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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to several pilot tests, petite women have their own body proportion which is not 
simply an overall diminutive reflection of the proportion of Misses sizes. Apparel manufacturers 
and pattern companies do not consider racial differences nor do they consider petite women's 
own specific body proportions in their size categories to produce petite garments. The primary 
objectives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petite women's body proportions especially the 
differences between Asian and Caucasian petite women and to compare their body proportions 
to the average body figure.

A physical body measurement chart was developed and revised through a pretest. Sixty 
subjects, thirty for each group of Asian and Caucasian. They were landmarked using an anthro
pometric instrument and photographed using the method of somatography for analysis of body 
proportions.

Data were analyzed by t-test for a description of the petite subject's body proportion. The 
results of 나lis study indicated that 나怡 Caucasian subjects had generally a longer lower tor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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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the Asian subjects in their body proportions. Both subject groups had different body 
proportions from the average body figure.

Key words : petite size, body proportion, garment-fit.

I.서 론

Ludwig(1988)에 따르면, 미국 여성의 49%가 

petite 사이즈에 속한다. 신체가 작은 편에 속하 

는 소수그룹의 인구율이 증가하면서 petite 시장 

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의류업계 종사자들은 petite 사이즈를 신장을 기 

본으로 하여 표준사이즈와 구별하고 있다. 즉, 일 

반적 으로 키 가 163cm 이 하에 속하는 사람들로서 

표준 사이즈에 속하는 사람들을 축소해 놓은 정 

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조사에 따르면 

petite 사이즈에 속하는 여성들은 표준사이즈 여 

성들의 축소형이 아닌 그들 고유의 신체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시아 여성 

들은 같은 petite 사이즈에 속하더라도 백인 

petite 사이즈 여성들과 다른 신체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아시아 여성들 

이 더 긴 상체와 등길이, 밑길이 그리고 짧은 팔 

길이 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 

류 생산업자들이나 패턴 회사들은 petite 사이즈 

의복을 생산할 때 이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 

다.

I点bat(1987)은 사람의 신체비율은 의복이 얼 

마나 잘 맞는지에 따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또 이상적인 신체비율에 가까운 사람 

일수록 이상적인 체형에 기반을 두어 생산한 의 

복들이 보다 잘 맞고 맞음새에 대한 만족도도 높 

다고 하였다. Labat(1987)이 연구에 사용한 이상 

적인 체형은 Horn(1981)에 의해 소개된 표준 체 

형을 말한다. 따라서 petite여성들의 신체비율이 

사이즈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 체형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 은 petite 사이즈에 속하는 백 인 

여성과 아시아 여성들의 신체 비율이 서로 어떻 

게 다르고 또 이들이 표준 체형과는 어떻게 다른 

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단, 이 연구에 사용된 피 

험자들은 미국내 petite 사이즈에 속하는 여성들 

중에서 무작위 선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모집단을 대표하지 않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주의를 필요로 한다.

n. 이론적 배경

미국의 대부분 의류 생산업자나 제조업자들은 

petite 사이즈의 의복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petite'에 대한 나름대로 다른 정의를 갖고 있다. 

일반적인 petite 여성이란 키가 163cm 이하인 여 

성들을 말한다. Liz Claiborne, Anne Klein, Pin
stripes Petite 등은 그들의 petite 타겟 소비자층 

을 키가 163cm 이하인 사람들도 하고 있으나 몇 

몇 제조업자들(Petite can., 1980； Misses pe
tite, 1979)은 160cm 이하인 여성들이 다. 18살 이 

상이 되는 미국 성인 여성들 중에서 50% 이상이 

신장이 163cm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1989).
그러나 단순히 신장만이 petite를 결정하는 요 

인은 아니다. 신장과 체중이 같이 고려되어야 한 

다(Misses petite, 1979). 그래서 Rubin(1989)은 

미정부 통계청에 조사된 미국성인 여성들 중 27. 
8% 정도가 petite로 분류되어 져야 하고 실제로 

그들이 petite시장에서의 실수요자라고 하였다. 

Rubin(1989) 이 고려한 petite 사이즈는 신장이 

160cm 이하이고 체중이 61kg 이하인 여성들이 

다. 1971 NBC Voluntary Product Standard인 

PS 42-70은 petite 여성을 신장이 146cm 에서 

157cm 사이에 있고 체중이 45kg에서 70kg 사이 

에 있는 여성들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Griffin 
(1985)은 신장이 149cm에서 164cm 사이에 있고 

체중이 41kg에서 77kg 사이에 있는 여성들이라 

고 정의 하였다.

Wallach(1986)는 신장뿐 아니라 둥길이와 함 

께 겨드랑이에서 허리까지의 길이도 포함되어야 

하며 허리의 위치가 신장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였 

다. Vogue Pattern 1000(1985)과 Gioello과 Be- 
rke(1979)는 신장뿐 아니라 몇몇 다른 신체 측정 

치를 포함했으나 체중은 포함하지 않았다. Gio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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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Comparison of basic body measurements of petite women by various sources

Body 
measurement

Vogue Gioello/Berke
Liz-Claiborne

(size 6)
PS42-70

Height (cm) 157〜163 142〜163 152.4 〜158.8 146〜157
Weight (kg) None None None 45 〜70
Bust 78 ~ 102cm 76 ~ 103cm 84cm None
Waist 60 ~ 83cm 51 〜80cm 62 ~ 64cm None
Hip 83 ~ 107cm 78~ 108cm 87~89cm None
Backwaist 37 ~ 41cm 37 ~ 40cm None None
length

Waist to full hip 18cm None None None
Inseam length
for pants None 63~75cm None None

와 Berke(1979)는 petite 체형은 신장이 작지만 

표준사이즈의 여성과 같은 신체 비율을 가진다고 

하였다. Vogue 1000(1985)은 petite 체형이 표준 

사이즈처럼 잘 발달된 신체비율을 가졌지만 둥길 

이가 짧다고 하였다. Liz Claiborne은 petite 사 

이즈 6에 해당하는 모델을 구하는 광고를 다음과 

같이 냈다. 신장은 152.4cm에서 158.8cm 사이에 

있고 가슴둘레가 84cm, 허리둘레가 62cm에서 

64cm, 엉덩이둘레가 87cm에서 89cm인 모델을 

구한다고 하였다. (Table 1〉은 이들이 내린 

petite의 정의가 서로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petite 체형은 단지 신장만 작 

은 상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비율이 잘 맞게 축 

소된 체형이다 (Petite sizing, 1977； Petite 
can., 1980： Griffin, 1985).
신체비율은 신체를 직접 측정해서 얻을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사진을 통해서도 분석되어질 수 

있다. 사진을 통한 분석 시에는 정면과 측면 모두 

의 분석이 필요하다. 신체를 절대적인 수치가 아 

니라 상대적인 비율로 분석하고자 할 때 head의 

길이가 기본 단위로 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고 

려되어져 왔다. Horn(1981)은 head 길이로 표준 

체형의 정면과 측면의 각 부분에 따른 신체 비율 

을 나타내었다. DeLong(1987)은 head 길이가 

신체비율을 측정하는 하나의 기본 단위 이며 신체 

의 각 부분은 head 길이의 수로 나타내어 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모든 신체 정면과 측면의 각 부분 

의 길이와 넓이, 깊이 둥이 head길이로 측정되어 

질 수 있다.

신체 비율은 이상적인 체형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다. 전형적인 이상적 체형으로 

언급되어온 그리이스 여성의 신체 비율은 가슴에 

서 배꼽까지, 배꼽에서 다리 시작 부분까지 의 거 

리가 가슴 사이의 거리와 같다 (Roach & 
Eicher, 1973). Horn(1981)은 표준체형은 신장 

이 71/2 둥신이고 full hip이 신체의 가운데에 위 

치해 있으며 목길 이는 head길이 의 % 이 라고 하 

였다. 또한, 가슴은 머리 끝에서부터 head 길이 

의 2배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으며 허리는 2%의 

head 길이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였다. 

Kefgen과 Touchie-Specht(1976)는 전형적인 

이상형은 어깨와 가슴의 넓이가 같고 가슴의 둘 

레는 엉덩이 둘레의 士 2이며 허리는 가슴이나 엉 

덩 이 둘레보다 23cm에서 28cm가 작다고 하였으 

며 납작한 배와 길고 가늘어지는 팔, 종아리둘레 

는 발목보다 10cm 내지 15cm가 크고 허벅지는 

종아리 보다 15cm 내 지 18 cm가 크다고 하였다.

미국 정부가 개발한 표준 사이즈 시스템은 이 

상적인 체형을 기본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상적 

인 체형은 사회가 변하면서 바뀌어 간다. Tate와 

Shafer(1982)는 80년대의 이상적인 체형은 8둥 

신이 라고 하였고 Horn의 표준 체 형보다 더 크고 

가늘어진 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자가 앞서 한 

예비조사에서 피험자들의 신체비율을 Hor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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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체형과 비교해 본 결과 petite사이즈에 속하 

는 피험자들이 표준 사이즈에 속하는 피 혐자들보 

다 Hom의 표준체형의 신체비율에 더 가까운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etite 사 

이즈에 속하는 백인여성과 아시아 여성의 신체비 

율을 Horn의 표준체형의 신체비율과 비교해 보 

기로 한다.

m. 측정방법

1. 조사대상

미국 미네소타의 트윈시티에 거주하는 여성들 

로서 광고를 통해 자원한 사람들 중 신장이 

152cm에서 163cm사이에 있고 체중이 41kg에서 

61kg사이에 있는 사람들로 제한하였다. 표본 사 

이즈가 작으므로 신장과 체중을 기본으로 하여 

특이한 체형을 가진 사람들은 배제하였다. 아시 

아 여성 30명, 백인 여성 30명으로서 총 60명을 

대상으로 측정 하였다. 대상자들의 나이는 18세부 

터 44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 나이는 아시 

아 여성의 경우 30.4서이고 백인 여성은 29.8세이 

다. 평균 신장은 아시아 여성의 경우 157.8cm이 

고 백인 여성은 158cm로 백인 여성이 아시아 여 

성보다 0.2cm 더 크다. 평균체중은 백인 여성은 

52kg이었고 아시아 여성은 49.5kg이었다.

2. 조사 방법

피험자들에게 밝은 하늘색의 leotard를 입힌 

후 0.5cm 넓이의 긴 검정 테이프를 허리선에 두 

르고 가로 세로 0.5cm인 검정 테이프를 신체 주 

요 부위에 부착시켰다. 미네소타 대학에서 개발 

하고 3M희사에 의해 제작된 anthropometric in
strument0!] 의해 bust point, neck point, shoul
der point, full hip, under buttock 둥 신체 각 

부위를 검정 사각 테이프로 표시하였다. 또한 피 

험자들은 머리형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머리에 

close cap을 착용하였다.

각 피험자들의 정면과 측면상태의 사진을 찍어 

그 사진으로부터 신체 각 부위의 비율이 분석되 

어졌다. 그러나〈Fig. 1〉과 <Fig. 2〉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사진을 분석할 때 실제와 다른 왜곡되어 

서 나타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 수정하기 위한 식이 필요하여 Pauliot 
(1980)가 개 발한 식을 수정 하여 사용하였다.

<Fig. 1> The correction of height distor
tion.

Length proportion에서의 왜곡된 양을 바로 

잡기 위해 사용된 식은 다음과 같다(Fig. 1).

Lt = {DcLm + Dp (He 一 Hp)}/{Dc+Dp}

Lt = 피험자의 실제키

Lm = 사진에 나타난 피험자의 키

Hc= 카메라높이

De = 카메라와 피험자 사이의 거리 

Dp= 피험자와 배경전광판 사이의 거리 

Hp = 피험자가 올라선 박스의 높이

L.c.f = 키의 보정요소

椭dth와 depth proportion 에서의 왜곡된 양를 

바로 잡기 위해 사용된 식은 다음과 같다(Fig 1).

Wt = (DcWm)/{Dp + Dc}

Wm = 사진에 나타난 피험자의 신체폭

Wt = 실제의 피험자의 샨체폭

W.c.f = 폭의 보정요소

De = 카메라와 피험자의 거리

Dp= 피험자와 배경전광판 사이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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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orrection of width distor
tion.

3. 자료 분석
피험자들의 나이, 신장, 체중 둥에 관한 배경 

분석에 기본 통계분석이 사용되었고 그것은 이미 

조사대상에서 언급되었다.

아시아 여성과 백인 여성의 신체 비율의 차이 

를 알기 위해 two sample t-test가 사용되었고, 

이들 두 그룹을 각각 표준 체형과 비교하기 위해 

one sample t-test가 사용되 었다.

W. 결과 및 토의

1. 아시아 여성과 백인 여성의 신체비율의 

비교

1) Length proportion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머리에서부터 

목부분과 어깨, 가슴까지의 신체비율은 아시아 

여성과 백인 여성 두 그룹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것은 두 그룹간에 어깨에서 bust 
point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 

나, 머리에서부터 허리까지의 신체비율은 백인 

여성그룹이 아시아 여성그룹보다 더 길게 나타나 

백인 여성그룹이 아시아 여성그룹보다 bust po- 

int에서 허리까지가 더 길다는 것을 보여 준다. 

즉, 같은 상체의 길이라면 아시아 여성의 그룹이 

백인 여성그룹보다 상체에서 bust point의 위치 

가 더 낮게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Bust point 
의 위 치는 자켓이나 블라우스, 드레스 둥 상체를 

위한 패턴 메이킹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여 할 요 

소로 상체와 관련된 의복의 맞음새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이 다.

<Table 2〉에서 두 그룹간에 머리에서부터 하 

체의 신체 각 부위의 신체비율은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백인 여성 그룹이 아시아 여성 

그룹보다 신체 비율이 하체 각 부위에서 각각 긴 

것으로 나타나 백 인 여성그룹이 아시아 여성그룹 

보다 하체 부분이 더 긴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그룹 중 어느 하나가 현재 판매되고 있는 

petite 사이즈의 바지나 치마 흑은 드레스 길이에 

서 더 맞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손끝가지의 비율은 아시아 여성 그룹이 더 짧 

게 나타났는데 이는 소매길이에서 어느 한 그룹 

이 의복 맞음새와 관련하여 더 문제가 있을 것 이 

라고 생각되어진다.

2) Width & depth proportion
발목 부위만 제외한 모든 부위의 width pro- 

portion과 depth proportion은 백 인 여성 그룹이 

더 크게 나타나 아시아 여성 그룹이 백인 여성 그 

룹보다 전체적으로 더 마른 체형을 가졌음을 알 

수 있어 같은 스타일의 의복이라도 품 등이 더 작 

은 의복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여진다

3) Body proportion connected with other 
body area

Leg proportion이 란 머리에서부터 엉 덩이까지 

의 길이를 엉덩이에서 발바닥까지의 길이로 나눈 

것을 말한다. Ludwig (1988)은 이 leg proportion 
을 사용하여 세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leg pro- 
portion이 1.0보다 클 때를 'shorter-legged', 1.0 
일 때는 ,evenly proportioned*, L0보다 짧을 때 

는 long-legged'라 하였다. Table 3에서 아시아 

여성 그룹은 shorter-legged로 나타났고 백인 여 

성그룹은 long-legged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length proportion부분에서 백인 여성그룹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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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Comparisons of body propor
tions based on head length be
tween Asian and Caucasian
petite subjects d.f.= 58

Body area Mean S.D. T-Value

Length
Neckbase (C) 1.45 0.11 1.63

(A) 1.41 0.09
Shoulder (C) 1.46 0.10 1.58

(A) 1.42 0.11
Bust (C) 2.18 0.18 1.36

(A) 2.12 0.16
Waist (C) 2.95 0.23 2.61*

(A) 2.84 0.15
Hip (C) 3.90 0.35 2.13*

(A) 0.29
Fingertip (C) 0.36 4.01**

(A) 0.31
Knee (C) 0.45 3.61**

(A) 0.37
Calf (C) 0.53 3.61**

(A) 0.42
Ankle (C) 0.59 4.07**

(A) 0.46
Sole of foot (C) 0.62 4.13**

(A) 0.49

Width
Shoulder (C) 1.75 0.16 3.54**

(A) 1.63 0.12
Bust (C) 1.42 0.13 4.01**

(A) 1.32 0.09
Waist (C) 1.23 0.16 3.60**

(A) 1.10 0.11
Hip (C) 1.69 0.17 3.88**

(A) 1.55 0.13
Knee (C) 1.10 0.14 2.22*

(A) 1.03 0.10
Calf (C) 1.15 0.13 2.84**

(A) 1.07 0.10
Ankle (C) 0.59 0.09 1.99

(A) 0.55 0.07

Depth
Bust (C) 1.12 0.14 4.26**

(A) 1.00 0.06
Waist (C) 0.88 0.11 2.39*

(A) 0.82 0.09
Hip (C) 1.19 0.15 4.33**

(A) 1.06 0.08

*P<.05, **p<.01.

시아 여성 그룹보다 더 긴 하체를 가진 것으로 나 

타난 것과 갇은 결과이다. 이렇게 두 그룹간에 상 

체와 하체의 비율이 다르다는 것은 이들이 상체 

나 중卜체에 관련된 의복을 선택할 때 petite 사이 

즈에 속하는 여성들이지만 petite 사이즈의 의복 

이 아닌 다른 사이즈에 속하는 의복을 찾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긴 상 

체와 짧은 하체를 가진 아시아 여성의 경우 상체 

에는 표준 사이즈를 선택하고 하체에는 petite 사 

이즈를 선택할 수도 있고, 백인 여성의 경우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만약에 그들이 상체 

나 하체에 잘 맞는 의복을 구할 수 없다면 잘 맞 

는 의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선이나 맞춤 등 돈 

을 더 지불해야 한다.

Waist proportion이 란 겨드랑이에서부터 허리 

까지의 길이를 허리에서부터 엉덩이까지의 길이 

로 나눈 것을 말한다. Ludwig(1988)은 Leg pro-

< Table 3> Comparisons in body propor
tion between Asian and Cau
casian petite subjects based 
on relation to other body area

d.f.= 58

*p<.05, **p<.01

Body area Mean S.D. T-Value

Leg proportion (C) 0.95 0.11 4.95**
(A) 1.07 0.06

Waist proportion (C) 1.04 0.09 2.29**
(A) 1.11 0.14

Backwaist L. / (C) 1.40 0.25 3.45**

Crotch D. (A) 1.55 0.14
Shoulder W. / (C) 1.04 0.06 0.93

Hip W. (A) 1.05 0.05
Bust W. / (C) 0.84 0.04 1.00
Hip W. (A) 0.85 0.04
Waist W. / (C) 0.70 0.12 0.75
HipW. (A) 0.72 0.04
Bust D. / (C) 0.95 0.06 0.85

Hip D. (A) 0.96 0.06
Waist D. / (C) 0.73 0.10 - 2.20*
Hip D. (A) 0.79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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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ion과 같이 이 waist proportion을 사용하여 

세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waist proportion이 1.0 
보다 작을 때는 short-waisted, 1.0일 때는 even
ly proportioned, 1.0보다 클 때는 kmg-wais- 
ted라 하였다. <Table 3〉에서 두 그룹 모두가 

long-waisted이지만 아시아 여성 그룹이 백인 여 

성 그룹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Leg pro- 
portion과 waist proportion의 결과에서 아시아 

여성 그룹이 백인 여성 그룹보다 더 긴 상체와 더 

짧은 하체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표준 체형과 두 그룹간의 신체비율 비교

(Table 4〉는 두 그룹의 신체비율을 표준 체형 

과 비교한 결과이다. 결과에서 백인 여성그룹은 

7.78등신인데 반해 아시아 여성의 그룹은 7.23둥 

신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모두 신장이 163cm 이 

하인 petite 사이 즈에 속하는 여성들이지 만 표준 

체형의 7.5 등신에 비해 백인 여성은 더 긴 등신 

으로 나타났고 아시아 여성은 더 짧은 등신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인종간의 head length가 

다른 것에 기인한 것 같다. 즉, 백인 여성그룹이 

아시아 여성그룹보다 신장에 비해 더 짧은 head 
length를 가져 같은 신장이라도 각 부위의 head 
비율은 백인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 

로 보여진다. Tate와 Edwards(1982)가 말한 오 

늘날의 이상적인 체형인 8둥신과 비교했을 때 백 

인 여성 그룹이 아시아 여성그룹보다 더 가까워 

지고 있다.

허리까지의 상체 각 부위의 비율은 두 그룹 모 

두 표준체형보다 더 길게 나타났으나 엉덩이까지 

의 길이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체 신장과 엉덩이 부분까지의 결과에서 봤을 때, 

Ludwig(1988)에 따른 분류로 보면 백인 여성그 

룹은 long-legged 이며, 아시아 여성그룹은 shor
ter-legged0!^ 표준 체형은 evenly proportion- 
ed 이다.

하체의 각 부위에 관련된 비율은 백인 여성의 

그룹이 종아리 부분을 제외하고는 표준체형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고 아시아 여성그룹의 경우 종 

아리 부분은 짧게, 다른 부분은 같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백인 여성그룹의 경우 표준 체형보다 

엉덩이에서 무릎, 종아리에서 발목까지는 더 길

< Table 4> Comparison of Caucasian and 
Asian subjects to the classical 
ideal body figure in body pro- 
portion d.f. = 29

Body Area Mean S.D. T-value

Length
Neckbase (1.3) (C) 1.45 0.11 7.82**

(A) 1.41 0.09 6.62**
Shoulder(1.5) (C) 1.46 0.10 -2.36*

(A) 1.42 0.11 -4.12*
Bust(2.0) (C) 2.18 0.18 5.51**

(A) 2.12 0.16 4.19**
Waist(2.7) (C) 2.95 0.23 5.99**

(A) 2.84 0.15 5.28**
Hip(3.8) (C) 3.90 0.35 1.49

(A) 3.71 0.29 — 1.64
Fingertip(4.7) (C) 4.78 0.36 1.22

(A) 4.48 0.31 -3.90**
Knee(5.5) (C) 5.75 0.45 3.14**

(A) 5.43 0.37 -1.03
Calf(6.3) (C) 6.32 0.53 0.21

(A) 5.93 0.42 -4.91**
Ankle(7.0) (C) 7.43 0.59 3.93**

(A) 6.92 0.46 -0.95
Sole of foot(7.5) (C) 7.78 0.62 2.46*

(A) 7.23 0.49 -3.04**

Width
Shoulder (1.5)

Bust(1.3)

Waist(l.O)

Hip(1.5)

Knee (0.9)

Calf(l.O)

Ankle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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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t(l.l)

Waist(0.8)

Hip(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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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무릎에서 종아리까지는 상대적으로 짧은 것 

을 말하며, 아시아 여성그룹의 경우 엉덩이에서 

무릎까지는 표준체형과 같으나 무릎에서 종아리 

는 표준 체형보다 더 짧고, 종아리에서 발목까지 

는 더 긴 것을 말한다.

손끝까지의 비율에서는 아시아 여성그룹이 표 

준체형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고 백인 여성그룹 

은 표준 체형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팔길 

이에서 아시아 여성그룹이 백인 여성그룹이나 표 

준 체형보다 더 짧은 신체 비율을 가졌음을 의미 

한다.

Width 와 depth proportion에 서 백 인 여 성 그•룹 

은 표준 체형보다 더 크게 나타나 표준 체형보다 

더 통통한 상태이다. 반면에 아시아 여성그룹은 

bust width와 depth, waist depth에서 백인 여 

성그룹과는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 아시아 여성 

그룹은 bust width와 waist depth는 표준 체형 

과 같고 bust depth는 표준 체 형보다 작은 것으 

로 나타나 다른 부위에서는 표준 체형보다 통통 

하게 보이나 가슴부위는 더 작게 보이는 형임을 

알 수 있다.

V. 결론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백인 여성과 아시아 여 

성 피험자들은 모두 일정한 범위내의 petite 사이 

즈에 속하지만 백인 여성 그룹과 아시아 여성그 

룹은 서로 다른 신체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인 여성 그룹이 아시 아 여성 그룹보 

다 더 긴 하체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바지 둥 하체와 관련된 의복 맞음새에 

서 반드시 고려 하여 야 할 문제 이 다. 또한 표준 체 

형과 비교했을 때 두 그룹 모두 대부분의 부위에 

서 다르게 나타났다. 상체의 경우 두 그룹 모두 

표준 체형보다 길게 나타났으나 하체의 경우 백 

인 여성 그룹은 표준 체형보다 길게, 아시아 여성 

그룹은 더 짧게 나타났다. Width와 Depth pro- 
portion에서는 백인 여성 그룹은 표준 체형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아시아 여성 그룹은 대부분은 

백인 여성과 같은 결과이지만 bust depth는 더 

작게 나타났다.

서로 다른 신체 비율은 의복 맞음새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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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그 맞음새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 의류 생산업자들은 petite 사이즈 의복 

을 생산해 내는데 petite 사이즈 여성들의 신체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더더욱 그들은 많은 

아시 아 여성들이 petite 사이즈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 여성들과 다른 신체 비율을 가지 

고 있음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 결국 대부분 

의 아시아 여성들이 잘 맞는 의복을 찾기가 어려 

워 petite 사이즈의 의복을 입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

신체 비율이란 신체의 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서 한 부분일뿐이다. 따라서 신체 비율뿐 아니라 

신체 부위에 따른 신체 타입 둥과 같은 또 다른 

분류에 대해서도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엉덩이 모양과 바지의 맞음새에 관한 연구 

둥을 생 각해 볼 수가 있을 것 이 다.

이 연구는 신체 비율에 있어서 백인 여성과 아 

시아 여성을 비교해 보는 데 그 초점을 맞췄는데 

소그룹 표집이라 아시아 여성 그룹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대만만을 포함시켰다. 같은 아 

시아라도 지역에 따라 다른 신체 형태를 가질 수 

가 있어 이들 네 나라로 국한하였다. 이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아시아 여성들도 많은 사람 

들이 작은 체형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신 

체 비율도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소그룹 표집에 따른 정확도를 기하기 위 

해 outlier가 될 수 있는 체형들에 대해서 신장과 

체중을 한정함으로써 제외시켰는데 이들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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