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식문화연구 153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제 11 권 제 1 호, (2003. 2), pp.153~164

Plus-size 여성의 연령별 신체 특성에 관한 연구

하 희 정*' •김 애린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강사*,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A Study on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Plus-sized Women, by Age

Hee-Jung Ha*' and A-Rin K血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2002. 11. 25. 접수 : 2003. 1. 25. 채택)

Abstract

For this study, 148 female ad나ts between the ages of 20 and 60 who satisfied the plus-size judgment criteria 

took part in this study. Criteria were Rohrer index is higher than 1.5, bust girth larger than 90cm, and RBW(relative 

body weight) index higher than 110. Using anthropometric measurement values, indirect measurement values, and 

index values, this study analyzed frequencies, Duncan m비tiple range, and ANOVA to obtain information on 

characteristics that determine a representative body shape, by age, for Plus-sized women.

The results are as follows:

Physical Characteristics of Plus-Sized Women by Their Age: Women in their 20s and 30s had broader shoulders 

with smaller waists, with large buttocks and thighs. Among women in their 50s and 60s, body fat level increased 

significantly in regions such as the chest and abdomen, which made their upper body heavier.

Key "words: age group(연령), body shape(체형), physical characteristics(신체특성).

I.서 론

현대인의 생활수준 향상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생 

활양식의 변화는 신체에너지 균형의 부조화를 가져 

왔고, 성장기 아동에서 성인까지 과체중 및 비만체 

중의 인구를 증가시켜 왔다. 비만이 질병은 아니지 

만, 건강을 유지 • 증진시키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고, 표준체형의 사람들에 비해 고용 결정에 있어 

서 차별을 당할 수 있으며, 인상형성에서 덜 지적이 

면서 덜 매력적으로 인식되는 등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비만이나 과체중에 대 

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표준체형이나 정상체중을 

벗어나는 사람들에게 미국에서는 Plus-size21, 영국에

t 교신 저 자 E-mail: hjha@hanafos.com
1) 최영순, “Plus-size 소비자의 의복행동에 따른 Onc-to-One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00), 재인용. p.2.
2) F. L. Zangrillo, Fashion Design for the ^lus-Size.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 1990).
3) Gerry Cookiin, Master Patterns and Grading for Women's Outsizes- Pattern and Sizing Technology- (Blackwell 

Science, 1995), p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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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Outsize'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Plus-size는 large size, big size, 비만, 과다체중, 지 

나치게 살쪘다 등으로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 

으며, 기성복업계에서는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소비 

자들이 입는 의류 size를 의미한다". Plus-size 체형은 

표준체형과 시각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며, 표준체형 

에 비해 피하지방이 많고, 편평율이 높은 체 형 이다' 

지금까지 Plus-size 체형에 관한 연구는 주로 다른 체 

형들과 함께 체형의 일 유형으로 구분했거나 연령증 

가에 의한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비만 출현율이 높 

은 중년층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다. Plus-size 매출 

또한 중년 여성복 업체와 인터넷 쇼핑몰을 중심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Plus-size가 중년층에 한정 

되어 있고, 피하지방의 침착은 연령별로 축적되는 

양과 부위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므로, 35세 미 

만의 Plus-size 여성들은 기성복 구매에 50% 이상이 

수선 경험을 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Plus-size 소비자에게 다양한 디자인과 맞음새 

가 향상된 기성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의 

류치수체계가 필요하고, 세분화된 의류치수를 설정 

하기 위해서는 Plus-size 여성의 연령별 신체특성 파 

악이 실제적으로 필요하다.

Plus-size 여성은 성인 여성복 업체의 의류를 수선 

없이 착용하기 어려운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여성을 

의미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Plus-size 판정 기준을 일 

반적인 비만 판정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이에 해당하 

는 20대에서 60대까지의 Plus-size 여성을 대상으로 

연령별 신체 특성을 파악하여 앞으로 활성화될 Plus

size 시장 개발 및 기성복 맞춤형 주문 생산(mass-cu

stomization) 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n.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대상

Plus-size 판정 기준으로 국민표준체위 조사보고서 

"와 선행연구들°을 기준으로 Rihrer지수 1.5이상, 가 

슴둘레 90cm이상, 상대 체중 110% 이상이라는 3가 

지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충족시키는 20대에서 

60대까지의 성인 여성을 측정 대상으로 하였다. 측 

정기간은 2001.년 6월 20일부터 2001년 8월 30일이었 

으며, 서울과 일산의 수도권 대도시에 거주하는 

Plus-size 체형의 여성 153명을 인체 측정하였다. 분 

석에는 신장을 기준으로 상 • 하 극단치 5%를 제외 

한 148명에 대한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2. 측정방법 및 측정항목

인체 측정은 R. Martin의 인체측정법과 공업진흥 

청의 KS A 7003 및 KS A 7004에 설정된 측정 기준 

선과 기준점에 준하여 측정하였으며, 직접 측정 용 

구는 마틴의 인체측정기를 사용하였다. 직접 측정시 

체형파악에 필요한 측정 항목과 의복 설계에 필요한 

항목은 차이가 있으므로 원형 설계시 체표실제길이 

자체 가 아닌 인접 한 부위의 돌출점도 포함하여 측정 

하는 경우가 있다”. plus-size 체형 특징 중 체지방이 

복부에 침착하여 복부 둘레가 커지 면서 복부가 앞으 

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복부 돌출 부위에 

대한 고려없이 체표 실제길이인 엉덩이둘레를 측정 

하여 의복을 설계하면, 복부 부위에 여유량이 부족 

하여 돌출된 복부를 강조하는 결과가 생긴다. 따라 

서 복부 돌출부위에 얇고 부드러운 셀룰로이드 판을 

수직으로 댄 상태에서 엉덩이둘레를 측정했고, 이

4) 최영순, 前揭書, pp.6-7.
5) Geny Cooklin,前揭書，pp.3-5.
6) 최영순, 前揭書, p.93.
7) 국립기술품질원, 산업제품의 표준치 설정을 위한 국민 표준 체위 조사 보고서 (1997).
8) 이진희, "성인 비만 여성의 체형특징 및 기성복 치수체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p.30.
남윤자, "여성 상반신의 측면 형태에 따른 체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이), p.18
손희순, "우리 나라 중년기 여성의 체형과 의복치수 규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pp. 16-32.
한애미, 박정순, 이정순, 비만체형을 위한 기본 Bodice 원형연구 -중년기 부인을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제25권 제3호 (1987), pp. 15-26.
최영순, 前揭書, pp.7-9.

9) 박혜숙 외 3인 역, 피복구성학 이론편 (서울: 교학연구사, 1998),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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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실제 엉덩이둘레와 구분하기 위해 엉덩이둘 

레 II라고 하였다. 엉덩이둘레 I은 엉덩이 최대 돈 

촌 부위를 지나는 수평둘레를 측정하였다. 측정 항 

목은 높이부위 10항목, 두께부위 10항목, 너비부위 

12힝•목, 길이부위 21항목, 둘레부위 16항목-，각도부 

위 1항목 체중 1항목으로 총 기항목을 측정 하였다. 

간접측정은 피험자 자세의 변화로 인한 오차도 적고, 

피험자가 측정시 느끼는 피로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사진촬영을 선택했다. 사진 축소율의 기준을 

위해 피험자의 뒤쪽에 10cm 간격 의 수직 • 수평 격 자 

가 그어진 검은색 스크린을 촬영벽면에 설치하였다. 

카메라 렌즈 높이는 피험자의 가슴둘레선 높이로 정 

한 후, 삼각대에 고정시켜 촬영했다. 인화는 4x6 

inch 크기로 한 후, 실물 크기로 환산하여 사용하였 

다. 기준선은 선행연구") 등에서 제시된 방법을 참고 

하희정 • 김애린 155

로 귀구슬점에서 바닥에 내린 수직선을 기준으로 설 

정하였다. 측정항목은 높이부위 5항목, 두께부위 14 

항목. 각도 8항목을 포함하여 총 27항목을 측정하였 

다. 측정 항목은〈표 1〉과 같다.

3. 분석 방법

기성복 브랜드의 표적 고객이 연령을 기준으로 하 

고 있고, 의복 설계시 연령 변화에 따른 문제점의 해 

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령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의 5 집단으로 분류하 

였다. 각 연령대의 자료 분석은 SPSS 10.0 프로그램 

을 이용하였다. 연령별 신체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 

여 측정치와 지수치로 기술통계분석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였고, 사후검 

증으로 던컨의 다중비교 및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표 1〉측정 항목

치

「십
 
-
즈
 
시

。하

。목
 

-

높이 항목
신장 뒷목높이 어깨끝점늪-이, 신동높이. 뒤허리높이, 엉덩이높이, 회음높이, 무릎높이, 앞허리높이, 

배 높이

두 께 항목
목두께, 윗가슴두께, 진동두께, 가슴두께, 믿가슴두께, 허리두께, 배두께，엉덩이두께, 대퇴두께, 흉골 

두께

너 비 항목
목너비, 어깨너비, 윗가슴너비, 가슴너비，민가슴너비, 겨드랑너비, 허리너비, 배너버】, 엉덩이너비, 앞 

품, 유폭, 뒤품

길 이 항목

어깨끝점사이길이 어깨긴이, 신동깊이 등길이, 총길이 옆목점-뒤허리선, 옆목점-뒤허리중심 

어깨점-뒤허리중심, 뒷목-점-옆목-점, 뉫목점-유두짐. 뒷목점-앞허리선, 뒷목점-앞허리중심, 앞중심길이, 

어깨점-앞허리중심, 팔꿈치길이, 소매길이, 엉덩이길이, 무릎길이, 샅길이, 바지길이, 밑위앞뒤길이

둘레항목
목둘레, 목믿둘레, 윗가슴둘레, 가슴W레, 믿가슴둘레,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I, 엉덩이둘레 

n, 대퇴둘레, 무릎둘레, 발목둘레, 신등둘레, 위팔돌-레, 팔꿈치둘레, 손목둘레

기 타 어깨경사각도, 체중

一
*。
早

。
소

 
M
소

 牟

높이 항목 목앞높이, 등돌출점높이 유두점潦이. 비가슴높이 엉덩이밑점높이

우 께 항목
목뒤 점두께, 목앞점두께, 윗 가슴두께. 가슴두께. 밑 가슴두께, 허리두께, 등뒤 최소만곡점두께, 배두께, 

엉덩이두께, 엉덩이밑점두꺼L 가슴앞들 츨 량. 가슴뒤돌출량, 배들출량, 엉덩이돌출량

각도항목 가슴상부각, 가슴하부각. 등면상부각. 등면하부각, 배상부각, 배하부각, 엉덩이 상부각, 엉덩이 하부각

* 엉덩이둘레 I ： 엉덩이의 최대 돌출 부위를 지나는 수평둘레

엉덩이둘레 U: 복부 최대 돌출 부위에 얇은 셀룰로이드 판을 수직으로 대고 엉덩이둘레 측정

10) 김순자, "중년여성의 의복구성용 인대제작을 위한 상반신 체형분류”,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pp.41-43.
남윤자, 前揭吾.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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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cm)〈표 2> 연령별 높이 및 길이함목의 평균값 비교

연령별

、통■계치 

측정항목

20 〜29세 

(n=29)
30 〜39세 

(『29)
40*的세

（点2）
5079세 

(n=32)
60 〜 69세 

(n=31)
F 값

평균
一준
차

一
 

斐 편 평균

준
 차

표
 
편 평正

표준 

픈科
평균

준
 차
 

표
 편 평균

준
 차

- 표
 편

신 장 159.62A 5.68 157.45A 4.33 157.48A 4.22 158.43A 3.89 153.60B 4.66 6.86***

뒷목높이 15.36A 5.71 131.97B 4.40 132.31B 4.54 133.OOAB 3.97 128.85C 4.94 6.85***

어깨끝점높이 129.42A 4.97 127.19A 5.14 I27.24A 4.95 128.04A 3.93 123.67B 4.45 5.72***

노
진동높이 11 응.71A 5.87 115.42B 4.6() 115.45B 4.30 115.79B 4.26 111.47C 4.26 8.47***

이 뒤허리높이 96.08A 5.04 94.46AB 2.88 92.79B 3.58 93.25B 2.92 90.19C 3.71 9.79* 냐

항 엉덩이높이 77.91A 4.88 73.52B 3.31 74.66B 4.53 75.05B 4.64 70.91C 3.83 9.81***
목

회음높이 75.08A 6.38 67.69B 4.22 68.16B 3.96 68.71B 2.92 64,61C 3.62 기.78*냐

무릎높이 쉬.17A 4.05 38.03BC 4.20 38.14BC 3.16 38.91B 2.81 36.71C 3.12 6.22***

앞허리 높이 96.66A 4.83 94.73AB 2.99 93.06 3.78 93.85B 3.31 90.76C 4.11 8.97***

배 높이 87.10A 5.71 84.83A 4.07 85.15A 3.64 86.94A 3.기 82.51B 4.03 5.68***

어깨끝점사이길이 40.40 1.63 40.23 1.43 40.21 1.66 40.19 1.69 39,54 1.98 1.07

어깨길이 12.80A 0.77 I2.23B 0.56 12.28B 0.74 I2.39B 0.89 I2.00B 0.74 4.34**

진동깊이 18.67 1.16 18.55 1.17 18.41 1.25 18.67 1.09 18.42 0.97 0.37

등길이 41.72 2.20 42.19 2.19 42.58 2.16 42.06 2.15 41.70 2.39 0.81

총길이 139.64A 5.00 137.41AB 3.97 137.03B 4.19 138.33AB 4.19 134.31C 5.18 5.38***

옆목점-뒤허리선 43.48 2.06 43.88 2.21 44.49 2.17 44.17 237 43.39 2.32 1.28

옆목점-뒤허리중심 44.02 2.22 44.19 2.22 44.47 2.56 44.24 2.43 43.78 2.46 0.34

어깨점-뒤허리중심 43.82C 2.04 44.51 ABC 2.74 45.42A 2.44 45.17AB 2.24 44.00BC 2.31 2.62*

뒷목점-옆목점 7.40B 0.56 7.72A 0.53 7.83A 0.60 8.03A 0.62 7.79A 0.61 4.33**

길 뒷목점-유두점 36.26AB 1.97 35.66B 1.75 36.43AB 2.05 37.36A 2.28 37.11A 2.31 7.55**
이

뒷목점-앞허리선 53.42B 2.59 52.87B 2.16 54.33AB 3.07 55.39A 3.26 53.20B 3.01 3.85**

목 뒷목점-앞허리중심 53.24B 2.78 52.96B 2.33 54.44AB 2.99 55.75A 3.29 53.73B 3.61 4.04**

앞중심길이 36.17B 234 35.46B 1.83 36.80AB 2.56 37.92A 2.87 35.60B 2.54 5.01***

어깨점-앞허리중심 42.98 2.47 42.98 2.22 43.77 3.기 44.49 3.61 42.54 2.71 2.10

팔꿈치길 이 33.30A 1.60 32.48AB 1.67 31.48B 2.33 32.16B 1.70 31.73B 1.61 4.43**

소매길 이 55.62A 2.95 54.60AB 1.99 53.94B 2.06 54.28B 1.77 53.50B 2.41 3.54**

엉덩이길이 20.71 1.42 20.60 1.34 20.41 1.65 20.43 2.22 20.16 1.44 0.44

무릎길이 56.78A 3.09 54.67B 2.75 54.21B 3.17 54.07B 2.70 51.86C 2.38 10.69***

샅길 이 66.26A 4.04 63.36B 2.67 63.I7B 2.79 63.00B 3.55 62.61 B 8.14 2.85*

바지길 이 93.88A 4.73 9L30B 2.98 90.43B 3.49 91.00B 3.52 88.26C 3.75 8.19***

밑위앞뒤길이 72.08 3.10 71.75 2.81 71.82 2.97 73.94 3.00 72.71 4.49 2.31

**P<05, "P〈.이, "><.001.
알파벳(A>B>C>D) : Duncan-test, p<,0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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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증가에 의한 측면 형태 비교를 위해 연령별 간 

접측정치의 평균으로 실루엣 중합도를 그렸으며, 실 

루엣 중합도를 통해 연령별 체형 변화를 살펴보았다.

in. 결과 및 고찰

1. Plus-size 여성의 연령별 신체 특성

1) 높이 및 길이 부위 항목의 비교

높이항목과 길이항목에 대한 연령별 치수 분석 

결과를〈표 2〉에 나타내었다.

높이항목은 연령별 모든 항목에 대하여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길이항목은 어깨 

끝점사이길이 진동깊이, 옆목점-뒤허리선, 옆목점- 

뒤허리중심, 어깨점-앞허리중심, 밑위앞뒤길이를 제 

외한 모든 항목이 p<-05 수준 이상에서 연령별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신장, 어깨끝점높이, 배높이는 50대까지 연령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60대만이 다른 연령에 비 

해 보다 작게 나타났다. 그 이외 항목에서의 평균값 

은 20대 가 가장 크고, 60대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 어 

깨길이 총길이, 팔꿈치길이 소매길이, 무릎길이, 샅 

길이, 바지길이 항목에서 20대가 가장 크게 나타났 

는데, 이는 20대의 신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므로 

신장에 의한 영향으로 보여진다. 뒷목점에서 옆목점 

까지의 길이는 2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보다 작게 

나타났고, 뒷목점에서 유두점까지의 길이는 50대 이 

후에서 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김순자”,의 연구결 

과에서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가슴이 처지고 비만화한 

다는 내용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높이 및 길이항목의 절대적 크기 고찰은 형태상 

특징의 많은 부분이 크기에 매몰될 수 있으므로 측 

정치를 신장에 대한 신체비의 지수값으로 변환시켜 

〈표 3〉에 제시하였다. 신장에 대한 신체비 분석 결 

과, 어깨높이 앞 • 뒤허리높이, 배높이, 샅길이를 제 

외한 모든 항목이 p<-05 수준 이상에서 연령별 유의

(단위 : cm)〈표 3> 연령별 신장에 대한 신체비의 평균값 비교

연령별 

통계치 
계산항목、、

20 〜29세 

(n=29)
30 〜39세
(29)

40 〜 49세 

(点2)
5079세 

(n-32)
60 〜 69세 

(n=31)
F 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뒷목높이/신장 84.79A 1.20 83.81B 1.42 83.98B 1.22 83.95B 1.25 83.87B 1.07 2.97*

어깨 높이/신장 81.08 1.33 80.77 2.07 80.76 1.82 80.81 0.97 80.51 0.93 0.51

진동높이/신장 74.35A 1.57 73.30B 1.67 73.31B 1.65 73.08B 1.60 72.57B 1.80 4.26**

뒤허리높이/신장 59.94 1.71 57.44 6.31 58.91 1.84 59.07 1.40 58.71 1.09 2.38

앞허리높이/신장 60.55 1.67 59.38 1.36 57.14 9.45 59.24 1.46 59.08 1.49 2.17

배높이/신장 54.56 2.71 53.87 1.77 53.06 5.90 54.89 1.99 53.70 1.53 1.49

엉덩이높이/신장 48.77A 1.57 46.69BC i.42 打38B 2.24 47.36B 2.49 46.15C 1.50 7.42***

회음높이/신장 46.99A 2.82 42.98BC 2.24 43.26B 1.93 43.38B 1.80 42.06C 1.70 22.25***

무릎높이/신장 25.77A 2.04 24.13B 2.29 24.22B 1.96 24.57B 1.79 23.89B L67 4.05**

소매길 이/신장 34.84A L08 34.68AB 0.84 34.25B 1.07 34.27B 1.00 34.83A 0.96 2.62*

바지길 이/신장 58.80A 1.58 58.00B 1.29 57.40B 1.30 57.43B 1.50 57.46B 1.47 5.10***

샅길이/신장 41.49 1.42 40.24 1.25 40.10 1.24 38.87 5.11 40.78 5.40 2.29

'P<.05, ',P<.01, ，，，P<,001.
알파벳(A>R>C>D) : Duncan-test, p<.05 수준.

H) 김순자, 前揭書,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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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를 보였다.

뒷목높이, 진동높이, 무릎높이 바지길이는 20대 

가 다른 연령에 비해 보다 크게 나타났고, 엉덩이높 

이와 회음높이는 20대가 가장 크고, 30대에서 50대 

까지는 연령별 차이가 없으며, 60대가 가장 작게 나 

타났다. 신체 비례면에서, 20대는 신장에 비해 사지 

부위가 길게 나타났으므로 의류치수 설정시 참고부 

위로 소매길이와 바지길이를 제시해 준다면, 기성복 

업체에서 원단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여겨진다.

2) 너비 및 두께 부위 항목의 비교

너비항목과 두께항목에 대한 연령별 치수 분석 

결과를〈표 4〉에 나타내었다. 너비항목 중 목너비, 

어깨너비는 p<-05 수준에서, 겨드랑너비, 유폭은 p 

<•01 수준에서, 허리너비, 엉덩이너비는 p<.001 수 

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다른 항목의 평균값

(단위 : cm)〈표 4> 연령별 너비 및 두께항목의 평균값 비교

연령별 

계치 
측정항목^^

20 〜29세 

(护29)
30 〜39세 

(n=29)
40 〜49세 

叩32)
50 〜 59세 

(n=32)
60~69세 

(E1)
F 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너 

비 

항 

목

목너비 10.97B 0.70 10.96B 0.74 11.29/W 0.89 11.53A 1.11 11.06B 0.69 2.49*

어깨너비 37.22A 1.78 36.26AB 1.80 36.01B 1.44 36.07B 2.90 35.50B 1.79 2.74*

윗 가슴너비 29.62 2.23 29.51 1.60 29.79 1.57 30.75 246 29.65 2.73 1.70

가슴너비 30.05 2.18 29.56 1.72 30.48 2.03 30.81 2.07 30.42 1.86 1.69

밑 가슴너비 27.87 2.23 27.50 1.70 27.52 1.89 28.17 1.99 27.81 1.70 0.64

겨드랑너비 12.55BC 0.89 12.42C 0.89 12.39( 1.02 I2.99AB 0.95 13.17A 0.97 4.06**

허리너비 27.62C 1.90 27.29C 1.69 27.98BC 1.92 28.96AB 1.57 29.13A 2.57 5.05***

배너비 32.71 2.55 32.32 2.01 32.00 1.87 32.54 1.79 3338 1.59 1.97

엉덩이너비 34.96A 1.82 34.44A 1.54 33.17B 1.78 33.15B 1.64 33.22B 1.62 7.37***

앞품 34.26 2.35 33.40 1.79 33.57 1.95 34.43 2.04 33.97 1.98 1.40

유폭 17.70C 0.98 17.91BC 0.65 18.시 AB 1.50 18.61A 1.46 18.81A 1.20 4.25**

뒷품 36.15 2.93 37.14 1.83 37.51 2.16 37.05 2.12 37.13 1.52 1.36

두 

께 

항 

목

목두께 10.69B 0.77 10.65B 0.72 10.63B 0.64 11.07A 0.60 11.13A 0.77 3.63**

윗가슴두께 22.37A 1.43 21.34B 1.47 21.32B 1.88 22.30A 1.68 22.45A 1.61 3.67**

진동두께 12.18BC 0.85 11.90C 0.64 12.03C 1.05 12.85A 0.91 12.55AB 0.92 5.83***

가슴두께 26.39AB 1.89 24.81C 1.66 25.37BC 1.88 26.57A 2.12 26.53A 2.35 4.70***

밑 가슴두께 22.36AB 2.58 21.70B 2.06 22.18AB 2.20 23.39A 1.86 23.26A 2.25 3.21*

허리두께 21.45B 2.00 20.87B 1.74 21.97B 2.47 23.58A 2.22 24.46A 2.27 45.84***

배두께 24.93B 2.45 23.90B 1.87 24.99B 235 26.29A 2.23 27.I9A 2.13 9.61***

엉덩이두께 24.02 1.93 23.05 1.67 23.04 1.66 23.74 1.78 24.04 2.41 2.06

대퇴두께 21.00A 1.57 18.88B 1.70 18.27B 1.45 18.49B 1.65 18.02B 1.73 15.40***

흉골두께 22.89AB 1.66 21.34C 1.60 22.10BC 1.92 23.16A 1.82 22.94AB 2.13 4.96***

*P<.05, ■*P<.01, ,，，P<.001.
알파벳(A>B>C>D) : Ekincan-test, p<.0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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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시는 연령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께 

항목 중 밑가슴두께는 p<-05 수준에서 목두께 윗 

가•슴두께는 p<.01 수준에서, 진동두께, 가슴두께 허 

리두께，배두께, 대퇴두께는 P<.0이 수준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20대와 30대는 다른 연령에 비해 어깨너비와 엉 

덩이너비가 가장 크고 허리너비는 가장 작게 나타나 

고 있어、20대와 30대 Plus-size 여성의 정면체형은 비 

만하지만 균형잡힌 체형이라고 추정한 수 있다. 이 

는 Zangrillo")의 유형 4인 직사각형의 균형 잡힌 체 

형과 최유경顷의 X형에 일치한다고 한 수 있다. 50대 

와 60대는 다른 연령에 비해 어깨너비와 엉덩이너비 

는 보다 작고, 허리너비는 가장 크게 나타나, Zang- 

r”。의 상자형과 최유경의 H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유폭은 20대가 가장 작고 50대와 60대 가 가장 

二게 나타났다. 이는 상의 원형 설계시 가슴 다트의 

끝점으로 설성되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이영숙",의 

여성복 구성에서 유폭이 B/10+0.5cm로 선성되어 있 

는데. Plus-size 여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폭이 

커지므로. 연령증가에 따른 여유분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대퇴두께는 20대가 가장 크게 나 

타났으며' 30대 이후부터는 연령별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위가 20대 Plus-size 여성의 특징이라 

고 할 수 있다. 대퇴두께를 제외한 모든 두께 항목에 

서 50대와 60대가 가장 크게 나타나 비만화 경향이 

50대 이후에 보다 현저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너비 및 두께항목의 절대적 크기 고찰에 이어 연 

령별 체간부 편평지수에 대한 분석 결과를〈표 5〉에 

나타냈다. 편평지수 항목 중 밑가슴두께/밑가슴너비 

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p<-05 수준 이상에서 연령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밑가슴두꺼］/밑가슴너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60대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목부위는 6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허리, 배, 엉덩이 

부위의 편평 지수는 20대와 30대 가 가장 작고, 50대 

와 60대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편평지수 항목 중에 

서 허리두께/허리너비가 연령증가에 의한 신체적 특 

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항목이라고 한 수 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한수록 체간부 두께부위가 증가 

하며, 비만한 내배엽형이 높은 출현율을 보인다는 김

〈표 5> 연령별 체간부 편평지수의 평균값 비교

계 산항목

연령별 

붕계치

20 -29 세 

(时29)
30 -39세 

(n=29)
40 - 49세 

(n-32)
50 - 59세

(n=32) 1
60 〜 69세 

(『31)
F 값

평균
표준 

프｛차
평균

표주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목두께/목너비 97.67AB 7.22 97.63AB 8.64 94.53B 7.00 96.62B 7.86 100.83A 5.93 2.812*

윗사슴두께/윗가슴너비 75.89A 6.69 72.49AB 5.93 |7!.83B 6.14 72.84AB 6.49 76.38A 9.79 2.527*

가슴두께/가슴너비 87.95A 4.98 84.00BC 4.55 183.37C 5.15 8633AB 5.38 87.17A 5.04 4.655***

민 가슴두께/밑 가슴너비 80.38 8.32 78.97 6.42 80.87 8.75 83.27 7.13 83.65 6.70 2.017

허리두께/허리너비 77.68C 5.28 76.56C 5.45 !78.52BC 6.52 81.40AB 6.22 84.04A 4.84 8.077***

배두께/배너 비 76.23BC 4.44 74.00C 4.26 78.11B 5.82 80.82A 5.61 81.41A 4.28 33.951***

엉덩이두께/엉덩이너비 68.70BC 3.98 67.04C 5.40 J69.63ABC 6.27 71.72AB 5.87 72.40A 6.68 4.23辭*

*'P<.05, "P〈.이, ,"p<.001.
알파벳(A>B>C>D) : Duncan-test, p<.05 수준.

12) Zangrillo,前揭善.

13) 최유경, “여성 체형의 형태적 분류 및 연령 증가에 따른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7), pp. 
128-136.

14) 이형숙, 서양의복구성 -패턴제작편 (서울 교학연구사, 1996), p.88.
15) 김순자, 前揭哥 p.117.
16) 정명숙, “성인 여성 체형의 분류 및 연령층별 트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4),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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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料 정명숙”), 유희숙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 

다.

3) 둘레 부위 및 기타 항목의 비교

둘레부위와 기타 항목의 치수 분석 결과를〈표 6> 

에 나타내었다. 윗가슴둘레, 대퇴둘레, 목밑둘레, 가 

슴둘레, 진동둘레, 목둘레, 밑가슴둘레, 허리둘레, 배 

둘레가 p<.05 수준 이상에서 연령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어깨 경사각과 체중은 연령별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목둘레, 목밑둘레는 40대 이 

후에서 보다 크게 나타났고, 밑가슴둘레, 허리둘레 

배둘레는 50대 이후에서 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대 

퇴둘레는 20대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팔꿈치둘레, 

손목둘레는 20대와 30대가 가장 작게 나타났고, 60 

대 가 가장 크게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지부위 

의 둘레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20대와 30대는 다른 연령에 비하여 목부 

위와 상지부위의 지방침착이 적으며, 대퇴부위는 지 

방침착이 많은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50대 

와 60대는 목부위와 상지부위가 굵고, 가슴과 복부 

에 지방침착이 많은 상체비만형이라 할 수 있다. 이 

는 연령층별로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므로, 연 

령별로 서로 다른 의복설계를 해야 한다고 한 정명 

숙")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단위 : cm)〈표 6> 연령별 둘레항목 및 기타 항목의 평균값 비교

연령별
、、통계치 

신체항목

20 〜 29세 

(n=29)
30 〜39세 

(n=29)
S 〜 49세

1 (n=32)
50 〜 59세 

(尸32)
60 〜69세 

(n=31)
F 값

평균

준
 차

 

표
 편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준
 차

 

汪 편

一

평균

준
 차

一
 

표
 편

一
목둘레 34.76C 1.42 34.85C 1.15 35.37BC 1.35 36.00AB 1.41 36.20A 1.97 5.55***

목밑둘레 19.45B 1.09 20.05AB 1.00 20.20A 1.20 20.64A 1.30 20.11A 1.22 3.81**

윗가슴둘레 94.52AB 4.91 93.05B 4.28 94.54AB 5.16 96.44A 4.31 96.14A 5.36 2.40*

가슴둘레 97.23AB 5.63 95.08B 4.45 97.55AB 5.79 99.79A 5.30 99.79A 5.62 3.94**

밑가슴둘레 84.65B 5.96 83.56B 3.95 85.53B 4.79 88.25A 4.41 88.50A 5.04 5.93***

허리둘레 80.06B 6.21 79.87B 4.23 82.77B 6.14 86.92A 5.51 88.33A 7.09 12.48***

배 둘레 93.77B 7.80 94.58B 4.81 95.53B 5.63 98.81A 4.92 100.73A 5.54 7.45***

레 엉덩이둘레 I 100.30 4.78 99.13 3.95 97.79 3.86 97.94 3.88 97.66 4.97 2.00

항 엉덩이둘레u 101.92 5.21 101.78 4.11 100.91 3.81 102.58 3.60 102.74 4.95 0.86
목

대퇴 둘레 61.91A 2.82 60.21AB 2.97 58.MB 3.02 59J5B 3.52 59.94AB 7.57 2.46*

무릎둘레 36.81 1.75 36.01 2.32 35.70 1.60 36.97 2.09 36.09 2.77 1.98

발목둘레 22.98 1.05 22.88 1.13 22.80 1.51 22.71 1.12 22.20 1.78 1.44

진동둘레 32.29B 1.88 32.34B 1.93 32.90B 2.05 34.26A 2.80 33.11B 2.38 3.80**

위팔둘레 31.92 2.11 31.59 1.69 31»7 2.34 32.88 2.20 32.46 2.94 1.45

팔꿈치 둘레 24.97C 1.41 25.14C 1.07 25.디 BC 1.53 26.20AB 1.50 26.39A 1.98 18.54***

손목둘레 16.65C 0.95 17.05BC 0.63 17.34B 0.86 17.66B 0.97 18.54A 2.31 8.87***

기 어깨 경사각(°) 22.48 2.95 21.24 3.90 20.67 4.32 20.38 4.64 23.14 3.96 1.95

타
체중 (kg) 66.62 7.39 64.12 4.71 64?)0 5.75 66.74 6.05 64.99 7.78 0.95

*><05, ><.01, "><.001.
알파벳(A〉B〉C>D) : Duncan-test, p<,05 수주

17) 정명숙, 前揭書,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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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 항목의 크기 고찰에 이 어 체 간부 drop치의 연 

령 별 비교 분석 결과를〈표 7〉에 나타내었다. 체간부 

둘레항목간의 차인 dmp치는 의류치수설정과 체형분 

류에 참고가 되는 항목이다. dap치의 모든 항목이 p 

<•001 수준에서 연령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슴둘러】-허리둘레 항목과 엉덩이둘러卜허리둘레 항 

목에서는 20대가 가장 크고, 50대와 60대가 가장 작 

게 나타났다. 엉덩이둘레-가슴둘레 항목에서는 20대 

와 30대가 보다 크고, 40대 이후의 연령에서 보다 작 

게 나타났다. 엉덩이둘레-배둘레는 20대와 30대가 가 

장 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작아져서 60대가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체간부 drop치 항목 중에서 Plus

size 여성의 연령별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항 

목으로 판단된다. 이 항목에서 50대와 60대는 음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엉덩이둘레보다 배둘 

레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지방 침착에 의한 복부 돌출로 인해 얇은 셀를 

로이드판을 대고 잰 엉덩이둘레 II와 엉덩이의 최대 

돌출부위를 잰 엉덩이둘러同 의 비교 항목인 엉덩이 

둘레 口 -엉 덩 이둘레 I 은 20대 가 가장 작고, 50대 와 60 

대가 가장 크게 나타나, 50대 이후에 복부의 돌출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하의 원형 설계시 

엉덩이둘레에 더해지는 여유분을 연령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연령별 측면 형태 비교

1） 연령별 측면 형태의 치수 비교

연령별 간접 측정한 각도항목과 두께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를〈표 8〉에 나타내었다.각도항목 중 가슴 

상부각은 P<.05, 엉덩이상부각은 p<.01, 가슴하부 

각과 복부하부각은 p<,001 수준에서 연령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두께항목 중 목뒤두께와 엉덩이부위 

뒤두께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p<，05 수준 이상에서 

연령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돌출량 측정항목에 

서는 가슴부위앞돌출량만이 P<-001 수준에서 연령 

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슴하부각은 20대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60대 

가 가장 작게 나타난 반면, 복부하부각은 20대에서 

가장 작게 나타났고 60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 연 

령이 증가할수록 복부의 돌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허리와 배부위의 경우, 앞두께는 20대가 가장 작 

고, 50대와 60대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 부위는 

Plus-size 여성의 신체 특성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 

는 부위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체지방의 침착이 허리 

부위와 배부위에 집중되고, 체 간부의 뒷면보다는 체 

간부의 앞면에 체지방이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는 것을 설명한다. 엉덩이부위의 앞두께는 20대가 

보다 작고, 30대 이 후에 서 보다 크게 나타났다. 가슴 

부위앞돌출량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50대와 60대 

가 가장 크게 나타나 50대 이후부터 앞가슴부위와 

등부위의 지방침착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나 

타낸다. 가슴부위 앞돌출량은 20대가 가장 크고 50 

대와 60대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 60대는 음의 값으 

로 나타나 허리 앞부위의 체지방 침착으로 인해 앞

〈표 7> 연령별 체간부 drop치의 평균값 비교 （단위 : cm）

연령별 

통계치 

계산항목

20 〜29세 

(『29)
30 〜 39세 

(n二29)
40 〜49세 

(n=32)
50 〜 59세 

(n=32)
60~69세 

(n=31)
F 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가슴둘러］- 허리둘레 17.17A 3.22 15.20B 2.77 14.79B 2.71 12.87C 3.04 11.46C 3.56 14.69***

엉덩이둘•레- 허리둘레 20.24A 4.32 19.26 八 4.65 15.02B 5.49 11.03C 5.67 9.33C 5.70 24.72***

엉덩이둘레- 가슴둘레 3.07A 4.94 4.06A 4.34 0.23B 5.01 -1.84B 5.39 -2.14B 5.05 9.29***

엉덩이둘러）- 배둘레 6.53A 4.51 4.56A 3.50 2.25B 4.65 -0.87C 4.18 -3.08D 3.55 25.62***

엉덩이들레 !!-엉덩이둘레 I 1.61C 1.42 2.64B L18 3.13B 1.29 4.64A 2.41 5.09A 1.89 20.22***
* P<,05, “P<.이 ，，，P<.001
알파벳(A>B>C>D) : Duncan-test, p<.0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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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연령별 측면 형태의 각도 항목과 두께 항목의 평균값 비교（간접측정） （단위:。）

연령별
\、통계치 

측정항목

20 〜29세 

(29)
30 〜39세 

(n=29)
40T9 세 

(n-32)
50 〜 59세 

(貯32)
60 〜 69세 

(『31)
F 값

평균

준

차

 
- 

표
 편 평균

표준

편차
평균

준
 차
 

一
 

표
 편

一

평균

- 
준
차

一
 
표
 편

一

평균
표준

편차

가슴상부각 35.64 4.33 33.92 3.76 33.61 5.02 35.55 4.26 33.77 4.82 1.411

가슴하부각 8.00A 5.21 2.80B 4.80 2.97B 5.71 2.48B 5.83 -0.42C 4.11 8.594***

간
등면상부각 20.88 2.31 21.60 2.41 21 58 2.85 20.58 2.32 22.40 2.65 2.186

도
등면하부각 9.70 3.84 10.94 3.56 11 76 3.45 9.77 2.72 9.31 4.46 2.286

항 복부상부각 9.24 5.28 12.36 4.80 11.93 4.84 9.61 6.26 8.88 5.44 2.432

복부하부각 13.54C 1.30 14.38B 0.89 14.66B 1.22 14.85B 1.27 15.85A 1.30 12.067***

엉덩이상부각 1432 2.62 14.48 2.19 13•的 3.37 14.08 4.05 13.92 3.89 0.155

엉덩이하부각 8.22BC 2.43 7.66C 1.06 8.03BC 1.43 8.68AB 1.28 9.33A 2.20 3.602**

목뒤두께 8.98A 0.78 8.19B 1.09 8.72AB 1.12 8.54AB 0.91 8.52AB 1.23 1.98

목앞두께 2.14B 1.26 2.74AB 1.25 2.57AB 1.16 3.10A 1.08 2.90A 1.02 2.72*

윗가슴부위앞두께 10.46B 2.51 10.25B 1.65 10.36B 1.96 11.65A 1 78 11.21AB 1.54 2.97*

윗가슴부위뒤두께 16.18B 1.42 15.66B 131 16.30B 1.64 16.48AB 2.21 17.32A 1.96 3.00*

가슴부위 앞두께 14.31BC 2.58 14.20C 1.68 14.43BC 2.15 16.07A 2.00 15.42AB 1.85 4.46**

가슴부위뒤두께 15.52BC 2.27 15.20C 1.19 16JI9BC 1.80 16.43AB 1.45 17.21A 2.36 4.64**

밑가슴부위앞두께 12.73C 2.61 13.00C 1.68 13.I6C 2.21 14.89A 1.94 14.20AB 2.04 5.27***

匸
밑가슴부위뒤두께 15.28B 1.79 14.68B 1.54 1550AB 1.73 15.57B 1.50 16.63A 2.33 10.45**

께 허리부위앞두께 11.94C 3.00 13.28B 1.77 13J5B 2.41 15.12A 2.48 15.22A 1.61 9.22***

항 허리부위뒤두께 12.28B 2.50 11.34B 1.54 12.07B 2.12 12.34B 1.65 13.63A 2.52 4.01**

배부위앞두께 13.64C 3.20 15.48B 1.94 15.57AB 2.25 16.71AB 1.93 16.83A 1.93 8.29***

배부위뒤두께 14.79AB 2.66 13.99B 1.80 14.35B 2.59 14.77AB 2.84 16.10A 2.75 2.52*

엉덩이부위앞두께 11.12B 2.99 12.77A 1.75 12.60A 2.22 13.36A 2.60 13.37A 2.44 3.73**

엉덩이부위뒤두께 17.37AB 2.28 16.31B 1.77 16.76B 2.54 16.99AB 2.40 I8.15A 2.47 232

가슴부위앞돌출량 2.80A 1.45 0.77BC 1.44 I.35B 2.69 0.94BC 2.23 8.57E-02C 1.47 6.65***

가슴부위뒤돌출량 3.98 2.25 4.00 1.17 4.18 1.06 3.87 1.18 3.95 1.65 0.17

배부위돌출량 1.83 0.92 2.16 0.74 2.21 0.77 2.00 1.32 1.65 1.23 1.38

엉덩이부위돌출량 4.98 0.94 4.93 1.44 4.66 1.32 5.00 1.12 4.71 1.63 0.41

*P<.05, “PV.01, "><.001.
알파벳fA>B>C>D) : Duncan-test, p<05 수준.

가슴보다 앞허리의 부위가 더 돌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서술한 가슴하부각에서 20대가 가 

장 큰 각도를 보이는 것과 같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연령별 측면 형태의 실루엣 비교

Plus-size 여성의 연령 증가에 의한 형태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표집된 평면사진에 귀구슬점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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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 30대
..................... 40대
--------------- 50대
----------------60대

〈그림 1〉연령별 측면 실루엣 중합도

로 수직선을 그었으며, 수직선을 기준으로 항목별 

앞 - 뒤의 두께항목과 직접 • 간접 측정된 높이항목을 

이용하여 연령별 평균점수로 측면 실루엣을 나타냈 

다. 실루엣을 나타내는 방법은 CAD system 중의 하 

나로서 직선과 곡선이 자유롭게 쓰이고, 타 소프트웨 

어와도 호환이 가능한 PAD system을 사용하였다. 

Plus-size 여성의 연령별 측면 실루엣 중합도를〈그림 

1〉에 나타냈다.

2。대를 기준으로 연령증가에 따른 실루엣 변화를 

살펴보면, 복부의 돌출과 가슴, 허리, 배부위의 체간 

부 두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체간부 측면 형태에서 후면보다는 전면의 실 

루엣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정명숙'"이 유형 

1로 분류한 비만체형의 측면에 대한 전 • 후면 실루 

엣과는 그 형태가 다소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측 

면 기준선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20대와 30대를 비교하면, 허리앞부위 특히, 북부 

의 돌출 증가에 의한 실루엣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40대는 엉덩이밑점부위 감소에 의한 

실루엣 변화가 나타났으며, 50대는 등뒤최소만곡점 

아래의 엉덩이 부위와 가슴, 허리, 복부 부위 증가에 

의한 실루엣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다. 60대는 등부 

위가 증가하고 가슴부위는 줄어드는 실루엣 변화가 

나타나는데, 지방 침착이 원인이기보다는 자세 변화 

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유희숙'9）의 연구결과 

에 나타난 노화에 따른 체형의 변화와 일치하는 것 

으로서, 60대 이후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목과 어깨, 

그리고 등 부위가 굽고, 허리의 만곡 현상이 줄어들 

며, 엉덩이가 뒤로 나오는 등 노인체형으로의 변화 

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Plus-size 여성은 40대 이후 대퇴부위에는 

더 이상 지방이 침착하지 않고 가슴, 허리, 배부위의 

전면（前面） 두께부위에 더 많은 양의 지방이 침착한 

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형설계 후, 사이즈가 큰 여성 

에 대한 그레이딩의 문제점으로 장승옥纳이 제기한 

것처럼 앞 • 뒤길이의 일정한 증감보다 앞길이에 보 

다 충분한 양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는데 일치하는 

의견이다.

W. 결 론

Plus-size 체형은 같은 성（•性）안에서도 연령에 따라 

피 하지 방의 축적 량과 부위 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본 

연구는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치수정보를 바탕 

으로 신체적 득성을 분석하여, Plus-size 소비자에게 

신체 적합성이 향상된 기성복을 제공하고, 의류산업 

체에게는 원형 설계 및 의류치수체계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Plus-size 판정 기준에 따라 20대에서 

60대까지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직접 • 간접의 인 

체측정을 하였으며 측정 치 와 지수치로 기초통계 및 

분산분석을 하여 얻은 치수 정보를 통해 연령별 형 

태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통 

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Plus-size 여성의 연령별 신체 특성은 20대는 

신장과 높이항목 전반에서, 20대와 30대는 둔부와 

대퇴부위에서, 50대와 60대는 둔부와 대퇴부위를 제 

외한 모든 두께 • 너비 • 둘레항목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20대와 30대는 어깨가 넓고 허리 

부위는 보다 작으면서, 엉덩이부위와 대퇴부위는 다

18） 정명숙, 前揭書, pp.86-88.
19） 유희숙, 前揭書, pp.25-36.
20） 장승옥, "한국여성의 체형에 적합한 그레이딩 기술개발”, 생산기술연구논집 저）2권 저）2호, pp.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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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연령에 비해 유의하게 큰 하체비만형이면서 균형 

잡힌 체형이고, 50대와 60대는 체간부의 가슴부위와 

배부위에 체지방의 뚜렷한 증가가 보이는 상체비만 

형이면서 복부비만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비 

만과 관련된 항목 즉, 앞길이, 유장, 엉덩이둘레 n, 

체간부 둘레의 drop치에 대한 치수적 정보를 연령별 

특징에 따라 원형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Plus-size 여성의 연령별 측면 실루엣에 나타 

난 특징은 20대와 비교하여 30대와 40대는 앞허리부 

위와 배부위, 50대는 가슴, 배, 등부위의 지방 침착이 

많아져 체간부 두께 부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60대는 지방 침착에 의한 실루엣 변화이기 

보다는 노화에 의한 자세의 변화로 인해 목부위가 

굽고, 허리의 만곡이 줄어들며, 엉덩이가 뒤로 나오 

는 형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체간부의 가슴과 배부위 증가에 의한 실루엣 변화가 

나타났으며, 신체의 후면보다는 전면(前面)이 증가하 

는 실루엣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Plus-size 여성을 대상으로 원형설계와 그레이딩을 

할 때는 체간부 측면의 전면(前面) 두께 부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Plus-size 여성의 연령별 신체 특성을 

기성복 업체의 의류치수체계와 원형설계에 반영한 

다면, Plus-size 여성 소비자들은 신체적합성과 보완 

적 기능이 뛰어난 의류를 선택 • 구매할 수 있고, 의 

류업체에서는 계획생산을 통해 재고율을 줄이고 원 

가절감과 효율적인 제품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으 

리라 생각된다. 또한 향후 기성복의 맞춤형 주문생 

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연구대상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고, 연구 대상자의 비만에 대 

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측정참여도가 낮아 표본수 

가 많지 않으므로 확대해석에 주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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