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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in the apparel industry, early adolescent girls are emerging as a new consumer group. In response to 

this, companies are developing clothes, cosmetics, underwear, etc. This study proposed a new size range and size 

interval for early adolescent girls and presented reference measurements for body parts necessary in designing 

clothes. For this purpose, a total of 529 girls aged between 10 and 14 were measured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42 anthropometric measurements and 41 photographic measurements per a person. SAS 8.1 was used in data analysis 

including means, standard deviations, frequency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for Type A - 

7 sizes （140A-67, 145A-65, 145A-69, 150A-69, 150A-73, 155A-73, 155A-76）; for Type X - 7 sizes （150X-72, 

155X-72, 155X-77, 160X-77, 160X-80, 165X-77, 165X-80）; and for Type H - 8 sizes （145H-74, 145H-82, 150H-78, 

150H-82, 155H-82, 155H-86, 160H-86, 160H-88）. Reference measurements suggested for upper garments were 9 

items. The outcome of this study may be used as a basic material for adolescent apparel manufacturers to set their 

apparel sizing system and to supply their consumers, namely, adolescent girls with products fitting their somatotype.

Key words: early adolescent 웅iris（청소년 전기 여학생）, size range（치수범위）, size interv시（치수간격）, reference 

measurements（ 참고치 수）.

I.서론

인간의 성장 발달 단계에서 청소년기는 신체 변화 

가 급격하고 의 미 있는 인지적 성장을 나타내는 시기 

이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의복과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되며, 그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이 정서나 행동

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들에게 적절한 의복을 제공 

하는 것은，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청소년기는 신체 

성장이나 정신 발달의 정도에 따라 혹은 문화적 환경 

에 따라 그 개념이 달리 정의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발달학자들이 청소년기를 사춘기의 시작으로 보는데 

동의하고 있으며'), 청소년기 동안의 변화는 대부분 

그리고 갑작스럽게 청소년기의 초기에 나타나므로

교신저자 E-mail: miasuh@hanyang.ac.kr
1) 임영식, 한상철, 청소년 심리의 이해 (서울: 학문사, 2000),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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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징과 중요성 때문에 청소년 초기를 사춘기 

라 부른다.2)사춘기의 신체 발육이 시작되는 연령은 

개인차가 있지만 여자는 대체로 10세 경, 남자는 12세 

경에 시작되며,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 영 양 등의 좋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신체 발육 상태가 해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 

경향이다.3)이렇듯 사춘기의 시기가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으로 앞당겨지면서 이 시기부터 개인 간에 체격 

의 편차가 커지게 되었으며, 의류업계에서는 초등학 

교 고학년에서 중학교에 해당하는 주니어증를 위한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 한 새로운 의 

류 치수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아동복 업체에서는 표면상 5~13세를 타겟 

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는 5~9세 위주로 구성되어 생 

산을 하고 있으며 컬러나 스타일 면에서도 1~6학년 

까지 동일한 스타일과 컬러로 초등학교 고학년의 취 

향이 거의 고려되지 않은 채 단순히 사이즈 스팩만 

늘리고 있어 구체적 구매 요건이 실제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아는 11세부터, 남아 

는 13세 경부터 개인별 차이가 더욱 심해지므로 남녀 

별개의 의류 치수 규격을 설정함은 물론 치수 설정 

시 나이 위주로 표기를 하기 보다는 키, 허리둘레, 엉 

덩 이둘러), 가슴둘레 등에 대 한 상세 한 표기와 치수의 

세분화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업체에서는 채산성 문 

제로 남녀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그레이딩 편차를 

주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선행된 의류 치수 규격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연구 대상을 초등학 

생과 중학생으로 구분하고 있어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학생을 포괄한 새로운 소비자군의 의류 치수 

규격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전기의 여학생을 연구 대 

상으로 하고자 하며, 여학생의 경우 만 1。세 경에 사 

춘기가 시작되며 만 14~15세 경에는 신체적 성장이

완만해진다는 선행 연구&的 등과 현재 이들을 대상으 

로 한 의류 업체에서는 만 14세 경까지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 전기를 만 10~14세 

로 한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전기 

여학생의 체형 유형에 따른 새로운 상의 의류 치수 

범위 및 치수 간격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와 함께 상 

의 의복 설계에 필요한 참고 부위 치수를 제시함으로 

써 청소년복 생산 업체의 세분화된 표적 시장에 맞는 

치수 체계를 확립하고, 신체에 적합한 의복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n.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청소년 전기 여학생의 상의 의류 치수 규격을 제안 

하기 위해 만 10~14세까지의 청소년 전기 여학생 529 

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본은 지역과 연령에 따라 

층화적 집락 추출 방법 (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이용하였다. 지역은 서울의 강남과 강북, 경기지역 

등 3개 층으로 층화하였으며, 각 지역에 따라 1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총 6개 학교를 추출함으로써 최 

종적인 계측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피험자의 지역별 

분포와 연령별 분포는〈표 1〉과 같다.

본 계측은 2004년 3월 4일부터 4월 3일에 걸쳐 실 

시하였으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12시 30분에 계측 

을 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 전기 여학생의 체형 유형별로 상 

의 의류 치수 규격을 제안하고자 하므로 전보%세서 

직접계측 42항목과 간접계측 41항목을 이용하여 요 

인 분석과 군집 분석을 실시하여 얻은 3가지 체형 유 

형에 대해 상의 의류 치수 규격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키가 작고 마른 체형으로 젖가슴이 발달되지 않 

았으며 배는 앞으로 내밀고 있는 A유형과 키가 크

2) 김경희, 발달심리학 (서울: 학문사, 1999), p. 246.
3) 최윤미 외 11인, 현대 청년심리학 (서울: 학문사, 1998), p. 244.
4) 한국섬유신문, 1999년 4월 1일.

5) 김은경, 강혜선, 강여선, "트윈세대 아동복 치수 적합성에 관한 연구 -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권 5호 (2002), p. 692.
6) 최선영, “학령기 아동의 의복구성을 위한 체형 특성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p. 79-82.
7) 장휘숙, 인간발달 (서울: 박영사, 2000), p. 224.
8) 문화관광부, 청소년 백서 (서울: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2000), p. 31.
9) 정화연, 서미아, ''청소년 전기 여학생의 체형 유형화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3권 3호 (2005), pp. 

32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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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의 연령별 - 지역별 분포 （단위: n（%））

연 령

지 역
계

강남 강북 경기도

만 10세 36 ( 6.8) 28 ( 53) 42 ( 7.9) 106 (20.0)

만 11세 38 ( 7.2) 26 ( 4.9) 37 ( 7.0) 101 (19.1)

만 12세 35 ( 6.6) 35 ( 6.6) 42 ( 7.9) 112 (21.2)

만 13세 36 ( 6.8) 35 ( 6.6) 37 ( 7.0) 108 (20.4)

만 14세 35 ( 6.6) 25 ( 4.7) 42 ( 7.9) 102 (19.3)

계 180 (34.0) 149 (28.2) 200 (37.8) 529 (100)

고 다소 마른 체형으로 젖가슴과 엉덩이 발달이 이루 

어져 신체 굴곡이 가장 뚜렷한 X유형, 비만한 체형으 

로 젖가슴은 발달되었으나 허리와 엉덩이에 굴곡이 

적은 굴신 체형인 H유형으로 구분하여 상의 의류 치 

수 규격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AS 8.1 Ver. 프로그램을 이 

용하였으며, 청소년 전기 여학생을 대상으로 의류 치수 

규격을 설정하기 위해 키 구간에 대해 젖가슴둘레의 평 

균값을 구한 후, 각 유형별로 기준 부위에 대한 빈도 분 

포를 구하여 의류 치수 최적 구간을 설정하였다.

in. 결과 및 고찰

1. 기본 부위 및 치수 간격 설정

의복의 치수 체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본 부위 

를 먼저 정해야 하는데, 기본 부위는 가능한 한 많은 

부위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고 통계적으로 다른 부위 

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부위여야 한다 또한 소

비자측 뿐만 아니라 판매자측 모두 기억하기 쉽고 계 

측이 용이한 부위여야 하고, 의류 제작 시 필요한 부 

위여야 한다.''1） 본 연구는 상의 의류 치수 설정을 위 

한 기본 부위를 정하기 위해 청소년 전기 여학생의 

인체 계측 치수를 토대로 항목별 상관관계를 살펴보 

았으며 KS 규격과 선행 연구 "~顷, 의류업체에서 사 

용하는 현행 청소년복 규격 등을 참고로 하여 기본 

부위를 설정하였다. 현재 KS 규격의 경우 상의의 기 

본 부위를 키와 젖가슴둘레로 정하고 있으며 선행 연 

구의 경우도 대부분 키 와 젖가슴둘레를 기본으로 하 

고 그 외에 소매길이를 함께 보는 경우도 있었다. 또 

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류업체의 경우 대부분이 

키와 젖가슴둘레를 기준으로 치수 체계를 정하고 있 

어 본 연구에서도 상의 치수 규격의 기본 부위로 키 

와 젖가슴둘레를 설정하였다.

청소년 전기 여학생의 의류 치수 간격을 설정하고 

자 역시 KS 규격과 선행 연구 등을 살펴 본 결과 키 

의 경우 KS 규격은 5cm 간격으로 정하고 있으며, 선 

행 연구必"）역시 대부분 KS 규격을 기준으로 정하 

고 있었다.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류업체의 경 

우 생산성을 고려하여 9세, 11세, 13세, 15세, 17세에 

대응하는 의류 치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키의 경우 

대부분 10~15cm 간격으로 치수를 정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경우 키의 치수 간격을 설정함에 있어 부등 

간격으로 설정할 경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의류업체 

의 치수와 차이를 보여 소비자와 의류업체에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등 간격으로 정하였으 

며, 의류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10cm 간격의 경우 

체형을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게 한정되어져 

현행 KS 규격에 따라 5cm 간격으로 설정하고자 한 

다. 하지만 의류 업체에서 치수를 활용할 경우 원하 

는 치수를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10） 이혜영, ''남성정장 설계를 위한 연령별 체형별 치수 체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2004）, p. 47.
11） 서은정, “국민학교 아동의 체형과 의류 치수 규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p. 98-102.
12） 이지연, ''아동복 치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p. 63-65.
13） 장정아, ''학령기 여아의 체형 특성과 의류 치수 규격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0）, 

pp. 135-137.
14） 서은정, Op. cit., pp. 98-102.
15） 이지연, Op. cit., pp. 63-65.
16） 최경희,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위한 아동복 Sizing System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1）, pp. 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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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젖가슴둘레의 치수 간격 설정 시 각 구간 

을 등 간격으로 설정할 경우 청소년 전기 여학생의 

연령별, 유형별 성장 정도를 고려하지 못하게 되므로 

각 유형 별로 키 와의 상관을 고려하여 부등 간격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모든 치수는 ISO에서 정의하고 있 

는 중앙값으로 정의하고 치수 간격을 나누었다. 또 

청소년 전기 여학생의 체형 유형은 전보'7'에서와 같 

이 A, X, H유형으로 구분하여 치수를 설정하였다.

치수 간격을 나누기 위한 방법으로 유형별로 키 

5cm 구간에 대한 젖가슴둘레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치, 최대치를 구하였으며 （〈표 2〉~〈표 4> 참고）, 여 

기서 구한 젖가슴둘레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유형별 

로 키 5cm 구간에 대한 젖가슴둘레의 치수 편차를 결 

정하였다. 하지만 키 5cm 구간에 대한 젖가슴둘레의 

평균값이 그 구간에 존재하는 모든 값의 평균을 의미

하는 것이지, 평균값에 해당하는 치수구간에 반드시 

가장 많은 인원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와 함께 상의용은 키에 대한 

젖가슴둘레의 빈도 분포를 참고로 살펴보아 치수 간 

격을 재조정하였다.

유형별 기본 부위의 평균을 살펴보면 A유형의 경 

우 （〈표 2〉참고） 키의 구간 별로 가슴둘레는 IMcm 

의 증가량을 보였으며, 그 중 키가 130cm에서 135cm 

로 증가할 때와 145cm에서 150cm로 증가할 때 젖가 

슴둘레가 4cm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또 X유형의 경우는 키의 구간 별로 가슴둘레가 전 

혀 증가되지 않은 구간에서 5cm 가량의 증가량을 보 

인 구간으로 A유형에 비해 증가량의 변화 폭이 더 큼 

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키가 150cm에서 155cm로 증가 

할 때 젖가슴둘레가 5cm로 가장 큰 증가량을 보였다.

〈표 2〉A유형의 키에 대한 젖가슴둘레 범위 (단위: cm, ”(%))

기본부위 키

범위 130 135 140 145 15。 155 160 165

Mean 62.0 66.0 67.0 69.0 73.0 76.0 78.0 81.0

젖가슴 S.D. 3.7 4.3 4.6 ‘4.8 5.6 4.02 4.8 0.42

둘레 Min. 59.0 58.6 56.5 62.0 64.6 69.0 71.7 80.4

Max. 68.5 72.5 76.0 78.5 94.0 87.0 85.3 81.0

분포 인원 5(2.8) 21(11.9) 29(16.5) 30(17.1) 47(26.7) 31(17.6) 11(6.3) 2(1-1)

주） 음영 부분은 치수 설정을 위해 평균값을 정수화한 수치.

〈표 3> X유형의 키에 대한 젖가슴둘레 범위 （단위 皿〃（%））

기본부위 

범위

키

140 145 150 155 160 165 170

젖가슴

둘레

Mean 66.0 기.。 72.0 77.0 80.0 80.0 82.0

S.D. 5.2 5.9 5.1 5.2 5.6 6.4 4.9

Min. 59.5 63.0 62.4 68.0 67.0 70.8 78.0

Max. 72.0 84.0 83.0 90.0 92.8 104.0 87.3

분포 인원 5(2.8) 10(5.7) 26(14.8) 40(22.7) 64(36.4) 28(15.9) 3(1.7)

주） 음영 부분은 치수 설정을 위해 평균값을 정수화한 수치

17) 정화연, 서미아, Op. cit., p.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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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청소년 전기 여학생의 상의 치수 규격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표 4> H유형의 키에 대한 젖가슴둘레 범위 (단위: cm, "(%))

기본부위

범위 130 135 140 145 150 155 160 165 170

젖가슴 

둘레

Mean 75.0 74.0 74.0 78.0 82.0 85.0 88.0 94.0 97.0 ；

S.D. - 7.9 4.7 4.8 6.4 5.4 7.1 7.8

Min. 75.0 65.4 68.4 71.0 67.0 75.4 75.6 77.0 97.2

Max. 75.0 83.0 85.2 91.4 99.6 101.5 105.8 103.0 97.2

분포 인원 1(0.6) 4(2.3) 6(3.4) 21(11.9) 48(27.1) 54(30.5) 31(17.5) 11(6.2) 1(0.6)

주） 음영 부분은 치수 설정을 위해 평균값을 정수화한 수치•

다음으로 H유형은 키의 구간별로 가슴둘레가 전혀 

증가되지 않은 구간에서부터 6cm 가량의 증가량을 

보인 구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키가 160cm 

에서 165cm 구간에서는 젖가슴둘레가 6cm의 큰 증 

가량을 보여 유형 별로 키 에 대해 젖가슴둘레 가 증가 

하는 구간이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이것은 

유형별로 서로 다른 치수 체계가 필요함은 물론 같은 

유형 안에서도 키에 따른 젖가슴둘레의 증가량이 차 

이를 보여 한 유형 안에서 키에 따른 젖가슴둘레의 

간격을 부등 간격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각 유형별 키에 따른 젖 

가슴둘레의 평균값을 참고로 유형별로 키에 대한 젖 

가슴둘레의 치수를 부등 간격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와 함께 유형별로 2cm, 3cm, 4cm 간격으로 기본 부위 

에 대한 빈도 분포를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치수 간격 

을 설정하였다. 유형 별로 키 5cm 구간에 대한 젖가슴 

둘레의 빈도 분포를 2cm, 3cm, 4cm 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표 5> ~〈표 7〉과 같다.

A유형의 경우 키에 대한 젖가슴둘레의 빈도 분포 

를 살펴보면（〈표 5> 참고） 키는 135~155cm 구간에 

가장 많은 인원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젖가슴둘레는 

65~77cm 구간에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편, X유형은 키의 경우 150~165cm 구간에서 가장 많 

은 빈도를 보이고 있어（〈표 6> 참고） A유형과는 많 

은 차이를 보였으며, 젖가슴둘레도 72〜80cm 구간에 

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여 A유형보다 젖가슴둘레 치 

수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키가 크고 젖 

가슴이 발달된 X유형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다. H유형은 키의 경우 A유형과 X유형의 중간 정도 

를 나타내는 145-160 cm 구간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 

였으며（〈표 7> 참고）, 젖가슴둘레는 77-89 cm 구간에 

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여 가장 젖가슴둘레가 큰 체형 

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형별 상의 치수 

를 설정함에 있어, 유형별 키 5cm 당 젖가슴둘레의 평 

균을 기준으로 편차를 설정하였으며 키의 각 구간에 

대 한 편차를 사용해도 무리가 없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빈도분포를 살펴본 결과 키 5cm 구간 당 평균값 

을 기준으로 한 개의 치수를 설정하되 평균을 중심으 

로 치수가 너무 넓게 분포되어 있어 한 개의 치수만으 

로 많은 인원을 커버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경우 두 개 

의 치수를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A유형의 경우 먼저 

키의 범위를 선정하였는데〈표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키는 135~155cm 구간에서 전체 10% 이상의 빈 

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KS 의류 치수 규격과 

의류 업체들의 치수 규격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키를 140cm 이상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본 연구 

의 경우도 135cm 구간은 제외시켰다. 다음은 키에 따 

른 젖가슴둘레의 치수를 정해야 하는더）, 키의 구간별 

젖가슴둘레의 편차는〈표 2〉에 제시된 평균값을 중 

심으로 정하였다. 즉, 140cm에서 145cm 구간은 2cm, 

145cm에서 150cm 구간은 4cm, 150cm에서 155cm 구 

간은 4cm의 증가량을 보이고 있으므로 구간별 편차 

는 평균값의 증가량에 의해 결정하되, 구간에 많은 인 

원이 산재해 있을 경우는 분포도를 고려하여 그 구간 

에 많은 인원을 커버할 수 있는 범위에서 두 개의 치 

수를 제안하였다. 다른 유형의 경우도 동일한 방법에 

의해 치수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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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권 제 4호 정화연•서미아 19

(단위: 〃(%))〈표 5> A유형의 상의 치수 간격에 따른 이원 빈도 분포

젖가슴둘레

키
전 체

130 135 140 145 150 155 160 165

58 1(0.6) 2( 1.1) 3( .7)

60 1(0.6) 2( 1-1) 1( 0.6) 4(2.3)

62 2(1-1) 3( 1-7) 6(3.4) 2( 1.1) 13( 7.4)

64 2( 1-1) 3( 1.7) 5( 2.8) 2( 1.1) 12( 6.8)

66 5( 2.8) 5( 2.8) 6( 34) 2( 1.1) 18(10.2)

68 1(0.6) 1( 0.6) 5( 2.8) 3( 1.7) 11( 6.3) 1( 0.6) 22(12.5)

70 3( 1.7) 1( 0.6) 4(23) 7( 4.0) 3( 1.7) 18(10.2)
2cm 72

3( 1.7) 4(2.3) 3( 1.7) 7( 4.0) 5( 2.8) 2(1.1) 24(13.6)

가격 74 3( 1.7) 2( 1.1) 8( 4.6) 8( 4.6) 1(0.6) 22(12.5)

76 3( 1.7) 3( 1.7) 5( 2.8) 2(1.1) 14( 7.9)

78 2( 1-1) 3( 1.7) 8( 4.6) 1(0.6) 9( 5.1)

80 1( 0.6) 3( 1.7) 2(1-1) 6( 3.4)

82 1( 0.6) 3( 1-7) 3(1-7) 6( 3.4)

84 1(0.6) 1( 0.6)

86 1( 0.6) 1( 0.6) 1(0.6) 3( 1.7)

94 1( 0.6) 1( 0.6)

59 2(1-1) 3( 1.7) 1( 0.6) 6( 3.4)

62 2(1.1) 4(2.3) 6( 3.4) 3( 1.7) 15( 8.5)

65 <2.3) 6( 3.4) 10( 5.7) < 2.3) 24(13.6)

68 1(0.6) 6( 3.4) 7( 4.0) 4(23) 13( 7.4) 1( 0.6) 32(18.1)

3cm 71 4(2.3) 5( 2.8) 4(23) 9( 5.1) 6(3,4) 1(0.6) 29(16.5)

74 3( L7) 6( 3.4) 12( 6.8) 11( 6.3) 3(1.7) 35(19.9)

간격 77 1( 0.6) 3( 1.7) 4(2.3) 7( 4.0) 2(1-1) 17( 9.7)

80 2( 1-1) 5( 2.8) 2(1.1) 9( 5.1)

83 1( 0.6) 4(2.3) 5( 2.8)

86 1( 0.6) 1( 0.6) 1(0.6) f 3( L7)

95 1( 0.6) 1( 0.6)

57 1(0.6) 2( 1-1) 1( 0.6) 4(2.3)

61 3(1-7) 5( 28) 6( 3.4) 2( 1.1) 16( 9.1)

65 7( 4.0) 8( 4.6) 11( 6.3) 4(2.3) 30(17.1)

4cm 69 1(0.6) <2.3) 6( 3.4) 7( 4.0) 18(10.2) 4( 끄3) 40(22.7)

73 3( 1.7) 7( 4.0) 5( 2.8) 15( 8.5) 13( 7.4) 3(1.7) 46(26.1)

간격 77 1( 0.6) 5( 2.8) 6(3.4) 8( 4.6) 3(L7) 23(13.1)

81 2( 1.1) 5( 2.8) 3(1.7) 2(1.1) 12( 6.8)

85 1( 0.6) 1( 0.6) 2(1.1) 4(2.3)

93 1( 0.6) 1( 0.6)

전 체 5(2.8) 21(11.9) 29(16.5) 30(17.1) 47(26.7) 31(17.6) 11(6.3) 2(1.1) 176(100)

주） 음영 부위는 전체 10% 이상의 구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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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표 6> X유형의 상의 치수 간격에 따른 이원 빈도 분포

젖가슴둘레
키

전 체
140 145 150 155 160 165 170

60 2(1.1) 1( 0.6) 3( 1.7)
62 1(0.6) 2( 1.1)
66 1(0.6) 4(2.3) 1( 0.6) 6( 3.4)
68 2(1-1) 2(1.1) *2.3) 2( 1.1) 1( 0.6) 11( 6.3)
70 1(0.6) 3( L7) 4( 2.3) 2( 1.1) 1( 0.6) 11( 6.3)
72 1(0.6) 2(L1) 6( 3.4) 6( 3.4) 4( 2.3) 1( 0.6) 20(11.4)
74 2(1-1) 4( 2.3) 5( 2.8) 6( 3,4) 3( 1-7) 20(11.4)

四"76 까 4.0) 7( 4.0) 5( 28) 19(10.8)
간격 쯔 1( 0.6) 6(3.4) 10( 5.7) 3( 1.7) 1(0.6) 21(11.9)

80 1( 0.6) 2( 1.1) 9( 5.1) 5( 2.8) 1(0.6) 18(10.2)
82 2( 1-1) 4( 2.3) 6( 3.4) 4(2.3) 16( 9.1)
84 1(0.6) 1( 0.6) 6(34) 2( 1.1) 10( 5.7)
86 2( 1.1) 5( 2.8) 1( 0.6) 1(0.6) 8( 4.6)
88 4(2.3) 2( 1.1) 7( 4.0)
90 2( 1.1) 3( 1.7)
92 1( 0.6) 1( 0.6)
59 1(0.6) 1( 0.6) 2( 1.1)
62 1(0.6) 1(0.6) 1( 0.6) 3( 1.7)
65 2(1.1) 2(1-1) 3( 1.7) 6( 3.4)
68 2(1.1) 5( 28) 2( 1.1) 2( 1.1) 11( 6.3)

3cm 기 1(0.6) 2(L1) 7( 4.0) 8( 4.6) 4( 2.3) 2( 1-1) 25(14.2)
74 2(1-1) 6( 3.4) 8( 4.6) 8(的 3( 3.4) 27(15.3)

간격 77 1( 0.6) 9( 5.1) 16( 9.1) 7( 4.0) 1(0.6) 34(19.3)
80 1( 0.6) 7( 4.0) 13( 7.4) 7( 4.0) 1(0.6) 29(16.5)
83 1(0.6) 2( 1-1) 2( 1.1) 8(46) 5( 2.8) 18(10.2)

86 3( 1.7) 6(3.4) 2( 1.1) 1(0.6) 12( 6.8)

89 1( 0.6) 6( 3.4) 1( 0.6) 8( 4.6)

92 K 0.6) 1( 0.6)
61 2(1.1) 1(0.6) 1( 0.6) 1( 0.6) 5( 2.8)
65 1(0.6) 4(23) 1( 0.6) 7( 40)
69 2(1.1) 3(1.7) 7( 4.0) 6(34) 3( 1.7) 1( 0.6) 21(11,9)

4cm 73 1(0.6) 4(2.3) 10( 5.7) 11( 6.2) 10( 5.7) 4( 2,3) 40(22.7)
77 1( 0.6) 13( 7.4) 17( 9.7) 8( 4.6) 1(0.6) 40(22.7)

간격 81 3( 1.7) 6( 3.4) 15( 8.5) 9( 5.1) 1(0.6) 3(19.3)
85 1(0.6) 3( 1.7) 11( 6.3) 3( 1.7) 18(10.2)
89 1( 0.6) 6( 3.4) 2( 1.1) 1(0.6) 10( 5.7)
93 1( 0.6) 1( 0.6)

전 체 5(2.8) 10(5.7) 26(14.8) 40(22.7) 64(36.4) 28(15.9) 3(1.7) 176(100)

주） 음영 부위는 전체 10% 이상의 구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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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瓜%））〈표 7〉H유형의 상의 치수 간격에 따른 이원 빈도 분포

젖가슴둘레

키
전 체

130 135 140 145 150 155 160 165 170

66 1(0.6) 2( 1.1) 3( 1.7)

68 2(1.1) 2( 1.1)

70 1( 0.6) 1( 0.6)

72 1(0.6) 1(0.6) 1( 0.6) 3( 1.7) 6( 3.4)

74 1(0.6) 1(0.6) 4(2.3) 2( 1.1) 8( 4.5)

76 1(0.6) 4(2,3) < 2,3) 개(2.3) 2( 1.1) 3(1-7) 18(10.2)

78 1(0.6) 3( 1.7) 4( 2.3) 6(3.4) 1( 0.6) 15( 8.5)

2cm 80 2( 1-1) 5( 2.8) 5( 2.8) 2( 1-1) 14( 7.9)

82 1(0.6) 3( 1.7) 11( 6.2) 9( 5.1) < 2.3) 28(15.8)

간격 84 2( 1.1) 5( 2.8) 6( 3.4) 2( 1.1) 15( 8.5)

86 1(0.6) 2( 1-1) 9( 5.1) 5( 2.8) 17( 9.6)

88 3( 1.7) 2( 11) 4(2.3) 2(1.1) 11( 6.2)

90 4(23) 6(3.4) 3( 1.7) 1(0.6) 14( 7.9)

92 1( 0.6) 3( 1.7) 4(2.3) 2(1-1) 10( 5.7)

94 1( 0.6) 1( 0.6) 2( 1-1)

96 1( 0.6) 2( 1-1) 2( 1-1) 5( 2.8)

98 1( 0.6) 1( 0.6) 2( H) 3(L7) 1(06) 8(4.5)

65 1(0.6) 1( 0.6) 2( 1.1)

68 2(1-1) 1( 0.6) 3( 1.7)

71 1(0.6) 1(0.6) 2( 1-1) 3( I-?) 1( 0.6) 8( 4.5)

74 1(0,6) 1(0.6) 7( 4.0) 2( 1-1) 2( 1.1) 13( 7.3)

77 1(0.6) 1(0.6) 4( 2.3) 8( 4.5) 5( 2.8) 고( 1-1) 3(1.7) 24(13.6)
3cm 80 3( L7) 8( 4.5) 8(4.5) 2( 1.1) 21(11.9)

가격 83 1(0.6) 3( 1.7) 13( 7.3) 11( 6.2) 5( 2.8) 33(18.6)
산서 ------

86 1(0.6) 1( 0.6) 4(23) 13( 7.3) 7( 4.0) 1(0.6) 27(15.3)

89 6(3.4) 仪 3.4) 7( 4.0) 2(1-1) 21(11.9)

92 1( 0.6) 4(2.3) 4( 2.3) 2(1.1) 11( 6.2)

95 1( 0.6) 3( 1.7) 2( 1.1) 6( 3.4)

98 1( 0.6) 1( 0.6) 2( 1-1) 3(1.7) 1(0.6) 8( 4.5)

65 1(0.6) 1( 1-1) 2( 1.7)

69 2(1.1) 1( 0.6) 1( I」) 1( 0.6) 5( 2.8)

73 1(0.6) 1(0.6) 2(1.1) 5( 2.8) 5( 2.8) 14( 7.9)

4cm 77 1(0.6) 1(0.6) 7( 샤.0) 9(5.1) 9( 5.1) 2( 1-1) 3(0.6) 32(18.1)

81 1(0.6) 5( 2.8) 16( 9.0) 14( 7.9) 7( 3.4) 43(24.3)

간격 85 1(0-6) 2( 1.1) 7( 4.0) 15( 8.5) 7( 4.0) 1(0.7) 33(13.6)

89 7( 4.0) 8(45) 7( 4.0) 2(1-1) 24(13.6)

93 1( 0.6) 1( 0.6) 4(2.3) 4(2.3) 2(1-1) 12( 6.8)

97 1( 0.6) 3( 1.7) 4(2.3) 3(1.7) 1(0.6) 12( 6.8)

전체 1(0.6) 4(2.3) 6(3.4) 21(11.9) 48(27.1) 54(30.5) 31(17.5) 11(6.2) 1(0.6) 177(100)

주） 음영 부위는 전체 10% 이상의 구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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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형 유형별 상의 의류 치수 규격

청소년 전기 여학생의 체형 유형에 따라 키에 따른 

젖가슴둘레의 증가량이 서로 다른 것을 고려해 볼 

때, 동일 치수로 의류 치수 규격을 제안하기보다는 

체형 특성을 반영하여 서로 다른 치수를 갖는 것이 

더 합리적이리라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유형별로 

키 5cm 구간에 서로 다른 편차를 두었으며' 같은 유 

형 안에서도 성장 정도를 고려하여 키 구간에 대한 

젖가슴둘레의 편차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른 유형별 

상의 의류 치수 규격은〈표 8〉과 같다

A유형의 경우 7개 치수를 제안하였는데, 젖가슴둘 

레 가 65~76cm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아동 후기 

에서 청소년기로 변화되면서 발생되는 개인적 편차 

를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X유형의 경우 젖가슴둘레를 3개 치수로 하여 모두 7 

개 치수를 제안하였고, H유형은 젖가슴둘레 범위가 

7牝88cm로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범위가 넓어 8개 

치수를 제안하였다. 각 유형별로 치수를 비교해 보면 

H유형은 모든 치수가 다른 유형과 독립적이나, A유 

형과 X유형은 키 150cm 구간에서 150A-73과 150X-72 

이 유사한 치수를 나타냈으며, 155cm 구간에서는 

155A-73, 155A-76과 155X-72, 155X-77이 유사한 치수 

를 나타내고 있었다. 두 치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비 

교해 보기 위해 참고부위 치수〈표 10〉을 확인해 본 

결과, 150A-73과 150X-72, 리고 155A-73과 155X-72 

는 두 집단 간에 서로 체형의 형태상에 차이가 발견 

될 수는 있으나, 높이나 길이항목 등에서 유사한 값 

을 나타내 •두 유형을 대상으로 의복 생산을 할 경우 

의류업체의 생산성을 고려하여 두 치수 중 한 치수만 

을 선별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55A-76과 155X-77의 경우는 155X-77 치수가 허리둘 

레와 엉덩이둘레에서 약 2cm 가량 더 크게 나타나 두 

치수 모두 제안하였다"

최종적으로 A유형 의 경우는 7개 치수를 제 안하되 

150A-73, 155A-73, 155A-76 치수는 다른 유형을 고려 

해서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X 

유형의 경우도 역시 7개 치수를 제안하되 150X-72, 

155X-72, 155X-77은 의류업체의 판단에 따라 사용 여 

부를 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경우 각 유형별로 상의는 7~8개 치수를 

제안하였으나 의류 업체에서는 생산성의 문제로 인해 

모든 치 수를 다 생 산하지는 못하리 라 판단된다. 때문

（단위: cm）〈표 8> 체형 유형별 상의 의류 치수 규격

유형 젖가슴둘레

키

140 145 150 155 160 165

A

65 145A-65

67 14OA-67

69 145A-69 150A-69

73 150A-73 155A-73

76 155A-76

X

72 150X-72 155X-72

77 155X-77 160X-77 165X-77

80 160X-80 165X-80

H

74 145H-74

78 . 150H-78

82 145H-82 150H-82 155H-82

86 155H-86 160H-86

88 160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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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류 업체의 경우 주 소비자 층의 체형을 고려하 

여 선별적으로 치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같은 키라도 몸의 형태는 나이에 따라 개 

인의 체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요 

인을 반영한 유형별 의류 치수 규격은 의복의 치수 

적합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 

다. 의류 치수 규격 제안을 위해 키와 젖가슴둘레에 

사용된 치수의 범위는〈표 9〉와 같다.

앞서 제 안한 치수에 따라 상의 의복 제작에 필요한 

인체 참고 부위 치수를 체형 유형별로〈표 10〉에 제 

시 하였다. 참고 부위 치수는 각 구간별 참고 부위들에 

대하여 그 구간에서의 실제값으로 직접 대표치를 구 

하는 방법과 각 참고 부위들에 대하여 회귀식을 세우 

고 그 식을 통하여 대표치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표 9> 체형 유형별 상의 치수 범위 （단위: cm）

기본 부위 치수 범위 （이상~미만）

키

전 

유 

형

140 137.6 〜 142.5

145 142.6 〜 147.5

150 147.6 〜 152.5

155 152.6 ~ 157.5

160 157.6 ~ 162.5

165 162,6 〜 167.5

65 64.1 〜 66.0

A 67 66.1 〜 68.0

유 69 68.1 ~ 71.0
형

73 71.1 〜 74.5

76 74.6 〜 77.6

젖가슴 

둘레

X
72 69.6 〜 74.5

유 77 74.6 〜 78.5
형

80 78.6 〜 81.5

74 72.1 〜 76.0

H
78 76.1 〜 80.0

유 82 80.1 〜 84.0
형

86 84.1 〜 87.0

88 87.1 〜 89.0

본 연구는 실제값으로 대표치를 선정하였다.

3. 의류 업체 치수와 국내,오I 치수 규격과의 비교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상의 치수를 의류 업체 치수와 

국,내외 치수 규격과 비교한 결과는〈그림 1〉과 같다 

조사 업체는 오션스카이, 이랜드 주니어, 더데이걸, 

베스트 주니어, 빈폴키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의류 

업체 선정은 최근 리뉴얼을 통해 청소년 전기에 해당 

하는 만 10~14세의 여학생을 고객으로 하는 업체와 

이들을 대상으로 새로 런칭된 업체를 중심으로 디자 

인 실장 및 패턴 담당자 혹은 생산 책임자 등과의 직 

접 면담을 통해 의류 치수 규격을 조사하였으며 매장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상의 치수에 대한 업체 

조사 결과 외주에 의해 의복을 생산하는 경우 자체 패 

턴사가 없으므로 정확한 신체 치수를 인지하지 못한 

곳도 있었으며, 라벨에 표기된 신체 치수가 실제 의복 

제작에 반영되는 신체 치수와 차이를 보이는 브랜드 

도 있어 소비자에게 더 혼란을 가중할 수 있으리라 생 

각된다. 한편, 의류업체에서 조사한 신체 치수의 대부 

분은 KS 규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의 

치수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수 11호는 본 

연구에서 제 안한 A유형 의 작은 치수 쪽에 주로 분포되 

어 있었으며, 13호는 A와 X유형이 겹쳐지는 부분에 주 

로 분포되어 있었고, 15호는 X유형의 큰 치수 쪽에 분 

포되어 있었다. 또 대부분의 의류업체에서는 키가 큰 

청소년을 고려하여 KS 규격에서 벗어난 17호까지 생 

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류업체 치수 

의 경우 키의 증가에 따라 젖가슴둘레 크기도 순차적 

으로 증가시키면서 호수를 결정하고 있어 키가 작고 

젖가슴둘레가 큰 경우는 적합한 의복을 구매하기 어려 

운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즉, 본 연구에서 제안한 H유 

형에 관한 고려가 전혀 없어 이들을 위한 별도 치수 설 

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KS 규격과 비교해 보면 상의의 경우 만 

10-12세를 위한 치수는 본 연구 대상자의 50% 이하 

로 분포되어 있었으며（〈그림 1> 참고）, 주로 A유형 

의 치수 분포와 유사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KS에서 제안된 140-S 치수의 경우, 젖가슴둘레가 

60cm로 젖가슴둘레의 5% 이하에 위치하는 수치로 

나타나 지나치게 작은 치수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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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체형 유형 별 상의 참고부위 치수 （단위 cm）

유형별 

치수

참고부위

젖가슴 

둘레

밑가슴 

둘레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겨드랑앞벽 

사이길이

겨드랑뒤벽 

사이길이
팔길 이

어깨끝 

사이길이
등길이

A 
유 

형

140A-65 65.1 62.4 57.1 75.2 24.3 30.8 46.9 31.9 30.1

140A-67 67.0 63.3 57.3 75.3 24.3 30.7 49.4 31.7 30.4

145A-69 69.8 63.6 57.2 76.3 25.6 32.8 49.9 33.2 32.6

150A-69 69.4 63.6 57.5 78.3 26.7 32.8 52.0 33.1 34.7

150A-73 72.7 66.6 60.5 81.3 26.6 31.7 52.9 32.8 35.0

155A-73 73.2 65.4 60.0 82.4 26.9 32.8 54.9 33.8 35.4

155A-76 75.7 68.7 62.2 84.2 26.1
厂 34.2 54.5 33.1 35.4

X 
유 

형

150X-72 71.1 66.3 60.1 79.9 26.1 32.5 53.5 32.0 33.0

155X-72 72.1 65.8 59.1 81.2 27.5 33.7 54.8 33.1 34.7

155X-77 76.6 68.7 63.9 86.2 27.6 33.9 55.3 33.1 35.3

160X-77 77.1 68.6 62.8 87.3 27.6 34.4 57.0 33.6 36.2

160X-80 80.5 71.4 65.8 85.9 27.7 35.5 56.9 34.6 35.8

165X-77 76.6 68.8 63.8 87.4 28.2 34.0 58.1 34.6 38.0

165X-80 80.1 69.9 64.0 90.7 28.4 35.3 57.9 34.9 37.2

H
유 

형

145H-74 74.6 68.7 65.9 81.8 26.6 32.9 52.2 32.8 31.5

145H-82 81.8 76.1 71.2 84.5 26.3 33.9 53.2 32.9 32.7

150H-78 78.2 70.2 65.2 86.8 27.2 33.9 53.0 32.9 33.8

15OH-82 82.5 74.6 69.8 90.7 27.7 35.8 53.8 34.3 33.5

155H-82 823 73.9 69.4 91.6 28.1 35.4 56.0 34.2 35.3

155H-86 85.9 77.1 71.2 90.2 28.2 35.4 55.6 34.6 35.7

160H-86 86.3 76.1 71.0 93.1 29.6 37.3 55.5 36.2 35.4

160H-88 88.0 76.1 71.5 95.3 29.7 37.5 57.3 36.6 37.1

또한 140-M, 140-S 치수의 젖가슴둘레는 64cm로 이 

치수 역시 본 연구에서 유형별 전체 인원에 대한 빈도 

수가 많지 않아 치수 제안에서 제외된 치수였다. KS에 

의한 13~15세의 청소년 치수 규격의 경우는 본 연구 

대상의 젖가슴둘레 치수에 75% 이하로 분포되어 있 

어 실제 신체 치수 분포에 비해 치수가 다소 작은 쪽 

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동복의 

치수에 대 한 이지 연"）의 연구에서도 KS 규격 이 실제 

여아의 젖가슴둘레 치수에 비해 작게 편중되어 있다 

고 하여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경우 X유형은 키가 큰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A 

유형은 작은 키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H유형은 

두 유형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키가 분포되어 있었 

다. 즉, 각 유형의 특징에 따라 키가 10%에서 95%

18) 이지연, Op. cit.,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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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대상의 기본부위 퍼센트에 따른 상의 치수 분포 비교 （단위: cm）

가슴 
'、둘레 

켜 \

5% 10% 15% 20% 30% 40% 50% 60% 70% 75% 85% 90% 95%

56 
이하

60 64 66.5 68.5 70 72.5 74.5 11 79 81.5 83 86 89 잉 2 95 98 
이상

5% 137 주.의류 엽爛멷（호쉬 : a.b.c,d,e 
시 ：~口）

본 연구역 유형 : A —, X - 一,
H --

국내규격 : KS（10~12*a）, KSC13 
베） 굶은 실선 얀의 범위

결본규격 : J 一 키 A, B, E. ¥ 
혐

국제규격 ： 8 - 키

10% 141 J-U8Y b.e
J-MOA

ISO- 
.140 a 니】）

iso- 
140 JT娅 J-UGE

15% 143 채）

20% 145.5
A, 

\d 어 D
A ISO- 

14G
H盟 H

25% 147.5

—\

\

30% 149
J-I50Y

A
h J-150B H J-150E

40% 151 b(13)
! c.e 

|(13) w .ISO'v 
3

ISO-
152

ISO- 
152

50% 153 \ \ \

60% 155
\ A.x

J-155A
A,X

、剛3)
• \ 
\ ■■■■■

H

70% 157
&)- 
158
\ ISO- 

158
泗- 
158

80% 160 ；여討

/為
J-1GDA

XX H J-1KE

90% 162 \
95% 164 \ X

\ X

单⑸

J-1S5A
ISO-
164

teo-
1G4

挝O- 
164

167 \ e(15) 1

170 

이상

\

:卜技邸
/ b,c 

(17)

J-170A 
a,d 
(17)

J-I7SA

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젖가슴둘레의 경우 

도 5%에서 90%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어 KS 규격에 

비해 더 많은 범위를 커버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국외 치수의 경우 ISO는 의복의 종류에 따라 

의복 치수와 참고 부위를 다양하게 제안하고 있으며 

신장 구간도 6cm 간격으로 치수규격을 정하고 있어 

본 연구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상의류의 경우 

본 연구와 비교해서 젖가슴둘레 치수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즉, A유형에 해당되는 치수는 본 연구의 

140-67와 ISO의 140-68가 비슷할 뿐 그 외에 치수는 

모두 H유형의 치수와 유사하거 나 더 크게 나타났다.

JIS는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체형에 따라 의류 치 

수규격을 정하고 있으며, 키 10cm 등 간격에 대한 젖 

가슴둘레의 치수를 표기하고 있어 의류업체에서 표 

기하는 방식과 유사함을 보였다. 체형에 따른 구분은 

동일한 키에 대한 젖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로 

구분을 하였는데, 가장 마른 체형인 Y유형의 경우 키 

가 140cm 이상 구간에 대해 젖가슴둘레의 분포는 

62cm~ 80cm으로 나타났으며, 본.연구 A유형의 치수 

와 유사하거나 그 보다 더 작은 치수들로 나타나 평 

균보다 훨씬 마른 체형을 위한 규격임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JIS의 B와 E유형의 경우 키는 10cm 간격으 

로 120~160cm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젖가 

슴둘레는 본 연구의 H유형 치수 구간에 위치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큰 치수를 포함하고 있었다. 보통 체 

형 인 A유형의 경우는 다른 유형 보다 더 다양하게 치 

수를 제안하고 있었으며, 주로 본 연구의 X유형과 유 

사한 범위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일 

본의 경우 체형에 따라 다양하게 치수 규격을 정하고 

있어 소비자들도 자신에게 적합한 의류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 의류 업체에서도 원하는 소 

비자층에 따라 다양하게 의류 치수를 활용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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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상의 치수를 타 

연구와 비교한 결과 A유형과 X유형의 경우 대부분 

의 치수가 KS 규격 내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동일한 

키에 대한 젖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치수를 확인해 

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치수가 KS 규격에서 보 

다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었다. H유형의 경우는 

비 만한 집단으로 허 리둘레 치수가 다른 두 유형 과는 

완전히 다른 구간에 위치함을 알 수 있었으며 젖가슴 

둘레 치수의 ,경우 40-90%에 위치되어 있어 치수의 

폭이 넓은데 반해, 허리둘레는 70-85% 구간에 치수 

가 밀집되어 있어 젖가슴둘레에 대한 개인차가 더 크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외 치수 규격과 비교 

해 본 결과 ISO 치수는 본 연구에 비해 치수 구간이 

다소 크게 설정이 되어 있었으며, JIS는 Y유형의 치 

수 구간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A유형의 치수 구간과 

유사하거나 그 치수보다 작은 구간에 위치해 있었으 

며, 보통 체형인 A유형은 본 연구의 X유형과 유사한 

범위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B와 E유형의 치수 구간 

은 본 연구의 H유형 구간과 비슷하거나 큰 치수를 포 

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체형 유형별 치수의 경우, KS 

의류 치수 규격보다 그 구간이 더 폭 넓게 분포하고 

있어 다양한 체형을 가진 청소년 집단을 커버하는데 

유용한 치수 체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 

다.

IV. 결 론

사춘기의 청소년 전기 여학생이 새로운 소비자군 

으로 부각되면서 이들의 의류 치수 설정에 관한 연구 

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전기에 해당하는 만 10~14세 여학생을 대상으로 직 

접, 간접 인체 계측을 하였으며, 이 계측치를 바탕으 

로 체형별 상의 의류 치수를 설정하고 의복 제작에 필 

요한 참고 치수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키 구간에 

대해 젖가슴둘레의 평균값을 구한 후, 각 유형별로 젖 

가슴둘레에 대한 빈도 분포를 구하여 상의 의류 치수 

최적 구간을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도줄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전기 여학생의 3가지 체형 유형에 대 

해 상의 의류 치수 체계를 제안한 결과 키는 KS에서 

와 같이 5cm 간격으로 정하였으며, 젖가슴둘레는 부 

등 간격으로 치수 구간을 설정하였다. 이에 A유형은 

140A- 67, 145A-65, 145A-69, 150A-69, 150A-73, 155A- 

73, 155A-76로 7개 치수를 제안하였으며, X유형은 

150X-72, 155X-72, 155X-77, 160X-77, 160X-80, 165X- 

77, 165X-80로 7개 치수를 제안하였다. 또한 H유형은 

145H-74, 145H-82, 150H-78, 150H-82, 155H-82, 155H- 

86, 160H-86, 16아1-88로 8개 치수를 선정하였다. 각 

유형별로 선정된 치수에 대해 상의 의복제작 시 필요 

한 항목을 중심으로 참고 치수를 정하였으며, 참고 

치수는 상의의 경우 젖가슴둘러】, 밑가슴둘러】, 허리둘 

레, 엉덩이 둘러 L 겨드랑앞벽사이 길이, 겨드랑뒤 벽사 

이길이, 등길이, 팔길이, 어깨끝사이길이 등 9개 항목 

에 대한 치수를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치수를 KS 의류 치수 규 

격과 비교한 결과 KS 상의 치수 규격의 경우 젖가슴 

둘레 치수가 지나치게 작은 치수까지 포함되어 있었 

으며, KS 치수 규격이 본 연구 계측 대상자의 젖가슴 

둘레의 75% 정도만을 커버하고 있어 체격이 클 경우 

적당한 치수의 의복을 고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와 ISO와 비교한 결과 ISO 

의류 치수 규격이 본 연구에 비해 큰 범위에 위치해 

있었으며, JIS는 체형별로 넓은 구간에 걸쳐 치수를 

제안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 전기에 나타나는 

체형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체형 특징에 적합한 상 

의 치수를 제안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의류 치수 

범위가 KS 규격이 분포한 범위보다 넓은 구간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 자신의 치수에 맞는 의복 선택에 도움 

을 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이런 결과는 새로운 소비자 집단으로 

부상되고 있는 만 10〜14세 청소년 전기 여학생에 대 

해 다양한 기초 자료가 없는 실정에서 이들의 인체를 

계즉하고 이 자료를 통해 새로운 의류 치수 체계를 제 

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런 

자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류 업체에 의류 치수 

체계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 

해 의류 소비자인 청소년 전기 여학생에게는 체형에 

적합한 의류 제품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하 

지만 본 연구의 경우 모든 종류의 상의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로 IS。에서와 같이 복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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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양한 치수 제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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