02.16)

40.50

(02.65)

76.70

(01.15)

Brushed

bonding

pants

B1 77.00 83.00 26.00 39.00 105.00 63.80 44.00 41.00 79.80

B2 75.00 82.40 25.00 40.00 104.00 65.00 48.00 44.00 79.70

B3 76.00 84.00 23.00 39.30 109.60 64.80 44.80 42.00 80.00

B4 76.00 84.00 25.30 38.50 105.00 63.60 49.00 44.00 77.00

Mean

(S.D.)

76.00

(00.82)

83.35

(00.79)

24.83

(01.29)

39.00

(00.63)

106.00

(002.51)

64.30

(00.70)

46.45

(02.42)

42.75

(01.50)

79.13

(01.42)

Padded

pants

C1 74.00 81.00 29.00 42.00 115.00 70.00 55.60 45.00 76.50

C2 71.00 82.00 27.00 39.00 114.00 70.00 54.60 46.00 79.80

C3 70.00 93.00 27.00 37.80 108.00 62.00 49.00 42.20 74.50

C4 71.00 80.00 29.00 42.00 114.00 70.00 52.00 47.00 78.00

Mean

(S.D.)

71.50

(01.73)

84.00

(06.06)

28.00

(01.15)

40.20

(02.14)

112.75

(003.20)

68.00

(04.00)

53.00

(02.95)

45.05

(02.07)

77.20

(02.25)

Table 6. Analysis of ease of work clothes pant                                        (Unit: cm)

Ease amount (Pants size - Body size)

S/F pants Brushed bonding pants  Padded pants

A1 A2 A3 A4 B1 B2 B3 B4 C1 C2 C3 C4

Waist C. 1.2 0.2 −6.8 −4.8 0.2 −1.8 −0.8 −0.8 −2.8 −5.8 −6.8 −5.8

Stretched Waist C. 1.2 7.2 0.2 4.2 6.2 5.6 7.2 7.2 4.2 5.2 16.2 3.2

Hip C. 10.6 13.6 9.6 8.6 11.6 10.6 16.2 11.6 21.6 20.6 14.6 20.6

Thigh C. 9.6 10.6 6.6 4.4 9.4 10.6 10.4 9.2 15.6 15.6 15.2 15.6

Knee C. 11.3 10.3 5.9 9.5 7.3 11.3 8.1 12.3 18.9 17.9 12.3 15.3

C.: Circum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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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설계하고 있었다.

3. 시제품의 동작별 착용감 및 여유량 주관적 평가

1) 주관적 착용감 평가

동작에 따른 착용감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7>

−<Table 9>에 나타내었다. 춘추바지의 경우 동작 2(쪼

그려 앉기)와 동작 5(최대한 허리굽히기)에서 앞허리부

위에서 유의차가 나타났으며(p<.05, p<.01), A2가 가장

착용감이 우수하였고, A3의 착용감이 가장 낮게 평가

되었다. 동계기모바지는 춘추바지보다 더 많은 동작에

서 착용감의 차이가 나타났다. 동작 1(걷기)에서는 허벅

지부위에서 B1가 가장 우수하였으며, 무릎부위에서는

B1, B2, B3 세 벌이 우수하였다. 동작 2(쪼그리고 앉기)

에서는 무릎부위에서만 유의차를 보였으며 동작 1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작업복들이 동일하게 좋은 점수를

받았다. 동작 4(계단오르기)에서는 허벅지와 엉덩이의

착용감 평가결과가 유의미하였으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지는 B1, B2, B3이였다. 한편 동계패딩바지는 작업복

에 따른 착용감 평가결과에 모든 동작에 대해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주관적 여유량 평가

피험자가 인지하는 여유량에 대한 평가결과는 <Table

10>−<Table 12>에 나타내었다. 제품에 따라 여유량에 대

한 평가결과는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춘추바지는

Table 7. Evaluation of mobility of subjects wearing work clothes - Spring/Fall pants

A1 A2 A3 A4
F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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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ion1

Front waist 3.75 (1.29) 4.42 (1.24) 2.83 (1.85) 3.42 (1.73) 2.182 .104

Front crotch 5.42 (1.24) 5.42 (1.44) 4.50 (1.88) 4.75 (1.82) 1.006 .399

Thigh 4.50 (1.93) 4.58 (1.83) 4.83 (1.70) 4.92 (1.83) 0.142 .934

Knee 5.17 (1.40) 5.17 (1.75) 5.42 (1.38) 5.08 (1.56) 0.107 .956

Shin 5.83 (1.34) 5.75 (1.54) 5.58 (1.38) 5.50 (1.57) 0.130 .942

Front hem 5.82 (1.66) 5.83 (1.70) 5.67 (1.61) 5.33 (1.67) 0.232 .874

Back waist 4.08 (1.51) 4.58 (1.00) 3.25 (1.76) 3.83 (1.95) 1.452 .241

Hip 5.08 (1.88) 5.00 (1.48) 4.08 (2.27) 4.67 (1.87) 0.686 .565

Hamstrings 4.83 (1.80) 4.92 (1.83) 4.58 (2.31) 5.25 (1.60) 0.251 .861

Popliteus 5.75 (1.22) 5.42 (1.51) 5.08 (1.73) 5.58 (1.56) 0.424 .737

Calf 5.83 (1.11) 5.75 (1.29) 5.00 (1.60) 5.33 (1.61) 0.893 .452

Back hem 5.64 (1.63) 5.83 (1.34) 5.67 (1.61) 5.33 (1.67) 0.212 .888

Motion2

Front waist 3.17 (1.29) B 4.17 (1.20) A 2.44 (1.29) B 3.06 (1.26) B 5.748 .001

Front crotch 4.78 (1.66) 4.61 (1.38) 3.72 (1.71) 3.94 (1.43) 1.941 .131

Thigh 4.11 (1.88) 3.89 (1.23) 2.89 (1.45) 3.89 (1.60) 2.219 .094

Knee 4.33 (1.71) 4.22 (1.66) 3.44 (1.72) 4.17 (1.82) 0.980 .408

Shin 5.53 (1.42) 5.24 (1.75) 5.11 (1.84) 5.22 (1.90) 0.182 .908

Front hem 5.06 (1.85) 5.35 (1.58) 4.72 (2.05) 4.83 (1.89) 0.393 .759

Back waist 3.33 (1.41) 4.22 (1.52) 2.83 (1.54) 3.50 (1.50) 2.657 .055

Hip 3.28 (1.45) 3.94 (1.20) 3.11 (1.60) 4.00 (1.41) 1.801 .155

Hamstrings 3.72 (1.60) 4.35 (1.17) 3.50 (1.82) 4.50 (1.29) 1.854 .146

Popliteus 3.83 (1.50) 4.39 (1.29) 3.67 (1.94) 4.28 (1.23) 0.940 .426

Calf 5.18 (1.55) 5.18 (1.38) 5.00 (1.64) 5.00 (1.41) 0.080 .970

Back hem 4.76 (2.05) 4.94 (1.60) 4.61 (2.15) 4.72 (1.81) 0.089 .966

Duncan test results: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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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ntinued

A1 A2 A3 A4
F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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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ion3

Front waist 2.73 (1.35) 4.17 (1.40) 2.67 (1.67) 3.00 (1.35) 2.762 .054

Front crotch 4.64 (1.43) 5.00 (1.48) 4.00 (1.65) 3.92 (1.44) 1.357 .269

Thigh 4.36 (1.86) 3.92 (1.44) 3.83 (1.95) 3.75 (1.48) 0.295 .829

Knee 4.36 (1.63) 4.08 (1.56) 3.83 (1.75) 3.67 (1.23) 0.440 .726

Shin 5.00 (1.26) 5.25 (1.82) 5.25 (1.54) 5.08 (1.56) 0.074 .974

Front hem 5.50 (1.51) 5.91 (1.45) 5.92 (1.16) 5.50 (1.38) 0.339 .797

Back waist 3.64 (1.21) 4.73 (1.35) 3.08 (1.73) 3.58 (1.62) 2.415 .080

Hip 3.82 (1.17) 4.25 (1.42) 3.67 (1.87) 3.58 (1.62) 0.439 .726

Hamstrings 3.91 (1.87) 4.50 (1.73) 3.50 (1.78) 4.00 (1.21) 0.732 .539

Popliteus 4.27 (1.68) 4.58 (1.88) 3.92 (1.44) 4.33 (1.61) 0.329 .805

Calf 4.82 (1.78) 5.58 (1.38) 4.67 (1.67) 5.08 (1.24) 0.827 .486

Back hem 5.70 (1.57) 5.91 (1.22) 5.75 (1.29) 5.55 (1.44) 0.130 .942

Motion4

Front waist 3.25 (1.71) 4.33 (1.30) 2.50 (1.73) 3.58 (1.73) 2.615 .063

Front crotch 5.58 (1.38) 5.08 (1.56) 4.25 (1.96) 4.58 (1.78) 1.437 .245

Thigh 3.92 (1.83) 4.00 (1.76) 3.92 (1.62) 4.75 (1.66) 0.665 .578

Knee 4.50 (1.62) 4.42 (1.56) 4.25 (1.66) 4.75 (1.82) 0.187 .905

Shin 5.92 (1.24) 5.75 (1.42) 5.42 (1.16) 5.08 (1.62) 0.869 .464

Front hem 5.91 (1.51) 5.92 (1.38) 5.67 (1.44) 5.42 (1.51) 0.313 .816

Back waist 3.50 (1.62) 4.17 (1.11) 2.92 (1.83) 3.75 (1.76) 1.267 .297

Hip 4.33 (1.78) 4.50 (1.62) 4.08 (1.78) 4.00 (1.71) 0.213 .887

Hamstrings 4.75 (1.66) 4.58 (1.93) 4.33 (1.61) 4.92 (1.73) 0.246 .864

Popliteus 5.25 (1.36) 5.33 (1.61) 4.83 (1.75) 4.75 (1.54) 0.416 .743

Calf 5.67 (1.44) 5.67 (1.56) 5.33 (1.23) 4.92 (1.51) 0.736 .536

Back hem 5.73 (1.56) 5.83 (1.34) 5.75 (1.29) 5.42 (1.51) 0.197 .898

Motion5

Front waist 2.75 (1.29) B 4.47 (1.24) A 2.42 (1.73) B 3.25 (1.54) AB 4.289 .010

Front crotch 4.83 (1.70) 5.25 (1.29) 4.33 (1.83) 4.75 (1.91) 0.588 .626

Thigh 5.25 (1.48) 5.00 (1.60) 4.92 (1.73) 5.00 (1.71) 0.094 .963

Knee 5.33 (1.56) 5.17 (1.53) 5.00 (1.65) 5.25 (1.48) 0.100 .959

Shin 5.67 (1.37) 5.75 (1.48) 5.33 (1.44) 5.83 (1.34) 0.291 .832

Front hem 6.09 (1.14) 5.92 (1.38) 5.67 (1.44) 5.75 (1.48) 0.216 .885

Back waist 3.33 (1.30) 4.58 (1.24) 3.33 (1.97) 3.67 (1.67) 1.692 .183

Hip 4.00 (1.65) 4.58 (1.31) 3.75 (1.66) 4.33 (1.72) 0.634 .597

Hamstrings 5.50 (1.24) 5.50 (1.38) 4.75 (1.48) 5.25 (1.36) 0.800 .501

Popliteus 5.67 (1.15) 5.83 (1.34) 5.17 (1.40) 5.33 (1.37) 0.638 .595

Calf 5.67 (1.15) 5.75 (1.54) 5.25 (1.36) 5.42 (1.44) 0.331 .803

Back hem 5.91 (1.22) 5.92 (1.38) 5.67 (1.44) 5.83 (1.40) 0.086 .968

Duncan test results: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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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Evaluation of mobility of subjects wearing work clothes - Winter brushed bonding pants

B1 B2 B3 B4
F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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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ion1

Front waist 4.33 (1.56) 4.00 (1.48) 5.08 (1.51) 4.00 (1.41) 1.412 .252

Front crotch 5.25 (1.29) 5.25 (1.36) 5.00 (1.54) 5.50 (1.38) .257 .856

Thigh 5.25 (1.48) 5.42 (1.38) 5.25 (1.22) 5.17 (1.47) .068 .977

Knee 5.00 (1.65) 5.25 (1.22) 5.33 (1.50) 5.25 (1.48) .116 .951

Shin 5.50 (1.57) 5.50 (1.51) 5.67 (1.15) 5.58 (1.38) .038 .990

Front hem 5.67 (1.61) 5.25 (1.76) 5.83 (1.27) 5.67 (1.37) .323 .809

Back waist 4.67 (1.83) 4.00 (1.28) 5.00 (1.48) 4.33 (1.50) .946 .427

Hip 5.50 (1.31) 5.33 (1.30) 5.42 (1.31) 5.58 (1.24) .083 .969

Hamstrings 5.33 (1.50) 5.33 (1.50) 5.50 (1.38) 5.42 (1.31) .038 .990

Popliteus 5.42 (1.44) 5.25 (1.54) 5.17 (1.64) 5.33 (1.30) .063 .979

Calf 5.42 (1.56) 5.50 (1.31) 5.50 (1.17) 5.50 (1.31) .011 .998

Back hem 5.58 (1.73) 5.17 (1.80) 5.75 (1.29) 5.67 (1.37) .330 .804

Motion2

Front waist 3.92 (1.68) 3.83 (1.34) 4.17 (1.34) 3.67 (1.30) .258 .855

Front crotch 5.08 (1.38) 5.00 (1.21) 5.50 (1.38) 5.00 (1.28) .398 .755

Thigh 4.83 (1.03) 5.25 (1.22) 4.08 (1.24) 4.75 (1.36) 1.892 .145

Knee 5.08 (1.44) 4.92 (1.24) 3.83 (1.11) 4.25 (1.36) 2.432 .078

Shin 6.00 (1.13) 5.58 (1.16) 4.92 (1.24) 5.83 (1.11) 2.013 .126

Front hem 5.83 (1.27) 5.75 (1.29) 5.58 (1.38) 5.75 (1.22) .079 .971

Back waist 4.42 (1.73) 4.50 (1.68) 4.42 (1.24) 4.08 (1.62) .164 .920

Hip 4.75 (1.36) 5.08 (1.24) 4.75 (1.48) 4.83 (1.47) .154 .926

Hamstrings 4.75 (1.36) 5.25 (1.14) 4.17 (1.27) 4.42 (1.16) 1.726 .175

Popliteus 4.50 (1.17) 4.67 (1.23) 4.00 (1.28) 4.42 (1.08) .679 .570

Calf 5.25 (1.48) 5.00 (1.04) 4.67 (1.44) 5.00 (1.28) .393 .758

Back hem 5.83 (1.27) 5.75 (1.29) 5.58 (1.38) 5.67 (1.23) .083 .969

Motion3

Front waist 3.83 (1.53) 3.75 (1.36) 4.08 (1.08) 3.58 (1.16) .311 .817

Front crotch 5.17 (1.34) 5.33 (1.30) 5.08 (1.38) 5.42 (1.44) .149 .930

Thigh 4.75 (1.22) 5.25 (1.29) 4.75 (1.36) 5.00 (1.86) .326 .806

Knee 4.50 (1.17) 4.83 (1.19) 4.75 (1.60) 4.83 (1.64) .148 .930

Shin 5.75 (1.22) 5.50 (1.09) 5.42 (1.16) 5.42 (1.16) .222 .880

Front hem 6.08 (1.16) 5.75 (1.42) 5.83 (1.11) 5.67 (1.23) .253 .858

Back waist 3.83 (1.64) 4.25 (1.60) 4.50 (1.31) 3.92 (1.24) .534 .661

Hip 4.08 (1.24) 5.25 (1.14) 4.33 (1.37) 5.17 (1.27) 2.620 .063

Hamstrings 4.42 (1.24) 5.08 (1.24) 4.83 (1.59) 4.92 (1.31) .528 .665

Popliteus 4.42 (1.44) 5.25 (1.29) 4.33 (1.44) 4.75 (1.29) 1.113 .354

Calf 5.67 (1.30) 5.33 (1.37) 5.33 (1.50) 5.42 (1.38) .155 .926

Back hem 6.08 (1.16) 5.75 (1.42) 5.83 (1.11) 5.75 (1.22) .196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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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ntinued

B1 B2 B3 B4
F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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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ion4

Front waist 4.17 (1.59) 4.08 (1.62) 4.58 (1.44) 4.08 (1.56) .284 .836

Front crotch 5.00 (1.41) 5.33 (1.37) 4.92 (1.62) 5.42 (1.44) .336 .799

Thigh 4.83 (1.40) 5.08 (1.31) 5.08 (1.62) 4.58 (1.44) .327 .806

Knee 4.92 (1.44) 5.17 (1.53) 5.08 (1.56) 4.92 (1.51) .082 .969

Shin 5.75 (1.42) 5.42 (1.51) 5.64 (1.03) 5.42 (1.24) .190 .903

Front hem 5.67 (1.61) 5.33 (1.61) 5.75 (1.14) 5.42 (1.51) .215 .885

Back waist 4.25 (1.60) 4.75 (1.29) 4.83 (1.34) 4.17 (1.40) .696 .560

Hip 4.83 (1.59) 5.33 (1.07) 4.92 (1.44) 5.17 (1.27) .344 .794

Hamstrings 5.00 (1.54) 5.42 (1.16) 4.92 (1.68) 4.92 (1.44) .319 .811

Popliteus 5.00 (1.65) 5.25 (1.48) 5.25 (1.54) 5.17 (1.27) .075 .973

Calf 5.50 (1.73) 5.33 (1.50) 5.42 (1.31) 5.50 (1.45) .034 .992

Back hem 5.58 (1.62) 5.33 (1.61) 5.67 (1.15) 5.42 (1.62) .121 .947

Motion5

Front waist 4.08 (1.56) 3.75 (1.60) 4.25 (1.14) 3.50 (1.45) .645 .590

Front crotch 4.92 (1.31) 4.83 (1.11) 4.92 (1.38) 5.50 (1.24) .711 .551

Thigh 5.42 (1.31) 5.50 (1.17) 4.83 (1.19) 5.00 (1.13) .860 .469

Knee 5.42 (1.31) 5.50 (1.17) 4.92 (1.24) 5.33 (1.23) .525 .667

Shin 5.75 (1.29) 5.42 (1.31) 5.25 (1.36) 5.50 (1.31) .300 .825

Front hem 5.67 (1.44) 5.25 (1.48) 5.58 (1.38) 5.58 (1.38) .203 .894

Back waist 4.25 (1.76) 4.17 (1.59) 4.50 (1.17) 4.00 (1.65) .214 .886

Hip 4.83 (1.53) 4.83 (1.34) 4.75 (1.48) 4.67 (1.37) .037 .990

Hamstrings 5.33 (1.23) 5.42 (1.24) 5.17 (1.34) 5.50 (1.17) .157 .925

Popliteus 5.67 (1.30) 5.33 (1.37) 5.33 (1.30) 5.50 (1.17) .184 .907

Calf 5.75 (1.29) 5.50 (1.31) 5.17 (1.27) 5.42 (1.31) .414 .744

Back hem 5.58 (1.56) 5.08 (1.73) 5.58 (1.38) 5.58 (1.38) .325 .808

Table 9. Evaluation of mobility of subjects wearing work clothes - Winter padded pants

C1 C2 C3 C4
F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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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ion1

Front waist 4.92 (1.31) 4.25 (1.06) 4.42 (1.24) 4.33 (1.15) .755 .526

Front crotch 5.50 (1.31) 5.33 (1.15) 4.83 (1.40) 4.50 (1.24) 1.538 .218

Thigh 5.67 (1.23) A 4.75 (1.54) AB 5.08 (1.51) AB 3.92 (1.24) C 3.328 .028

Knee 5.50 (1.17) A 5.08 (1.51) A 5.25 (1.48) A 3.92 (1.24) C 3.207 .032

Shin 5.42 (1.24) 5.33 (1.23) 5.33 (1.37) 4.67 (1.37) .861 .469

Front hem 5.50 (1.24) 5.50 (1.45) 5.50 (1.31) 5.50 (1.38) .000 1.000

Back waist 4.64 (1.03) 4.50 (1.45) 4.58 (1.00) 4.42 (1.31) .073 .974

Hip 5.33 (1.23) 5.00 (1.21) 5.33 (1.56) 4.25 (1.22) 1.823 .157

Hamstrings 5.33 (1.23) 5.08 (1.31) 5.33 (1.56) 4.42 (1.51) 1.136 .345

Popliteus 5.33 (1.23) 5.08 (1.38) 5.25 (1.54) 4.42 (1.24) 1.131 .347

Calf 5.33 (1.37) 5.25 (1.29) 5.33 (1.23) 4.75 (1.29) .563 .642

Back hem 5.50 (1.24) 5.58 (1.31) 5.50 (1.31) 5.58 (1.38) .016 .997

Duncan test results: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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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ntinued I

C1 C2 C3 C4
F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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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ion2

Front waist 3.92 (1.00) 3.92 (0.90) 3.58 (1.16) 3.17 (0.94) 1.507 .226

Front crotch 5.17 (1.27) 4.75 (1.22) 5.00 (1.28) 3.92 (0.79) 2.763 .053

Thigh 4.75 (1.36) 4.42 (1.24) 4.58 (1.68) 3.50 (1.31) 1.891 .145

Knee 4.58 (1.24) A 4.42 (1.00) A 4.75 (1.54) A 3.33 (1.15) B 3.142 .035

Shin 5.33 (1.30) 5.17 (1.11) 5.75 (1.22) 4.75 (1.14) 1.439 .244

Front hem 5.67 (1.15) 5.75 (1.22) 5.92 (1.08) 5.17 (1.34) .866 .466

Back waist 4.67 (0.78) 4.33 (1.44) 3.92 (1.16) 3.92 (1.44) 1.037 .385

Hip 4.83 (1.03) 4.00 (1.04) 4.42 (1.31) 3.58 (1.62) 2.137 .109

Hamstrings 4.83 (1.70) 4.08 (1.00) 4.83 (1.53) 3.75 (1.54) 1.668 .188

Popliteus 4.67 (1.07) 4.00 (1.04) 4.75 (1.42) 3.67 (1.30) 2.213 .100

Calf 5.08 (1.08) 5.00 (1.21) 5.33 (1.50) 4.08 (1.08) 2.371 .083

Back hem 5.58 (1.16) 5.75 (1.22) 5.92 (1.08) 5.08 (1.31) 1.086 .365

Motion3

Front waist 4.17 (1.11) 3.83 (0.83) 4.00 (1.04) 3.58 (1.00) .739 .535

Front crotch 5.18 (1.17) 4.83 (1.34) 4.83 (1.53) 4.67 (1.23) .303 .823

Thigh 4.58 (1.24) 4.42 (1.44) 4.67 (1.87) 4.17 (1.11) .278 .841

Knee 4.58 (1.16) 4.67 (1.37) 4.67 (1.37) 4.17 (1.47) .379 .769

Shin 5.42 (1.16) 5.42 (1.24) 5.33 (1.15) 5.00 (1.13) .343 .794

Front hem 5.75 (1.22) 5.67 (1.37) 5.92 (1.08) 5.33 (1.30) .464 .709

Back waist 4.58 (1.00) 4.42 (1.38) 4.33 (1.44) 4.00 (1.41) .415 .743

Hip 4.83 (1.03) 4.42 (1.16) 4.42 (1.44) 4.00 (1.48) .831 .484

Hamstrings 5.08 (1.08) 4.42 (1.44) 4.33 (1.78) 4.17 (1.70) .837 .481

Popliteus 4.83 (1.40) 4.42 (1.16) 4.67 (1.44) 4.17 (1.03) .633 .597

Calf 5.25 (1.14) 5.25 (1.29) 5.58 (1.31) 4.67 (0.78) 1.320 .280

Back hem 5.67 (1.15) 5.67 (1.37) 5.92 (1.08) 5.33 (1.15) .481 .697

Motion4

Front waist 4.33 (1.50) 4.25 (1.22) 4.17 (1.19) 3.75 (0.75) .564 .642

Front crotch 5.33 (1.50) 5.08 (1.31) 5.33 (1.61) 4.50 (1.17) .935 .432

Thigh 4.92 (1.56) A 4.58 (1.62) A 5.08 (1.44) A 3.42 (0.90) B 3.402 .026

Knee 4.67 (1.44) 4.83 (1.40) 5.17 (1.34) 3.75 (1.14) 2.480 .074

Shin 5.42 (1.38) 5.50 (1.17) 5.50 (1.31) 4.67 (1.37) 1.144 .342

Front hem 5.50 (1.31) 5.50 (1.31) 5.58 (1.16) 5.08 (1.44) .355 .786

Back waist 4.58 (1.31) 4.58 (1.38) 4.33 (1.15) 4.00 (1.13) .589 .626

Hip 5.00 (1.28) A 4.42 (1.51) AB 5.08 (1.44) A 3.42 (1.00) B 4.057 .012

Hamstrings 4.83 (1.40) 4.42 (1.62) 5.08 (1.62) 3.58 (1.08) 2.470 .074

Popliteus 4.83 (1.34) 5.17 (1.40) 5.17 (1.40) 4.25 (1.14) 1.278 .294

Calf 5.08 (1.44) 5.42 (1.24) 5.33 (1.15) 4.75 (1.14) .689 .564

Back hem 5.58 (1.31) 5.50 (1.31) 5.50 (1.17) 5.00 (1.54) .476 .700

Duncan test results: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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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ntinued II

C1 C2 C3 C4
F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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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ion5

Front waist 4.00 (1.00) 4.17 (0.94) 4.25 (1.29) 3.83 (1.11) .340 .796

Front crotch 4.82 (1.54) 5.08 (1.24) 5.25 (1.29) 4.67 (1.30) .452 .717

Thigh 5.73 (1.27) 4.83 (1.47) 5.00 (1.41) 4.83 (1.27) 1.108 .356

Knee 5.73 (1.27) 5.17 (1.19) 5.67 (1.37) 4.83 (1.03) 1.423 .249

Shin 5.55 (1.21) 5.58 (1.24) 5.42 (1.31) 4.92 (1.08) .762 .522

Front hem 5.64 (1.21) 5.58 (1.31) 5.50 (1.31) 5.33 (1.23) .128 .943

Back waist 4.64 (1.03) 4.58 (1.24) 4.50 (1.00) 4.50 (1.31) .039 .990

Hip 5.09 (1.30) 4.92 (1.31) 5.00 (1.41) 4.75 (1.14) .146 .932

Hamstrings 5.73 (1.27) 5.50 (1.24) 5.58 (1.31) 5.17 (1.27) .407 .749

Popliteus 5.55 (1.29) 5.58 (1.31) 5.33 (1.30) 4.92 (1.16) .689 .564

Calf 5.55 (1.37) 5.75 (1.14) 5.42 (1.38) 5.17 (1.19) .441 .725

Back hem 5.64 (1.21) 5.67 (1.23) 5.42 (1.31) 5.33 (1.23) .204 .893

Duncan test results: A>B>C

Table 10. Spring/Fall pants ease evaluation by motion

A1 A2 A3 A4
F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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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ion1

Front waist 3.33 (1.67) AB 3.92 (0.79) A 2.17 (1.11) C 2.75 (1.14) BC 4.572 .007

Front crotch 4.83 (1.34) A 5.00 (1.28) A 3.42 (1.00) B 3.92 (1.38) AB 4.309 .009

Thigh 3.92 (1.73) 4.17 (1.47) 3.50 (1.51) 3.92 (1.56) .372 .774

Knee 4.92 (1.38) 4.92 (1.68) 4.25 (1.22) 4.67 (1.67) .529 .665

Shin 5.92 (1.08) A 6.17 (1.19) A 4.92 (1.24) B 6.17 (0.72) A 3.655 .019

Front hem 6.00 (1.18) 6.42 (0.79) 5.67 (1.30) 6.33 (0.78) 1.307 .284

Back waist 3.58 (1.38) AB 4.00 (0.74) A 2.50 (1.17) C 2.92 (1.24) BC 4.030 .013

Hip 4.08 (1.68) 4.08 (1.24) 3.25 (1.66) 3.75 (1.36) .833 .483

Hamstrings 5.00 (1.65) 4.50 (1.62) 3.92 (2.02) 4.64 (1.50) .825 .487

Popliteus 5.42 (1.00) 5.08 (1.73) 4.25 (1.82) 5.42 (1.08) 1.722 .180

Calf 5.42 (1.31) 5.33 (1.30) 4.58 (1.62) 5.42 (1.31) 1.012 .396

Back hem 5.45 (1.69) 5.83 (1.03) 5.42 (1.16) 5.67 (1.07) .283 .842

Motion2

Front waist 2.61 (1.24) AB 3.44 (0.86) A 2.28 (1.18) C 3.06 (1.51) AB 3.143 .031

Front crotch 3.89 (1.32) A 4.17 (1.47) A 2.94 (1.16) B 3.50 (1.34) AB 2.869 .043

Thigh 3.44 (1.34) A 3.06 (0.94) AB 2.33 (1.03) B 3.06 (1.11) AB 3.121 .032

Knee 3.94 (1.59) 3.89 (1.60) 2.94 (1.39) 3.61 (1.58) 1.592 .199

Shin 5.76 (1.25) 5.88 (1.32) 4.72 (1.90) 5.33 (1.41) 2.157 .101

Front hem 5.18 (1.88) 5.59 (1.58) 4.72 (2.08) 5.11 (1.81) .642 .591

Back waist 3.17 (1.29) 3.89 (1.18) 2.67 (1.57) 3.11 (1.53) 2.337 .081

Hip 2.78 (1.31) 3.18 (0.88) 2.50 (1.20) 3.06 (1.06) 1.269 .292

Hamstrings 3.56 (1.42) 3.35 (1.06) 2.78 (1.35) 3.78 (0.73) 2.396 .076

Popliteus 3.83 (1.69) 3.78 (1.26) 2.89 (1.37) 4.06 (1.11) 2.522 .065

Calf 4.88 (1.73) 4.76 (1.56) 4.28 (1.64) 4.67 (1.37) .487 .693

Back hem 5.45 (1.51) 5.27 (1.56) 4.92 (1.56) 5.25 (1.48) .250 .861

Duncan test results: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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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ntinued

A1 A2 A3 A4
F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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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ion3

Front waist 2.28 (1.27) B 3.50 (0.90) A 2.08 (1.24) B 2.42 (1.08) B 3.771 .017

Front crotch 4.55 (1.57) 4.45 (1.75) 3.33 (1.07) 3.50 (1.17) 2.305 .091

Thigh 3.45 (1.44) 3.08 (0.90) 2.50 (1.09) 3.17 (1.11) 1.427 .248

Knee 3.73 (1.62) 3.42 (1.00) 3.08 (1.24) 3.67 (1.50) .550 .651

Shin 5.00 (1.26) 5.50 (1.93) 4.50 (1.24) 5.42 (1.51) 1.094 .362

Front hem 6.10 (1.29) 6.36 (1.03) 5.58 (1.24) 6.17 (0.94) 1.020 .394

Back waist 3.27 (1.01) 4.00 (1.48) 2.92 (1.83) 3.50 (1.68) .987 .408

Hip 2.91 (1.64) 3.25 (0.97) 2.75 (1.14) 3.08 (1.08) .373 .773

Hamstrings 3.27 (1.68) 3.58 (1.51) 2.50 (1.17) 3.33 (0.89) 1.470 .236

Popliteus 4.00 (1.73) 3.83 (1.47) 3.42 (1.31) 4.00 (1.48) .400 .754

Calf 5.09 (1.30) A 5.17 (1.47) A 3.75 (1.29) B 4.33 (1.30) AB 2.959 .043

Back hem 5.20 (1.62) 5.45 (1.75) 5.00 (1.35) 4.83 (1.34) .356 .785

Motion4

Front waist 2.83 (1.03) A 3.42 (0.67) A 1.92 (1.08) B 2.83 (1.19) A 4.492 .008

Front crotch 5.08 (1.44) A 4.92 (1.38) A 3.50 (1.51) B 3.58 (1.08) B 4.616 .007

Thigh 3.33 (1.67) 3.33 (1.44) 2.83 (1.11) 3.58 (1.44) .581 .631

Knee 3.67 (1.30) 3.67 (1.61) 3.50 (1.31) 4.00 (1.60) .246 .864

Shin 5.75 (1.22) 6.08 (1.16) 5.08 (1.31) 5.50 (1.24) 1.398 .256

Front hem 5.55 (1.37) 6.58 (0.67) 5.58 (1.16) 6.25 (0.87) 2.814 .050

Back waist 3.17 (1.11) 3.83 (1.03) 2.50 (1.31) 3.08 (1.16) 2.656 .060

Hip 3.17 (1.03) 3.33 (1.44) 3.08 (1.00) 3.42 (1.24) .197 .898

Hamstrings 4.17 (1.27) 3.75 (1.86) 3.25 (1.14) 3.83 (1.11) .904 .447

Popliteus 4.92 (1.24) 5.08 (1.38) 4.00 (1.54) 4.50 (1.45) 1.422 .249

Calf 4.92 (1.44) 5.08 (1.62) 4.50 (1.31) 4.83 (1.27) .359 .783

Back hem 5.00 (1.34) 5.75 (1.14) 5.17 (1.27) 5.08 (1.24) .880 .459

Motion5

Front waist 2.58 (1.24) 3.25 (1.06) 2.00 (1.35) 3.08 (1.38) 2.385 .082

Front crotch 4.33 (1.44) AB 5.08 (1.00) A 3.42 (1.16) C 4.17 (1.53) AB 3.329 .028

Thigh 4.75 (1.48) 4.25 (1.14) 3.83 (1.47) 4.17 (1.40) .904 .447

Knee 4.83 (1.47) A 4.92 (1.31) A 3.50 (1.09) B 4.58 (1.24) A 3.119 .035

Shin 5.33 (1.30) 5.92 (1.24) 4.67 (1.07) 5.83 (1.11) 2.818 .050

Front hem 5.27 (1.42) B 6.25 (0.75) A 5.42 (1.08) AB 6.25 (0.75) A 3.042 .039

Back waist 3.08 (1.24) 3.75 (0.87) 2.67 (1.50) 3.33 (1.23) 1.636 .195

Hip 3.67 (1.50) 3.83 (1.03) 3.08 (1.31) 3.42 (1.00) .850 .474

Hamstrings 5.25 (1.54) 5.25 (1.42) 4.17 (1.53) 4.92 (1.16) 1.547 .216

Popliteus 5.67 (1.15) A 6.00 (1.21) A 4.50 (1.51) B 5.75 (0.97) A 3.574 .021

Calf 5.58 (1.08) 6.08 (1.16) 4.67 (1.37) 5.67 (1.37) 2.721 .056

Back hem 5.73 (1.49) 6.50 (0.52) 5.58 (1.44) 6.17 (0.83) 1.603 .203

Duncan test results: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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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Winter brushed bonding pants ease evaluation by motion

B1 B2 B3 B4
F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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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ion1

Front waist 3.58 (1.24) 3.58 (0.90) 3.83 (0.39) 3.42 (0.90) .428 .734

Front crotch 4.92 (1.24) 4.50 (1.09) 4.67 (1.37) 4.75 (1.22) .238 .870

Thigh 5.00 (1.35) 5.17 (1.19) 4.42 (1.16) 4.92 (1.16) .840 .479

Knee 5.25 (1.54) 4.92 (1.51) 4.67(1.23) 4.67 (1.30) .466 .707

Shin 6.33 (0.89) 6.00 (1.04) 5.50 (1.17) 5.42 (1.16) 1.951 .135

Front hem 6.42 (0.90) 6.50 (1.00) 5.67 (1.15) 6.25 (1.06) 1.592 .205

Back waist 3.67 (1.30) 3.58 (0.90) 4.08 (0.51) 3.67 (0.89) .687 .565

Hip 4.83 (1.27) 5.00 (1.13) 4.75 (0.97) 4.75 (1.06) .135 .938

Hamstrings 5.25 (1.36) 5.58 (0.90) 4.58 (1.24) 5.00 (1.13) 1.561 .212

Popliteus 5.67 (1.07) 5.42 (1.16) 5.00 (0.95) 5.33 (0.98) .830 .485

Calf 5.92 (1.00) 5.67 (1.07) 5.00 (1.04) 5.42 (1.08) 1.663 .189

Back hem 5.83 (1.40) 6.33 (1.23) 5.25 (1.22) 6.00 (1.21) 1.537 .218

Motion2

Front waist 3.25 (1.06) 3.25 (0.97) 3.42 (0.90) 3.08 (0.90) .242 .866

Front crotch 4.75 (1.29) 4.50 (1.31) 4.58 (1.24) 4.50 (1.38) .098 .961

Thigh 4.17 (0.72) A 4.33 (0.98) A 3.25 (0.75) B 3.42 (0.67) B 5.556 .003

Knee 3.92 (0.90) 3.92 (1.24) 3.17 (1.03) 3.58 (0.67) 1.578 .208

Shin 5.50 (1.17) 5.33 (0.98) 4.83 (1.19) 5.58 (0.90) 1.186 .326

Front hem 6.17 (0.94) 6.08 (1.00) 5.42 (1.16) 5.75 (1.06) 1.299 .287

Back waist 3.92 (1.38) 3.92 (1.08) 3.75 (1.22) 3.92(1.24) .055 .983

Hip 3.83 (1.19) 4.25 (0.97) 3.75 (1.22) 3.92 (1.08) .460 .711

Hamstrings 3.92 (0.90) 4.42 (1.00) 3.83 (0.94) 3.83 (1.03) 1.009 .398

Popliteus 4.33 (1.07) AB 4.75 (1.14) A 3.41 (1.31) B 3.66 (1.30) B 3.051 .038

Calf 5.00 (1.35) 4.92 (1.00) 4.17 (1.27) 4.83 (1.34) 1.124 .350

Back hem 5.58 (1.31) 5.50 (1.31) 4.75 (1.22) 5.00 (1.21) 1.202 .320

Motion3

Front waist 3.17 (1.11) 3.08 (1.08) 3.58 (1.00) 3.00 (1.04) .716 .548

Front crotch 4.50 (1.31) 4.58 (1.31) 4.33 (1.37) 4.75 (1.29) .207 .891

Thigh 4.00 (0.43) 4.50 (1.24) 3.75 (1.22) 4.25 (1.48) .924 .437

Knee 4.00 (1.04) 4.50 (1.38) 3.33 (1.07) 3.75 (1.06) 2.168 .105

Shin 5.75 (0.97) 5.83 (0.94) 5.00 (0.95) 5.50 (0.90) 1.908 .142

Front hem 6.17 (0.94) 6.17 (1.03) 5.42 (1.24) 6.08 (1.08) 1.362 .267

Back waist 3.92 (1.68) 3.83 (1.19) 4.08 (0.79) 3.92 (1.38) .078 .972

Hip 3.33 (1.07) 4.25 (0.97) 3.67 (0.98) 4.08 (1.16) 1.865 .149

Hamstrings 4.08 (0.90) 4.50 (1.00) 3.92 (0.90) 4.17 (1.03) .785 .509

Popliteus 4.83 (1.03) 5.00 (0.95) 4.33 (1.37) 4.08 (1.08) 1.742 .172

Calf 5.33 (0.98) 5.25 (1.06) 4.42 (1.31) 4.58 (1.24) 1.930 .139

Back hem 5.67 (1.23) 5.58 (1.38) 4.67 (1.30) 5.58 (1.51) 1.461 .238

Duncan test results: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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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ontinued

B1 B2 B3 B4
F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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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ion4

Front waist 3.50 (1.24) 3.33 (0.98) 3.83 (0.72) 3.58 (1.08) .495 .687

Front crotch 4.83 (1.27) 5.17 (1.19) 4.58 (1.51) 5.00 (1.28) .429 .733

Thigh 4.58 (1.08) AB 5.17 (1.03) A 3.67 (0.49) C 3.92 (1.31) BC 5.242 .004

Knee 4.00 (1.04) 4.75 (0.97) 3.75 (0.75) 4.00 (1.48) 1.886 .146

Shin 6.25 (0.87) 6.25 (0.97) 5.45 (0.93) 5.58 (1.08) 2.258 .095

Front hem 6.33 (0.98) 6.50 (1.00) 5.50 (1.17) 5.92 (1.16) 2.055 .120

Back waist 3.75 (1.22) 3.50 (1.00) 4.08 (0.79) 3.92 (1.08) .694 .560

Hip 4.25 (1.22) 4.33 (0.49) 4.17 (1.19) 4.25 (0.87) .057 .982

Hamstrings 5.08 (1.16) 5.00 (1.13) 4.08 (1.08) 4.17 (1.11) 2.687 .058

Popliteus 5.08 (0.90) A 5.58 (1.31) A 4.08 (0.79) B 4.58 (1.08) B 4.615 .007

Calf 5.92 (0.90) A 5.92 (0.90) A 4.83 (0.94) B 4.83 (1.27) B 4.573 .007

Back hem 5.83 (1.34) 6.25 (1.22) 5.08 (1.16) 6.00 (1.26) 1.939 .138

Motion5

Front waist 3.17 (1.03) 3.08 (1.00) 3.58 (0.51) 3.08 (1.08) .787 .507

Front crotch 4.42 (1.00) 4.33 (0.98) 4.50 (1.00) 4.75 (1.06) .382 .767

Thigh 5.08 (0.90) 5.25 (0.87) 4.50 (1.17) 4.67 (1.07) 1.445 .243

Knee 5.42 (1.08) 5.42 (1.00) 4.75 (1.06) 4.92 (1.16) 1.222 .313

Shin 5.92 (0.90) 6.00 (0.95) 5.33 (1.07) 5.67 (1.07) 1.070 .371

Front hem 6.25 (0.97) 5.92 (1.38) 5.83 (1.11) 5.75 (1.29) .402 .752

Back waist 3.50 (1.17) 3.50 (1.00) 3.92 (0.51) 3.67 (1.23) .449 .719

Hip 4.08 (1.38) 4.50 (1.17) 3.83 (0.94) 4.08 (1.38) .607 .614

Hamstrings 5.50 (1.17) 5.25 (1.14) 4.50 (1.31) 5.17 (1.11) 1.555 .214

Popliteus 5.83 (1.19) 6.00 (1.04) 5.00 (0.95) 5.58 (1.16) 1.923 .140

Calf 6.08 (0.90) A 6.17 (0.83) A 5.08 (1.08) B 5.67 (1.07) AB 3.072 .037

Back hem 6.25 (0.97) 5.92 (1.83) 5.42 (1.16) 5.75 (1.22) .811 .494

Duncan test results: A>B>C

Table 12. Winter padded pants ease evaluation by motion

C1 C2 C3 C4
F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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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ion1

Front waist 3.92 (0.51) 3.75 (0.45) 3.67 (0.65) 3.92 (0.79) .493 .689

Front crotch 4.67 (1.07) 4.50 (1.00) 4.08 (1.31) 4.67 (1.15) .699 .558

Thigh 4.08 (1.16) 3.92 (1.38) 3.92 (1.38) 3.83 (1.53) .070 .975

Knee 4.17 (1.19) 4.25 (1.36) 4.17 (1.47) 3.83 (1.40) .222 .881

Shin 5.17 (1.19) 5.42 (1.08) 5.17 (1.34) 5.58 (1.08) .360 .782

Front hem 6.08 (0.79) 6.08 (0.90) 6.08 (0.67) 6.33 (1.23) .220 .882

Back waist 3.91 (0.54) 3.83 (0.39) 3.83 (0.58) 4.17 (0.72) .927 .436

Hip 4.08 (1.08) 3.83 (1.40) 4.00 (1.41) 3.92 (1.24) .083 .969

Hamstrings 4.42 (1.08) 4.33 (1.37) 4.42 (1.62) 3.83 (1.40) .494 .688

Popliteus 4.75 (0.97) 4.75 (0.97) 4.50 (1.45) 5.00 (1.04) .396 .756

Calf 4.83 (1.03) 5.25 (1.14) 4.83 (1.40) 5.25 (1.22) .479 .699

Back hem 5.67 (1.07) 5.75 (1.14) 5.67 (0.89) 5.92 (1.24) .140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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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Continued I

C1 C2 C3 C4
F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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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ion2

Front waist 3.50 (0.90) 3.25 (0.62) 3.08 (0.90) 2.92 (0.90) 1.052 .379

Front crotch 4.42 (1.16) 4.42 (1.16) 4.17 (1.19) 4.08 (0.51) .322 .810

Thigh 3.42 (0.90) 3.58 (0.90) 3.33 (1.61) 3.00 (1.35) .478 .699

Knee 3.42 (0.90) 3.42 (1.00) 3.17 (1.11) 3.00 (1.13) .463 .709

Shin 4.75 (0.97) 4.67 (0.98) 5.08 (0.90) 5.42 (0.90) 1.601 .203

Front hem 5.50 (0.90) 5.92 (0.90) 5.58 (0.79) 6.08 (0.79) 1.261 .300

Back waist 4.25 (0.75) 4.08 (1.08) 3.92 (1.38) 4.00 (1.41) .172 .915

Hip 3.92 (1.08) 3.33 (0.89) 3.50 (0.80) 2.83 (1.19) 2.396 .081

Hamstrings 3.50 (0.90) 3.42 (1.08) 3.50 (0.80) 3.33 (1.30) .071 .975

Popliteus 3.92 (1.00) 3.67 (1.23) 3.83 (1.11) 3.33 (1.37) .568 .639

Calf 4.33 (1.44) 4.17 (1.27) 4.00 (1.04) 3.67 (1.37) .586 .627

Back hem 5.08 (1.08) 5.33 (1.23) 5.00 (1.04) 5.00 (1.21) .228 .876

Motion3

Front waist 3.58 (0.67) 3.50 (0.80) 3.50 (1.00) 3.17 (1.11) .493 .689

Front crotch 4.45 (1.21) 4.50 (1.17) 4.00 (1.48) 4.17 (1.11) .428 .734

Thigh 3.67 (0.98) 3.33 (1.23) 3.58 (1.56) 3.50 (0.90) .169 .917

Knee 3.17 (1.11) 3.67 (1.44) 3.08 (1.31) 3.33 (0.98) .533 .662

Shin 4.83 (0.72) 5.08 (1.00) 4.75 (1.06) 5.33 (0.89) .978 .412

Front hem 5.58 (0.90) 5.92 (0.90) 5.75 (0.75) 6.00 (0.74) .599 .619

Back waist 4.25 (0.75) 4.17 (0.83) 3.92 (1.24) 3.92 (1.08) .356 .785

Hip 3.67 (1.23) 3.58 (1.38) 3.33 (1.23) 3.33 (1.15) .226 .878

Hamstrings 3.92 (1.31) 3.67 (1.23) 3.42 (1.24) 3.58 (1.38) .312 .816

Popliteus 4.17 (1.40) 3.92 (1.08) 3.92 (1.31) 3.83 (1.11) .164 .920

Calf 4.25 (1.66) 4.17 (1.19) 4.25 (1.22) 4.08 (0.79) .049 .986

Back hem 5.08 (1.16) 5.25 (1.22) 5.17 (1.11) 5.08 (1.16) .056 .982

Motion4

Front waist 3.67 (0.78) 3.58 (0.51) 3.67 (0.49) 3.58 (0.51) .081 .970

Front crotch 4.67 (1.07) 4.50 (1.00) 4.17 (1.59) 4.33 (0.98) .394 .758

Thigh 3.67 (0.98) 3.33 (1.07) 3.67 (1.07) 3.00 (1.28) .996 .404

Knee 3.58 (1.08) 3.67 (1.30) 3.67 (0.78) 3.33 (1.30) .231 .874

Shin 4.92 (1.38) 5.58 (1.08) 5.17 (1.27) 5.58 (1.08) .887 .455

Front hem 6.00 (0.85) 6.33 (0.78) 5.83 (0.94) 6.17 (1.19) .611 .611

Back waist 3.92 (0.51) 3.92 (0.51) 3.92 (0.51) 3.83 (0.94) .050 .985

Hip 3.75 (1.36) 3.75 (1.36) 3.92 (1.16) 3.17 (1.19) .804 .498

Hamstrings 4.00 (1.13) 3.58 (1.68) 4.42 (1.16) 3.58 (1.51) .991 .406

Popliteus 4.00 (1.28) 4.58 (1.24) 4.50 (1.09) 3.92 (1.44) .863 .468

Calf 4.50 (1.38) 5.25 (1.06) 4.50 (0.67) 5.25 (1.06) 1.960 .134

Back hem 5.50 (1.09) 5.92 (1.24) 5.50 (1.00) 6.08 (1.16) .832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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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동작에서 인체부위별로 느끼는 여유량에 인지가

다르게 나타났다. 동작 1(걷기)에서 앞허리, 샅, 정강이,

뒤허리부위에서 A2가 4.0~6.0점의 평가를 받아 적정하

거나 여유량이 약간 많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A3의 경

우 정강이를 제외한 이들 부위에서 대체로 2.0~3.5점의

평가를 받아 여유량이 약간 작은 편이라고 평가하였다.

동작 2(쪼그리고 앉기)에서도 앞허리, 샅, 허벅지부위에

서 A2가 3.0~4.0점으로 적정하다 수준으로 평가받았으

며, A3은 2점대로 약간 작다는 평가를 받았다(p<.5). 이

를 <Table 7>의 착용감 평가결과와 <Table 5>의 사이즈

스펙과 관련지어 분석해 보면, 쪼그리고 앉는 동작(동작

2)에서는 앞허리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허리둘레 치수가 A2는 77.0/84.0cm(편안

한 상태/최대신장), A3는 70.0/77.0cm(편안한 상태/최대

신장)로 두 의복 간 차이가 대략 7.0cm 차이가 났다. 이

러한 차이가 착용감 및 여유량에 대한 평가결과에 영향

을 미친 것을 확인하였다. 동작 3(한쪽 무릎꿇기)에서는

앞허리와 종아리, 동작 4(계단오르기)에서는 앞허리와

샅에 대한 여유량 평가가 작업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다. 이때도 대체로 A2가 가장 3.5~5.0점으로 적

정하다 수준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동작 5(최대한 허

리굽히기)에서는 무릎, 앞밑단, 오금부위에서 유의차가

나타났으며 이때는 A2와 A4에 4.5~6.0점으로 ‘약간 여

유있다’ 수준으로 응답하였다. 동작 5에서 착용감 평가

결과 앞허리에서 유의차가 나타났지만 여유량 평가에서

는 허리의 여유량에 대한 인지 차이는 없었다. 결론적으

로 A2는 판매되고 있는 다른 제품에 비해 여유량이 큼

을 확인하였다. 반면 동계기모바지는 모든 동작에서 여

유량 평가에 대한 통계적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Table 8>에서 동계기모바지가 착용감 평가결과 동

작에 따라 허벅지, 무릎, 엉덩이 등에서 작업복에 따른

평가가 엇갈린 것과 함께 생각해 보면 동계기모바지는

여유량 설정보다 사용 직물이나 패턴설계 방법에 의해

착용감 평가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그

러나 보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비교가 추

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계패딩

바지는 동작 4(계단오르기)에서 무릎, 앞밑단, 오금의 3부

위에서 C2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동작 5(최대

한 허리굽히기)에서도 역시 C2가 종아리부위에서 여유

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평가하였다(p<.5).

최종적으로 평가가 좋았던 계절별 제품으로부터 패턴

설계 여유량을 <Table 13>에 다시 정리하였다. 춘추바지

의 여유량은 허리둘레(편안한 상태/최대신장) 0.2/7.2cm,

엉덩이둘레 13.6cm, 허벅지둘레 10.6cm, 무릎둘레 10.3cm

로 오히려 동계기모바지보다 모든 항목에서 오히려 큰

것을 확인하였다. 동계기모바지는 두께가 춘추바지보다

두껍지만 스판덱스 소재가 혼용되었기 때문에 춘추바지

에 비해 적은 여유를 부여된 것으로 사료된다. 동계패딩

바지는 앞서 언급하였듯, 밑위가 길어지고 일래스틱 밴

드로 처리함으로써 허리둘레의 여유량이 최대신장 시에

는 7.20cm이지만 편안한 상태에서는 −5.30cm로 음의 값

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엉덩이둘레, 허벅지둘레, 무

Table 12. Continued II

C1 C2 C3 C4
F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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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ion5

Front waist 3.55 (0.82) 3.50 (0.52) 3.50 (1.00) 3.42 (0.67) .056 .982

Front crotch 4.45 (1.44) 4.25 (1.22) 4.42 (1.16) 4.25 (0.75) .101 .959

Thigh 4.36 (0.67) 3.92 (1.38) 4.08 (1.38) 4.67 (1.15) .914 .442

Knee 4.73 (1.01) 4.25 (1.14) 4.42 (1.00) 4.50 (1.51) .322 .810

Shin 5.36 (0.92) 5.25 (0.97) 5.33 (0.89) 5.42 (1.00) .065 .978

Front hem 5.82 (0.60) 5.92 (1.16) 5.67 (1.15) 6.17 (0.94) .529 .665

Back waist 4.00 (0.63) 3.92 (0.51) 3.92 (1.00) 4.08 (0.90) .123 .946

Hip 4.27 (1.01) 3.92 (1.24) 3.67 (0.65) 3.83 (1.27) .646 .590

Hamstrings 4.73 (1.19) 4.58 (1.24) 4.58 (1.08) 4.67 (1.07) .043 .988

Popliteus 4.91 (1.04) 4.75 (1.42) 4.75 (1.14) 5.17 (1.27) .307 .820

Calf 4.91 (1.14) 5.42 (0.90) 5.08 (0.90) 5.42 (0.79) .842 .478

Back hem 5.55 (0.82) 5.83 (1.11) 5.58 (1.00) 6.08 (1.00) .746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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릎둘레의 여유량은 각각 19.35cm, 15.50cm, 16.10cm로

다른 바지에 비해 매우 크게 부여하고 있었다. Jo(2014)

는 기본 바지의 여유량을 4.0cm를 부여한 바 있으며, Je-

ong(2013)은 기본 바지원형은 엉덩이둘레 6.0cm로, 투

턱(two-tuck) 남성 바지설계 시에는 11.0cm의 여유량을

주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착용자가 동작 시 주관적

으로 적당하다고 느끼는 여유량보다 약간 적은 양이다.

소재의 두께에 따라 달라져야 하지만 활동성을 중시하

는 작업복의 여유량은 심미성보다 동작가동성을 고려해

부위별로 다르게 설정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건설업 작업자를 위한 작업복 바지에 대하

여 계절별 작업복을 수집하여 사이즈 스펙을 측정하고,

착용감과 여유량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로써 착용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이즈 스펙의

특성과 착용자가 지각하는 여유량에 대한 주관적인 판

단 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동작가동성이 향상된 계

절별 작업복 바지의 사이즈 스펙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

고자 하였다.

먼저 현재 판매되고 있는 계절별 바지의 사이즈 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소재가 두꺼워짐에 따라 사이즈 스펙

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춘추바지는 일반적으로 허

리둘레 74.3/80.0cm(편안한 상태/최대신장), 엉덩이둘레

104.0cm, 앞/뒤밑위 25.7/38.0cm이었고, 동계기모바지는

춘추바지보다 허리둘레 3.0cm, 엉덩이둘레 2.0cm 가량

크게 설계되고 있었으며, 동계패딩바지는 허리 4.0cm,

엉덩이둘레 9.0cm, 앞/뒤밑위길이 2.0~3.0cm, 허벅지~

바지부리 5.0~7.0cm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허리둘레는

바지의 종류에 상관없이 인체보다 대부분 작게 설계되

어 신장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적이었으며 모든

바지에서 패턴설계 시 엉덩이둘레의 여유분이 허리둘

레보다 큼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통적으로 허벅지 여

유분에 비해 무릎에 여유를 더 주어 설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이즈 스펙의 설정이 판매 및 제조업체마다 차

이가 크므로 무엇보다 치수 규격화가 시급하게 필요함

을 확인하였다. 착용감과 여유량에 대한 주관적 지각에

대한 평가결과 춘추바지는 평균적인 사이즈 스펙보다

크게 여유량이 부여된 A2 작업복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

았다. A2는 허리둘레가 다른 실험복에 비해 큰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허리를 숙이는 동작에서 앞허리부분의 편

안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동계기모바지 중 B1

은 평균적인 사이즈 스펙보다 엉덩이, 허벅지, 무릎, 밑

단둘레가 작게 설정되었음에도 가장 착용감이 편안하다

는 평가를 받았으며 동작에 따라 앞허리, 엉덩이, 허벅

지, 무릎부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B1과 B3,

2개의 아이템만 스판덱스가 포함되어 있는 직물을 사용

했는데 B1만 평가가 좋았던 것으로부터 오히려 너무 많

은 여유량은 불편한 착용감을 유발함을 확인하였다. 한

편 동계패딩바지는 대부분 충분히 여유있는 사이즈 스

펙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들 간 착용감 평가에서 통계적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한계 이상을 지나면 주

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역치가 존재하는데 판매되고 있

는 동계패딩바지의 여유량이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이용된 실험용 작업복 중 춘

추바지인 A2와 동계기모바지인 B1의 사이즈 스펙, 동

계패딩바지의 사이즈 스펙의 평균값을 통해 도출된 패턴

설계 시 여유량은 다음과 같다. 춘추바지는 허리둘레(편

안한 상태/최대시장) 0.2/7.2cm, 엉덩이둘레 13.6cm, 동계

기모바지는 허리둘레는 0.2/6.2cm, 엉덩이둘레 11.6cm, 동

계패딩바지의 허리둘레는 −5.3/7.2cm, 엉덩이둘레 19.4cm

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은 판매제품을 구매해서 평

가하다보니 직물을 통제하지 못했고, 착용 평가대상자

가 20대로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동작

가동성과 착용감을 더욱 개선할 수 있도록 본 연구의 결

Table 13. Quantification of the ease required for pattern design through the analysis of size differences between

body and product                                                                                                                                      (Unit: cm)

Spring/Fall pants Brushed bonding pants Padded pants

Waist relaxed 0.20 0.20 −5.30

Waist stretched 0.70 6.20 7.20

Hip 13.60 11.60 19.35

Thigh 10.60 9.40 15.50

Knee 10.30 7.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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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부터 여유량을 약간 가감하는 변인과 패턴설계 방

법의 변인 조합으로 심미성과 기능성을 갖춘 최적의 작

업복 바지를 개발하고자 하며,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많

은 작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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