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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의 표준체형과 인대 적합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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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present state of the dress forms used by clothing manufacturers and proposed
procedure to bring out the standardized body type and figure for women in twenties. The result of questionnaire showed
chief pattern maker’s thoughts that dress form should be differently made for each age group and should be more reflected
the standard body than the idea body. The standardized body type was made from the standardized posture and size which
were analyzed from the interquartile range(IQR) of 314 subjects. The standardized size could be verified as for the bal-
anced body shape of twenties through making the standard dress form. The standardized form(S form) was compared with
three kinds of forms(A, K and P) for investigating the suitability of forms. K form was very similar to S form, Educational
P form and manufacturer’s A form had quite big differences from S form at the important areas for making clothing. The
side shapes of A, K and P forms showed differences at back bending, neck angle and hip shape from S form. A form was
comparatively smooth and flat. This results could be used as the practical standard to improve the suitability of size and
shape in the dress forms of manufacturers and edu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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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개개인의 의복 맞음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

복제작시 표준체형을 기준으로 체형의 불균형 요소를 적용, 보

완하여 의복의 적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표준체형을 위

해 단순한 평균치를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20대 여성

을 대표할 수 있는 치수 뿐 아니라 형태적인 측면에서의 고려

가 반드시 요구된다. 의류업체와 교육현장에서 의복제작시 인

체를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는 인대는 의복제작과 완성 과정에

서 3차원적인 인체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재현한 것이어야 한

다(이순원 외,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인대는 같은

사이즈에서도 치수에 차이가 있거나 각각 호수 증가에 따라 길

이와 너비의 치수증가가 뒤따르지 않고 좌우의 어깨각도와 너

비가 균형적이지 못한 실정이다(이순원 외, 2002). 현재 인대

제작업체는 업체가 갖고 있는 경험적인 지식에 의존하여 인대

를 제작하고 있고 의류 생산업체에서는 인대 제조업체가 제시

한 형태와 치수를 구입하여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표준인대 제작에 필요한 형태와 치수에 대한 기준이 충분

히 제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산업자원부, 2004).

정확한 인대제작을 위한 선행연구(권숙희 외, 1997; 김순자,

1997; 김혜경 외, 1994; 임순, 1994)는 대부분 연령대에 따라

체형을 유형화하고, 분할표 분석 등에 의해 분포를 파악한 후

(임지영, 2003) 빈도가 많은 유형을 선정하여 대표체형으로 한

후 치수를 적용하여 제작하여 검증하였다. 인대의 치수 적합성

에 대한 선행연구(어숙경, 1991; 문성혜, 1988)에 의하면 진동

둘레, 목둘레, 복부전돌위둘레 등에서 인대와 인체사이에 차이

가 많았으며 전면항목은 인대가, 후면항목은 인체가 크고, 뒤길

이가 짧게 나타나 견갑골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

대의 형태 적합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국내 인대의 경우 가

슴돌출 형태, 견갑골 돌출 형태와 등의 정중선 부위의 형태가

부적합하며(김순자, 1997; 어숙경, 1991) 이로인해 의복 설계시

의복의 신체적합성이 낮아지게 됨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인대의 치수 및 형태 적합성이 떨어짐에 따라 사용

자의 불만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20대 여성을 위한 표

준체형을 반영하는 인대개발은 인체 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의

복제작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의류업계에

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 인대의 현황을 조사하고, 둘째, 3차원

측정자료로부터 20대 여성의 표준체형을 도출하여 표준 인대

를 제안하며, 셋째, 표준체형 인대를 기준으로 의류업계와 교육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존 인대의 치수와 형태 적합성을 분

석함으로써, 의류생산용 표준인대 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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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설문조사

의류업계에서의 인대 사용현황 및 인대 개발과 관련된 의견

을 조사하기 위하여 20대 여성을 목표 집단으로 하는 의류브

랜드 중 연 평균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어패럴뉴스사 편집부, 2003)의 실장급 패터너들을

대상으로 인대구입 및 사용실태, 사용하는 인대의 치수와 형태

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총 51개 의류 브랜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항목 무응답, 데이터의 부정확, 패터너의 이직 등으로 인

해 불완전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31부에 대한 응답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어숙경, 1991)의 설문문항에 기

초하여 본 연구에 맞게 제작된 문항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관

련 문항, 인대종류와 구입방법, 사용용도, 인대치수와 형태 관

련 문항, 인대세분화 관련 문항 등 총 25항목이며 문항특성에

따라 선택식, 5점 리커트 척도식, 자유 기술식 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설문지 응답결과는 SPSS 10.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2.2. 표준체형 도출 및 표준인대 제작

표준체형 도출을 위해 임의표집에 의해 수집된 3차원 측정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자

료(산업자원부, 2004) 중 20대 여성 314명의 3차원 측정자료

및 형상자료를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

준체형 및 표준인대 도출 과정은 Fig. 1과 같으며 단계별로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준키를 산출하기 위해, 의류제품의 체형별 표준화 방

안(국립기술품질원, 1998)에서 구분하고 있는 보통키 구간인

155 cm이상 165 cm미만에 속하는 피험자들의 키 평균값을 사

용하는 방법과 17개 항목의 분포가 모두 백분위 25~75%에 속

하는 피험자 중 키의 절대값이 백분위 25~75%의 구간에 속하

는 피험자들의 키 평균값을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표준인대 제작을 위한 표준치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료 측정치들의 정규분포 곡선에서 양 극단에

가깝고 다빈도 구간에 속하지 않는 체형들을 제외시키기 위하

여 3차원 측정항목 중 의류제작과 관계되며 정면과 측면체형

의 판별에 중요한 17개 항목들의 분포를 분석하고 정면과 측

면체형이 모두 백분위 25~75%의 다빈도 구간에 속한 피험자

들을 대상으로 표준치수를 분석하였다. 정면과 측면형태파악을

위한 17개 항목은 젖가슴높이/키, 허리높이/키, 엉덩이높이/키,

젖가슴과 허리, 엉덩이 부위 편평율, 드롭치 7항목과 정면형태

파악을 위한 어깨너비/키, 허리너비/키, 엉덩이너비/키, 어깨너

비와 허리너비의 차, 엉덩이너비와 허리너비의 차의 5항목, 측

면형태파악을 위한 젖가슴두께/키, 허리두께/키, 엉덩이두께/키,

젖가슴두께와 허리두께의 차, 엉덩이두께와 허리두께의 차 5항

목으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단계로, 체형의 불균형이 적고 측면체형이 바른 체

형인 경우를 표준자세로 정의하고, 표준자세를 분석해 내기 위

해 3차원 형상자료를 사용하여 20대 여성의 정면과 측면의 자

세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의 판별기준(남윤자, 1991;

최유경, 1997)에 근거하여 측면 상반신 자세를 젖힌체형, 바른

체형, 숙인체형 및 휜체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다빈도 구간에 속하는 피험자들 중 3차원 형상자료에

서 왼쪽과 오른쪽의 어깨높이, 골반의 좌우 높이의 차이 정도,

목의 숙임정도, 배의 돌출정도를 각도로 측정한 후, 체형의 불

균형이 적고 바른 체형을 갖는 피험자들을 선별하여 낸 다음

신체주요높이에서의 앞뒤 두께비율을 산출해 내고 이 비율을

바른체형 및 표준자세의 기준으로 정하였다. 산출된 표준치수

와 표준자세를 사용하여 표준체형을 도출하였다. 

표준체형의 치수와 형태를 기준으로 표준인대를 제작하였다.

Rapid Form(INUS Technology Inc., 2003)을 사용하여 표준체

형의 3차원 형상으로부터 9개 부위의 횡단면도와 3개 종단면

도를 추출하고 인대의 기본형태를 구성한 후, 수차례의 치수보

정을 통해 표준인대를 완성하였다. 인대의 기본형태구성은 인

대 제작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였다. 

  

2.3. 인대비교

의류업계와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대의 치수와 형

태를 검증하기 위해, 표준인대를 기준으로 인대비교를 실시하

Fig. 1. 표준체형 및 표준인대 도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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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비교대상 인대를 선정하기 위해 설문조사 대상자인 업체

패터너 31명과 대학교수 및 강사 20명을 대상으로 각각 설문

조사와 전화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의류업체에서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국내 A인대와 대학에서 수업용으로 활용도가 높은

국내 P인대, 국외 업체에서 제작된 인대이면서 업체와 교수들

로부터 높은 선호를 받은 K인대 등 3가지 비교인대를 선정하

였다. 

인대비교는 치수와 형태, 자세비교로 이루어졌다. 치수비교

를 위해 표준인대와 3가지 비교인대에 대해 각각 24개 항목에

대한 직접측정을 실시하고 3개의 계산치를 구한 후 측정치를

비교하였다. 형태비교를 위해 슬라이딩 게이지를 사용하여 인

대의 6개 부위 단면을 측정하고 표준인대 및 3가지 비교 인대

의 단면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자세비교를 위해 인대의 측

면사진을 촬영한 후 표준인대와 3가지 비교인대의 측면자세를

비교하였다. 

3. 연구결과

3.1. 설문조사 결과

설문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된 항목을 분석한 결과

는 Table 1과 같다. 실장급 패터너는 30~40대의 남자가 대부

분이었으며 패터너로서의 경력은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었다.

의류업체에서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대는 주로 안도 데

코(67.7%)나 영인 인대(25.8%)의 것이었으며 이는 10여 년 전

의 M사나 Y사 제품이 가장 많이 쓰였던 것(어숙경, 1991)과

차이를 보였다. 인대는 구입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38.7%)

보다는 보정하여 쓰거나 주문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61.3%). 주문제작할 경우 대부분 브랜드 목표 집단의 체형특

성에 맞게 치수와 형태를 주문하고 있으며 그 외에 의류제품

치수를 근거로 주문하고 있었다. 의류업체의 인대용도를 복수

응답하게 하여 조사한 결과 가봉과 패턴제작용으로 사용되는

예가 많았으며(93.2%), 완성품의 피팅용으로 쓰는 경우를 포함

한 응답은 6.8%였다(Table 2). 

인대 세분화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Table 3), 연령대별

로 인대가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이

100%로 나타났다. 이것은 연령대별로 체형의 변화가 있다고 판

단하는 패터너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응답으로 보인다. 브랜드

별 인대 세분화에 대한 수요를 물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은

51.6%, 부정적인 반응은 35.5%로 나타났는데 이는 목표 집단

이 세분화되거나 브랜드가 지향하는 컨셉이 다르기 때문에 생

길 수 있는 반응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체형별 인대 세분화에

대한 의견은 긍정적인 반응이 19.4%, 부정적인 반응이 48.4%

로, 체형별로는 인대를 세분화시킬 필요를 그다지 느끼지 못하

고 있었다. 이것은 대부분의 업체가 기성복 제작 시 체형별로

구분하여 하지는 않기 때문에 오는 반응이라고 생각된다. 복종

별 인대 세분화는 긍정적인 반응이 9.7%, 부정적인 반응이

74.2%로 대부분의 의견이 옷 종류별로는 다른 종류의 인대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의견이었다.

인대는 실제 인체와 같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에 긍정적인

반응이 58.1%, 부정적인 반응이 9.7%로 인체의 특징적인 형상

이 잘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 인체에 대한 기

준으로는 이상적인 체형을 반영하기 보다는 표준체형을 반영

(96.8%)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즉 다수의

소비자의 체형을 커버해 줄 수 있으면서 실제 체형과 흡사한

인대에 대한 요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체형별로 기성복을 제작하기 어려운 의류업체의 상황

(83.9%)을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대한 대안으로서 업

체마다 체형별로 의복제작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한다면, 체형

별 인대를 달리 제작하기 보다는 주문 제작이나 사이버 마켓

(74.2%) 등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체형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들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3.2. 표준체형 도출 및 표준인대 제작 

표준키를 산출하기 위해 연구방법에서 제시된 두 방안(즉

155~165 cm 구간의 피험자 평균치를 사용하는 방법과 백분위

25~75% 사이의 피험자 평균값을 사용하는 방법)에 의한 피험

Table 1. 실장급 패터너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연령 20대 2 6.5

30대 14 45.1

40대 15 48.4

합계 31 100.0

경력 1년미만 0 0.0

1년이상 5년미만 1 3.2

5년이상 10년미만 2 6.5

10년이상 28 90.3

합계 31 100.0

성별 남자 28 90.3

여자 3 9.7

합계 31 100.0

 
Table 2. 국내 20대 여성 대상 의류업체의 인대 사용현황

인대사용현황 항목 빈도(명) 비율(%)

사용인대의 종류 안도데코 21 67.7

영인아트 8 25.9

박승길인대 1 3.2

모름 1 3.2

합 계 31 100.0

사용인대의 특성 주문제작하여 사용 14 45.2

기성인대 그대로 사용 12 38.7

기성인대 보정하여 사용 5 16.1

합 계 31 100.0

인대의 용도(*) 가봉용 27 61.4

패턴제작용 14 31.8

완성품 피팅용 3 6.8

합계 44 100.0

*인대의 용도는 복수응답 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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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키 평균을 산출한 결과 두 경우의 키가 각각 160 cm와

160.1 cm였으므로 160 cm를 표준 키로 설정하였다. 참고로 연

구대상 피험자들의 키 평균은 160.0 cm이다. 314명 중 모든

항목이 다빈도 구간 즉 백분위 25-75% 사이에 있는 피험자

14명을 추출하고 이들 중 키의 절대값이 백분위 25~75%에 속

하는 피험자 9명을 다시 추출하였다. 이들의 신체 측정치의 평

균을 산출한 후 표준치수로 설정하였다. 

표준자세를 분석해 내기 위해 3차원 형상 자료를 사용하여

20대 여성의 정면과 측면의 자세 요인을 분석한 결과, 20대 여

성은 개개인의 차이는 있었으나 크게 배 돌출, 어깨좌우비대칭,

골반좌우비대칭, 자라목(목의 숙임) 등 4개 부위에서 체형의 불

균형이 관찰되었다. 4개 부위에서 불균형이 나타나지 않은 체

형은 전체 피험자 중 8%에 불과했으며 2~3가지 불균형 요소

를 갖는 경우는 55%, 4가지 불균형 요소를 모두 갖는 경우는

6%로 나타났다. 또한 선행 연구의 판별 기준에 근거하여 측면

자세를 분석하고 바른 체형인 피험자들을 추출하였다. 

17개 항목과 키의 절대값이 모두 다빈도 구간에 있는 피험

자 9명 중 체형의 불균형이 적고 바른 체형인 4명의 측면체형

으로부터 신체 주요 높이에서의 앞뒤 두께 비율을 산출해 내고

이 비율을 표준자세의 기준으로 정하였다. 

산출된 표준치수와 표준자세를 사용하여 표준체형을 도출하

였으며 표준체형의 신체 각 부위 표준치수, 각 부위의 편평율

과 키에 대한 각 신체부위의 비율은 각각 Table 4~Table 6과

같다. 표준치수 중 대표적인 항목으로 젖가슴둘레 84.4 cm, 허

리둘레 66.8 cm, 엉덩이둘레 90.6 cm, 어깨가쪽사이길이 37.8

cm, 겨드랑뒤벽사이길이(뒤품) 35.6 cm, 겨드랑앞벽사이길이(앞

Table 3. 인대에 대한 요구사항

의견 응답종류 빈도(명) 비율(%)

인대 

세분화

연령대별로 

달라야 한다

매우 그렇다 18 58.1

그렇다 13 41.9

보통이다 0 0

그렇지 않다 0 0

매우 그렇지 않다 0 0

합계 31 100.0

브랜드별로 

달라야 한다

매우 그렇다 3 9.7

그렇다 13 41.9

보통이다 4 12.9

그렇지 않다 10 32.3

매우 그렇지 않다 1 3.2

합계 31 100.0

체형별로 

달라야 한다

매우 그렇다 1 3.2

그렇다 5 16.1

보통이다 10 32.3

그렇지 않다 13 41.9

매우 그렇지 않다 2 6.5

합계 31 100.0

복종별로 

달라야 한다

매우 그렇다 0 0

그렇다 3 9.7

보통이다 5 16.1

그렇지 않다 21 67.7

매우 그렇지 않다 2 6.5

합계 31 100.0

인대와 체형에 

대한 의견

실제 인체와 

같아야 한다

매우 그렇다 3 9.7

그렇다 15 48.4

보통이다 10 32.3

그렇지 않다 3 9.7

매우 그렇지 않다 0 0

합계 31 100.0

표준체형을 

반영해야 한다

매우 그렇다 12 38.7

그렇다 18 58.1

보통이다 1 3.2

그렇지 않다 0 0

매우 그렇지 않다 0 0

합계 31 100.0

체형별 인대는 

주문제작이나 

사이버마켓에서 

필요하다

매우 그렇다 2 6.5

그렇다 21 67.7

보통이다 7 22.6

그렇지 않다 1 3.2

매우 그렇지 않다 0 0

합계 31 100.0

Table 4. 표준체형의 신체 주요 부위 표준치수      (unit : cm)

 항 목 
표준치수

평균 표준편차

키 160.2 2.5

목뒤높이 135.2 2.0

어깨높이 128.5 2.0

젖가슴높이 115.6 2.5

허리높이 100.4 1.8

엉덩이높이 77.9 2.0

어깨너비 35.8 0.7

젖가슴너비 28.8 1.0

허리너비 24.9 1.0

엉덩이너비 33.5 0.9

젖가슴두께 21.7 0.8

허리두께 17.9 0.6

엉덩이두께 21.6 0.6

앞중심길이 31.5 1.1

등길이 37.2 1.1

어깨가쪽사이길이 37.8 1.3

겨드랑뒤벽사이길이(뒤품) 35.6 1.0

겨드랑앞벽사이길이(앞품) 33.0 1.2

목옆젖꼭지길이(유장) 24.7 0.8

젖꼭지사이수평길이(유폭) 16.5 1.3

젖가슴둘레 84.4 2.7

허리둘레 66.8 2.6

엉덩이둘레 90.6 2.8

오른어깨기울기 27.7 2.4

Table 5. 표준체형의 신체 주요 부위 편평율

항목 평균 표준편차

젖가슴 .75 .03

허리 .72 .02

배 .68 .04

엉덩이 .6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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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33.0 cm였다. 각 부위의 편평율은 젖가슴둘레선에서 엉덩

이둘레선으로 내려오면서 편평율이 점차 약간씩 낮아졌다. 주

요 항목을 키로 나눈 비율을 보면 젖가슴높이는 키에 대해

72.2, 허리높이는 62.7, 엉덩이높이는 48.6이며, 어깨너비는 키

에 비해 22.4, 젖가슴너비는 18.0, 허리너비는 15.6, 엉덩이너비

는 20.9로 비교적 균형 잡힌 체형임을 보여준다.

위의 신체치수, 편평율과 키에 대한 신체비율을 갖는 20대

여성의 표준체형을 Rapid Form을 사용하여 3차원 형상화시킨

결과는 Fig. 2와 같다. 표준체형의 3차원 형상을 기준으로 표

준 인대를 제작하였으며, 완성된 표준인대의 형태를 Fig. 3에

제시하였다.

3.3. 표준인대와 기존인대 비교 

인대의 치수비교 : 표준체형의 치수와 형태를 기준으로 제작

된 표준체형 인대와 3가지 인대의 치수들을 비교한 결과가

Table 7에 제시되었다. 표준체형 인대(S)의 각 부위 치수를 3가

지 비교 인대의 치수와 비교하여 2 cm 이상의 편차를 나타낸

항목을 분석한 결과, 3가지 비교 인대 중 K인대에서 2 cm 이

상의 편차를 나타낸 항목이 세 항목으로 가장 작게 나타났는데,

목밑둘레에서 +2.5 cm, 허리둘레에서 -3.8 cm, 허리와 엉덩이의

높이차에서 -3.9cm의 편차를 나타냈다. P인대의 경우에는 허리

둘레에서 -6.5 cm, 엉덩이둘레에서 -2.1 cm, 뒤품 -3.6 cm, 어깨

길이 -2.0 cm, 앞중심길이 +2.5 cm, 등길이 +2.3 cm, 어깨끝점

사이길이 -2.3 cm, 어깨너비 -3.3 cm, 허리너비 -5.4 cm, 엉덩이

너비에서 -3.0 cm, 허리와 엉덩이의 높이차에서 -4.7 cm의 편차

등 11항목에서 나타냈다. 특히 허리둘레와 허리너비, 허리와 엉

덩이의 높이차에서는 -4.0 cm 이상의 편차를 나타내 이들 부위

의 치수가 표준체형 인대의 치수에 비해 지나치게 작음을 확인

할 수 있다. A인대는 목밑둘레에서 +3.5 cm, 앞품에서 -2.5

cm, 뒤품 -2.1 cm, 어깨길이 -2.0 cm, 어깨끝점사이길이 -2.3

cm, 어깨너비 -3.8 cm, 허리너비 -3.3 cm, 배너비 -2.8 cm, 엉덩

이너비에서 -2.7 cm, 목뒤점과 허리의 높이차에서 2.1 cm의 편

차 등 10항목에서 2 cm이상의 비교적 큰 편차를 보였다. 

국내 제조업체의 P인대와 A인대는 신체 주요 부위에서 표준

체형 인대와 큰 치수 편차를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허리너비 항목과 허리높이-엉덩이높이 항목은 3가지 비교

인대 모두 표준체형 인대의 치수보다 -3.3 cm~-5.4 cm 작게 나

타났다. P인대는 상반신 수직 길이 항목들이 길고 수평 길이

항목들은 짧았으며, 각 너비와 둘레 항목들의 치수가 작았다.

A인대는 상반신의 어깨와 품과 관련된 수평 길이 항목과 각 너

비 항목들의 치수가 작았다. 이 과정을 통해 국내에서 많이 사

용되고 있는 두 인대들은 표준체형과 차이가 많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P인대의 치수에 대하여 선행연구(어숙경, 1991) 결과와 비교

하면 P인대의 치수가 다른 인대에 비해 등길이가 짧고 뒤품이

작고, 허리둘레가 작고 허리너비와 두께가 부적당하다고 하였

는데 뒤품, 허리너비와 허리둘레는 여전히 표준체형에 비해 매

우 작았고, 등길이는 예전에 비해 길게 보정되어 있었다.

인대의 단면비교 : Fig. 4에 각 인대의 부위별 단면도를 제

시하였다. 목뒤점 높이의 단면을 비교한 결과, 표준체형 인대

Table 6. 표준체형의 키에 대한 주요부위 신체비율

항목 평균 표준편차

목뒤높이/키 84.4 0.4

어깨높이/키 80.2 0.6

젖가슴높이/키 72.2 0.5

허리높이/키 62.7 0.5

엉덩이높이/키 48.6 0.7

어깨너비/키 22.4 0.2

젖가슴너비/키 18.0 0.5

허리너비/키 15.6 0.5

엉덩이너비/키 20.9 0.5

젖가슴두께/키 앞 6.6 0.4

뒤 7.1 0.8

전체 13.7 0.5

허리두께/키 앞 6.3 0.7

뒤 4.8 1.0

전체 11.1 0.3

엉덩이두께/키 앞 5.9 0.6

뒤 7.9 0.7

전체 13.8 0.5

Fig. 2. 표준체형의 3차원 형상.

Fig. 3. 표준인대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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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의 경우 목뒤로 갈수록 목의 너비가 넓어지는 약한 역삼각

형의 목형태가 반영되어 있었고, 다른 3가지 인대의 경우 앞뒤

로 긴 타원형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허리두께의 2등분점을

지나는 측면 기준선을 기준으로 앞뒤두께를 비교할 때, 앞두께

는 4개 인대 사이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뒤두께는 K

및 A인대의 뒤두께가 표준체형 인대에 비해 다소 크게 나타났

다. 윗가슴높이 단면은 어깨각도와 팔의 부착여부로 인해 4개

인대간 너비에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젖가슴높이 단면에서는

Table 7. 인대의 치수비교                                                                                            (unit : cm)

항목
20대여성 

평균

표준체형 

인대(S)

A 인대(업체용) P 인대(교육용) K 인대(수입)

치수 A-S 치수 P-S 치수 K-S

둘레 목밑둘레 35.3 34.5 38.0  3.5 35.0  0.5 37.0  2.5

윗가슴둘레 87.6 86.2 85.0 -1.2 86.0 -0.2 87.0  0.8

가슴둘레 85.4 84.4 85.5  1.1 85.5  1.1 84.0 -0.4

허리둘레 69.2 66.8 65.0 -1.8 60.3 -6.5 63.0 -3.8

배둘레 82.2 81.5 81.5 0 84.0  0.5 82.0 -1.5

엉덩이둘레 92.4 90.6 90.5 -0.1 88.5 -2.1 91.0  0.4

길이 앞품 33.9 33.0 30.5 -2.5 31.5 -1.5 32.0 -1.0

뒤품 36.0 35.6 33.5 -2.1 32.0 -3.6 35.3 -0.3

어깨길이 13.1 13.5 11.5 -2.0 11.5 -2.0 12.5 -1.0

앞길이 40.1 39.9 40.5  0.6 41.5  1.6 40.0  0.1

앞중심길이 32.3 31.5 32.5  1.0 34.0  2.5 32.5  1.0

등길이 37.5 37.2 38.5  1.3 39.5  2.3 38.0  0.8

어깨끝점사이길이 39.0 37.8 35.5 -2.3 35.5 -2.3 38.0  0.2

유장 25.2 24.7 24.0 -0.7 24.0 -0.7 23.5 -1.2

너비·두께 유폭 15.9 16.5 16.0 -0.5 17.5  1.0 16.0 -0.5

어깨너비 35.7 35.8 32.0 -3.8 32.5 -3.3 34.7 -1.1

가슴너비 29.1 28.8 27.4 -1.4 26.9 -1.9 27.7 -1.1

허리너비 25.2 24.9 21.6 -3.3 19.5 -5.4 21.0 -3.9

배너비 30.4 30.3 27.5 -2.8 29.0 -1.3 28.5 -1.8

엉덩이너비 33.6 33.5 30.8 -2.7 30.5 -3.0 32.3 -1.2

가슴두께 22.2 21.7 21.5 -0.2 21.4 -0.3 20.3 -1.4

허리두께 18.4 17.9 18.1  0.2 17.6 -0.3 17.1 -0.8

배두께 21.1 20.6 21.8  1.2 21.7  1.1 20.7 0.1

엉덩이두께 22.3 21.6 23.2  1.6 23.0  1.4 21.5 0.1

높이차 목뒤점높이-허리높이 35.1 34.8 36.9  2.1 36.3  1.5 36.5  1.7

젖꼭지점높이-허리높이 15.6 15.2 15.6  0.4 16.3  1.1 15.3  0.1

허리높이-엉덩이높이 22.1 22.5 18.5 -4.0 17.8 -4.7 18.6 -3.9

* 음영부분은 표준체형 인대의 각 부위 치수를 다른 3가지 인대의 치수와 비교하여 2cm 이상의 편차를 나타낸 항목임.

Fig. 4. 인대의 부위별 단면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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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체형 인대에 비해 P와 K인대의 앞두께가 작고 뒤두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P와 K인대의 경우 표준체형 인대에 비해

젖가슴의 볼륨이 옆으로 퍼져 있고 등 옆 곡선은 볼륨이 작은

곡선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A인대는 표준체형 인대의 형태와

유사한 곡선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등 옆 볼륨이 약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앞중심선 위치에서 깊은 가슴굴곡을 표현

하고 있었다. 

허리높이 단면에서는 표준체형 인대의 너비가 다른 3개 인

대들에 비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두께는 P인대가 표준

체형 인대에 비해 다소 크게 나타났으며 K인대는 표준체형 인

대와 유사하게, A인대는 약간 작게 나타났다. 뒤두께는 표준체

형 인대에 비해 K인대와 P인대가 작게 나타났으며, A인대는

상대적으로 큰 뒤두께를 나타냈다. 배 높이 단면 비교에서는,

앞두께의 경우 표준체형 인대에 비해 K와 P인대의 앞두께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A인대의 앞두께는 표준체형 인대와 비

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두께의 경우 A인대의 뒤두께가 다른

3개 인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A인대의 전체 배

두께가 다른 인대들에 비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너비의

경우 K와 A인대가 표준체형 인대에 비해 작게 나타났으며, A

인대의 경우 앞 옆 곡선의 볼륨이 다른 인대들에 비해 상대적

으로 작음을 알 수 있다. 엉덩이 높이 단면 비교에서는 표준체

형 인대에 비해 A 및 P인대의 앞두께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P인대의 경우 측면 기준선을 기준으로 다른 인대들에 비

해 단면이 앞으로 이동해 있어, 엉덩이 높이 위치에서 자세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너비의 경우 표준체형 인대에 비

해 다른 인대들의 너비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P

인대는 허리선을 기준으로 젖가슴 높이에서는 앞두께가 작고

뒤두께가 크며 허리선 아래에서 배높이와 엉덩이높이에서의 앞

두께가 컸다. 이는 상반신이 뒤로 약간 젖혀져 있으면서 허리

선 아래는 오히려 전방으로 향해 있어 표준체형 인대와 차이를

보였다.

P인대의 경우, 선행연구(어숙경, 1991)에서는 젖가슴둘레선에

서 젖가슴의 돌출정도가 심하고 젖가슴너비가 좁고 두께는 두

껍다고 하였는데, 예전에 비해 최근의 P인대는 볼륨이 옆으로

퍼져 있고 옆선 쪽에서는 밋밋하여 예전의 특징은 보완된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견갑골, 배와 엉덩이의 돌출정도는 예전의

형태와 지금의 형태가 거의 비슷하여 인체의 곡선을 살리지 못

하고 납작하였다. 즉 15년 전에 비하여 바디 형태에 다소 변화

가 있었으나 의복 제작과 관련된 인체의 굴곡을 거의 반영하지

않은 점은 그대로였다.

인대의 측면비교 : 표준체형 인대의 측면형태와 3가지 비교

인대의 측면 형태를 비교한 결과를 Fig. 5에 제시하였다. 표준

체형 인대를 기준으로 3가지 인대의 측면자세를 분석하였다.

표준체형 인대의 경우 상반신이 뒤로 약간 젖혀지고 배가 약간

내밀어진 자세를 갖고 있는데 비해, 3가지 인대 모두 정면 및

측면의 실루엣에서 표준체형 인대와 차이를 나타냈다. K인대

의 경우 등과 윗가슴 부위의 실루엣에서 등의 굴곡과 젖가슴둘

레선의 위와 아래 부분이 약간 굴곡이 적은 편이었고, A인대

는 목의 각도 및 등 곡선, 엉덩이 형태, 가슴부위에서 큰 차이

를 나타냈으며 엉덩이선을 제외하고는 측면의 굴곡이 적어 밋

밋하였다. P인대는 목의 경사와 가슴굴곡, 등 굴곡에서 표준체

형 인대와 차이를 나타냈다. 

이상과 같이 표준체형 인대 및 3가지 비교 인대의 치수와

형태, 자세를 비교, 분석한 결과, 현재 대학 수업용 및 업체용

으로 활용하고 있는 인대는 20대 한국인 여성의 표준체형과 치

수, 형태, 자세 등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보다 적합성

높은 의류제작을 위해서는 의류제작 시 사용하는 인대에 표준

체형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분석을 통하여 의류업체에서 사용되

고 있는 인대의 사용현황을 분석하였고, 2005년 한국인 인체치

수조사의 측정자료 및 형상자료를 사용하여 20대 여성의 표준

체형을 도출하였다. 표준체형을 반영한 인대를 기준으로 업체

와 교육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세 종류의 인대의 치수 및 형태

비교를 통하여 인대치수와 형태의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표준체형의 인대와 기존인대 3종을 비교한 결과 K인대는 편

차가 큰 항목이 가장 적게 나타나 표준체형과 가장 유사하였다.

P인대는 상반신 수직길이항목들, 수평길이항목들, 각 너비와 둘

레항목 등 11개의 항목에서 표준체형과 큰 편차를 나타냈고, A

인대는 상반신의 어깨와 품과 관련된 수평길이항목과 각 너비

항목 등 10항목에서 2 cm 이상의 편차를 보여, 이 두 인대는

신체주요부위에서 표준체형 인대와 치수에서 차이를 나타낸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측면자세의 분석 결과에서 세 가지 인대 모두 정면 및 측면

의 실루엣에서 상반신이 뒤로 약간 젖혀지고 배가 약간 내밀어

진 표준체형 인대와 등의 굴곡, 목의 각도, 엉덩이 형태 등에

서 차이를 나타냈으며 A인대가 측면 형상에서 상대적으로 굴

곡이 적은 밋밋한 형태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치수와 단면

형상에서는 K인대가 비교적 표준체형과 유사하였고, P인대와

A인대는 차이를 나타냈으며, 측면자세의 분석에서는 부위별 굴

Fig. 5. 인대의 측면자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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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에서 세 가지 인대 모두 표준체형과 차이를 나타냈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대들은 특히 형태적합성에서 표

준체형과 차이를 보였으므로 이것을 이용하여 제작된 의복에

대한 형태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표준체형에 근거한 표

준인대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대

사용의 불만족이 높은 시점에서 표준체형과 표준인대를 제시하

여 의류업체나 교육현장에서 의복제작에 사용되고 있는 인대들

의 치수 및 형태 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

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20대 뿐 아니라

중년여성과 노년여성을 위한 표준체형을 설정하고 표준체형에

가까운 인대제작과 보급을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20대 전반에 걸친 연구결과는 결혼과 출산으로 체형특

징이 달라지는 시점이 포함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20대 전반

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감사의 글 : 위 연구의 일부는 2003-2004년도 산업자원부

연구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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