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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ocation of grading lines and grading amount defined by 17 women's wear 
brands for a pants item by target age groups (20-30, 30-40, and 40-50). This study utilized 6th Size Korea data 
and a script-based on a 3D scan measurement program to analyze the increase rate of body size in order to 
suggest a grading deviation distribution ratio for the pants using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most brands appropriately divided grading amount at front thigh girth and back hip girth into the side and cen- 
ter by 1:1. Most brands divided the grading amount at the front hip girth into the side and center by 1:1; how- 
ever, the ratio found from Size Korea is 0.8:1.2 for the 20-30 age group, 0.7:1.3 for the 30-40 age group, and 
0.6:1.4 for the 40-50 age group. Regarding the back thigh girth, the brands targeting 20-30s, 30-40s, and 40- 
50s respectively assigned the grading amount into the side and center by 1:1, 1:1.2, and 1:1.3. However, the 
ratio found from Size Korea is 1.4:0.6 for the 20-30 age group, 1.7:0.3 for the 30-40 age group, and 1.3:0.7 
for the 40-50 age group. The results can be utilized in improving the grading system of the pants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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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그레이딩은 기본 치수의 마스터 패턴의 크기를 치

수체계의 호칭 간 치수편차만큼 늘리거나 줄이는 작

업이다. CAD 시스템을 이용한 그레이딩 작업은 작업 

효율성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시간단축 및 인건비 절

감에도 효율적이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CAD 

그레이딩 작업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 활

용도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어패럴 CAD 시스템

의 그레이딩 방식은 패턴의 각 포인트에 그레이딩 룰

값에 따라 x, y축으로 이동시키는 ‘쉬프트(shift) 방식’

과 패턴에 절개선 위치를 지정하고 이동방향 및 절개 

분량을 설정하는 ‘스플릿(split)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

지만 두 방식 모두 치수체계의 호칭 간 편차를 각 패턴

의 포인트와 절개선에 분배시킨 후 증감량을 설정하

는 것이 공통된 원리이다.

그레이딩 포인트나 절개선에 증감량을 설정 시 치

수에 따른 인체의 부위별 치수증감률이 동일하지 않으

므로 일률적인 편차량 적용이 아닌 인체 변화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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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차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레이딩은 소비자

의 의복 맞음새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류업체는 인체 치수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브랜드들이 사용해 오는 방식

에 따라 분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i et al., 

2002). 특히 연령에 따른 성인 여성의 체형의 차이를 간

과한 채 각 패턴 부위별 그레이딩 증감률을 일률적으

로 적용시키는 것은 소비자의 불만족을 야기할 수 있

다고 사료된다(Cho & Choi, 2002).

여성복의 바지 그레이딩의 룰값 설정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다음 세 가지 방법이 주로 이용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방법은 주요 치수(키

와 허리둘레 또는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에 대한 다

빈도 구간을 선정하고 치수구간별 참고 인체 치수(예. 

엉덩이둘레, 넙다리둘레, 샅앞뒤길이, 밑위높이, 무릎

높이)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도출하여 치수구간 

간의 그레이딩 편차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그레이딩 편차를 제시한 연구는 플러스 사이즈 학령

기 남아를 대상으로 한 Lee(2018)의 연구, 중년 비만여

성을 전, 후기로 나누어 그레이딩 편차를 비교한 Sohn 

and Hong(2005)의 연구,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Lee 

and Joo(2005)의 연구가 있다. 특히 Sohn and Hong(2005)

의 연구는 중년 비만여성을 전, 후기로 구분하여 중년 

후기에 배둘레와 허리둘레 항목 증가가 두드러진 것

으로 나타났으나 엉덩이둘레는 배둘레나 허리둘레의 

증가비율보다 적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방법은 다빈도 치수구간의 평균 치수를 이

용하여 바지 원형을 제작하고 원형의 치수를 측정하여 

그레이딩 룰값을 제시하는 것이다. Lim and Kim(2009)

은 제5차 Size Korea 자료를 이용하여 40~50대의 복부

비만 여성의 그레이딩 룰값을 제시하고 착의평가를 

실시한 결과, 뒤 밑위 부위 그레이딩의 평균 점수는 다

른 부위의 평균 점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 부위에 

정확한 그레이딩 증감량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Lim(2010)은 앞의 선행연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만

체형 여중생을 위한 바지 그레이딩 룰을 개발하였다.

세 번째 방법은 3D 인체 스캔으로부터 측정된 값을 

이용하여 다양한 치수의 패턴을 자동 설계하는 방법

이다. Hlaing et al.(2013)은 루즈핏 바지 패턴 설계를 위

하여 다양한 신체 유형의 3D 파라메트릭 가상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2D 바지 패턴으로 전개하여 다양한 치

수의 바지 패턴을 자동 설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

다. Han et al.(2015)은 3D 인체 스캔으로부터 측정된 둘

레, 너비와 높이 값을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기본 사

이즈의 인체 치수 값과 비교하여 차이만큼 블록 패턴

이 자동 수정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여성용 바지 그레이딩에 

관한 실태조사는 Lee(2009)가 20~30대를 타겟으로 하

는 16개의 여성복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 사이즈 수, 기

준 사이즈, 그레이딩 시 맞음새 유지에 중요하게 생각

하는 부위, 그레이딩 시 증감 부위와 부위별 적용 치수, 

허리와 엉덩이의 그레이딩 배분방식에 대해서 조사하

였다. Choi et al.(2002)은 여성복 업체의 상하의 그레이

딩 편차를 파악하여 최빈값과 참고편차를 이용하여 대

표적인 연령별 그레이딩 편차를 제시함으로써 여성복

의 연령별 그레이딩 차이를 밝혔다. 여성복 업체를 대

상으로 바지 그레이딩 에 대한 실태조사는 그레이딩 시 

사용하는 기본 사이즈, 사이즈의 수, 쉬프트 그레이딩 

방식에 적용 가능한 포인트별 x축, y축 룰값 등에 대한 

조사 정도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쉬프트 그레이딩 

방식은 각 포인트마다 룰값을 입력해야 하지만 스플릿 

그레이딩 방식은 절개선과 전개 분량만 설정해 주면 

되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쉬프트 방식보다 장점

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다수의 여성복 브랜드가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ho and Jo(1996)가 스

플릿 방식을 사용하는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재킷의 가

로와 세로 절개선 위치, 절개선별 절개값을 파악하여 

유형화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진 적이 없으며 특히 바지용 스플릿 그레이딩 방식에 

따라 편차분배율을 제안한 연구는 이루어진 적이 없는 

실정이다.

바지 그레이딩 룰값 제시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

본 결과, 그레이딩 룰값 제안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주

로 Size Korea의 자료인데 바지의 경우, 엉덩이둘레와 

넙다리둘레가 연결된 앞, 뒤 샅길이 부위의 그레이딩 

양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Size Korea 자료에 포함된 치

수항목 이외의 치수측정이 필요하나 선행연구 중에는 

이와 관련된 세부 치수를 추가로 측정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연령별 바지 그레이딩 편차설정에 관

한 연구로 Sohn and Hong(2005), Cho and Choi(2002)의 

연구와 Choi et al.(2002)의 연구가 있으나 최근에는 성

인 여성의 연령별 바지 그레이딩 제안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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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여성복 브랜드를 대상으로 

바지의 스플릿 그레이딩 방식에 이용 가능한 절개선 

위치와 절개선 수, 절개선별 편차분배율을 조사하였

다. 이들의 적합성을 파악하고자 제6차 한국인 인체치

수조사 Size Korea(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2)의 3차원 인체 스캔과 스크립

트 기반 3D 인체 측정 프로그램인 SNU-BM을 이용하

여 측정한 세부 항목의 치수를 바탕으로 각 인체 부위

별 치수증감률을 파악하고 브랜드의 그레이딩 편차분

배율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여성복 브랜드의 바지 그레이딩 실태조사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으로 2014/2015 한국패션

브랜드연감(Apparel News Editorial Department, 2014)

에 제시된 2013년 기준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의 여성복 

브랜드 17개를 선정하였다. 랜드의 타겟 연령집단 그

룹핑을 위하여 각 업체가 한국패션브랜드연감에 제공

한 타겟 연령정보와 이 문헌을 동일하게 이용하여 타

겟 연령집단을 구분한 Nam(2017)의 연구를 참고로 하

였다. 여성복 브랜드가 설정한 타겟 연령이 20~30대, 30 

~40대, 40~50대로 구분되지 않고 각 연령집단 간 교차

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20~30대, 30~40대, 40~50대, 총 

3개의 연령집단으로 그룹핑하였다. 타겟 연령별 그룹

핑 결과, 20~30대 타겟 브랜드는 5개(29.4%), 30~40대 타

겟 브랜드는 7개(41.2%), 40~50대 타겟 브랜드는 5개

(29.4%)로 나타났다(Table 1). 2017년 3월 2일부터 4월 

25일 동안 경력 10년 이상의 패턴개발실 담당자를 대

상으로 그레이딩 방식(쉬프트 또는 스플릿), 그레이딩 

편차분배 시 지정하는 절개선 위치, 절개선 개수와 각 

절개선별 편차분배량을 조사하였다.

2. 여성복 브랜드의 그레이딩 절개선 유형 분류 

방법

본 연구에서 조사한 브랜드들은 그레이딩 작업 시 

쉬프트 방식 혹은 스플릿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Cho and Jo(1996)가 쉬프트 방식과 스플

릿 방식에 의해 그레이딩 된 패턴을 겹쳐 본 결과, 패턴 

형태에 차이가 없다고 증명되어, 본 연구는 17개의 브

랜드 중 쉬프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4개의 브랜드의 

경우, 그레이딩 포인트에 설정된 x축과 y축의 이동방

향을 바탕으로 스플릿 방식에 이용 가능한 절개선을 

유추하여 분석하였다. 

여성복 브랜드의 바지 앞판과 뒤판 패턴에 그레이

딩 시에 사용하는 절개선은 Cho and Jo(1996)의 절개선 

유형 나누는 방법을 참고하여 둘레항목과 길이항목, 

그리고 밑위항목으로 구분하여 절개선 위치와 개수를 

파악하였다. 절개선의 위치와 수의 조합을 유형별로 

나누어 빈도를 계산하고 최빈도를 나타내는 절개선의 

유형을 파악하였다.

3. 연령별 브랜드의 바지 그레이딩 편차분배율 

적합성 평가 방법

본 연구는 브랜드가 둘레항목과 길이항목의 절개선

에 분배하는 편차분배율을 타겟 연령집단별로 분석하

였다. 둘레항목의 경우 대부분의 여성복 업체가 다음 

2개의 사항을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

다. 첫째,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항목의 경우, 치수체

계 호칭 간 편차(총 그레이딩 양)를 균일하게 부여하고 

있었다. 둘째, 둘레항목의 그레이딩 양을 바지의 앞, 뒤

판에 1:1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더 정

교한 연구를 위해서는 허리둘레가 증가함에 따른 엉

덩이둘레 증가율을 분석하고, 각 부위별 전체 둘레 증

가에 따른 앞둘레 증가비율과 뒤둘레 증가비율까지 

연구되어야 하나, 본 연구결과를 여성복 업체에서 실

용적이고 용이하게 활용되게 하기 위해 이 두 개의 사

항에 대해서는 브랜드 업체의 그레이딩 방식을 그대

로 이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브랜드의 둘레항목에 대한 편차분배율을 

분석을 위해 세로 절개선의 위치를 살펴본 결과, 바지 

Target
age group

Brand name n

20s to 30s
Reneevon, Givy, Keith, Jillstuart, Hazzys 
Ladies

5

30s to 40s
Crocodile Ladies, Chatelaine, Kiok, Lie 
Sang Bong, Zishen, Carries Note, Demian

7

40s to 50s
Daks Ladies, Luciano Choi, Ragello, Lee 
Hun Young, PAT

5

Table 1. Seventeen women's wear brands categori-
zed by target ag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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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힘선 위치를 기준으로 좌, 우, 즉 옆선쪽(㉠)과 중심

쪽(㉡), 추가로 밑위(㉢)에 절개선을 설정한 브랜드들

이 있었다(Table 2). 따라서 본 연구는 허리둘레, 엉덩

이둘레, 넙다리둘레 부위의 세로 절개선에 분배된 그

레이딩 양이 옆선쪽과 중심쪽에 어떤 비율로 분배되는

지 분석하였다. 즉,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는 앞판의 

경우 옆선쪽(㉠):중심쪽(㉡), 뒤판의 경우, 옆선쪽(㉣):

중심쪽(㉤)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넙다리둘레

는 앞판의 경우 옆선쪽(㉠):중심쪽(㉡+㉢), 뒤판의 경

우, 옆선쪽(㉣):중심쪽(㉤+㉥)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넙다리둘레의 중심쪽에 배분된 편차분배량은 중심쪽 

절개선과 밑위쪽에 절개선에 부여된 그레이딩 양을 

합하여 산출하였다.

길이항목에 대한 브랜드의 편차분배율을 분석은 바

지 총 길이(100%), 즉 허리부터 밑단까지의 길이(㉦+

㉧+㉨)에 부여된 총 그레이딩 양이 허리부터 샅 사이

의 가로 절개선(㉦), 샅부터 무릎 사이의 가로 절개선

(㉧), 무릎부터 발목 사이의 가로 절개선(㉨)에 분배된 

비율(%)을 산출하였다(Table 3).

위에서 파악한 브랜드의 부위별 그레이딩 편차분배

율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6차 Size Korea(KA- 

TS, 2012)의 3D 인체 스캔(20~30대 107명, 30~40대 111명, 

40~50대 82명)과 스크립트 기반 3D 인체 측정 프로그

램인 SNU-BM(Kim & Kim, 2018)을 이용하여 측정한 

Comparison 
locations

Locations of pants patterns for calculating 
deviation distribution ratio of brands

Variables for regression analysis 
to analyze increase rate of body measurement in Size Korea

<Brands' grading   lines> <Measurement locations defined in Size Korea data>

Waist girth

Grading amount at ㉠ : Grading amount at ㉡ Independent variable: Front girth (ⓛ + ⓜ), 
Dependent variable: Side front girth (ⓜ), Center front girth (ⓛ)

Grading amount at ㉣ : Grading amount at ㉤ Independent variable: Back girth (ⓝ + ⓞ)
Dependent variable: Side back girth (ⓞ), Center back girth (ⓝ)

Hip girth

Grading amount at ㉠ : Grading amount at ㉡ Independent variable: Front girth (ⓟ + ⓠ)
Dependent variable: Side front girth (ⓠ), Center front girth (ⓟ)

Grading amount at ㉣ : Grading amount at ㉤ Independent variable: Back girth (ⓡ + ⓢ)
Dependent variable: Side back girth (ⓢ), Center back girth(ⓡ)

Thigh girth 

Grading amount at ㉠ : Grading amount at ㉡ + ㉢ Independent variable: Front girth (ⓣ + ⓤ)
Dependent variable: Side front girth (ⓤ), Center front girth (ⓣ)

Grading amount at ㉣ : Grading amount at ㉤ + ㉥ Independent variable: Back girth (ⓥ + ⓦ)
Dependent variable: Side back girth (ⓦ), Center back girth (ⓥ)

Table 2. Comparison locations and methods: Brand's girth deviation distribution ratio vs Size Korea's girth size
increas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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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의 치수를 바탕으로 각 인체 부위별 치수증

감률을 파악하였다. 제6차 Size Korea(KATS, 2012)의 

인체 치수증감률과 브랜드의 편차분배율의 비교항목

은 둘레항목은 <Table 2>에, 길이항목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세부 항목은 길이항목

을 제외하고는 제6차 Size Korea(KATS, 2012)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필요한 기준

점을 지정하고 측정항목의 치수값을 산출하기 위해 

SNU-BM용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3D 스캔과 함께 시

스템에 업로드하여 산출된 측정값은 엑셀로 저장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옆선쪽 둘레와 중심

쪽 둘레를 나누는 기준점은 앞허리 둘레의 중간점으

로 하였다. 앞허리 둘레의 중간점을 지나는 시상면과 

엉덩이 수평면의 교차점을 앞엉덩이 옆선쪽 둘레와 

중심쪽 둘레를 나누는 기준점으로 설정하였고, 넙다

리 부위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둘레항목의 경우, 각 부위의 앞(뒤)둘레 증가 시 옆

선쪽 둘레와 중심쪽 둘레의 증가율을 각 항목별로 단

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Table 2). 예를 들

면, 허리둘레 앞쪽은 앞허리 둘레(ⓛ+ⓜ)를 독립변수, 

앞허리 옆선쪽 둘레(ⓜ)와 앞허리 중심쪽 둘레(ⓛ)를 

종속변수로 각각 설정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Table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엉덩이둘레와 넙다

리둘레의 경우도 허리둘레와 같은 방식으로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길이항목은 허리부터 밑단까지 길이(ⓖ+ⓗ+ⓘ), 총 

바지길이를 독립변수로 하였으며 허리에서 샅까지의 

길이(ⓖ), 샅에서 무릎까지 길이(ⓗ), 무릎에서 발목까

지 길이(ⓘ), 3개의 변수를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 중 비표준화 B값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인체 

측정항목의 하반신 편차분배율을 제시하였다. 브랜드

가 적용 중인 편차분배율의 최빈도 값과 제6차 Size Ko- 

rea(KATS, 2012)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한 부위별 인체 

Comparison 
locations

Calculation formula of deviation distribution rate (%)
Variables for regression analysis to analyze increase rate

of body measurement in Size Korea

Pants length
(Standard item)

Total grading amount distributed to pants length
 (㉦ + ㉧ + ㉨) = ●

Independent variable: Waist to ankle height
(ⓖ + ⓗ + ⓘ)

Waist to crotch
Grading amount distributed to the pattern from waist

to crotch (㉦)  / ● × 100
Dependent variable: Waist to crotch height (ⓖ)

Crotch to knee
Grading amount distributed to the pattern from crotch  

 to knee (㉧)  / ● × 100
Dependent variable: Crotch to knee height (ⓗ)

Knee to ankle
Grading amount distributed to the pattern from knee

to   hem (㉨)  / ● × 100
Independent variable: Knee to ankle height (ⓘ)

Table 3. Comparison locations and methods: Brand's length deviation distribution ratio vs Size Korea's length
size increas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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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증감률을 비교하여 브랜드의 부위별 그레이딩 편

차분배율의 적합성을 파악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여성복 브랜드의 그레이딩 절개선 위치와 절

개선 수에 따른 유형

여성복 브랜드의 바지 패턴에 그레이딩 시에 사용

하는 절개선을 둘레항목과 길이항목, 그리고 밑위항

목으로 구분하여 절개선 위치와 절개선 수에 따라 유

형별로 나누어 빈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

다. 패턴의 세로 절개선은 둘레 증감에, 가로 절개선은 

길이항목에 관계된 것이다. 둘레항목은 3개, 길이항목

은 4개, 밑위항목은 3개의 유형이 나타났다.

둘레 증감과 관련된 세로 절개선 유형을 살펴보면, 

앞, 뒤판에 각각 바지 접힘선 위치를 기준으로 좌, 우에 

1개씩 설정하고 샅 부위에 1개 세로선을 추가로 설정

Grading lines for distributing grading amount

Increase or decrease
in girth

(n = 4 / 23.5%) (n = 2 / 11.8%) (n = 11 / 64.7%)

Increase or decrease
in length

(n = 5 / 29.4%) (n = 3 / 17.6%) (n = 4 / 23.5%)

(n = 5 / 29.4%)

Increase or decrease
in crotch length

(n = 4 / 23.5%) (n = 2 / 11.8%) (n = 11 / 64.7%)

The bold line means the most used grading lines by the brand.

Table 4. Frequency in types of grading lines defined by the br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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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브랜드가 11개(64.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앞, 뒤

판에 바지 접힘선을 기준으로 좌, 우에 1개씩만 설정한 

브랜드가 4개(23.5%)로 나타났고, 여기에 뒤판의 샅에

만 추가로 절개선을 설정한 브랜드가 2개(11.8%)로 나

타났다.

길이 증감과 관련된 가로 절개선 유형을 살펴보면, 

허리에서 샅 사이에 1개의 가로 절개선을 설정한 브랜

드가 5개(29.4%), 허리에서 샅 사이, 샅에서 무릎 사이, 

무릎에서 밑단 사이에 1개씩, 총 3개의 가로 절개선을 

설정한 브랜드가 5개(29.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많이 설정되고 있는 절개선 위치는 허리에

서 샅 사이와 무릎에서 밑단 사이에 1개씩, 총 2개를 설

정한 브랜드가 4개(23.5%), 허리에서 샅 사이와 샅에

서 무릎 사이에 1개씩, 총 2개를 설정한 브랜드가 3개

(17.6%)로 나타났다.

Cho and Jo(1996)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밑위길이 

증감과 관련된 절개선 유형을 추가로 더 살펴보았다. 

밑위 증감은 앞, 뒤판 각각에 허리에서 샅 사이에 가로 

절개선 1개, 밑위길이 아래쪽과 안솔기 위쪽이 연결되

는 절개선 1개를 설정한 브랜드가 11개(64.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4개(23.5%)의 브랜드가 허리

에서 샅 사이에 1개의 가로 절개선을 설정하고 있었으

며, 여기에 추가로 뒤판에만 밑위길이 아래쪽과 안솔

기 위쪽이 연결되는 절개선 1개를 설정한 브랜드가 2개

(11.8%)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둘레 증감을 위해서는 앞, 뒤판에 바지 

접힘선을 기준으로 좌, 우에 세로 절개선 1개, 샅 부위

에 1개를 설정하는 브랜드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길이 

증감을 위해서는 허리에서 샅 사이에만 가로 절개선 

1개를 설정하거나 허리에서 샅 사이, 샅에서 무릎 사이, 

무릎에서 밑단 사이에 각각 1개씩 3개를 설정하는 브

랜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밑위길이 증감은 둘레 증

감과 길이 증감 모두에 관련되어 앞에서 살펴본 결과

와 다소 중복되나 따로 유형을 살펴본 결과, 1차적으로 

허리와 샅 사이에서 1개의 가로 절개선을 설정해 준 

후, 밑위길이 아래쪽과 안솔기 위쪽이 연결되는 절개선 

1개를 추가적으로 더 설정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령집단별 브랜드의 편차분배율 적합도 분

석 및 그레이딩 편차분배율 제안

브랜드의 부위별 그레이딩 편차분배율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제6차 Size Korea(KATS, 2012) 

자료를 이용하여 각 부위별 인체 치수증감률을 분석

하였다. 둘레항목의 경우, 브랜드는 그레이딩 양 분배

를 위하여 세로 절개선을 앞, 뒤판 패턴의 바지 접힘선

을 기준으로 좌, 우에 설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

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6차 Size Korea(KATS, 2012) 

자료를 이용하여 허리, 엉덩이, 넙다리 부위의 앞(뒤)

둘레 증가 시 옆선쪽 둘레와 중심쪽 둘레의 증가율을 

각 항목별로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길이항목의 경우, 브랜드는 그레이딩 양을 분배하

기 위한 가로 절개선을 허리에서 샅 사이, 샅에서 무릎 

사이, 무릎에서 밑단 사이에 1개씩, 총 3개의 가로 절개

선을 설정한 경우가 가장 다양하게 설정한 경우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6차 Size Korea(KATS, 2012) 자료

를 이용하여 허리에서 발목까지 길이 증가 시 허리에서 

샅까지의 길이, 샅에서 무릎까지 길이, 무릎에서 발목

까지 길이의 증가율을 각 항목별로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각 부위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Table 5>와 같다. 회귀분석 결과 중 비표준화 B

값을 각 부위별 인체 치수증감량 계산 시 이용하였다.

<Table 6>에서는 <Table 5>에 제시된 비표준화된 B

값을 그레이딩 시 편차분배율로 변환하는 과정을 제시

하였다. 첫째, 모든 항목의 비표준화 B값을 백분율로 

바꾸고(예. 앞허리 옆선쪽 둘레 0.638 → 63.8%), 둘째, 

앞허리 둘레 중 옆선쪽 둘레:중심쪽 둘레의 백분율을 

50%:50%로 조정하며 발생되는 각 차이값을 앞엉덩이

와 앞넙다리의 옆선쪽 둘레와 중심쪽 둘레에 각각 적

용하였다(예. 앞허리 옆선쪽 둘레의 경우, 63.8%‒13.8% 

=50.0%. 이 경우, 앞엉덩이 옆선쪽 둘레의 경우도 54.1% 

‒13.8%=40.3%, 앞넙다리 옆선쪽 둘레도 62.8%‒13.8% 

=49.0%). 셋째, 뒤허리 둘레 중 옆선쪽 둘레와 중심쪽 

백분율도 50%:50%의 비율로 조정하며 발생하는 각 차

이값을 뒤엉덩이와 뒤넙다리의 옆선쪽 둘레와 중심쪽 

둘레에 각각 적용하였다. <Table 7>의 마지막 열에 수

정된 백분율을 제시하였고 이를 최종 인체 치수증감

량으로 간주하였다. 둘레항목의 최종 인체 치수증감

량은 여성복 업체에서 본 결과를 활용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소수점 첫째 자리는 반올림하였다. 길이항

목의 경우는 변환과정 없이 비표준화 B값을 백분율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그대로 용하였다.

브랜드의 부위별 그레이딩 편차분배율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브랜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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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group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β t

 Age group of 
20-30s

F waist girth (ⓛ+ⓜ)
F side girth (ⓜ) 0.638 0.029 0.931 22.158***

F center girth (ⓛ) 0.362 0.029 0.822 12.567***

F hip girth (ⓟ+ⓠ)
F side girth (ⓠ) 0.541 0.058 0.730 09.299***

F center girth (ⓟ) 0.459 0.058 0.671 07.889***

F thigh girth (ⓣ+ⓤ)
F side girth (ⓤ) 0.628 0.041 0.868 15.228***

F center girth (ⓣ) 0.372 0.041 0.720 09.039***

B waist girth (ⓝ+ⓞ)
B side girth (ⓞ) 0.416 0.026 0.877 15.896***

B center girth (ⓝ) 0.584 0.026 0.931 22.270***

B hip girth (ⓡ+ⓢ)
B side girth (ⓢ) 0.420 0.040 0.770 10.522***

B center girth (ⓡ) 0.580 0.040 0.857 14.501***

B thigh girth (ⓥ+ⓦ)
B side girth (ⓦ) 0.629 0.044 0.853 14.264***

B center girth (ⓥ) 0.371 0.044 0.695 08.418***

Waist to ankle height 
(ⓖ+ⓗ+ⓘ)

Waist to crotch height (ⓖ) 0.215 0.046 0.469 04.635***

Crotch to knee height (ⓗ) 0.354 0.040 0.715 08.906***

Knee to hem height (ⓘ) 0.431 0.032 0.840 13.509***

Age group of 
30-40s

F waist girth (ⓛ+ⓜ)
F side girth (ⓜ) 0.675 0.029 0.944 23.678***

F center girth (ⓛ) 0.325 0.029 0.808 11.386***

F hip girth (ⓟ+ⓠ)
F side girth (ⓠ) 0.533 0.078 0.636 06.852***

F center girth (ⓟ) 0.467 0.078 0.586 06.006***

F thigh girth (ⓣ+ⓤ)
F side girth (ⓤ) 0.616 0.057 0.792 10.776***

F center girth (ⓣ) 0.384 0.057 0.629 06.716***

B waist girth (ⓝ+ⓞ)
B side girth (ⓞ) 0.389 0.042 0.748 09.375***

B center girth (ⓝ) 0.611 0.042 0.871 14.695***

B hip girth (ⓡ+ⓢ)
B side girth (ⓢ) 0.444 0.044 0.772 10.080***

B center girth (ⓡ) 0.556 0.044 0.835 12.627***

B thigh girth (ⓥ+ⓦ)
B side girth (ⓦ) 0.733 0.061 0.822 12.003***

B center girth (ⓥ) 0.267 0.061 0.466 04.373***

Waist to ankle height 
(ⓖ+ⓗ+ⓘ)

Waist to crotch height (ⓖ) 0.240 0.043 0.557 05.569***

Crotch to knee height (ⓗ) 0.394 0.031 0.839 12.799***

Knee to hem height (ⓘ) 0.365 0.034 0.789 10.679***

Age group of 
40-50s

F waist girth (ⓛ+ⓜ)
F side girth (ⓜ) 0.722 0.043 0.916 16.900***

F center girth (ⓛ) 0.278 0.043 0.659 06.502***

F hip girth (ⓟ+ⓠ)
F side girth (ⓠ) 0.522 0.071 0.703 07.337***

F center girth (ⓟ) 0.478 0.071 0.672 06.722***

F thigh girth (ⓣ+ⓤ)
F side girth (ⓤ) 0.694 0.055 0.861 12.539***

F center girth (ⓣ) 0.306 0.055 0.598 05.526***

B waist girth (ⓝ+ⓞ)
B side girth (ⓞ) 0.495 0.042 0.845 11.700***

B center girth (ⓝ) 0.505 0.042 0.850 11.957***

B hip girth (ⓡ+ⓢ)
B side girth (ⓢ) 0.461 0.050 0.780 09.254***

B center girth (ⓡ) 0.539 0.050 0.825 10.823***

B thigh girth (ⓥ+ⓦ)
B side girth (ⓦ) 0.683 0.046 0.894 14.835***

B center girth (ⓥ) 0.317 0.046 0.680 06.882***

Waist to ankle height 
(ⓖ+ⓗ+ⓘ)

Waist to crotch height (ⓖ) 0.151 0.040 0.450 03.379***

Crotch to knee height (ⓗ) 0.473 0.039 0.852 12.048***

Knee to hem height (ⓘ) 0.376 0.030 0.859 12.444***

***p<.001

Table 5.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using Size Korea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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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배율의 최빈도 값과 제6차 Size Korea(KATS, 2012)

를 바탕으로 도출된 인체 치수증감량을 비교한 결과

는 <Table 8>과 같다. <Table 8>에 브랜드의 편차분배

율이 제시된 부분의 첫 번째 열은 해당 편차분배율을 

적용한 브랜드 수(n=number of brands)/총 브랜드 수(t= 

total number of brands)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앞허리 

둘레의 편차분배율은 20~30대 타켓 브랜드 5개 중에 

5개가 옆선쪽과 중심쪽에 1:1로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가 조사한 브랜드의 수가 작기 때문에 최빈

도 2, 최빈도 3의 값까지 제6차 Size Korea(KATS, 2012) 

자료로부터 도출된 인체 치수증감량과 비교하면 차이

를 뚜렷이 분석하기가 어려워 최빈도 1의 값만 비교되

었다.

앞(뒤)허리 둘레선의 브랜드 최빈도 값 분석결과, 모

든 연령대에서 옆선쪽과 중심쪽에 1:1의 비율로 그레

이딩 양을 분배하고 있었다. 본 연구도 제6차 Size Ko- 

rea(KATS, 2012)를 이용하여 인체 치수증감량을 산출

할 때, <Table 6>에서 제시한 과정을 거쳐 앞허리 둘레 

중 옆선쪽 둘레:중심쪽 둘레의 백분율을 1:1(50%:50%)

로 조정하였기 때문에 타 부위의 편차분배율 비교 시 

공통된 기준을 갖게 되었다고 판단되었다. 앞엉덩이 

둘레의 경우, 모든 브랜드가 옆선과 중심쪽에 1:1로 편

차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6차 Size Korea 

(KATS, 2012) 자료 분석결과 20~30대 여성을 위한 브

랜드는 0.8:1.2(40%:60%), 30~40대 여성은 0.7:1.3, 40~ 

50대 여성은 0.6:1.4의 비율로 설정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앞엉덩이 둘레의 경우, 옆선보다 중심쪽 

둘레에 증감이 이루어지니 편차를 더 분배해야 되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중심쪽에 편차분배를 더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넙다리 둘레의 브랜드 최빈도 값 분석결과, 20~ 

30대 타겟 브랜드는 옆선쪽:중심쪽 비율이 1:1이지만 

30~40대 타겟 브랜드는 1:1.2, 40~50대 타겟 브랜드는 

1:1.4의 비율로 편차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브랜드들은 타겟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넙다

리 중심쪽에 편차를 더 크게 할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제6차 Size Korea(KATS, 2012) 자료 분

석결과, 20~30대 여성은 1:1, 30~40대 여성은 0.9:1.1, 40 

~50대 여성은 0.9:1.1의 비율로 설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앞넙다리의 경우, 옆선쪽과 중심쪽에 거

의 같은 비율로 분배하면 되지만 현재 브랜드가 중심

쪽에 편차를 많이 분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엉덩이 둘레의 브랜드 최빈도 값 분석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옆선쪽과 중심쪽에 1:1의 비율로 편차를 

나누고 있었다. 제6차 Size Korea(KATS, 2012) 자료 분석

결과, 20~30대 여성은 1:1, 30~40대는 1.1:0.9, 40~50대

는 0.9:1.1로 대부분 1:1의 비율에 가까워 브랜드가 뒤

엉덩이 둘레의 경우 편차분배를 적절히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뒤넙다리 둘레의 브랜드의 최빈도 값 분석결과, 20 

~30대 타겟 브랜드의 경우 옆선쪽:중심쪽 비율이 1:1

이지만 30~40대 타겟 브랜드의 경우 1:1.2, 40~50대 타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s B B → % Revised %

Front

F waist girth (ⓛ+ⓜ)
F side girth (ⓜ) 0.638 63.8 63.8 ‒ 13.8 = 50

F center girth (ⓛ) 0.362 36.2 36.2 + 13.8 = 50

F hip girth (ⓟ+ⓠ)
F side girth (ⓠ) 0.541 54.1 54.1 ‒ 13.8 = 40.3 (≒40)

F center girth (ⓟ) 0.459 45.9 45.9 + 13.8 = 59.7 (≒60)

F thigh girth (ⓣ+ⓤ)
F side girth (ⓤ) 0.628 62.8 62.8 ‒ 13.8 = 49

F center girth (ⓣ) 0.372 37.2 37.2 + 13.8 = 51

Back

B waist girth (ⓝ+ⓞ)
B side girth (ⓞ) 0.416 41.6 41.6 + 8.4 = 50

B center girth (ⓝ) 0.584 58.4 58.4 ‒ 8.4 = 50

B hip girth (ⓡ+ⓢ)
B side girth (ⓢ) 0.420 42.0 42.0 + 8.4 = 50.4 (≒50)

B center girth (ⓡ) 0.580 58.0 58.0 ‒ 8.4 = 49.6 (≒50)

B thigh girth (ⓥ+ⓦ)
B side girth (ⓦ) 0.629 62.9 62.9 + 8.4 = 71.3 (≒71)

B center girth (ⓥ) 0.371 37.1 37.1 ‒ 8.4 = 28.7 (≒29)

Table 6. Converting process from B value to deviation distribu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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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group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B → % Revised %

20-30s

F waist girth (ⓛ+ⓜ)
F side girth (ⓜ) 0.638 63.8 50

F center girth (ⓛ) 0.362 36.2 50

F hip girth (ⓟ+ⓠ)
F side girth (ⓠ) 0.541 54.1 40

F center girth (ⓟ) 0.459 45.9 60

F thigh girth (ⓣ+ⓤ)
F side girth (ⓤ) 0.628 62.8 49

F center girth (ⓣ) 0.372 37.2 51

B waist girth (ⓝ+ⓞ)
B side girth (ⓞ) 0.416 41.6 50

B center girth (ⓝ) 0.584 58.4 50

B hip girth (ⓡ+ⓢ)
B side girth (ⓢ) 0.420 42.0 50

B center girth (ⓡ) 0.580 58.0 50

B thigh girth (ⓥ+ⓦ)
B side girth (ⓦ) 0.629 62.9 71

B center girth (ⓥ) 0.371 37.1 29

Waist to ankle height
(ⓖ+ⓗ+ⓘ)

Waist to crotch height (ⓖ) 0.215 21.5

Crotch to knee height (ⓗ) 0.354 35.4

Knee to hem height (ⓘ) 0.431 43.1

30-40s

F waist girth (ⓛ+ⓜ)
F side girth (ⓜ) 0.675 67.5 50

F center girth (ⓛ) 0.325 32.5 50

F hip girth (ⓟ+ⓠ)
F side girth (ⓠ) 0.533 53.3 35

F center girth (ⓟ) 0.467 46.7 65

F thigh girth (ⓣ+ⓤ)
F side girth (ⓤ) 0.616 61.6 44

F center girth (ⓣ) 0.384 38.4 56

B waist girth (ⓝ+ⓞ)
B side girth (ⓞ) 0.389 38.9 50

B center girth (ⓝ) 0.611 61.1 50

B hip girth (ⓡ+ⓢ)
B side girth (ⓢ) 0.444 44.4 55

B center girth (ⓡ) 0.556 55.6 45

B thigh girth (ⓥ+ⓦ)
B side girth (ⓦ) 0.733 73.3 84

B center girth (ⓥ) 0.267 26.7 16

Waist to ankle height 
(ⓖ+ⓗ+ⓘ)

Waist to crotch height (ⓖ) 0.240 24.0

Crotch to knee height (ⓗ) 0.394 39.4

Knee to hem height (ⓘ) 0.365 36.5

40-50s

F waist girth (ⓛ+ⓜ)
F side girth (ⓜ) 0.722 72.2 50

F center girth (ⓛ) 0.278 27.8 50

F hip girth (ⓟ+ⓠ)
F side girth (ⓠ) 0.522 52.2 30

F center girth (ⓟ) 0.478 47.8 70

F thigh girth (ⓣ+ⓤ)
F side girth (ⓤ) 0.694 69.4 47

F center girth (ⓣ) 0.306 30.6 53

B waist girth (ⓝ+ⓞ)
B side girth (ⓞ) 0.495 49.5 50

B center girth (ⓝ) 0.505 50.5 50

B hip girth (ⓡ+ⓢ)
B side girth (ⓢ) 0.461 46.1 46

B center girth (ⓡ) 0.539 53.9 54

B thigh girth (ⓥ+ⓦ)
B side girth (ⓦ) 0.683 68.3 68

B center girth (ⓥ) 0.317 31.7 32

Waist to ankle height
(ⓖ+ⓗ+ⓘ)

Waist to crotch height (ⓖ) 0.151 15.1

Crotch to knee height (ⓗ) 0.473 47.3

Knee to hem height (ⓘ) 0.376 37.6

Table 7. Revised deviation distribution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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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 브랜드는 1:1.3의 비율로 편차를 나누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넙다리 중심쪽

에 편차를 더 크게 할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6차 

Size Korea(KATS, 2012) 자료 분석결과, 20~30대 여성

은 옆선쪽과 중심쪽 비율을 1.4:0.6, 30~40대 여성은 

1.7:0.3, 40~50대 여성은 1.3:0.7로 비율을 설정해야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복 브랜드의 경우, 뒤넙다리 

둘레의 편차를 중심쪽에 더 주었지만 제6차 Size Korea 

(KATS, 2012)의 자료 분석결과 옆선쪽에 더 주어야 하

는 것으로 나타나 브랜드의 그레이딩 편차분배방식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이항목의 브랜드 최빈도 값 분석결과, 20~30대의 

경우, 바지길이 총 편차를 허리에서 샅 사이, 샅에서 

무릎 사이, 무릎에서 밑단 사이에 각각 15.8%, 31.6%, 

52.6%를 분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6차 Size 

Korea(KATS, 2012)의 자료 분석결과, 바지길이 편차

를 3개의 부위에 21.5%, 35.4%, 43.1%를 분배해야 하

는 것으로 나타나 허리에서 샅 사이는 다소 적게 늘리

Target 
age

Measurement items
Brand Size Korea (KATS, 2012)

n/t Deviation distribution rate Deviation distribution rate

20-30s

F   waist side girth : F   waist center girth 5/5 1 : 1 50 (1.0) : 50 (1.0)

F   hip side girth : F   hip center girth 5/5 1 : 1 40 (0.8) : 60 (1.2)

F   thigh side girth : F   thigh center girth 4/5 1 : 1 49 (1.0) : 51 (1.0)

B   waist side girth : B   waist center girth 5/5 1 : 1 50 (1.0) : 50 (1.0)

B   hip side girth : B   hip center girth 5/5 1 : 1 50 (1.0) : 50 (1.0)

B   thigh side girth : B   thigh center girth 4/5 1 : 1 71 (1.4) : 29 (0.6)

Waist to ankle height

: Waist to crotch height 4/5

100.0%

: 15.8%

100.0%

: 21.5%

: Crotch to knee height 4/5 : 31.6% : 35.4%

: Knee to ankle height 4/5 : 52.6% : 43.1%

30-40s

F   waist side girth : F   waist center girth 7/7 1 : 1 50 (1.0) : 50 (1.0)

F   hip side girth : F   hip center girth 7/7 1 : 1 35 (0.7) : 65 (1.3)

F   thigh side girth : F   thigh center girth 3/7 1 : 1.2 44 (0.9) : 56 (1.1)

B   waist side girth : B   waist center girth 7/7 1 : 1 50 (1.0) : 50 (1.0)

B   hip side girth : B   hip center girth 7/7 1 : 1 55 (1.1) : 45 (0.9)

B   thigh side girth : B   thigh center girth 3/7 1 : 1.2 84 (1.7) : 16 (0.3)

Waist to ankle height

: Waist to crotch height 2/7

100.0%

: 100.0%

100.0%

: 24.0%

: Crotch to knee height 2/7 : 0.0% : 39.4%

: Knee to ankle height 2/7 : 0.0% : 36.5%

40-50s 

F   waist side girth : F   waist center girth 5/5 1 : 1 50 (1.0) : 50 (1.0)

F   hip side girth : F   hip center girth 5/5 1 : 1 30 (0.6) : 70 (1.4)

F   thigh side girth : F   thigh center girth 2/5 1 : 1.4 47 (0.9) : 53 (1.1)

B   waist side girth : B   waist center girth 5/5 1 : 1 50 (1.0) : 50 (1.0)

B   hip side girth : B   hip center girth 5/5 1 : 1 46 (0.9) : 54 (1.1)

B   thigh side girth : B   thigh center girth 2/5 1 : 1.3 68 (1.3) : 32 (0.7)

Waist to ankle height

: Waist to crotch height 2/5

100.0%

: 100.0%

100.0%

: 15.1%

: Crotch to knee height 2/5 : 0.0% : 47.3%

: Knee to ankle height 2/5 : 0.0% : 37.6%

n = number of brands, t = total number of brands

Table 8. Comparison of grading deviation rates between brands and Size Korea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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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무릎에서 밑단 사이는 다소 많게 편차를 분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20~30대 

타겟 브랜드가 편차분배율을 대체로 잘 설정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30~40대와 40~50대 타겟 브랜드

의 최빈도 값 분석결과, 바지길이의 편차를 모두 허리

에서 샅에만 100%로 분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6

차 Size Korea(KATS, 2012) 자료 분석결과, 30~40대 여

성의 바지길이 총 편차는 3개의 부위에 24.0%, 39.4%, 

36.5%를 분배해야 하고, 40~50대 여성의 바지길이 총 

편차는 각각 15.1%, 47.3%, 37.6%를 분배해야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30~50대 타겟 브랜드들의 바

지길이 편차를 분배하는 방식에 문제가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제6차 Size Korea(KATS, 2012) 자료에 근거하여 연

령집단별 바지 부위별 최종 편차분배율을 요약한 결

과는 <Table 9>와 같다. 연령집단별로 분류하였으며 

바지의 둘레항목은 앞, 뒤로 나누어 옆선쪽과 둘레쪽

의 비율을 살펴보았으며 길이항목은 총 길이를 100%

로 하여 3개의 부위에 분배할 비율을 파악하였다.

앞엉덩이의 옆선쪽과 중심쪽에 편차분배율은 연령

이 증가함에 따라 중심쪽 둘레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0.8:1.2 → 0.7:1.3 → 0.6:1.4).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앞엉덩이 부위, 즉 배 부위의 앞둘레 치수가 증가

하는데 특히 중심쪽의 둘레치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앞넙다리 둘레의 경우, 20~30대는 1:1이

나 30~50대는 0.9:1:1로 역시 중심쪽에 편차를 더 분배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넙다리 둘레는 30대 이

후가 될 때 중심쪽의 둘레치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므로 30대 이상을 타겟으로 하는 브랜드에서는 

샅쪽에 편차분배를 더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엉덩이 둘레는 20~30대 여성의 바지의 경우 옆선

쪽:중심쪽의 비율이 1:1에 가깝지만 30~40대 여성은 

옆선쪽 비율이 다소 큰 1.1:0.9, 반대로 40~50대 여성은 

중심쪽 비율이 다소 큰 0.9: 1:1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

에 따른 뒤엉덩이 둘레 치수변화가 중심쪽보다는 옆

선쪽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대에서 30~ 

40대로 연령이 증가하면 뒤엉덩이 둘레가 증가하나 

40~50대로 연령이 증가하면 뒤엉덩이 둘레 치수가 감

소하게 되는데 이 변화는 옆선쪽에서 일어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뒤넙다리 둘레도 20~30대 여성은 옆선쪽:중심쪽이 

1.4:0.6으로 나타났고 30~40대 여성은 옆선쪽 비율이 

더욱 커져 1.7:0.3의 비율로 나타났으나 40~50대 여성

은 옆선쪽 비율이 감소하여 세 연령집단 중 가장 작은 

비율인 1.3:0.7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뒤넙다리 둘레

의 치수변화를 살펴본 결과 뒤엉덩이 둘레의 치수변화 

양상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30대에서 30~ 

40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뒤엉덩이와 뒤넙다리는 옆

선쪽 둘레 증가가 더 이루어지나, 40~50대에는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이항목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총 바지길이 편

차를 허리부터 샅 사이에 20~30대 여성의 바지의 경우 

19.7%를 분배하면 되지만 30~40대 여성의 바지는 21.5%

로 증가시켜 분배해야 하고 40~50대 여성의 바지에는 

15.0%로 감소시켜 분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샅

에서 무릎 사이에 설정해야 할 편차분배율은 38.3%, 

40.5%, 47.5%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시켜

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릎에서 발목 사이에 

Comparison item 20-30s 30-40s 40-50s

Front
girth

Waist side girth : Waist center girth 1.0 : 1.0 1.0 : 1.0 1.0 : 1.0

Hip side girth : Hip center girth 0.8 : 1.2 0.7 : 1.3 0.6 : 1.4

Thigh side girth : Thigh center girth 1.0 : 1.0 0.9 : 1.1 0.9 : 1.1

Back
girth

Waist side girth : Waist center girth 1.0 : 1.0 1.0 : 1.0 1.0 : 1.0

Hip side girth : Hip center girth 1.0 : 1.0 1.1 : 0.9 0.9 : 1.1

Thigh side girth : Thigh center girth 1.4 : 0.6 1.7 : 0.3 1.3 : 0.7

Length Waist to ankle height

: Waist to crotch height 19.7% 21.5% 15.0%

: Crotch to knee height 38.3% 40.5% 47.5%

: Knee to ankle height 42.0% 38.0% 37.5%

Table 9. Grading deviation rate based on Size Korea data by ag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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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해야 할 편차분배율은 42.0%, 38.0%, 37.5%로 연

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IV. 결론및제언

본 연구는 국내 여성복 브랜드를 대상으로 바지의 

스플릿 그레이딩 방식에 이용 가능한 절개선 위치와 

절개선 수, 절개선별 편차분배율을 조사하였다. 이들

의 적합성을 파악하고자 제6차 Size Korea(KATS, 2012)

의 3D 인체 스캔과 스크립트 기반 3D 인체 측정 프로그

램인 SNU-BM을 이용하여 측정한 세부 항목의 치수를 

바탕으로 각 인체 부위별 치수증가률을 분석하고 이

들을 브랜드의 그레이딩 편차분배율과 비교하여 문제

점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고 각 결과

별 제안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바지의 그레이딩 시 사용하는 절개선 위치와 절개

선 수를 둘레항목, 길이항목과 밑위항목으로 구분하

였다. 둘레 증감을 위해서는 앞, 뒤판에 바지 접힘선을 

기준으로 좌, 우에 세로 절개선 1개, 샅 부위에 1개를 

설정하는 브랜드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길이 증감을 

위해서는 허리에서 샅 사이에만 가로 절개선 1개를 설

정하거나 허리에서 샅 사이, 샅에서 무릎 사이, 무릎에

서 밑단 사이에 각각 1개씩 설정하는 브랜드가 많이 나

타났다. 밑위길이 증감은 1차적으로 허리와 샅 사이에

서 1개의 가로 절개선을 설정해 준 후, 밑위길이 아래

쪽과 안솔기 위쪽이 연결되는 절개선 1개를 추가적으

로 더 설정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의 편차분배율의 최빈도 값을 살펴본 결과, 

앞(뒤)허리 둘레, 앞(뒤)엉덩이 둘레는 모든 연령대에

서 옆선쪽과 중심쪽에 1:1의 비율로 그레이딩 양을 분

배하고 있었다. 앞(뒤)허리 둘레와 뒤엉덩이 둘레의 경

우, 제6차 Size Korea(KATS, 2012) 자료를 이용하여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와 비교 시 브랜드가 대체로 잘 

분배하고 있었으나 앞엉덩이 둘레의 경우 제6차 Size 

Korea(KATS, 2012) 자료 분석결과 20~30대 여성을 위한 

브랜드는 0.8:1.2, 30~40대 여성은 0.7:1.3, 40~50대 여성

은 0.6:1.4의 비율로 설정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의 그레이딩 편차분배율은 앞넙다리 둘레, 

뒤넙다리 둘레, 바지길이 항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넙다리 둘레는 제6차 Size Korea(KATS, 

2012) 자료 분석결과 옆선쪽과 중심쪽에 거의 같은 비

율로 분배해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30대 타겟 

브랜드는 옆선쪽:중심쪽 비율이 1:1, 30~40대 타겟 브

랜드는 1:1.2, 40~50대 타겟 브랜드는 1:1.4 비율로 중

심쪽에 필요 이상의 그레이딩 양을 부여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뒤넙다리의 경우, 브랜드는 각 연령대

별로 그레이딩 양을 1:1, 1:1.2, 1:1.3의 비율로 중심쪽

에 더 분배하고 있지만 제6차 Size Korea(KATS, 2012) 

자료 분석결과, 1.4:0.6, 1.7:0.3, 1.3:0.7의 비율로 옆선

쪽에 그레이딩 양을 더 설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바지길이의 경우 제6차 Size Korea(KATS, 2012) 자

료 분석결과 허리에서 샅, 샅에서 무릎, 무릎에서 밑단

까지 각각 다른 비율로 그레이딩 양을 분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브랜드의 경우, 특히 30~40대와 

40~50대 타겟 브랜드는 바지길이의 편차를 모두 허리

에서 샅에만 100%로 분배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

나 바지 호칭이 커질수록 바지 길이의 부위별 프로포

션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바지 부위별 그레이딩 편차분배율을 제

안하기 위하여 스크립트 기반 프로그램인 SNU-BM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 필요한 기준점을 지정하고 측정

항목의 치수값을 산출하였다. 둘레항목의 그레이딩 

시 세로 절개선은 바지 접힘선 위치를 기준으로 좌, 우

에 설정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앞허리 둘레의 중간

점을 바지 접힘선 위치로 설정하고 이 점을 지나는 시

상면과 엉덩이 수평면의 교차점을 앞엉덩이 옆선쪽 

둘레와 중심쪽 둘레를 나누는 기준점으로 설정하였

고, 넙다리 부위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그레이딩 룰값 설정 시 허리, 엉덩이, 넙다리 부위의 앞

둘레, 뒤둘레는 이 점들을 기준으로 옆선쪽 둘레와 중

심쪽 둘레를 따로 측정함이 매우 중요하나 선행연구 

중 이들을 측정한 연구는 없어서 이 부분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여성복 브랜드를 대상으로 직접 방

문하여 그레이딩 시 절개선 위치와 수, 각 절개선에 설

정한 그레이딩양 포함된 자료를 수집하고 절개선별 

편차분배량을 직접 계산하였다. 최근 스플릿 방식의 

그레이딩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특히 연령별로 제6차 Size Korea(KATS, 2012)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인체 치수증감량과 비교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령집

단별 인체 적합성을 고려한 그레이딩 방식은 국내 여

성복 브랜드의 바지 기성복 맞음새 만족도를 높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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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러나 본 연구는 그레이딩 편차분배율을 인체 측정수

치로 계산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가 제시한 편

차분배율의 적합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제 바

지를 제작하여 맞음새에 대한 착의평가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 착의평가 시 엉덩

이에서 샅으로 이어지는 밑위선의 증감률 적용에 따

른 심미성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국내 여

성복 업체에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정장 스타일의 바지의 그레이딩 방법을 연

구하였으나 향후 상의 그레이딩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여성복 브랜

드에 한정되어 있으나 향후 남성복, 아동복, 스포츠 분

야 등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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