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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knit slacks patterns by lower body shape of middle-aged women. In 

addition, this paper aims to propose a design method for a prototype of nice knit slacks 

using the properties of knitwear. To select basic woven slack patterns which would be 

used in designing prototype of knit slacks for middle-aged women, two industrial slack 

patterns and two educational slack patterns were collected, and lab coats were 

prefabricated using muslin. Then, a shape test was performed by an evaluation board 

which consisted of eight experts who majored in Clothing Construction. Using blended yarn 

(1/17’s) with 64% wool, 23% rayon and 13% nylon, 12G knit slacks in plain stitch were 

made. In terms of waist circumference of knit slacks, the front and the back were set to 

W/4+1+2(D) and W/4-1+2(D), respectively, with 1cm of difference using waist 

circumference (Omphalion) to cover the abdominal circumference. To make the front-back 

width of the side line even, the front waist circumference was increased by 1cm. The ease 

of hip circumference was set to 4cm in total with H/4+1+0.8 in front and H/4+1-0.8 in the 

back (0.8cm in difference). Crotch length was set by adding 3cm (width of waist belt) 

after deducting crotch height from waist height (Omphalion). The center front angle was 

shifted by 1cm while the center back angle was shifted from the center front to the side 

line by 5cm.

Key words 중년 여성 니트 슬랙스 우븐 슬  : middle-aged women( ), knit slacks( ), woven slacks(

랙스 원형 개발             ),  development of proto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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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은 고급화 전문화 다양  , , 

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 

위한 의류제품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편안하고 실용적

인 아이템으로 니트웨어가 부상하게 되었다 니트. 

는 소재 특성상 신축성 드레이프성 보온성(knit) , , , 

유연성 등 물리적 성질 면에서 우븐 에 비해 (woven)

뛰어나며 외관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기 때문에 , 

활동성과 미적효과를 함께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또한 니트는 조직의 편성방법에 따라 표. 

면특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특히 니트 원사, 

의 성분 종류 굵기 밀도 장력 게이지 신축정도, , , , , , 

가공방법 등에 따라서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반면 형태안정성 마찰저항성 등 내구(Koo, 2009). , 

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니트의 

소재 특성 체형의 결점보완 및 니트의 조직을 세분, 

화하여 각 특성을 고려한 의류 원형들에 관한 연구

들이 진행되고 있다(Heo, 1997; Heo, 2003; Jo, 

특히 니트 의류제품은 내의류와 2003; Lee, 2011). 

스웨터 양말류 등에만 치중하던 것에서 외의류인 , 

코트 재킷 원피스 스커트 슬랙스 등의 다양한 아, , , , 

이템으로 설계되어 의류제품 간에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다(Lee, 

그 중 니트 슬랙스는 기능적인 의복으로 중년 2008).

여성들에게 착용 빈도가 높은 아이템이고 니트 의, 

류 생산 브랜드에서 스커트와 함께 하의류 아이템으

로 많이 생산되고 있다 특히 니트 슬랙스는 신체를 . 

압박하지 않는 편안함과 구김이 가지 않아 활동적이

며 착용감도 높은 장점이 있어 중년여성에게 선호되

고 있는 아이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니트 의류제. 

품만을 생산하는 브랜드를 제외하고 일반 브랜드의 

니트 슬랙스 생산 비율은 높지 않다 이는 일반 브. 

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븐 슬랙스보다 니트 슬랙

스가 신장률이 다소 높아 형태안정성이 좋지 않다는 

단점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반신의 체형변화가 일어나는 

중년여성들은 편안함과 활동감이 높은 니트 슬랙스

를 선호하고 있어 높은 신장률의 단점을 보완할 수 , 

있는 니트 슬랙스의 원형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니트 슬랙스 주   (knit slacks) 

소비 계층인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우븐 슬랙스 패

턴을 기초로 하여 니트 소재를 적용한 중년 여성 니

트 슬랙스 원형을 개발하고자한다 중년(knit slacks) . 

여성의 하반신 체형을 고려하여 외관이 우수하고 활

동적이며 맞음새가 좋은 니트 슬랙스(knit slacks) 

원형 설계방법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II. 

니트 슬랙스 디자인 선정1. 

본 연구의 니트 슬랙스 디자인은 직선허리벨트와   

앞여밈이 있고 앞 다트와 뒤 다트가 각각 한 개씩 

있는 기본 일자형 슬랙스로 벨트 밑(straight line) , 

선이 배꼽라인까지 오는 디자인으로 선정하였다 선. 

정된 니트 슬랙스의 도식화는 과 같다Figure 1 . 

피험자 선정  2. 

본 연구는 선행연구  (Beom, 2006; Park, 2003; 

를 근거하여 세에서 세를 중년 여Yang, 2004) 40 59

성으로 정의하고 실험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표준치. 

수 설정을 위하여 제Size Korea 5차 한국인 인체치

수조사보고서를 근거하여 세 세 중년 여성의 40 50∼

평균인체치수를 구하고 평균치수에 해당하는 피험, 

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중년 여성의 하. 

반신 평균 신체 치수 및 피험자 치수는 과 Table 1

같다.

외관평가  3. 

외관평가의 평가자는 의류학과 관련하여 전문지식  

이 있는 석사과정 이상의 의복구성학전공자 명으로 8

구성하였다.

외관평가방법은 대 평균치수에 해당하는   40 50∼

피험자 명을 선정하여 시간의 차이를 두고 총 번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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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nt              Back

Figure 1. Knit Slacks Flat Drawing 

Table 1. Subjects' Lower Body Anthropometric Data                                        (unit: cm)

                               

 Item

40 59 Age∼ Subjuct

M  SD M

H

e

I

g

h

t

(7)

Stature 155.20 5.03 158.0

Waist Height 95.60 4.03 96.0

Hip Height 74.69 3.33 75.0

Crotch Height 68.84 3.20 69.0

Waist Height (Omphalion) 89.75 4.02 90.0

Iliac Spine Height 82.62 3.72 82.4

Knee Height 39.65 2.25 40.0

W

i

d

t

h

(3)

Waist Breadth I(Natural Indentation) 27.01 2.64 27.3

Waist Breadth(Omphalion) 29.93 2.69 29.8

Hip Width 32.75 1.62 32.5

D

e

p

t

h

(3)

Waist Depth(Natural Indentation) 21.72 3.02 22.3

Waist Depth (Omphalion) 21.63 2.99 22.0

Hip Depth 22.34 2.28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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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Item

40 59 Age∼ Subjuct

M  SD M

C

I

r

c

u

m

f

e

r

e

n

c

e

(10)

Waist Circumference(Natural Indentation) 79.39 8.68 78.7

Waist Circumference(Omphalion) 84.78 8.57 84.0

Hip Circumference 92.93 5.06 94.0

Thigh Circumference 54.79 3.91 53.8

Midthigh Circumference 47.3 3.58 46.7

Knee Circumference 33.50 2.24 34.5

Lower Knee Circumference 32.03 2.04 32.4

Calf Circumference 34.13 2.30 35.0

Minimum Leg Circumference 20.84 1.30 20.7

Ankle Circumference 23.73 1.32 22.9

L

e

n

g

t

h

(6)

Body Rise 26.81 2.17 26.3

Thigh Vertical Length 26.28 2.05 26.7

Waist to Hip Length 22.42 3.10 22.1

Outside Leg Length 96.61 4.13 97.0

Crotch Length(Natural Indentation) 73.89 4.66 74.0

Crotch Length (Omphalion) 62.15 4.08 62.5

D

r

o

p

(2)

Hip Circumference-

Waist Circumference(Natural Indentation)
13.54 6.45 15.5

Hip Circumference-

Waist Circumference (Omphalion)
8.15 6.07 10.0

Etc. Weight(kg) 58.81 7.61 59.0

*The 5th Size Korea mean(SD)

에 걸쳐 실험복을 착장시켰고 평가자는  전면 측, , 

면 후면의 각각의 외관을 평가하였다 외관 평가항, . 

목은 전면 측면 후면별로 나누어 각 항목에 대하, , 

여 매우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적절하지 않은 “ ”, “

편이다 보통이다 적절한 편이다 매우 적절”, “ ”, “ ”, “

한 편이다 의 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였다 평가점” 5 . 

수는 높을수록 우수한 결과로 해석하였다. 

우븐 슬랙스 패턴 선정실험  4. 

니트 슬랙스 기본원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슬랙  

스 원형의 기본이 되는 우븐 슬랙스 패턴을 사용하

여 니트 슬랙스 기본원형을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니트 슬랙스 실험에 사

용될 기본원형 선정을 위하여 매출 실적이 높은 브

랜드의 우븐 슬랙스 산업용 패턴 종과 의복구성학 2

교육용 패턴 종으로 총 종을 선정하여 실험하였2 4

다 산업용 우븐 슬랙스 패턴은 산업체마다 기본 치. 

수설정과 패턴 제작방법이 다르므로 평균사이즈를 

사용하여 산업체에서 제작하는 방법대로 제도하였고 

교육용 우븐 슬랙스 패턴은 교육용 교재에 있는 패

턴제도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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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복의 신체 사이즈는 허리둘레 배꼽  78.7cm, 

수준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엉덩이길84cm, 94cm, 

이 허리높이 엉덩이높이 밑위길이 허리높이( - ) 21cm, (

샅높이 슬랙스 길이 를 사용하였다- ) 27cm, 90cm . 

우븐 슬랙스 패턴의 실험복 소재는 면 의 머100% 

슬린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니트 슬랙스 기본원형 설계 실험  5. 

니트 슬랙스 기본원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외관평  

가 후 선정된 우븐 슬랙스 원형 원형을 니트 슬랙스 

기본원형으로 제시하였다. 

니트 슬랙스 실험복 제작  1) 

종의 우븐 슬랙스 패턴 중 외관평가에서 가장 우  4

수한 평가를 받은 우븐 슬랙스 패턴을 대상으로 니

트 슬랙스 실험복을 제작하였다 실험복 제작에 사. 

용된 원사와 조직은 가을에 니트 슬랙스 생산 시 사

용 빈도가 높은 wool 64%/ rayon 23%/ nylon 

의 혼방사를 이용한 평편조직의 로 기본 니13% 12G

트 슬랙스 원형 실험복을 제작하였다 실험복의 평. 

편조직은 니트 조직 중 가장 기본 조직에 속하며 얇

고 가벼운 특징이 있으며 면포의 표면과 이면의 외, 

관이 명확하게 차이가 난다(Lee, 2010).

니트 슬랙스 기본원형 외관평가  2) 

외관평가를 위해 선정된 우븐 슬랙스 패턴을 니트   

슬랙스 기본원형 소재 에 그대로 적용하여 실험용 ( )

니트 슬랙스를 제작하였다 우븐 슬랙스 패턴을 니. 

트 슬랙스 기본원형에 적용하였을 때 우븐 슬랙스와 

니트 슬랙스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이를 기초로 중년 

여성의 니트 슬랙스 기본원형 설계를 위한 외관평가

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6. 

니트 슬랙스의 외관평가실험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하고 실험 단계별 수정 원형의 평가항목별 유, 

의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Ⅲ

니트 슬랙스 기본원형 개발을 위한 기본    1. 

우븐 슬랙스 패턴 설계     

중년 여성의 니트 슬랙스 기본원형 설계에서 사용  

될 기본 우븐 슬랙스 패턴을 선정하기 위하여 산업

용 슬랙스 패턴 종과 교육용 슬랙스 패턴 종을 제2 2

작하여 착의 평가하였다 그 결과 종의 실험복의 . 4

외관평가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높지 않

은 점수로 평가되었으며 실험복이 가장 좋은 점수, D

를 받아 종의 실험복 중 가장 외관이 우수한 것으4

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실험복 실험복 실험. B , A , C

복 순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산업용 슬랙스 패턴의 . 

외관평가 결과가 높은 것은 슬랙스 생산 시 최근의 

슬랙스 트렌드를 반영하여 디자인하고 제작하기 때

문에 교육용 패턴보다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

각된다 외관 평과가 가장 좋은 실험복을 바탕으로 . D

수정 보완하여 중년 여성 니트 슬랙스 원형 설계에 

사용될 우븐 슬랙스 패턴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우븐 슬랙스 패턴은 니트 슬랙스 기본원형   

설계를 위하여 외관평가시 점수가 낮게 평가된 부위

를 수정하였다 우븐 슬랙스 패턴의 수정된 부분은 . 

정면 허리둘레선 위치를 올려주고 측면에서의 1cm , 

허리선이 부드럽게 연결 되도록 수정하였다 전면 . 

배부위의 약간의 당김 현상은 허리 다트를 곡선으로 

변경하여 당김 현상을 보완하였으며 측면 엉덩이 , 

부분의 군주름을 해소하기 위하여 뒤 샅냄폭을 

정도 내어 주었다 슬랙스의 부리 폭은 전체0.5cm . 

적으로 씩 늘려주었고 슬랙스 길이는 줄여 1cm 5cm 

수정하였다 수정된 우븐 슬랙스의 항목별 적용 치. 

수는 에 제시하였고 패턴은 와 같Table 2 Figure 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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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rafting Calculating Formulas of Developed Woven Pants Pattern                  (unit : cm)

no. Item Developed Pattern

1

Waist

Circumference

(Omphalion)

Front W/4-0.5(Front-back width)+1.8(D)

Back W/4+0.5(Front-back width)+1.8(D)

2 Hip Circumference
Front H/4+0.75(Ease)-0.5(Front-back width)

Back H/4+0.75(Ease)+0.5(Front-back width)

3 Slacks Center Front Line (H/4+0.75+2.8(Crotch Length))/2 , 1.0 Move to Side Seam

4 Hip Length

Actual Measurement 

(waist-height (Omphalion) - Hip Length)+ Waist Bend  

Width

5
Move to Waist Center 

Front

Front 0.5

Back 5.5

6 Crotch Length

Actual Measurement 

(waist-height (Omphalion) - Crotch Length)+ Waist Bend 

Width

7 Knee Length Lower Part of Crotch Length/2 8.0↑

8 Pants Length
Actual Measurement(waist-height (Omphalion) + Waist Bend 

Width)

9 Position of Front Dart
Front Slacks Center Front Line

Back  9.0 Move to Side Seam

10 Length of Dart
Front 1.8 (9.0)

Back 1.8 (9.0)

11
Increase of Waist Side Seam 

Point
0.7

12
Increase of 

Center Back
3.5

13
Back Crotch 

Drooping Length
1.8

14 Crotch Width
Front H/16-3

Back H/8-1.8

15 Knee Width
Front 20.0

Back 22.0

16
Width of 

Hem Line

Front 18.0

Back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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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rafting Method of the Developed Prototype of Woven Slacks

니트 슬랙스 차 기본원형 실험복 제작     2. 1

및 외관평가     

선정된 우븐 슬랙스 패턴을 사용하여 차 기본원  1

형 니트 슬랙스를 제작하였다 니트 편성물은 산업. 

체 설문조사 를 통하여 니트 슬랙스 생산 (Lee, 2011)

시 봄 가을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 wool 64%/ 

의 혼방사를 이용rayon 23%/ nylon 13% (1/17's) 

하여 평편조직의 로 제작하였다 외관평가는 전12G . 

면 측면 후면 전체적인 외관으로 나누어 실시하였, , , 

다 외관평가 결과는 과 같다 전체적인 실. Table 3 . 

루엣은 평균 로 낮은 평가로 나타났다 전면에2.42 . 

서는 전체적으로 여유분에 관한 항목들이 낮은 점수

로 평가 되었다 니트 슬랙스의 경우 우븐 슬랙스에 . 

비하여 소재가 신체에 밀착되어 하반신의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나 우븐 슬랙스보다 약간의 여유가 더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밑위길이가 짧아 . 

보이고 샅부분에 당기는 군주름 이 생기(2.88)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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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측면에서는 옆선 솔기의 앞. 

뒤 폭이 균등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옆(2.29), 

선의 솔기도 수직으로 보이지 않는다 는 평가(2.00)

를 받았다 우븐 슬랙스 패턴의 경우 옆선을 앞쪽으. 

로 이동하여 좀 더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를 주기 위

한 패턴 설계로서 니트 슬랙스 적용 시에는 옆선 폭

이 균등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후면은 허벅지 . 

둘레의 여유분이 부족 하고 밑위길이가 짧아 (2.54) , 

보이며 엉덩이 아래의 군주름이 많아(2.17), (1.79)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체 외관으로 볼 때 슬. 

랙스 부리 폭과 길이는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따라. 

서 우븐 슬랙스 원형을 니트 소재에 적용하여 니트 

슬랙스로 제작할 경우 우븐 슬랙스 외관과는 차이, 

가 있었으며 니트 슬랙스 원형으로 전환 시 특히 엉

덩이둘레와 다리부위의 여유분 밑위길이 등의 부위, 

를 수정 보완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니트 슬랙스 차 기본원형 실험복 제작     3. 2

및 외관평가     

우븐 슬랙스 원형으로 제작된 니트 슬랙스의 외관  

평가 시 낮은 평가를 받은 부위를 수정 보완하여 2

차 니트 슬랙스 기본원형을 설계하고 차 외관평가2

를 실시하였다. 

니트 슬랙스 차 기본원형 설계  1) 2

허리둘레 여유분과 앞뒤차  (1) 

허리선은 배꼽수준허리높이를 사용하였고 허리 벨  

트폭은 로 설계하였다 허리둘레의 여유분은 니3cm . 

트 슬랙스 제작 시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고무밴드를 

넣어 여유분을 주지 않고 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본 기본원형에서도 허리둘레에는 여유분. 

을 주지 않고 설계하였다 우븐 슬랙스의 경우 허리. 

둘레는 앞은 앞뒤차 뒤는 W/4-0.5( )+1.8(D), 

앞뒤차 로 앞뒤차는 로 뒤허W/4+0.5( )+1.8(D) 0.5cm

리둘레가 앞허리둘레보다  크게 설계하였으0.5cm 

나 니트 슬랙스 기본원형에서는 앞 여유를 더 1cm 

크게 하고 뒤는 줄여주어 중년 여성 체형에서 1cm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복부의 돌출을 커버하기 위하여 

앞은 앞뒤차 뒤는 앞뒤W/4+1( )+2(D), W/4-1(

차 로 설계하여 앞 뒤판의 옆선을 균등하게 조)+2(D)

정하였고 다트량도 에서 조금 더 추가 할 필1.8cm

요를 느껴 더하여 로 설정하였다 즉 허0.2cm 2cm . 

리둘레의 앞뒤차를 로 변경하고 앞쪽 허리를 더 1cm

크게 설계하여 옆선이 뒤쪽으로 이동되게 하였다.

엉덩이둘레 여유분과 앞뒤차  (2) 

우븐 슬랙스는 엉덩이둘레에 의 여유분이 있  3cm

었으나 니트 슬랙스에서는 여유분이 작은 것으로 평

가되어 여유분을 더 늘려 총 의 여유분을 1cm 4cm 

적용하였다 허리둘레와 같이 옆선을 균등하게 나누. 

기 위하여 앞은 뒤는 로 앞H/4+1+0.8, H/4+1-0.8

을 더 크게 앞뒤차를 설정하였다0.8cm .

뒤중심선 이동 분량  (3) 

슬랙스 뒤중심선의 기울기는 각도가 수평에 가까  

울수록 활동성은 증가하나 선 자세에서 군주름이 생

기고 수직에 가까울수록 보기는 좋으나 신체 활동, 

에 여유분이 부족하다 본 연구의 기본(Jung, 2008). 

원형 뒤중들임분은 우븐 슬랙스 보다 중심쪽0.5cm 

으로 세워 제작하였고 앞중심선을 기준으로 옆5cm 

선 쪽으로 이동하였다. 

샅냄폭 및 샅냄분 끝점 내림분량  (4) 

밑위 폭은 엉덩이 두께와 둘레를 기초로 해서 정  

하지 않으면 하지 부근에서 잡아당겨져 구김이나 처

짐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외관평가결(Byeon, 2010). 

과 엉덩이부분의 밑위가 당기고 군주름이 생기는 , 

결과를 보정하기 위하여 앞밑위길이는 실측치를 사

용하고 앞샅냄폭 끝점을 아래로 내려 앞밑위0.3cm 

길이를 조금 길게 조절하였다 뒤밑위길이는 신축성. 

이 있는 니트 소재의 경우 늘어남을 보완하고 착용 

시 맵시를 살리기 위하여 샅냄폭을  로 H/8-2.8

줄이고 뒤샅냄폭 끝점을 내려 주어 밑1cm 2.3cm 

위 아래부위가 당기지 않도록 수정하였다.

그 외 수정 설계  (5) 

허벅지둘레부터 바지부리까지는 엉덩이둘레의   

여유량 증가와 함께 앞 뒤 씩 여유를 1cm , 0.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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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설계하였다 샅아래 허벅지를 감싸는 앞뒤판 . 

안쪽 솔기선은 좀 더 좋은 실루엣을 만들기 위하여 

뒤판 안쪽 솔기선은 우븐 슬랙스 원형보다 0.3cm 

늘려 깎아 주었고 옆선 쪽은 깎아 주1.5cm 0.3cm 

었다 또한 앞솔기 안쪽보다 뒤솔기 안쪽을 짧게하. 

여 뒤엉덩이 밑 아래쪽에 살이 없어 꺼져 보이는 것

을 보완하였다 앞뒤 다트길이와 슬랙스 길이는 우. 

븐 원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설계하였다.

니트 슬랙스 차 기본원형 실험복의 외관평가  2) 2

차 니트 슬랙스 원형 외관평가 후 수정 보완하여   1

설계된 차 니트 슬랙스 기본원형을 제작하여 외관2

평가 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인 실루엣은 (Table 3). 

점으로 차 니트 슬랙스 외관평가보다 좋은 평3.71 1

가를 받았다 전면에서는 엉덩이부위에 군주름이 없. 

는가를 제외한 항목에서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나 2

차 원형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샅부위의 군주름은 . 

앞샅냄폭 끝점을 내려 설정하여 군주름을 줄0.3cm

여주어 차 실험복 이 차 실험복 보다 2 (3.83) 1 (2.83)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엉덩이둘레 여유분의 적절함. 

과 허벅지둘레 여유분의 적절함 은 유의(3.79) (3.96)

수준  p 로 밑위길이의 적절함 도 유의수<0.01 , (3.88)

준  p 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며 차 원형이 <0.001 2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면에서의 항목들은 모두 점 . 3

이상으로 차 원형보다 좋은 평가결과가 나타나 차 1 2

원형에서 개선됨을 알 수 있었다. 

측면은 모든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났으며  , 

특히 차 원형에서 옆선이 균등하게 나누어지지 않1

아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에 앞뒤차를 더해주어 옆

선을 이동시켜 옆선을 균등하게 나누어 설계하므로

써 옆선 솔기의 앞뒤 폭이 균형 있게 나누어졌는가

에서 차 원형에서 좋은 결과로 평가되었다(3.29) 2 .

후면은 엉덩이 아래부위의 군주름 여부 항  (3.96) 

목에서 p 로 매우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0.001

며 차보다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허리둘1 . 

레선 위치의 적절함 무릎부위 여유분의 적절(3.71), 

함 뒤주름선의 수직 여부 항목에서 (3.58), (2.96) 

p 로 유의차이가 나타나 차보다는 좋은 평가<0.01 1

를 받았으나 아직도 뒤주름선의 수직여부 항목에서

는 점 이하의 점수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3 . 

이는 중년 여성 기본 니트 슬랙스 원형 설계 시 우

븐 패턴을 적용할 경우 우븐 보다 유연성이 큰 니트 

편성물은 신체선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우븐 슬

랙스보다 엉덩이부위 및 다리부위에 여유분을 늘려

주어 하반신 체형이 두드러지지 않도록 커버해야 하

며 밑위의 당김 현상은 밑위길이를 늘려주는 것보, 

다 밑솔기점을 내려주어 밑위가 처져 보이지 않으면

서 밑아래의 당김 현상을 줄여주어야 함을 알 수 있

었다 그 외의 후면 항목에서도 점 이상의 평가 결. 3

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점 이하의 평가가 나타나 . 4

점수가 낮은 항목들을 위주로 밑위길이와 엉덩이 아

래 군주름은 뒤밑위내림 분량을 로 조정하고3cm , 

뒤다트위치는 중심에서 옆선쪽으로 이동하도0.5cm 

록 수정하여 최종으로 중년여성 니트 슬랙스 기본원

형으로 제시하였다. 

니트 슬랙스 최종 기본원형 설계  4. 

우븐 슬랙스 패턴으로 제작된 니트 슬랙스의 차  1 , 

차 외관평가를 통하여 니트 슬랙스 원형을 수정 보2

완 하여 중년 여성 니트 슬랙스 기본원형을 설계하

였다 설계된 니트 기본원형의 항목별 적용 치수는 . 

에 제시하였고 패턴과 착용 사진은 Table 4 Figure 

와 같다3, Figure 4 .

슬랙스의 허리둘레는 배꼽수준허리둘레를 기본으  

로 사용하여 앞은 뒤는 W/4+1cm+2(D),  

로 앞뒤차 로 설정하여 중년 여W/4-1cm+2(D) 1cm

성의 배가 나온 체형의 앞배둘레를 커버하고 옆선의 

앞뒤 폭을 균등하게 설정하기 위하여 앞허리둘레를 

더 크게 설정하였다 엉덩이둘레는 여유량을 1cm . 

총 로 설정하고 앞은 뒤는 4cm H/4+1cm+0.8cm, 

로 앞뒤차는 로 설정하여 앞H/4+1cm-0.8cm 0.8cm

엉덩이둘레를 더 크게 설정하였다 엉덩이길이와 밑. 

위길이는 각각 실측치에 허리벨트폭 를 더하여 3cm

설정하였다 즉 엉덩이길이는 배꼽수준허리높이에서 . 

엉덩이높이를 뺀 치수에 허리벨트폭 를 더하여 3cm

설정하였고 밑위길이는 배꼽수준허리높이에서 샅높, 

이를 뺀 치수에 허리벨트폭 를 더하여 설정 하3cm

였다 앞중심들임분은 이동하였고 뒤중심들임. 1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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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velopment of Prototype of Knit Slacks 1st, 2nd Shape Test

Item
1st Test 2nd Test

t
M SD M SD

F

r

o

n

t

Position of  Waist Circumference 2.71 0.46 3.79 0.41 -4.562***

Position of Hip Circumference 3.13 0.61 3.92 0.40 -3.469***

Position of Crotch 2.88 0.33 3.88 0.33 -4.815***

Amount of Waist Circumference 3.29 0.46 4.00 0.88 -2.220**

Amountof Hip Circumference 2.96 0.69 3.79 0.41 -3.238***

Amount of Thigh Circumference 3.00 0.65 3.96 0.46 -3.638***

Amount of Knee Line 2.79 0.41 3.92 0.28 -4.846***

Wrinkle of Hip 3.29 0.75 3.75 0.44 -1.446*

Wrinkle of Crotch 2.83 0.81 3.83 0.38 -3.182***

Position of Front Dart 2.46 0.50 3.33 0.76 -2.864***

Length of  Front Dart 2.96 0.46 3.54 0.50 -2.760***

Verticality of Front Line 2.50 0.72 3.13 0.53 -2.212**

S

i

d

e

Position of  Waist Circumference 3.25 0.44 3.42 0.65 -.717

Position of Hip Circumference 3.46 0.72 4.04 0.35 -2.760**

Balance of  Side Seam 2.29 0.80 3.29 0.62 -2.930***

Verticality of Side Seam 2.00 0.51 2.75 0.44 -3.606***

Amount of Waist Circumference 3.04 0.85 3.96 0.46 -3.260***

Amountof Hip Circumference 3.21 0.41 3.67 0.56 -1.619*

Amount of Thigh Circumference 2.58 0.71 3.38 0.71 -2.930***

B

a

c

k

Position of  Waist Circumference 2.63 0.87 3.71 0.62 -3.222***

Position of Hip Circumference 3.33 0.48 3.88 0.44 -2.407**

Position of Crotch 2.17 0.91 2.71 0.62 -1.718*

Amount of Waist Circumference 3.63 0.49 3.92 0.40 -1.356*

Amountof Hip Circumference 3.46 0.77 3.96 0.46 -1.923**

Amount of Thigh Circumference 2.54 0.72 3.00 0.59 -1.497*

Amount of Knee Line 2.46 0.65 3.58 0.50 -3.679***

Wrinkle of Hip 2.50 0.51 3.04 0.55 -1.963**

Wrinkle of the lower Hip 1.79 0.41 2.63 0.57 -3.978***

Position of Back Dart 2.46 0.72 2.88 0.61 -1.726*

Length of Back Dart 3.25 0.67 3.21 0.41 0.000

Verticality of Back Line 2.42 0.50 2.96 0.55 -2.784**

E

t

c.

Width of Hem Line 3.13 0.94 3.92 0.28 -2.885**

Length of Slacks 3.42 0.71 3.58 0.50 -2.666**

Silhouette of Slacks 2.58 0.50 3.71 0.46 -4.417***

Mean 2.83 3.53
***p<.001, **p<.01, *p<.05
evaluation method: 5-very appropriate, 4-appropriate, 
                   3-good, 2-inappropriate, 1-very in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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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앞중심선에서 옆선쪽으로 이동하였다 무5cm . 

릎길이는 밑아래길이를 등분하여 위로 올려 2 8cm 

설정하였다 앞허리다트는 앞주름선에서 설정하였고. , 

뒤허리다트는 뒤중심선에서 옆선쪽으로 이동9.5cm 

하여 설정하였다 다트의 길이와 분량은 앞뒤 동일. 

하게 길이에 분량으로 설정하였다 뒤밑9cm 2cm . 

아래처짐분량을  로 설정하여 뒤중심들임분이3cm

Table 4. Drafting Calculating Formulas of Developed Knit Pants Pattern                    (unit : cm)

no. Item Developed Pattern

1

Waist

Circumference

(Omphalion)

Front W/4+1(Front-back width)+2(D)

Back W/4-1(Front-back width)+2(D)

2 Hip Circumference
Front

H/4+1(Ease)+0.8(Front-back width)

back and forth

Back H/4+1(Ease)-0.8(Front-back width)

3 Slacks Center Front Line (H/4+0.75+2.8(Crotch Length))/2, 1.0 Move to Side Seam

4 Hip Length
Actual Measurement 

(waist-height (Omphalion) - Hip-high)+Waist Bend Width

5
Move to Waist 

Center

Front 1.0

Back 5.0

6 Crotch Length

Actual Measurement

(waist-height (Omphalion) - Crotch-height)+Waist Bend 

Width

7 Knee Length Lower Part of Crotch Length/2 8.0↑

8 Pants Length
Actual Measurement(waist-height (Omphalion) + Waist Bend 

Width)

9
Position of Front 

Dart

Front Slacks Center Front Line

Back 9.5 Move to Side Seam

10 Length of Dart
Front 2.0 (9.0)

Back 2.0 (9.0)

11
Increase of Waist Side Seam 

Point
0.7

12
Increase of 

Center Back
3.5

13
Back Crotch

Drooping Length
3.0

14 Crotch Width
Front H/16-3

Back H/8-3

15 Knee Width
Front 21.0

Back 23.0

16 Width of Hem Line
Front 19.0

Back 21.0

중심쪽으로 이동하면서 밑이 당기는 현상을 보완해 

주었다 앞샅냄폭은 뒤샅냄폭은 . H/16-3cm, 

로 설정하여 니트 슬랙스의 샅부분이 처져 H/8-3cm

보이는 현상을 보완하여 설정하였다 무릎너비와 바. 

지부리는 우븐 슬랙스 패턴 적용 시 보다 앞 뒤 

씩 여유를 더 주어 다리의 실루엣이 드러나는 1cm

것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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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rafting Method of the Developed Prototype of Knit Slacks

Body Type Front Side Back

Body 

Type  

of

Middle-aged 

Women

Figure 4. Development of Prototype of Knit Slacks for Middle-age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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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여성의 니트 슬랙스 기본원형과   5. 

우븐 슬랙스 패턴비교    

중년 여성의 하반신 체형에 적합하고 착용감과 외  

관이 좋은 니트 슬랙스 기본원형을 설계한 결과 우

븐 슬랙스 패턴과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년 여성의 우븐 슬랙스 패턴과 니트 슬랙스 기본

원형의 중합도는 와 같다Figure. 5 .

우븐 슬랙스 패턴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니트 슬랙  

스 기본원형은 허리둘레의 앞뒤차를 우븐 슬랙스 패

턴보다 큰 를 설정하여 중년 여성의 복0.5cm 1cm

부를 커버하고 옆선의 앞뒤 폭을 균등하게 나누어 

주도록 설계하였다 엉덩이둘레는 우븐 슬랙스 패턴. 

보다 여유를 더하여 총 의 여유를 주어 설1cm 4cm

계하였다 이는 니트 소재의 경우 착용 시 우븐 슬. 

랙스보다 니트 슬랙스의 경우 신체에 더 밀 착되어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되어 니트 슬

랙스 기본원형 설계시 엉덩이둘레의 여유를 더 주어 

신체의 선이 드러나는 것을 보완하였다 앞 뒤 다트. 

량은 우븐 슬랙스 패턴보다 니트 슬랙스 기본원형에

서 를 늘려 로 설정하였다 앞허리중심들0.2cm 2cm . 

임분은 니트 슬랙스 기본원형 설계 시 우븐 슬랙스 

패턴보다 더 이동하여 총 로 설정하였0.5cm 1cm

고 뒤중심들임분은 로 우븐 슬랙스 패턴보다 , 5cm

작게 이동하였다 이는 우븐 슬랙스보다 니트 0.5cm . 

슬랙스의 신축성이 좋아 착용감과 활동성 또한 높아 

뒤중심들임분량을 작게 주어도 착용 시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뒤 밑아래 쳐짐 분량은 뒤. 

중심들임분량이 작아져 밑이 당기는 현상을 보완하

기 위하여 우븐 슬랙스 패턴보다 뒤밑아래처짐분량

을 로 더 크게 설계하였다 또한 뒤샅냄폭은 우3cm . 

븐 슬랙스 패턴보다 니트 슬랙스 기본원형을 짧게 

설정하여 뒤밑이 처지는 것을 보완하였다 무릎둘레. 

와 바지부리도 더하여 여유를 주어 다리의 실1cm 

루엣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완하였다 따라서 . 

니트 슬랙스 제작 시 니트 슬랙스에 적합한 패턴 설

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 및 제언. Ⅳ

본 연구는 니트 슬랙스 주 소비 계층  (knit slacks) 

인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우븐 슬랙스 패턴을 기초

로 하여 니트 소재를 적용한 중년 여성 니트 슬랙스

원형을 개발하여 니트의 특성에 따른 (knit slacks) , 

외관이 우수하고 활동적이며 맞음새가 좋은 니트 슬

랙스 원형 설계방법을 제안하는데 그 (knit slacks) 

목적이 있다.

세 중년 여성의 니트 슬랙스 원형 개발에   40-59

필요한 피험자 선정은 제 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5

업 보고서 의 세 중년 여성의 평(KATS, 2004) 40-50

균 치수의 퍼험자를 선정하여 착의 실험 하였다. 

교육용 종과 산업용 종의 우븐 슬랙스 패턴을   2 2

중년 여성의 평균체형으로 제작한 후 외관평가를 실

시하고 그 중 외관평가가 우수한 우븐 슬랙스 패턴

을 선정하여 산업체에서 니트 슬랙스 소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wool 64%/ rayon 23%/ nylon 13%

의 혼방사 를 사용하여 평편조직(1/17's) (plain 

의 니트 슬랙스를 제작하였다 다음으로 stitch) 12G . 

착의실험을 통한 차 차 외관평가 후 수정 보완1 , 2 , 

하여 중년 여성의 니트 슬랙스 기본원형으로 제시하

였다.

중년 여성의 하반신 체형에 적합하고 착용감과 외  

관이 좋은 니트 슬랙스 기본원형을 설계한 결과 허

리둘레는 로 앞쪽으로 를 더 설정하여 W/4±1 1cm

중년 여성의 복부를 커버하고 옆선의 앞뒤 폭을 균

등하게 나누어 주도록 설계하였다 엉덩이둘레는 . 

로 총 의 여유를 주고 앞엉덩이에 H/4+1±0.8 4cm

을 더 주어 설계하였다 이는 니트 소재의 경0.8cm . 

우 착용 시 우븐 슬랙스보다 니트 슬랙스의 경우 신

체에 더 밀착되어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되어 니트 슬랙스 기본원형 설계시 엉덩이둘레

의 여유를 더 주어 신체의 선이 드러나는 것을 보완

하였다 앞허리다트는 앞중심선에 설정하였고 뒤허. 

리다트는  뒤중심선에서 이동하여 설정하였9.5cm

다 다트길이와 분량은 길이에 분량으로 .  9cm 2cm

설정하였다 앞허리중심들임분은 로 설정하였고. 1cm , 

뒤중심들임분은 로 니트 슬랙스의 신축성이 좋5cm

아 착용감과 활동성 또한 높아 뒤중심들임분량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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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Polymerizat of Knit Slacks Patters and Woven Slacks Patters

워 주어도 착용 시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

다 뒤 밑아래 쳐짐 분량은 뒤중심들임분량이 작아. 

져 밑이 당기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하여 뒤밑아래처

짐분량을 로 설계하였다 또한 뒤샅냄폭은 3cm . 

앞샅냄폭은 으로 설정하였다H/8-3cm, H/16-3cm . 

무릎둘레와 바지부리도 앞 뒤 씩 여유를 주어 , 1cm

다리의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완하였다. 

따라서 니트 슬랙스 패턴 연구를 통하여 니트 슬랙

스 제작 시 니트 소재에 적합한 패턴 설계가 필요함

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니트의 게이지별 조직별로   

니트 슬랙스의 패턴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후속연구에서 니트의 게이지와 조직별로 니트 슬랙

스 패턴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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