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의복은 신체의 생리현상을 잘 조절하고 인체의 다양한 활

동에 도움을 주는 기능적인 것이며 유해한 환경요인에 대하

여 의복이 신체를 보호할 때 인간은 의복에 대한 만족감과

쾌적감을 느낀다. 의복착용시 만족감과 쾌적감을 느낄 수 있

도록 하려면 인체의 다양한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의

복의 형태·치수의 적합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기성복이 보

편화된 현재에 있어서 의복 패턴구성에 필요한 치수는 연령

에 따른 체형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므로 의복의 형태 적합성과 의복 치수의 표준화가 요구된

다. 성인은 자신의 의복을 스스로 선택 착용할 수 있는 의복

행동을 보이는 반면 유아는 자신의 의지에 의한 선택이 불

가능하여 유아복이 착용되어지는 의류라는 수동적 의복행동

측면에서 의복은 유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많은 향

을 끼친다. 유아는 일반적으로 생후 첫 1년 동안 급속한 성

장을 하게 되는데 신장이 빠른 속도로 증가되며 피하지방의

축적도 빠르게 진행된다. 유아의 신체적 특징을 보다 구체적

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아를 대상으로 인체계

측을 할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의복치수체계가 확립된

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의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표준화된 치수규격은 동일한 치수의 의복을 구입할

경우 의복의 종류나 디자인, 메이커 등에 관계없이 구입할

수 있으므로 제품선택기준을 단순화시키고 제품에 대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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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and analyze the general conditions of infants’ apparel brands in Korea,
review the sizes and specifications of each brand, analyze the differences and correlations among brands, and
thereby, present the reasonable sizes and specifications for infants’ apparels in consider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specifications and infants’ health conditions. for this purpose, 13 brands manufacturing the apparels for
the infants aged from 0 to 4 were sampled, and their design directors and outside pattern suppliers were
surveyed through direct interviews. The collected data were processed for frequencies, mean, median and
mod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sample infants’ apparel brands were mostly launched as national brands in 1990’s, while their target

ages were diverse : 0 ~ 72 months, 0 ~ 36 months, 0 ~ 48 months, 0 ~ 60 months, 12 ~ 24 months, etc.
2. More brands were restructuring the pattern suppliers’ sizes and specifications rather than developing them

directly, which suggests that most of infants’ brands depend much on pattern suppliers.
3. Infants’ apparel brands were presenting the ‘space suites’ sized from #60 to #90 because consumers prefer

those space suites distinct in their upper and lower parts and convenient for their toddlers aged 36 months
or older. The brands were setting the sizes for 6 parts: total length, breast, sleeve length, hip, hip height, leg.

4. The sizes for infants’ one-pieces  were #70, #75, #80, #85, #90, #95, #100, #110 and #120, while their sub-
sizes were determined for 4 parts: total length, breast, sleeve length, 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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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의 성장 발달 및 특징을 선행 연구된

자료를 통하여 파악하고, 국내 유아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국내 유아복브랜드를 대상으로 일반적 상황 및 제품치수 실

태를 조사하여, 유아의 양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유아복의

적절한 치수규격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 연구는 유아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국내 유아복브랜

드를 대상으로 상품기획실의 일반적 현황 및 치수규격을 조

사하여, 유아의 양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유아복의 적절한

치수규격을 제시하고자, 서울시에 소재하며 0세에서 4세의

유아복을 생산하고 있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디자인실장 및

패터너와의 개별면담에 의해 설문 조사되었으며,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설문지는 유아복브랜드 M·D 및 디자이너, 패턴

너와의 면담결과와 선행연구(유성순 1993, 지소 1993, 김유

미 1996)에서 사용된 문항을 참고로 설문지를 구성하 으며,

각 브랜드별 치수규격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중앙값, 최빈치를 구하여 비교 분

석하 으며 전 항목별 무응답은 massing value로 처리 하 다. 

III.

제 1절 유아복브랜드의 현황

1. 유아복브랜드의 일반적 배경

본 연구의 유아복브랜드의 일반적 배경을 출범연도, 브랜

드 형태로 살펴본 결과 <표 1>, 국내 유아복브랜드의 출범연

도는 80년대 이전에 출범한 브랜드가 3개 브랜드이며, 80년

대에는 2개 브랜드, 90년대 이후는 8개 브랜드로 조사되었다.

브랜드별 형태를 살펴보면, 12개 브랜드가 내셔널브랜드, 1개

브랜드가 라이선스브랜드 형태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조사 대상 브랜드는 대체로 90년대 이후 내셔널브랜드 형태

로 출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유아복브랜드의 타겟연령

국내 유아복브랜드의 유아의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타겟

연령의 구성을 브랜드별로 조사한 결과, 0∼72M, 0∼36M은

각각 4개브랜드, 0∼48M은 3개브랜드, 12∼24M, 0∼60M은 각

각 1개 브랜드로 조사되었다. 즉, 국내 유아복브랜드 타겟연

령의 범위는 넓게는 0∼72M, 좁게는 12∼24M으로 다양하게

나타나 각 브랜드에서 규정하는 유아의 범위가 통일되지 않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유아복브랜드의 치수규격 구성방식

유아복브랜드의 치수규격의 구성 방식을 조사한 결과, 사

내자체에서 개발한 규격을 사용하는 브랜드는 4개 브랜드인

데 비해 패턴사 자신이 경험을 통해 구성한 치수규격을 구

성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9개 브랜드가 응답하여 유아복의

치수규격 구성은 패턴사의 독자성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

정이다.

4. 유아복브랜드의 치수규격 적합도

국내 유아복브랜드에서 사용중인 치수규격 적합도를 조사

한 결과 <표 2>, ‘보통이다’는 7개 브랜드로 가장 높은 응답

율을 보 고, ‘적합하지 않다’는 3개 브랜드가 응답하여 유

아복브랜드의 치수규격 적합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브랜드 인지도에만 의존하여 현재 유아의

발육상태를 고려 수정보완 하지 않은 채 기존의 치수규격을

계속해서 사용한 결과로 해석되며 치수규격 적합도가 낮게

나타나 새로운 유아복 치수규격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A 제3권제4호

<표 1>  유아복브랜드의 일반적 배경

브랜드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일반변인

출범연도(년) 1990 1991 1958 1984 1979 1990 1999 1997 1992 1986 1990 1994 1988

브랜드 형태 NB NB NB NB NB NB NB LB NB NB NB NB NB

*NB : National Brand      *LB : Lisence Brand

브랜드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일반변인

<표 2>  유아복브랜드 치수규격 적합도

구 분 빈도(브랜드수) 백분율(%)

아주 적합하다 1 7.7

적합하다 2 15.4

보통이다 7 53.8

적합하지 않다 3 23.1

매우 적합하지 않다 0 0.0

합 계 13 100.0

구 분 빈도(브랜드수) 백분율(%)



제 2절 유아복브랜드의 치수규격 실태

본 절은 국내 유아복브랜드의 치수규격을 제품호수 및 제

품치수로 분류하여 우주복과 원피스에 관한 제품호수 및 치

수의 생산현황을 고찰하고 제품부위별 평균, 중앙값, 최빈치

를 구하여 분석하 다.

1. 유아복브랜드의 품목별 제품호수

1) 우주복의 제품호수

우주복의 제품호수는 60호, 70호, 75호, 80호, 85호, 90호, 100

호로 생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가장 작은 호수 60호와

가장 큰 호수 90호는 각각 5개 브랜드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대체로 유아복브랜드에서는 70호, 80호를 중심으로 생산하며,

5cm 등간격인 75호 85호는 일부 업체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상품기획시 호수 세분화에 따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원피스의 제품호수

원피스의 제품호수는 70호, 75호, 80호, 85호, 90호, 95호, 100

호, 110호, 120호로 나타났고, 70호에서 120호까지 9개의 호수

로 생산하는 범위가 매우 넓으나 주로 많이 생산하는 호수

는 80호, 90호, 100호 등 10cm의 등간격으로 세분화된 제품호

수를 생산하기보다는 분포도가 높은 호수 즉, 소비자가 가장

많이 집중되는 호수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국내 유아복브랜드의 품목별 제품호수의 실

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품목에 따라 브랜드별로 다

양한 호수로 생산되고 있는데 이는 유아복브랜드를 대상으

로 설문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브랜드별 치수규격 인

지도가 중정도로 평가된 것과 상관 있는 것으로 유아복브랜

드별 제품호수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각 브랜드별 차별화 정책으로 브랜드별

독자적인 호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치수

인지도에 향을 미치므로 유아복브랜드의 제품호수 제정의

필요성이 시사되고 있다.

2. 유아복브랜드의 품목별 제품치수

1) 우주복의 제품치수

우주복 제품치수는 제품호수 60호, 70호, 75호, 80호, 85호,

90호에 대해 조사하 고, 부위별 명칭은 총길이, 가슴둘레,

소매길이, 엉덩이둘레, 밑위길이, 다리길이 6항목에 대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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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유아복브랜드의 우주복 생산호수

품목우 주 복

브랜드명 A B C D E F G H I J K L M합 계

호수(호) (0∼36(M))(12∼24(M)(0∼48(M))(0∼60(M)) (0∼72M) (0∼72M) (0∼48M) (0∼72M) (0∼36M) (0∼72M) (0∼36M) (0∼36M) (0∼48M)

60 △ △ △ △ △ 5(38.5)

70 △ △ △ △ △ △ △ △ △ △ 10(76.9)

75 △ △ △ △ △ 5(38.5)

80 △ △ △ △ △ △ △ △ △ △ 10(76.9)

85 △ △ △ △ △ △ 6(46.2)

90 △ △ △ △ △ 5(38.5)

100 △ 1( 7.7)

품목 우 주 복

브랜드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합 계
호수(호) 0∼36(M) 12∼24(M) 0∼48(M) 0∼60(M) 0∼72(M) 0∼72(M) 0∼48(M) 0∼72(M) 0∼36(M) 0∼72(M) 0∼36(M) 0∼36(M) 0∼48(M)

<표 4>  유아복브랜드의 원피스 생산호수

품목원 피 스

브랜드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합 계

호수(호) (0∼36M) (12∼24M) (0∼48M) (0∼60M) (0∼72M) (0∼72M) (0∼48M) (0∼72M) (0∼36M) (0∼72M) (0∼36M) (0∼36M) (0∼48M)

70 △ △ △ △ △ 5(38.5)

75 △ △ △ △ △ 5(38.5)

80 △ △ △ △ △ △ △ △ △ △ △ △ 12(92.3)

85 △ △ △ △ △ △ 6(46.2)

90 △ △ △ △ △ △ △ △ △ △ △ 11(84.6)

95 △ △ 2(15.4)

100 △ △ △ △ △ △ △ △ △ 9(69.2)

110 △ △ △ △ 4(33.3)

120 △ △ △ 3(23.1)

품목 원 피 스

브랜드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합 계
호수(호) 0∼36(M) 12∼24(M) 0∼48(M) 0∼60(M) 0∼72(M) 0∼72(M) 0∼48(M) 0∼72(M) 0∼36(M) 0∼72(M) 0∼36(M) 0∼36(M) 0∼48(M)



사하 다. 

(1) 우주복 60호에 대한 제품치수

우주복 60호에 대한 제품치수를 조사한 결과 <표 5>, 신생

아용으로 13개 브랜드중 A, B, D, G, L사만이 생산하며, 총길

이는 L사가 47.0cm로 가장 작은 치수를 G사는 54.0cm로 조사

대상브랜드에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하며, 가슴둘레는 A사가

51.5cm로 가장 작은 치수를 B사의 경우 53.5cm로 가장 큰 치수

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우주복 60호의 경우 신생

아를 대상으로 생산되므로 브랜드별 치수차이는 0.1∼2.7cm로

서 다른 호수에 비해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우주복 70호에 대한 제품치수

우주복 70호에 대한 제품치수를 조사한 결과 <표 6>, 총길

이는 I사가 54.0cm로 가장 작은 치수를 G사의 경우 60.0cm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슴둘레는 I

사가 52.0cm로 가장 작은 치수를 C, J사는 58.0cm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우주복 70호의 경

우 I사가 다른 유아복 브랜드에 비해 전체적으로 작은 치수

를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우주복 75호에 대한 제품치수

우주복 75호에 대한 제품치수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유아복브랜드의 우주복은 5cm 등간격인 75호의

경우 7개 브랜드 A, E, G, H, I, L, M사만이 생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총길이는 I사가 41.5cm로 가장 작은 치수를 사

용하며, G, H사의 경우 63.0cm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하며,

가슴둘레는 I사가 54.0cm로 가장 작은 치수를 H사의 경우

68.0cm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

아복브랜드별 치수차이가 다른 부위에 비해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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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유아복브랜드의 우주복 60호 제품치수

품목 우주복 (60호) 전 체

브랜드명 A B D G L 평균 중앙값 최빈치

총길이 53.0 52.0 52.0 54.0 47.0 52.8 52.5 52.0

가슴둘레 51.5 53.5 52.0 52.0 52.0 52.3 52.0 52.0

소매길이 22.5 21.5 21.0 17.5 22.0 20.6 21.3 17.5

엉덩이둘레 63.5 64.0 62.0 53.0 60.3 60.6 62.8 62.0

밑위길이 35.0 36.0 36.0 35.0 35.5 35.5 35.5 35.0

다리길이 · · · 17.0 16.5 16.8 16.8 17.0

품목 우주복 (60호) 전 체

부위 브랜드명 A B D G L 평균 중앙값 최빈치

단위: cm

<표 7>  유아복브랜드의 우주복 75호 제품치수

품목 우주복 (75호) 전 체

브랜드명 A E G H I L M 평균 중앙값 최빈값

총길이 59.7 59.5 63.0 63.0 41.5 60.5 60.0 58.2 60.0 63.0

가슴둘레 55.2 58.0 58.0 68.0 54.0 60.0 60.0 59.0 58.0 58.0

소매길이 23.5 24.0 25.0 26.0 19.0 25.0 25.0 23.9 25.0 25.0

엉덩이둘레 67.2 67.0 74.0 78.0 · 69.0 68.0 70.5 68.5 67.0

밑위길이 38.0 36.5 38.0 · · 39.0 · 37.9 38.0 38.0

다리길이 · 22.0 21.0 · · 24.0 · 22.3 22.0 21.0

품목 우주복 (75호) 전 체

부위 브랜드명 A E G H I L M 평균 중앙값 최빈치

단위: cm

<표 6>  유아복브랜드의 우주복 70호 제품치수

품목 우주복 (70호)전 체

브랜드명 A B C D E F G I J K L M 평균중앙값최빈치

총길이 57.5 56.5 58.5 58.0 57.0 59.0 60.0 54.0 58.0 56.0 56.0 56.0 57.2 57.3 56.0

가슴둘레 54.0 56.0 58.0 55.0 56.0 56.0 56.0 52.0 58.0 58.0 57.5 56.0 56.0 56.0 56.0

소매길이 24.5 23.5 25.0 23.0 22.0 25.5 22.5 18.0 24.0 24.0 23.5 23.0 23.2 23.5 23.0

엉덩이둘레 66.0 66.0 67.0 65.0 65.0 64.0 67.0 · · 66.0 66.1 64.0 65.6 66.0 66.0

밑위길이 37.0 · 40.0 38.0 35.0 38.5 36.5 · 37.5 · 37.0 · 37.5 37.5 37.0

다리길이 · · · · 20.0 · 19.5 · · 19.0 21.5 · 20.0 19.8 19.0

품목 우주복 (70호) 전 체

부위 브랜드명 A B C D E F G I J K L M 평균 중앙값 최빈치

단위: cm



(4) 우주복 80호에 대한 제품치수

우주복 80호에 대한 제품치수는 H, M사를 제외한 11개 브

랜드를 조사한 결과 <표 8>, 총길이는 I사가 43.5cm로 가장 작

은 치수를 G, K사의 경우 66.0cm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슴둘레는 I사가 56.0cm로 가장 작은 치

수를 K사의 경우 64.0cm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하며, 대체로

I사의 경우 타겟연령이 0-36개월로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치

수규격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우주복 85호에 대한 제품치수

우주복 85호에 대한 제품치수는 세분화정책을 실시하는 A,

B, F, H, I, K, M사만이 생산하는 것으로 조사한 결과 <표 9>,

총길이는 I사가 45.5cm로 가장 작은 치수를 K사는 71.0cm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하며, 가슴둘레는 A사가 57.7cm로 가장

작은 치수를 H사는 72.0cm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6) 우주복 90호에 대한 제품치수

우주복 90호에 대한 제품치수는 H, M사를 제외한 11개 브

랜드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 10>, 총길이는 I사가 47.5cm로

가장 작은 치수를 K사는 76.0cm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하며,

가슴둘레는 A사가 59.0cm로 가장 작은 치수를 K사는 70.0cm

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아복브랜

드별 치수차이는 다른 부위에 비해 가슴둘레가 가장 큰 차

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원피스의 제품치수

국내 유아복브랜드의 원피스 제품치수는 제품호수 70호,

75호, 80호, 85호, 90호, 100호, 110호, 120호에 대해 조사하 다.

원피스의 부위별 명칭은 총길이,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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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유아복브랜드의 우주복 80호 제품치수

품목 우주복 (80호)전 체

브랜드명 A B C D E F G I J K L 평균 중앙값 최빈치

총길이 62.0 61.0 61.5 62.0 62.0 63.0 66.0 43.5 63.0 66.0 65.0 61.4 62.0 62.0

가슴둘레 56.5 58.5 60.5 58.0 60.0 58.0 60.0 56.0 60.0 64.0 62.5 59.5 60.0 60.0

소매길이 26.5 25.5 27.0 25.0 26.0 27.0 27.5 20.0 26.0 22.8 26.5 25.4 26.0 26.0

엉덩이둘레 68.5 68.0 70.0 68.0 69.0 64.0 81.0 · · 72.0 71.9 68.4 68.5 68.0

밑위길이 39.0 40.0 41.5 40.0 38.0 39.5 39.5 · 40.0 · 41.0 39.8 40.0 40.0

다리길이 · · · · 24.0 · 22.5 · · 25.0 26.5 24.5 24.5 22.5

품목 우주복 (80호) 전 체

부위 브랜드명 A B C D E F G I J K L 평균 중앙값 최빈치

단위: cm

<표 9>  유아복브랜드의 우주복 85호 제품치수

품목 우주복 (85호) 전 체

브랜드명 A B F H I K M 평균 중앙값 최빈치

총길이 64.2 65.5 65.0 67.0 45.5 71.0 66.0 63.5 65.5 65.0

가슴둘레 57.7 61.0 59.0 72.0 58.0 67.0 64.0 62.7 61.0 61.0

소매길이 27.5 27.5 27.7 28.0 · 30.0 27.0 28.0 27.6 27.5

엉덩이둘레 69.7 71.6 67.7 82.0 · 75.0 72.0 73.0 71.8 72.0

밑위길이 40.0 41.0 37.7 · · · · 39.6 40.0 41.0

다리길이 · · · · · 28.0 · 28.0 28.0 28.0

품목 우주복 (85호) 전 체

부위 브랜드명 A B F H I K M 평균 중앙값 최빈치

단위: cm

<표 10>  유아복브랜드의 우주복 90호 제품치수

품목 우주복 (90호)전 체

브랜드명 A B C D E F G I J K L 평균 중앙값 최빈치

총길이 66.5 70.0 64.5 66.0 67.0 67.0 72.0 47.5 68.0 76.0 74.0 67.1 67.0 67.0

가슴둘레 59.0 63.5 63.0 61.0 64.0 60.0 64.0 60.0 62.0 70.0 67.5 63.1 63.0 64.0

소매길이 27.0 27.5 29.0 27.0 28.0 28.5 29.0 22.0 28.0 25.3 28.0 27.2 28.0 28.0

엉덩이둘레 71.0 73.5 73.0 71.0 71.0 69.0 89.0 · · 78.0 77.7 74.8 73.0 71.0

밑위길이 41.0 42.0 43.0 42.0 41.0 40.5 41.5 · 42.5 · 43.0 41.8 42.0 41.0

다리길이 · · · · 28.0 · 24.5 · · 31.0 31.5 28.8 29.5 24.5

품목 우주복 (90호) 전 체

부위 브랜드명 A B C D E F G I J K L 평균 중앙값 최빈치

단위: cm



둘레, 소매길이로 5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 다.

(1) 원피스 70호에 대한 제품치수

원피스 70호에 대한 제품치수는 C, E, G, H사를 제외한 9개

브랜드별로 조사한 결과 <표 11>, 총길이는 I사가 33.0cm로 가

장 작은 치수를 B, F, M사는 37.0cm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하

며, 가슴둘레는 D, M사가 52.0cm로 가장 작은 치수를 L사는

56.5cm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원피스 75호에 대한 제품치수

원피스 75호에 대한 제품치수는 상품기획시 세분화 정책

을 실시하는 유아복브랜드의 제품호수로서 5개 브랜드 E, G,

I, L, M의 조사 결과 <표 12>, 총길이는 I사가 35.0cm로 가장

작은 치수를 G, M사는 40.0cm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하며,

가슴둘레는 G, I, M사가 56.0cm로 가장 작은 치수를 E, L사는

57.0cm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원피스 80호에 대한 제품치수

원피스 80호에 대한 제품치수는 C, G, H, M사를 제외한 9

개 브랜드별로 조사한 결과 <표 13>, 총길이는 I사가 37.0cm로

가장 작은 치수를 K사는 42.0cm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하며,

가슴둘레는 F사가 55.0cm로 가장 작은 치수를 A사는 61.5cm

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체로 I사

의 경우 타겟연령이 0-36개월로 적으므로 총길이에서 가장

작은 치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원피스 85호에 대한 제품치수

원피스 85호에 대한 제품치수는 상품기획시 세분화 정책

을 실시하는 6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표 14>,

총길이는 I사가 39.0cm로 가장 작은 치수를 K사는 45.0cm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하며, 가슴둘레는 F사가 56.2cm로 가장

작은 치수를 A는 64.0cm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원피스 90호에 대한 제품치수

원피스 90호에 대한 제품치수는 C, G, H, M사를 제외한 9

개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표 15>, 총길이는 I사가 41.0c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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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유아복브랜드의 원피스 70호 제품치수

품목 원피스(70호) 전 체

브랜드명 A B D F I J K L M 평균 중앙값 최빈치

총길이 35.5 37.0 35.0 37.0 33.0 33.5 36.0 35.0 37.0 35.4 35.5 37.0

가슴둘레 55.0 53.5 52.0 52.5 54.0 54.5 54.0 56.5 52.0 53.8 54.0 52.0

허리둘레 36.5 · · · 37.0 · · · · 36.8 36.8 36.5

엉덩이둘레 63.0 · · · 58.0 · 61.0 · · 60.7 61.0 61.0

소매길이 25.0 23.5 23.0 · 18.0 24.0 24.0 24.5 26.0 23.5 24.0 24.0

품목 원피스 (70호) 전 체

부위 브랜드명 A B D F I J K L M 평균 중앙값 최빈치

단위: cm

<표 12>  유아복브랜드의 원피스 75호 제품치수

품목 원피스(75호) 전 체

브랜드명 E G I L M 평균 중앙값 최빈치

총길이 36.0 40.0 35.0 38.0 40.0 37.8 38.0 40.0

가슴둘레 57.0 56.0 56.0 57.0 56.0 56.4 56.0 56.0

허리둘레 · · 37.0 · · 37.0 37.0 37.0

엉덩이둘레 · · 61.0 · · 61.0 61.0 61.0

소매길이 25.0 26.0 18.3 25.0 28.0 24.5 25.0 25.0

품목 원피스 (75호) 전 체

부위 브랜드명 E G I L M 평균 중앙값 최빈치

단위: cm

<표 13>  유아복브랜드의 원피스 80호 제품치수

품목 원피스(80호) 전 체

브랜드명 A B D E F I J K L 평균 중앙값 최빈치

총길이 38.5 40.0 40.0 38.0 40.0 37.0 38.0 42.0 41.0 39.4 40.0 40.0

가슴둘레 61.5 56.0 56.0 56.0 55.0 58.0 58.0 57.0 59.5 57.4 57.0 56.0

허리둘레 38.0 · · · · 38.0 · · · 38.0 38.0 38.0

엉덩이둘레 65.5 · · · · 60.0 · 67.0 · 64.2 65.5 60.0

소매길이 27.0 25.5 26.0 26.5 24.5 20.0 27.0 28.0 26.5 25.7 26.5 26.5

품목 원피스 (80호) 전 체

부위 브랜드명 A B D E F I J K L 평균 중앙값 최빈치

단위: cm



가장 작은 치수를 사용하며, K사는 48.0cm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슴둘레는 F사가 57.5cm로 가

장 작은 치수를 A사는 66.5cm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6) 원피스 100호에 대한 제품치수

원피스 100호에 대한 제품치수는 B, C, G, H사를 제외한 9

개 브랜드별 제품치수를 조사한 결과 <표 16>, 총길이는 I사가

45.0cm로 가장 작은 치수를 K사는 51.0cm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하며, 가슴둘레는 F사가 60.0cm로 가장 작은 치수를 A사

는 71.5cm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 원피스 110호에 대한 제품치수

원피스 110호에 대한 제품치수를 조사한 결과 <표 17>, 총

길이는 E사가 48.0cm로 가장 작은 치수를 K사는 56.0cm로 가

장 큰 치수를 사용하며, 가슴둘레는 F사가 61.2cm로 가장 작

은 치수를 M사는 72.0cm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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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유아복브랜드의 원피스 85호 제품치수

품목 원피스(85호) 전 체

브랜드명 A B F I K M 평균 중앙값 최빈치

총길이 41.5 43.0 41.5 39.0 45.0 43.0 42.2 42.3 41.5

가슴둘레 64.0 58.5 56.2 60.0 60.0 60.0 59.8 60.0 60.0

허리둘레 39.0 · 40.0 38.5 · · 39.2 39.0 38.5

엉덩이둘레 68.0 · · 62.0 70.0 · 66.7 68.0 62.0

소매길이 29.0 25.5 26.5 19.7 30.0 30.0 26.8 27.8 30.0

품목 원피스 (85호) 전 체

부위브랜드명 A B F I K M 평균 중앙값 최빈치

단위: cm

<표 15> 유아복브랜드의 원피스 90호 제품치수

품목 원피스(90호) 전 체

브랜드명 A B D E F I J K L 평균 중앙값 최빈치

총길이 44.5 46.0 45.0 42.0 43.0 41.0 42.5 48.0 44.0 44.0 44.0 42.5

가슴둘레 66.5 61.0 60.0 58.0 57.5 62.0 61.0 63.0 63.0 61.3 61.0 61.0

허리둘레 41.0 · · · · 40.0 · · · 40.5 40.5 40.0

엉덩이둘레 70.5 · · · · 64.0 · 73.0 · 69.2 70.5 64.0

소매길이 31.0 29.5 29.0 29.5 28.5 20.4 30.0 32.0 28.5 28.7 29.5 28.5

품목 원피스 (90호) 전 체

부위 브랜드명 A B D E F I J K L 평균 중앙값 최빈치

단위: cm

<표 16>  유아복브랜드의 원피스 100호 제품치수

품목 원피스(100호) 전 체

브랜드명 A D E F I J K L M 평균 중앙값 최빈치

총길이 50.5 50.0 46.0 46.0 45.0 47.0 51.0 49.0 47.0 47.9 47.0 46.0

가슴둘레 71.5 64.0 60.0 60.0 66.0 64.0 66.0 64.5 64.0 64.4 64.0 64.0

허리둘레 44.0 · · · 42.0 · · · · 43.0 43.0 42.0

엉덩이둘레 75.5 · · · 68.0 · 76.0 · · 73.2 75.5 68.0

소매길이 35.0 32.0 32.5 30.5 21.8 33.0 34.0 31.0 32.0 31.3 32.0 32.0

품목 원피스 (100호) 전 체

부위 브랜드명 A D E F I J K L M 평균 중앙값 최빈치

단위: cm

<표 17>  유아복브랜드의 원피스 110호 제품치수

품목 원피스(110호) 전 체

브랜드명 D E F I J K M 평균 중앙값 최빈치

총길이 55.0 48.0 47.5 49.0 52.0 56.0 51.0 51.2 51.0 51.0

가슴둘레 68.0 62.0 61.2 70.0 67.0 70.0 72.0 67.2 68.0 70.0

허리둘레 · · · 44.0 · · · 44.0 44.0 44.0

엉덩이둘레 · · · 72.0 · 80.0 · 76.0 76.0 72.0

소매길이 35.0 33.5 32.5 23.2 36.0 36.0 34.0 32.9 34.0 36.0

품목 원피스 (110호) 전 체

부위 브랜드명 D E F I J K M 평균 중앙값 최빈치

단위: cm



(8) 원피스 120호에 대한 제품치수

원피스 120호에 대한 제품치수를 조사한 결과 <표 18>, 총

길이는 F사가 49.0cm로 가장 작은 치수를 K사는 61.0cm로 가

장 큰 치수를 유아복브랜드별 치수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슴둘레는 F사가 62.5cm로 가장 작은 치수를 J

사는 74.0cm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V.

제 1절 유아복브랜드의 현황

1. 유아복브랜드의 출범연도·브랜드 형태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의 조사대상 유아복브랜드는 대체로 90년대 이후

내셔널브랜드형태로 출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아복브랜드의 유아복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타겟연령

을 살펴본 결과, 각 브랜드별로 규정하는 유아의 범위가

통일되지 않아 이에 대한 재조명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3. 유아복브랜드의 치수규격의 구성 방식은, ‘패턴사 자신이

경험을 통해 구성’한 치수규격을 구성하여 사용하는 경

우가 대체로 높은 응답률을 보여 유아복의 치수규격 구

성은 패턴사의 독자성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4. 유아복브랜드의 치수규격의 적합성 만족도는, ‘보통이다’,

‘적합하다’, ‘아주 적합하다’의 순으로 나타나 유아복브

랜드의 치수 적합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즉, 브랜드인지도 때문에 현재 유아의 발육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치수규격을 계속해서 사용한 결과

로 치수 적합도가 낮게 나타나 새로운 치수규격 제정비

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제 2절 유아복의 치수규격 설정

유아복의 치수규격설정은 유아복의 치수 적합도를 최대화

시키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 조사대상브랜드가 현재 사용중

인 치수규격을 고려하고 한국의류규격(KS)·국제의류규격

(ISO)·일본의류규격(JIS)을 참고로 하여 유아복의 품목별 치

수규격을 설정하 다. 

1. 우주복 치수규격 설정

우주복 제품호수는 60호, 70호, 75호, 80호, 85호, 90호로 12

개월에서 36개월의 유아를 대상으로 생산하는 70호에서 90호

까지는 5cm의 등간격으로 설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

아의 발육단계에서 36개월 이후는 유아의 움직임이 자유롭

게 되기 때문에, 활동에 편리한 의복이 요구되는 시기이므로

상하로 구분된 의복을 선호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우주복 치

수규격 설정시 제품부위는 총길이, 가슴둘레, 소매길이, 엉덩

이둘레, 밑위길이, 다리길이로 6항목으로 구분하 으며, 치수

규격 설정은 다음 <표 19>와 같다. 

2. 원피스 치수규격 설정

원피스 제품호수는 70호, 75호, 80호, 85호, 90호, 100호, 110

호, 120호이며, 70호에서 90호까지는 5cm 등간격으로 90호에

서 120호까지는 10cm 등간격으로 설정되었다. 원피스 치수규

격 설정시 필요한 제품부위로는 총길이, 가슴둘레, 소매길이,

엉덩이둘레 4개 항목으로 구분하 으며, 치수규격 설정은 다

음 <표 19>와 같다.  

제 3절 연구의 제한점

신체적합성이 우수한 유아복 제품치수 설정을 위해서는

양상태가 좋은 유아를 대상으로 신체계측을 연구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신장을 중심으로 호수를 구분하 으

나 유아의 성장과 체형의 유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신체부위를 고려하여 제품치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A 제3권제4호

<표 18> 유아복브랜드의 원피스 120호 제품치수

품목 원피스 (120호) 전 체

브랜드명 D E F J K 평균 중앙값 최빈치

총길이 60.0 50.0 49.0 57.0 61.0 55.4 57.0 49.0

가슴둘레 72.0 64.0 62.5 72.0 74.0 68.9 72.0 72.0

허리둘레 · · · · · · · ·

엉덩이둘레 · · · · 84.0 84.0 84.0 84.0

소매길이 38.0 36.5 34.5 39.0 38.0 37.2 38.0 38.0

품목 원피스 (120호) 전 체

부위 브랜드명 D E F J K 평균 중앙값 최빈치

단위: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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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유아복 치수규격 설정

품목 우 주 복원 피 스

호수 60 70 75 80 85 90 70 75 80 85 90 100 110 120

총길이 52.0 57.0 60.0 62.5 65.0 67.5 35.0 37.5 40.0 42.5 45.0 48.0 51.0 55.0

가슴둘레 52.0 56.0 58.0 60.0 62.0 64.0 52.0 54.0 56.0 58.0 60.0 64.0 68.0 73.0

소매길이 21.0 24.0 25.0 26.0 27.0 28.0 24.0 25.0 26.0 27.0 28.0 31.0 34.0 37.5

엉덩이둘레 60.0 65.0 67.0 69.0 71.0 73.0 58.0 61.0 64.0 67.0 70.0 73.5 77.0 81.0

밑위길이 35.0 37.0 38.0 39.0 40.0 41.0 · · · · · · · ·

다리길이 17.0 21.0 23.0 25.0 27.0 29.0. · · · · · · · ·

품목 우 주 복 원 피 스

부위 호수 60 70 75 80 85 90 70 75 80 85 90 100 110 120

단위: c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