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식문화연구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니re 
제 16 권 제 2 호, （2008. 4）, pp.278 〜292

74

청소년 전기 남학생의 하의 치수 체계에 관한 연구

김경아* • 어미경 - 서미아* 

영남대학교 의류패션 전공*,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The Apparel Sizing System of the Lower Garments 
for Early Ad이escent Boys

Kyung-A Kim*, Mi-Kyung Uh and Mi-A Suh+
Dept, of Clothing Fashion, Yeungnam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2007. 8. 6. 접수 : 2008. 4. 29.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pparel sizing system for each body shape of early adolescent boy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49 boys in the capital area. Their body shapes were classified based on 47 
anthropometric measurements, 43 photographic measurements and 10 indexed measurements. The apparel sizing 
system was proposed for each body shape. For data analysis were performed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crosstabulation using SPSS Ver. 12. The control dimensions to propose apparel sizing system were 
stature and waist circumference for the lower garments. Intervals between sizes were 5cm for stature and irregular 
for waist circumference. For each type, 5 ~8 sizes were proposed for lower garments. Reference measurements 
suggested for lower garments were 7 item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posed apparel sizing system for 
each type of body shap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planning sizes according to the 
type of body shape and improving the fitness of ready-made clothes in apparel and school uniform manufacturers.

Key words: early adolescent boys（청소년 전기 남학생）, apparel sizing system of the lower gannet偽（하의 치수 

체계）, control dimensions（기본 부위）, intervals between sizes（치수 간격）, reference measurements（# 
고 치수）.

I. 서 론

현대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의생활의 비중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산업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성복에 대 한 관심 이 높아 

지면서 기성복의 대중화 시대를 맞이하였다. 기성복

의 대량생산 체제하에서 각기 다른 신체 특성을 지 

닌 소비자에게 적합성, 적응성이 좋은 의복을 설계 

하기 위해서는 각 집단의 표준화된 치수를 설정하고 

인체치수에 미치는 여러 요인을 파악하는 일이 선행 

되어야 한다° 최근 의류업계에서는 사춘기가 시작 

되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 

들은 패션에 대한 인식이 높고, 불황속에서도 성인

교신저자 E-mail : miasuh@hanyang.ac.kr
1) 박정순, 윤정혀】, ''아동 기성복 치수 설계를 위한 연구: 생산업체의 치수실태 분석,''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연구보고 20권 (1994), pp. 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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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낮기 때문에 의류업 

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勾 이들은 

불과 2〜3년 전만해도 패션의류 분야에서 아동과 청 

소년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회색지대로 간주되 

어 왔으나V 근래에는 이들을 가리켜 트윈세대(tween 

generation)라 하면서 강력한 소비 주역으로 부각시 

키고 있다. 이에 신체적 성장의 과도기에 있는 이들 

의 신체 특성을 잘 반영하는 의복 생산 시스템 구축 

및 의류 치수 체계의 정립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의 연령 구분은 시대, 사회, 

관심분야 및 학자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성적 성숙과 성인이 되기 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준비과정인 청소년기는 신체 발달 면에서 보 

았을 때 10세경에 시작되며, 14〜18세에 이르면 거 

의 성인의 신체치수에 도달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도 수년전에 이미 사준기의 시작 연령이 초등학교 

3〜4학년으로 하향화되고 있다公는 결과를 통해 개 

인적인 차이가 물론 있기는 하지만 성장 시기가 앞 

당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0세부터 남녀의 

성차가 분명해져서 14세까지 사춘기적 성장이 활발 

하다는 선행 연구"7} 결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 

서는 이들 트윈세대 청소년들을 청소년 전기(early 

adolescence)로 명명하며, 사춘기적 성장이 나타나는 

연령에 초점을 맞추어서 만 10〜14세까지로 연구대 

상을 한정하고자 한다.

청소년 전기의 남학생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진행 

된 치수 체계에 관한 선행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생의 경우, 학령 후기 아동으로 구분되고 중학생의 

경우, 청소년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졌으며,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에 관한 연구는 많이 미비한 것으로 나 

타났다. 더욱이 새로운 소비자군이며 이른바 트윈 

세대라고 불리워지는 청소년 전기의 남학생을 포괄

한 집단에 대한 의류 치수 체계 연구가 필요한 상황 

이다. 아울러 트윈세대의 의복 맞음새와 불만족 실태 

연구에서 의복 구매시에 맞음새가 가장 불만족한 품 

목은 바지로 나타났으며, 의복 착용시에도 가장 불만 

족한 신체 부위가 허리둘레 인 것으로 나타나 하의의 

의류 치수 체계 정립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分

따라서, 본 연구는 성장으로 인해 체형의 개인차 

가 심한 만 10세부터 14세까지의 청소년 전기의 남 

학생을 대상으로 크기적 개념으로 설정되는 현재의 

의류 치수 체계를 보완하여 형태적 개념까지 함께 

고려한 체형 유형별 하의 의류 치수 체계를 제안하 

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 전기 남학 

생의 의류 치수 체계에 대한 기초 자료가 미흡한 현 

실정에서, 체형 유형별 치수 체계의 제안은 기성복 

의 맞음새 적합도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청소년 전기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류 업 

체 및 교복 제작 업체를 위해서는 다양한 체형에 따 

라 차별화된 치수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n.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만 10세부터 14세까지의 청소 

년 전기 남학생으로, 서울(강남과 강북) 및 경기도에 

소재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가운데서 지 역별로 각T 

개 학교씩 총 6개 학교를 선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49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표본은 지역과 연령에 

따라 층화적 집락 추출 방법(stratified cluster samp- 

ling)을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지역별, 연령별 

인원 분포는〈표 1〉과 같다.

본 계측은 2004년 3월 4일부터 4월 1 일까지 실시

2) “의류시장 프리틴(10〜14세)'이 뜨고 있다,” 문화일보 (2004년 9월 22일).

3) 권유진, 유태순, “프리틴 세대의 라이프스타일과 역할모델에 따른 패션상품 구매행동,'' 한국의류산업학회 

지 7권 3호 (2005), p. 292.
4) “사춘기 시작 연령 하향화 경향,” 조선일보 (1996년 4월 26일).

5) 大橋直理子，“成長期刀年齡期區分-衣服設計V)立場力“厂’日本家政學會誌第29卷第7號(1978), pp. 441-449.
6) 서은정, “국민학교 아동의 체형과 의류치수규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p. 98-101.
7) 최선영, “학령기 아동의 의복구성을 위한 체형 특성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p. 

89-90.
8) 정화연, 서미아, “트윈 세대의 의복 맞음새 정도와 불만족 실태,'' 한국생활과학연구지 22권 (2003),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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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표 1〉연구 대상자의 지역별, 연령별 인원 분포

연령
지역

계
서울 강남 서울 강북 경기도

만 10세 42( 7.7) 31( 5.7) 46( 8.4) 119( 21.7)

만 11세 45( 8.2) 27( 4.9) 44( 8.0) 116( 21.1)

만 12세 48( 8.7) 29( 5.3) 37( 6.7) 114( 20.8)

만 13세 33( 6.0) 32( 5.8) 36( 6.6) 101( 18.4)

만 14세 32( 5.8) 29( 5.3) 38( 6.9) 99( 18.0)

계 200(36.4) 148(27.0) 201(36.6) 549(100.0)

하였으며, 계측 시간은 川畑昌了预의 보고를 참고로 

하루 중 시간의 변동으로 인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 전기 남학생의 체형 유형별로 차별화 

되는 의류 치수 체계를 제안하고자 하므로 전보成에 

서 549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47개의 직 접 계측 항 

목, 10개의 지수 항목 및 43개의 간접 계측 항목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군집분석, 분산분석을 통하여 얻 

은 4가지 체형 유형별로 치수 체계를 제시하였다. 

즉, 큰 키에 어깨가 벌어지고 허리가 긴 남성적 체형 

으로 상체부 굴신 및 돌출된 등의 특성을 가지며 성 

장이 가장 빠른 T유형, 몸집이 전체적으로 작고 아 

동기의 체형 특성이 지배적인 형으로 허리와 엉덩이 

의 굴곡이 밋밋하고 복부가 돌출되었으며 성장이 가 

장 느린 P유형, 키는 보통이나 전형적인 비만집단으 

로 목이 굵고 어깨도 넓으며 배가 돌출되었으나 자 

세는 반듯한 L유형 및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형이며 

성장 속도는 중간 정도로 어깨는 넓고 허리는 가늘 

며 엉덩이가 벌어져 있어서 반신체형의 특성을 나타 

내는 R유형으로 구분하여 하의 의류 치수 체계를 제 

안홍였다.

2.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Ver. 1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 

으며, 하의 치수 체계 제안을 위한 기본 부위 결정에 

는 상관분석을 통한 인체 계측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참고로 하였고, 기본 부위 및 치수 간격을 설정하기

위하여 키 구간에 대한 허리둘레의 기술통계량을 구 

하였다. 또한, 각 유형별로 허리둘레에 대한 이원 빈 

도 분포를 구하여 최종적인 치수 간격을 설정하였다

m. 결과 및 논의

1. 기본 부위 및 치수 간격 설정

청소년 전기 남학생의 하의 치수 체계 제안을 위 

한 기본 부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청소년 전기 남학 

생의 인체 계측치를 토대로 키에 대한 인체 항목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KS 규격, 국외 규격, 선행 

연구 및 의류업체 치수 등을 참고로 하여 기본 부위 

와 치수 간격을 설정하였다. KS 규격, 국외 규격, 선 

행 연구 및 의류업체 치수 대부분이 키와 허리둘레 

를 기본 부위로 설정하였으며, 그 외에 엉덩이둘레 

도 함께 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기본 부위는 키와 허리둘레로 설정하되, 

엉덩이둘레 항목은 참고 부위 치수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키에 대한 인체 항목별 상관관계 

에서 엉덩이둘레가 높은 상관을 보였으므로 의류업 

체에서 치수 계획 수립 및 의복 제작 시에 반드시 고 

려해야 할 부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치 

수 간격을 설정하고자 각 유형별로 키 5cm 구간에 

대한 허리둘레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였으며, 이를〈표 2〜5〉에 제시하였고, 치수 체 

계 제안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수로 변환하 

여 나타내었다.

9)川畑昌子-,“人體高絡SH內變動驾丽次硏究,”家政學雜誌第32卷第9號(1981), pp. 21-26.
10) 김경아, 서미아, “청소년 전기 남학생의 체형 유형화 및 유형별 체형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3권 3호 (2005), pp. 34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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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丑 2>「우형의 키에 대한 허리둘레의 기술통계량 （단위: cm）

기술통계량
키

145 150 菱|員훜n ，■讓 Ml IF 175 180 전체

M. 56 64 h6 緋 72 72 76 69

S.D. 0 9 6 6 6 7 6 5 7

Min. 56 56 56 59 60 63 62 73 56

Max. 56 81 81 81 84 88 81 80 88

n(%) 1(0-7) 8(5.3) J睡II； :;心 JS 12(8.0) 2(13) 150(100.0)
키 구간에 있어서 출현율이 높은 범위를 음영으로 표시함.

〈표 3> P유형의 키에 대한 허리둘레의 기술통계량 （단위: cm）

기술통계량
키

125 130 14() 鑿헤3蜿l!l 155 160 전체

M. 61 61 58 亨III 풔 (4 籌施1 i 69 68 63

S.D. 0 5 4 7 6 5 5 0 6

Min. 61 55 52 53 51 58 61 68 51

Max. 61 69 66 84 80 76 79 68 84

n(%) 1(0.5) 6(3.1) 沖.W.G .印！ E 12(6.2) 1(05) 195(100.0)
키 구간에 있어서 출현율이 높은 범위를 . „

〈±L 4> L유형의 키에 대한 허리둘레의 기술통계량 （단위: cm）

기술통계량
키

145 150 155 160 105 no 175 전체

M. SO K2 8() H4 Illi輟厕 95 84

S.D. 2 6 7 6 11 10 5 8

Min. 77 71 70 77 74 72 91 70

Max. 83 90 91 97 105 101 99 105

n(%) 7(10.4):___ 9（13.4）
衍f杉糸珀終 1IU&4) 111 IM) 12(17.9) 15（ 꼬 4）韻 gw銘紅뇨戢蟲* 裕쓖妁 K編 z 2(3.0) 67(100,0)

키 구간에 있어서 출현을이 높은 범위틀 음영'으로 买入:한.

〈표 2〜5〉까지 나타난 유형별 허리둘레의 평균 

을 살펴 본 결고卜, 모든 유형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키 

구간이 145、160cm 구간이었으므로, 제시된 키 구 

간에 따라 평균을 비교하였다. 키 145750cm 구간 

의 허리둘레 평균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T유형은 8 

cm, P유형은 2cm, L유형은 2cm, R유형은 6cm의 증 

가량을 보였으며, 키 155 -160cm 구간에서는「유형 

은 1cm, P유형의 경우는 -1cm, L유형은 4cm, R유

형은 -2cm의 증감량을 나타내었다. 허리둘레의 경 

우에는 키가 성장함에 따라 허리둘레가 감소해지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성 

장에 따라 배부위가 발달한 아동의 체형 특성에서 

허리가 뚜렷해지고 완만한 굴곡의 남성적 체형으로 

의 변화가 반영된 수치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를 바탕으로 하여 각 유형별로 키의 구간에 대하 

여 가장 많은 츨현율을 나타내는 허리둘레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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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R유형의 키에 대한 허리둘레의 기술통계량 （단위: cm）

기술통계량
키

135 140 145 15() 編 1河 170 175 전체

M. 58 63 62 1- 70 燈
그1

刀 70 67

S.D. 5 5 6 6 7 7 8 8 0 7

Min. 54 58 53 59 58 56 58 62 70 53

Max. 62 72 73 81 85 80 81 90 70 90

n(%) 2(1.5) 9(6.6) 21(153) .34(24.8) 21(15.3) 削〔糰 12(8.8) 1(0.7) 137(100.0)

키 구간에 있어서 출현율이 높은 범위를 음영으로 표시함.

설정하여 음영으로 표시하였으며, 치수 체계 제안시 

에 활용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유형별 키에 대한 허리둘레의 

평균값을 참고로 하여 각각의 유형에 대해 키에 대 

한 허리둘레의 치수를 부등 간격으로 설정하였는데, 

평균값의 통계적인 의미만으로 치수 간격을 설정하 

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평균값은 

그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수치의 평균을 의미 

하는 것이며, 평균으로 나타난 구간에서 반드시 가 

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커버율을 고려하기 위해 유형별로 허리둘레 

의 치수 간격을 달리하여 빈도 분포를 살펴본 후 최 

종적으로 치수 간격을 설정하였다. 즉, 체형 유형에 

따라 키 5cm 간격에 대한 허리둘레의 빈도 분포를 

2cm, 3cm, 4cm 간격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표 

6〜9〉와 같다.

이와 같이 유형별로 하의의 치수 간격을 설정함 

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유형별 키 5cm 간격에 대한 

허리둘레의 평균을 기준으로 편차를 설정하였으며, 

2차적으로 이원 빈도 분포도를 통해 각 유형별로 키 

간격에 대한 적정한 허리둘레의 간격을 설정하였다. 

즉, 모든 유형에서 기본적으로 키와 허리둘레 구간 

에 대하여 4% 이상의 출현율이 나타난 셀이 포함되 

는 부위는 음영으로 표시하였고, L유형에서는 체형 

특징 및 키분포를 감안하여 허리둘레 90cm 이상의 

구간에 대해서도 출현율이 높게 나타난 범위를 추가

로 진하게 표시하였으며, R유형은 키구간에 있어서 

전체 10% 이상의 높은 출현율이 나타난 범위가 음 

영 표시 부분에 포함되지 못하였으므로 진하게 표시 

를 추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출현율이 높은 셀을 

나타낸 음영 표시 및 진하게 표시한 구간을 참고로 

하여 치수 체계 제안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또 

한, 키 5cm 간격에 대해서 허리둘레의 평균값을 기준 

으로 1개의 치수를 제안하되, 분포가 분산되어 있거 

나 밀집되어 있는 경우는 커버율을 감안하여 치수의 

개수를 늘려서 제안하였다.

이는 하의의 경우 키와 허리둘레의 이원분포도에 

근거하되, 치수 간격 설정시에 키는 5cm 일정 간격 

으로 하고 허리둘레는 키와의 상관분포를 고려하여 

2〜5cm로 정한 서은정⑴의 선행 연구 결과와 부합되 

며, 치수 호칭을 위한 기본 항목을 신장과 허리둘레 

로 정한 후, 신장 구간을 5cm 단위로 설정하여 체형 

집단별로 신장 구간마다 기본 항목의 평균을 구하여 

변화량을 관찰한 후 이원 빈도 분포도를 참고로 하 

의의 치수 규격을 제시한 최경희⑵의 선행 연구 결과 

와도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체형 유형별 하의 치수 체계 제안

청소년 전기 남학생의 체형 유형별로 살펴본 키 

에 대 한 허 리둘레 의 증가량이 서로 상이하므로 체 형 

특성에 따라서 차별화된 의류 치수 체계를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1） 서은정, “국민학교 아동의 체형과 의류치수규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 88.
12） 최 경 희, “인터넷 전자상거 래를 위 한 아동복 Sizing System 개 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 학교 대 학원 석 

사학위논문, 2002）,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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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표 6> T유형 하의의 치수 간격에 따른 이원 빈도 분포도

허리 吉레
키/5cm 간격

전체
145 150 155 16() 165 17() 175 180

56 1(0.7) 1(0.7) 1( 0.7) 3( 2.0)

58 2(1.3)'
1( 0.7) 3( 2.0)

60
■

1(0.7)

1(0.7)

1( 0.7)

6( 4.0) J

5( 3.3)

8( 5짓亠

2( 1.3)

6(* 4.0) 2( 1.3) 1(0.7)

9( 6.0)
24( lb.O)|

■
2( 1.3) ' 1( 0.7)' 5( 3.3) 1(0.7) 15( 10.0)|

■
2( 1.3) 6( 40) 6( 4.0) 5( 3.3) 19( 12.7)|

1(0.7) 2( 1.3) 1 6( 4.0) 3( 2.0) 3(2.0) 빼^^紬

C 스K 70 1( 0.7) 2( 1.3) 3( 2.0) 5( 3.3) 2(1-3) 13( 8.7)
2cm
간격

72 1(0.7) 2( 1.3) 4( 2.7) 3( 2.0) 1(0.7) 1(0-7) 12( 8.0)

74 2( 1.3) K 0.7) 2( 1.3) 2( 1-3) 1(0.7) 8( 5.3)

76 K 0.7) 3( 2.0) 1( 0.7) 5( 3.3)

1( 0.7) 6( 4.0) 1(0.7) ♦ • 司食넒¥

80 1(0.7) 1( 0.7) 2( 1-3) 4( 2.7) 1( 0.7) 1(0.7) 10( 6.7)

82 1( 0.7) 2(13) 3( 2.0)

84 1( 0.7) 1( 0.7)

86 1( 0.7) 1( 0.7)

88 1（頂） 1( 0.7)

57 1(0-7) 3(2.0) 1( 0.7) 5( 3-3)
二厂 1(0.7) 3( 2.0) 8〔 5-3) 4( 2.7) 16( 10.7)
■

1(0.7) 6( 4.(1) KK A.7) _ 5( 3.3) 5( 3.3) 1(0.7) 28( 18.7)■

——

1(0.7) _ 2( 1丄 8( 5.31

3( 2.0)

M 5으_

(X 4.01

4.")_

N 5.3)

1(0.7)

3(2.0)

고1K.OJ| 

20( 133)3 3cm
간격

72 1(0.7) 2( 1.3) 3( 2.0) 5( 3-3) 3( 2.0) 3(2.0) 1(0.7) 18( 12.0)

75 1( 0.7) 2( 13) 5( 3-3) 2( 1.3) 1(0.7) 11( 7.3)
HH 1( 0.7) i •（丄） 1(0.7) 애 g

81 1(0-7) 1( 0.7) 2( 1.3) 4( 2.7) 1( 0.7) 2(1.3) 1(0.7) 12( 8.0)

84 1( 0.7) 2( 1-3) 3( 2.0)

87 1( 0.7) 1( 0.7)

56 1(0-7) 3(2.0) 1( 0.7) 5( 3.3)
■ 1(0-7)

1(0-7)

3( 2.0)

6( 4.0)

애 6.0)_
WilM

5( 3・3)
1 7( 4.7) 顷(\U'i 2(13)

— 1그.⑴

36( 24.(1)

1(0.7) 2( 1.3) 애 6.0) 1 11( 7.3) 9( 6.01 3(2.0) 35( 23.3)
4cm
간격

1(0.7) 2( 1.3) 3( 2.0) 5( 3.3) 6( 4.0) 3(2.0) 1(0-7) 211 14.0)

76 1( 0.7) 2( 1.3) 5( 3.3) 3( 2.0) 2(1.3) 1 13( &7)

1(0-7) 1（頂） 3( 2.0) 4( 2.7) (4 4.0) 2(1-3) 1(0.7) 1S（ 1그山

84 K 0.7) 2( 1-3) 3( 2.0)

88 1( 0.7) 1( 0.7)
전체 1(0.7) 8(5.3)

mw#乎倉.标。” “«芝理丝理丝發:

諄 的여，） 舞0钉） 38(253) 36(24.0) 12(8-0) 2(1-3) 150(100.0)

키와 허리둘레 구간에 있어서 4% 이상의 출현율이 나타난 셀이 포함되는 범위를 음영으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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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표 7> P유형 하의의 치수 간격에 따른 이원 빈도 분포도

허리둘레
키/5cm 간격

전체
125 130 135 140 145 150 155 160

50 1( 0.5) 1( 0.5)
52 5( 2.6) 1( 0.5) 6( 3.1)
54 1(0-5) 3( 1-5) 2( 1.0) 3( 1.5) 9( 4.6)
56 5( 2.6) 6( 3.1) 4( 2.1) 15( 7.7)
58 1(0.5) 5( 2.6) 7( 3.6) 6( 3.1) 1( 0.5) 20( 10.3)
60 1(0.5) 1(0.5) 4( 2.1) % 4.6) 6( 3.1) 5( 2.6) 1(0-5) 口 13.S)

62 1(0-5) 5( 2.6) 4( 2.1) K( 4.1) 4( 2.1) 22( 1L3)

2cm
간격

f니 2( 1.0) S( -l.li 6( 3.1) 6( 3.1) 2(1.0) 24( I2J)

66 1(0.5) 2( 1.0) 6( 3.1) 6( 3.1) 2( 1-0) 1(0.5) 18( 9.2)
68 1(0.5) 3( 1.5) 7( 3.6) 4( 2.1) 2(1.0) 1(0.5) 18( 9.2)
70 2( 1.0) 6( 3.1) 8( 4.1)
72 5( 2.6) 2( 1.0) 4(2.1) 11( 5.6)
74 6( 3-1) 3( 1.5) 1(0.5) 10( 5.1)
76 1( 0.5) 1( 0.5) 1( 0.5) 3( 1.5)
78 1(0.5) 1( 0.5)
80 1( 0.5) 1( 0.5)
84 1( 0.5) 1( 0.5)
51 4( 2.1) 1( 0.5) 5( 2.6)
54 1(0.5) 5( 2.6) 4( 2.1) 3( 1.5) 13( 6.7)

1(0.5) 6( 3.1) 10( 5.]| 4.6) 1( 0.5) 27( 13.8)
晝1宙??

1(0.5) 2(1.0) 시 4.1) 1 1( 5.6) 4.1. 6( 3.1) 1(0.5) 3가 |1시门

iMllill 6( 3.1) 冲.4.1 > 10( ?.!) & 4.1) 2(1.0) 34( IF

3 cm 1(0.5) 2( 1.0) 11( 5.6) l-：( 6.2) 4( 2.1) 3(1.5) lb.9)

간격 69 1(0.5) 2( 1.0) 6( 3.1) 6( 3.1) 1(0.5) 16( X.2)
72 3( 1-5) 6( 3.1) 5( 2.6) 4(2.1) 18( 9.2)
75 4( 2.1) 3( 1.5) 1( 0.5) 1(0.5) 9( 4.6)
78 1(0.5) 1( 0.5)
81 1( 0.5) 1( 0.5)
84 1( 0.5) 1( 0.5)

_52 7( 3.6) 3( 1.5) 1( 0.5) 11( 5.6)
56 2(10) 7( 3.6) 斗 4.11 9( 4.6) 1( 0.5) 그거 13.8)
60 1(0.5) 2(1-0) IA 65) 16( ?.n) 11( ■'.：) -l.l) 1(0.5) 55( 28.2)|

4cm
간격

(4 1(0.5) 4( 2.1) 14( H 13i h.-) -J.lj 3(1.5) 43( 22.1)|

1(0.5) 5( 2.6) 1 h 5.()) 5( 2.6) 2(1.0) 1(0.5) 25( 12.Xj

4( 2.1) 8( 41)
靈?年?¥壽蟬善节参£ 5(2.6) 25( 12.8)

76 3( 1-5) 2( 1.0) 1( 0.5) 6( 3.1)
80 1( 0.5) 1(0.5) 2( 1.0)
84 1( 0.5) 1( 0.5)

전체 1(0.5) 6(3.1) 31"財 54(2--| 59(30.3) 3li|\9] 12(6.2) 1(0.5) 195(100.0)
키와 허리둘레 구간에 있어서 4% 이상의 출현율이 나타난 셀이 포함되는 범위를 음영으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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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L유형 하의의 치수 간격에 따른 이원 빈도 분포도 (단위: 명(%))

키/5cm 간격
디吉디

145 150 155 INI 16? IF 175
爻勻

2cm
간격

70 1( 1.5) 1( 1.5) 2( 3.0)

72 1( 1.5) 1( 1.5) 2( 3.0)
74 1( 1.5) 1( 1.5) 1( 1.?) 3( 4.5)
76 뼐

1号頁펴鹽q魅夢員호懣甘谶
热

1( 1.5) U 1.5) 2( 3.0) .打1力 -t 15

1( 1.5) 2( 3.0) 1( 1.5) 3( 4.5) ■{ HU1

80 4( t».0)察 2( 3.0) 1( 1.5) 1( L5) 1( 1-5) .、( 丄기 i"( ： ■>)!

82 1( 1.5) K L5) K 15) 1( 1.5) 4( 6.0)
^彝i| 2( 3.0) 3( 4.5) ' 1( 1.5) (M

5t ~5.
5( 7.5)

R胡丿 H 40 K 1.5)
88 1( 15) 1( 1-5) 2( 3.0) 1( 1.5)
90 1( 1-5) 1( 1-5) 1(15) 3( 4.5)
94 1( 1.5) ! 1( 1-5)
96 1( L5) 1( 1.5) 1( 15) 3( 4.5)
98 2( 3.0) 1(15) 3( 4.5)

100 2( 3.0) 1( 1-5) 3( 4.5)

106 1( 1-5) U 1.5)

3 cm
간격

69 1( 1-5) K 15)
72 U 1.5) 1( 1.5) 1( 1.5) 3( 4.5)
75 2( 3.0) 1( L5) 2( 3.0) 5( 7-5)

16( 23.9)驚！! 2( 3.()) 5( 1.5» 1( 1-5) 4( 1.5) 由 4.?) 丄.O.J)
XI 4{- 6.01 1( 1-5) 1( 1-5) 1( 1.5) 1( 1-5) X( ■ ! Oi

的 1( 1.5) 2( 3.0) 4(i.(n 3( 4.?'. 2( 3.0) ：2( r-?n

7( 10.4)87 1( 1.5) 1( 1.5) 3( 4.5) 2( 3.0)
90 K 1.5) 1( 1.5) 1( 15) 1(15) 4( 6.0)
93 1( 1-5) 1( 1.5)
96 1( 1.5) 1( 1-5) 1( 1-5) 3( 4.5)
99 1( 1.5) 2( 3.0) Kl-5) 4( 6.0)

102 1( 1.5) 1( 1.5) 2( 3.0)

105 U 1-5) 1( 1-5)

4cm
간격

68 1( 1-5) K 1.5)
72 1( 1.5) 1( 15) 1( 15) 2( 3.0) 5( 7.5)
飞 1 2(3.0) 1( L5) 2( 3.0) 2( 3.0) 1( 1.5)

聶丐:芝:

H( 1& 可

&) 4(. 6.0.1 勺丄勺1 1( 1.5) 2( 3.0) '1 5 |A;二以

X4 K 1.5) 2( 3.0) 5( I) 4( 6.(0 2( 3.0) 国33

88 2( 3.0) 2( 3.0) 2( 3.0) 1( 1.5) 7( 10.4)

92 1( 1-5) 1( L5) 1(1.5) 3( 4.5)
96 1( 1.5) 1( 1.5) 2( 3.0) 4( 6.0)

100 2( 3.0) 2( 3.0) 1(15) 5( 7.5)

104 1( 15) 1( 1.5)
전체 '[jo.-n 也丨시) 11(16.4) 12(17.9) 丨泌如j 2(3.0) 67(100.0)

키와 허리둘레 구간에 있어서 4% 이상의 출현율이 나타난 셀이 포함되는 범위를 음영으로 표시하고, 허리둘레 90cm 
이상의 구간에 있어서 3% 이상의 출현율이 나타난 범위는 진하게 이탤릭체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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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우〕: 명(%))〈표 9> R유형 하의의 치수 간격에 따른 이원 빈도 분포도

허리 巨■레
키/5cm 간격

전체
135 140 145 150 16() 165 170 175

2cm
간격

52 1( 0.7) 1( 0.7)
54 1(0.7) 2( 1.5) 3( 2.2)

56 4( 2.9) 1( 0.7) 5( 3.6)
58 1(0.7) 3( 2.2) 1( 0.7) 1( 0.7) 6( 4.4)

60 2(1.5) 3( 2.2) 3( 2.2) 4( 2.9) 3( 2.2) 1( 0.7) 16( 11.7)

62 1(0.7) 2(1-5) 1( 0.7) 3( 2.2) 2( 1.5) K 0.7) 2( 1.5) 2(1-5) 14( 10.2)

64 1(0-7) 2( 1.5) 2( 1.5) K 0.7) 4( 2.9) 3( 2.2) 1(0.7) 14( 10.2)

66 2(1-5) 2( 1.5) 2( 1.5) 2( 1-5) 2( 1.5) 1( 0.7) 2(1-5) 13( 9.5)

68 1( 0.7) 3( 2.2) 5( 3.6) 4( 2.9) 1(0.7) 14( 10.2)

70 2( 1.5) 1( 0.7) 4( 2.9) 1( 0-7) 1( 0.7) 1(0.7) 10( 7.3)

72 1(0.7) 2( 1-5) 2( 1.5) 6( 4.4) 1( 0.7) 1( 0.7) 2(1.5) ...................

74 2( 1-5) 1( 0.7) K 0.7) 1(0-7) 5( 3.6)

76 2( 1.5) 2( 1.5) 2( 1.5) 6( 4.4)

78 4( 2.9) 1( 0.7) 2(1-5) 7( 5.1)
80 1( 0.7) 2( 1-5) 2( 1-5) 5( 3.6)
82 K 0.7) 1( 0.7)
84 1( 0.7) K Q7)
90 1(0.7) 1( 0.7)

3cm
간격

54
57F효，軒9
60

術糸帝润

1(0.7) 3( 2.2) 4( 2.9)

1(0.7) F - ■< < < 原엸段尽b 1( 0.7) 1( 0-7) 1( 0.7) UX遍

1(0.7) 4(2.9) 4( 2.9) 4( 2.9) 4( 2.9) 3( 2.2) 1( 0.7) 21( 15.3)

63 1(0.7) 3( 2.2) 4( 2.9) 2( 1.5) 4( 2.9) 5( 3.6) 2(1.5) 21( 15.3)

66 2(1.5) 2( 1.5) 2( 1-5) 5( 3.6) 3( 2.2) U 0.7) 3(2.2) 18( 13.1)

r^絶邂4靈

i 3( 2.2) 4( 2.9) 6( 4.4) 5( 3.6) 1(0.7) 1(0.7)
빼

1(0.7) 2( 1.5) 2( 1-5) 7(5.1 1( 0.7) 2( 1-5) 2(1-5)
75 2( 1.5) 2( 1.5) 1( 0.7) 1(0.7) 6( 4.4)

78 2( 1.5) 5( 3.6) 3( 2.2) 1( 0.7) 2(1-5) 13( 9.5)
81 1( 0.7) 1( 0.7) K 0.7) 2( 1.5) 5( 3.6)
84 1( 0.7) U 0.7)
90 1(0.7) 1( 0.7)

4cm
간격

52 1(0.7) 2( 1.5) 3( 2.2)

葡編■

1(0.7) 6( 44) 1( 0.7) K 0.7) 1( 0.7) KX僵

1(0.7) 4(2.9) 嬲每秦^疆 4( 2.9) 5( 3.6) 3( 2.2) 2( 1.5) 1(0.7) 1 ............
64 2(1.5) 4( 2.9) 4( 2.9) 3( 2.2) 5( 3.6) 5( 3.6) 4(2.9) 27( 19.7)

純 1(0.7) 2( 1.5) 5( 3.6) 8( 5.8) 6( 4A) 1(0.7) 1(0.7) J-* " = 1
1(0.7) 3( 2.2) 4( 2.9) 8( 5.8) 2( 1.5) 2( 1-5) 2(1-5)

76 3( 2.2) 5( 3.6) 2( 1-5) 2( 1.5) 2(1-5) 14( 10.2)

80 1( 0.7) 3( 22) 2( 1.5) 2( 1-5) 1(0-7) 9( 6.6)
84 1( 0.7) 1( 0.7)
88 1(0.7) 1( 0.7)

전체 2(1-5) 9(6.6) 23(16.8) 21(153) 34(24.8) 21(15.3) 14(10.2) 12(8.8) 1(0.7) 137(100.0)
키와 허리둘레 구간에 있어서 4% 이상의 출현율이 나타난 셀이 포함되는 범위를 음영으로 표시하고, 키 구간에 있어

서 전체 10% 이상의 출현율이 나타난 범위는 진하게 이탤릭체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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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형별로 커버율을 고려하되 전체적인 치수 체계 

의 흐름을 좋게 하고, 최대한 인접 구간을 커버할 수 

있도록 치수를 제안하였다. 성장이 활발하고 개인차 

가 심한 청소년 전기 남학생을 대상으로 유형별 치 

수 체계를 제안하려는 본 연구의 의도를 반영하여 

분포가 밀집된 구간이나 많이 분산되어 있는 구간의 

커버율도 고려하여 제안하였으므로 각 유형별로 제 

안된 치수 체계의 개수나 치수 간격은 각각 상이하 

게 나타났다. 체형 유형별 하의의 의류 치수 체계는 

〈표 10〉과 같다.

「유형은 허리둘레 64~78cm 구간과 키 155~170 

cm구간에서 64T-155, 67T-160, 67T-165, 72T-165, 

72T-170, 78T-17。으로 6개 의 치수가 제 안되 었다. 가 

장 큰 체형으로써 남성적 체형 특성을 많이 나타내 

는 유형이므로, 같은 키의 R형보다 허리둘레 치수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키 165cm와 170cm 구 

간에서 분포가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치수의 개수를 

늘려서 제안하였다. P유형은 가장 작은 체형의 유형 

으로 허리둘레 58~70cm 구간과 키 135~150cm 구 

간에서 6개의 치수가 제안되었으며, 하의의 호칭은 

허리둘레-키의 순으로 58P-135, 62P-140, 62P-145, 

68P-145, 62P-150, 70P-150으로 제안하였다. 다른 유 

형에 비해서 분포가 많이 밀집되어서 나타났으며, 

특히 분포가 가장 밀집된 구간인 키 145cm, 150cm 

구간에서는 치수가 2개씩 제안되었다, 또한, 키 140 

〜 150cm 구간에서는 허리둘레 62cm로 모두 같은 치 

수를 나타내므로 키 간격을 10cm로 설정하여 치수 

의 개수를 줄여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L유형은 허리둘레 80〜 100cm 구간과 키 145〜 

170cm의 넓은 치수 범위에서 80L-145, 80L-150, 

84L-155, 84L-160, 84L-165, 100L-165, 82L-170, 

98L-170으로 8개의 치수가 제안되었으며, 가장 비만 

한 체형의 유형이므로 키의 분포 범위가 가장 넓게 

나타났다. 또한, 키 165cm까지는 같은 허리둘레 치 

수가 반복되어지므로 이 구간에서는 키 간격을 10 

cm로 늘려서 설정하여 치수의 개수를 줄여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며, 키 165cm 이상의 구간에서는 허 

리둘레 치수가 유형 중에서 조금 작은 그룹과 아주

〈표 10> 체형 유형별 하의 의류 치수 체계 （단위: 호）

체형
허리

둘레

키

135 140 145 150 155 160 165 170

T
유형

64 64T-155

67 67T-160 67T-165

72 72T-165 72T-170

78 78T-170

P
유형

58 58P-135

62 62P-140 62P-145 62P-150

68 68P-145

70 70P-150

L
유형

80 801^145 80L-150

82 82L-170

84 841^155 84L-160 84L-165

98 98L-170

100 1001^165

R
유형

62 62R-145

68 68R-150 68R-165

70 70R-160

72 72R-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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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그룹으로 양극화되어 나타났다 이는 상의 치수 

체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비만한 집단에서는 가슴부 

분이 비만한 유형과 허리부분이 비만한 유형이 함께 

존재하고 성장의 개인차도 있기 때문에 같은 키 구 

간에서 허리둘레 치수가 큰 체형과 작은 체형이 혼 

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 치수를 2개씩 제안 

하였다. R유형은 허리둘레 62-72cm 구간과 키 145 

〜 165cm 구간에서 62R-145, 68R-150, 72R-155, 70R-160, 

68R-165로 5개의 치수가 제안되었는데, 키가 커짐에 

따라 허 리둘레 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치수 체 

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R형이 아동의 체형에 

서 남성적 체형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에 해당되는 유 

형이므로 키 155cm 구간까지는 키와 함께 허리둘레 

도 커지다가 키가 더 성장하면서 허리가 가늘어지는 

신체적 변화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형 유형에 따라 차별 

화된 의류 치수 체계가 제안되었으며, 동일한 신장 

과 허리둘레 치수를 가진 학생이더라도 체형 특성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표기되는 의복의 호칭이 다르게 

제안하였다.

이를 국내 및 국외의 표준 치수 규격과 비교해 보 

면, 체형을 J, JP, P로 구분하여 호칭을 달리 제안한 

1999년도 KS 규격⑶ 및 허리둘레의 차이에 따라 체 

형을 구분하여 체형별 의류 치수 규격을 제안한 JIS 
규격⑷과는 체형에 따른 치수 체계를 제안하였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은 유사하지만, 청소년 전기 

남학생의 경우에는 사춘기적 성장으로 인하여 성장 

의 개인차가 다양하므로 허리둘레의 치수 설정에 있 

어서 크기만, 순차적으로 증가시켜 체형을 구분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전 

신 체형을 그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여 체형 유형별 

로 치수 체계를 제안하였으므로 더욱 구체적이고 합 

리적인 결과가 제시되었다고 사료된다. 한편, ISO 규 

격⑸에서는 기본 치수 부위의 하나로 엉덩이둘레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기본 부위 설정 

시에 살펴본 상관분석 결과, 엉덩이둘레가 키와 높 

은 상관을 보이는 부위이므로 업체에서 치수 계획 

수립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 제안한 본 

치수 체계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치수 간 

격을 키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정한 후, 각각 

의 키 범위에 대한 허리둘레의 치수 간격을 차별화 

하여 제안하고.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본 연 

구에서 유형에 따라 허리둘레의 치수 간격을 부등 

간격으로 설정한 결과와도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된 

다.

〈표 11〉은 각 유형별로 제안한 의류 치수 체계에 

따른 하의의 참고 부위 치수를 나타낸 것이다. 각 체 

형별로 중복되는 치수 체계일지라도 참고 부위의 치 

수표와 함께 결부하여 보면 체형별 특성에 따라 별 

도의 치수 체계로 존재해야 할 타당성이 설명되어진 

다 참고 부위 치수는 의복 제작과 관련이 깊은 항목, 

즉 엉덩이둘레, 샅높이, 무릎높이, 밑위길이, 다리길 

이, 배둘레, 넙다리둘레 등 7항목을 선정하여 제안하 

였다.

〈표 11〉에 제시된 유형별 참고 부위 치수를 살펴 

보면, 각 유형별로 체형의 특성이 서로 뚜렷하게 구 

별되어 있으며, 성장 단계에 따른 체형 분류가 선행 

되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치수 체계가 많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중복되는 치수 체계의 

경우, 참고 부위의 치수를 살펴보면 각 체형의 특성 

이 반영되어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P유형 하의의 치수 체계인 62P-145 

와 R유형의 62R-145의 경우, 키나 허리둘레의 치수 

는 동일하지만, 엉덩이둘레 치수는 P유형이 더 크고, 

샅높이, 무릎높이, 밑위길이, 다리길이 등의 치수는 

R유형 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R유형 이 P유형보다 

하체부의 길이가 더 크다는 것은 성장이 더 빠른 체 

형으로 해석되어지는 결과이다’ 이처럼 호칭으로 제 

시되는 기본 신체 부위의 치수가 동일하더라도 체형 

특성에 따라 참고 부위의 치수들이 서로 다를 수 있 

으므로 단순히 기본 부위 치수에 따른 치수 체계보 

다는 체형의 유형별로 별도의 치수 체계가 필요함이 

판명되었다.

3. 국내 • 외 치수 규격 및 의류 업체 치수와의 비교

본 연구에서 제안한 체형 유형에 따른 의류 치수

13) 한국표준협회, KS K 0050 - 한국산업규격 남성복의 치수, (한국표준협회, 1999).
14) 日 本規格協會, JIS L 4002 - 日本工業規格少年用衣料刀 易시 ( 日 本規格協會, 1997).
15) ISO, ISO/TR 10652 - Standard Sizing System for Clothes^ (ISO,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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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cm）〈표 11> 체형 유형별 하의의 참고 부위 치수

체형
호칭 하의 참고 부위 치수

（허리둘레—키） 엉덩이둘레 샅높이 무릎높이 밑위길이 다리길 이 배 둘레 넙다리 둘레

T 
유형

64T-155 81.1 72.4 43.9 26.6 93.6 68.2 47.6

67T-160 85.2 73.3 44.8 27.1 96.5 72.9 49.0

67T-165 87.7 74.7 44.5 27.6 98.2 72.7 50.9

72T-165 89.8 74.9 45.8 28.8 100.5 80.1 52.9

72T470 91.8 76.7 46.1 29.2 102.3 77.4 54.3

78T-170 97.7 77.6 46.2 30.0 103.3 86.3 58.9

P
유형

58P-135 70.1 61.4 37.8 21.9 79.1 61.2 40.8

62P-140 75.7 62.0 38.5 23.2 82.8 67.8 45.0

62P-145 77.1 66.2 40.9 23.3 86.0 67.1 45.9

68P-145 80.5 65.0 39.6 24.9 86.2 71.9 48.1

62P-150 78.4 68.5 41.7 24.5 89.7 67.2 46.2

70P-150 83.3 67.5 40.1 25.8 90.1 74.3 49.4

L 
유형

80L-145 87.0 65.6 40.4 26.1 89.3 84.7 55.1

80L-150 89.7 65.9 41.7 27.8 91.1 82.6 55.4

84L-155 97.4 69.7 42.3 28.1 94.7 91.6 59.8

84L-160 97.6 71.6 42.6 28.5 97.6 91.3 59.9

84L-165 101.2 73.3 44.8 31.8 99.3 92.3 61.0

100L-165 106.8 70.7 45.4 26.7 98.1 105.4 62.6

82L-170 97.0 76.0 47.0 28.5 102.3 86.8 59.3

98L-170 101.9 78.1 48.0 24.0 100.8 99.1 60.5

R
유형

62R-145 76.3 66.9 41.1 24.9 86.6 67.5 46.1

68R-150 84.1 68.4 42.0 25.8 91.6 73.2 51.2

72R-155 87.0 70.9 43.4 26.6 93.8 77.7 52.3

70R-160 86.3 75.0 44.9 26.5 96.5 76.8 51.6

68R-165 84.0 78.5 48.4 24.4 97.7 69.0 47.5

체계를 국내 • 외 치수 규격 및 의류 업체의 치수 체 

계와 비교해 보았다. 의류 업체의 치수 체계는 현재 

청소년 전기 남학생을 대상으로 의복을 생산하고 있 

는 8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업체의 경우는 디자 

인 실장, 패턴사 및 그레이딩사를 대상으로 심층 면 

접법을 통해 조사하였고, 해외 업체의 경우에는 인 

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국내 의류업체에서는 신체 치수보다는 제품 치수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았으며, 신체 치수를 전혀 고려 

하지 않는 업체도 있었다’ 또한, 라벨에 표기된 신체 

치수 역시 실제 의복 제작시 사용되는 신체 치수와 

상이한 업체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아동복은 

자체 패턴사를 두지 않고 외주에 의존해서 생산되어 

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류 업체 

에서 의류 치수 계획 수립시에 사용하는 기본 신체 

부위는 하의의 경우 키와 허리둘레로 나타났다.

국내 . 외 치수 규격, 의류 업체 치수 및 본 연구의 

치수 체계를 함께 비교한 결과는〈표 12〉와 같다. 

단, JIS 규격은 A, Y, B, E체 형 의 4가지 치수 규격을 

제안하고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치수 규격으로는 A체형과 E체형의 치수라고 판단되 

었으므로 이들의 치수 규격만 비교하였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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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국내 • 외 규격, 업체 치수 및 본 연구의 하의 치수 체계 비교

키 (cm)

허리둘레
(cm)

:5%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95% :
130 ； : : : : : : : : : : : ； : 178
시、］ : 133 : 136 : 139 : 143 : 146 : 149 ； 154 : 157 : 161 ； L65 : 170 : 172 : 175 : &사
이하 ；；；：：：：：；；；：；： 이상

:52
: 이하

50% : 67

丄• 11 tL11
54

11
5% ；11

56
1

10% :11
58

______ T.
20% 1 6L

1
30% :11

63
1

40% :1 1*----- T -
65

---』辎伽常 ［期川川时

設①：@ :
；①：
:②囱：

60% : 69

P

® : © :］1; 供?㈱构蝦牛-

70%： 72

nni I ■ iiiiI 丄 h I I I ■ * '__ I I I I ■ I I
国： ； : : : : :.--L_____ I____ _ ___ __ ------------------- ___ ------------- L---- -

:① CD ； Ll L1 : : : : :
:丫 Y ； E］团 ： : : : :
:P R ; : : : : :

..「宀•广- U i riUTy     ..    、 
: E E ： ® p ： : KS 사준7 더譬 .

归［割②: :<IP« II 1X1 '

:①i回:®f\①旧目 :J 
l 口二-囱®「、、""術「悟厂①i……： 

匚七也_匝一①丄回丄RJ］……丄…

p — ____________ — 
是t S国：

KS 주니이。) 

H 이.세
P ：①：

♦ ♦ ♦ ♦ ♦ ”• 1 ♦
R : :

80% : 76 :® ：E3 S'
L百二 

但E：

90% : 81 ：© L ：

95% : 85

:89 

:93

97

:10L
: 이상

P, R, T, L: 본 연구의 유형별 치수 체계

5 $ 쁴工, n： KS 규격 의 치 수 체 계

©: JIS 규격의 치수 체계

①: ISO 규격의 치수 체계

m, ②, ③, E, 瓦, ［히, m, ⑧： 의류업체 치수 체계

에 제시된 하의 치수 체계를 보면, KS 규격의 경우 

10세 이하에 해당하는 KS 아동(P) 의 허리둘레 치수 

범위가 매우 넓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본 연구 

와 대상 연령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비교 결 

과를 도출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KS 사춘기 아동(JP)과 KS 주니어(J) 치수 체계 

는 본 연구의 하의 치수 체계와 전체적인 흐름은 거 

의 비슷하였지만, 상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비만체형 

인 L유형에 대한 치수 체계가 KS 규격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시기는 성장의 개인차 

가 심한 시기이므로 연령에 따른 치수 체계보다는 

체형 유형별 치수 체계 제안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 

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JIS 규격은 상의 치수 체계와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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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 연구의 치수 체계와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허리둘레의 치수가 다소 작은 쪽에 편중되 

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ISO 규격은 비만 체형 

의 치수 분포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제외하면 KS 규 

격이나 본 연구의 치수 체계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 

내고 있었다. 한편, 업체의 치수 체계를 살펴보면, 하 

의의 치수 체계의 경우 상의와는 달리 허리둘레의 

치수 적합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허리둘레의 경우에 

는 조사한 모든 업체에서 신체 치수를 사용하고 있 

었으며, 由업체와 也］업체에서는 Slim형（마른 체형） 치 

수와 Husky형（비만 체형） 치수를 별도로 제안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제안한 하의의 치수 체 

계는 KS 규격의 치수 범위 내에 있으면서 본 연구에 

서 제안한 치수 체계와도 흐름이 비슷함을 알 수 있 

었다. 단, 비 만체형 인 L유형에 대한 치수체계가 많이 

미비한 것이 확인됨으로써, 유형별 치수 체계의 제 

안이 절실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성장의 개인차가 심하고 다양 

한 체형이 혼재하고 있는 청소년 전기 남학생들의 

의류 치수 체계 제안을 위해서는 체형의 특성을 고 

려하여 유형별로 치수 체계를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들어 

비만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체 

형 분석 결과에서도 비만체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 

게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보아 Plus-size의 치수 체 계 

제안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청소 

년 전기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류업체에서 체형 

을 고려한 의복 생산 계획을 수립할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의류 치수 체계가 업체의 치수 결정이나 생 

산 비율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IV.결론

본 연구는 성장의 개인차가 큰 청소년 전기 남학 

생을 대상으로 인체 계측을 실시하여 체형 유형별 

하의 치수 체계를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0세에서 14세까지의 

남학생 549명을 대상으로 인체 계측을 통하여 체형 

특성을 유형화하였으며, 체형 유형에 따른 하의 치 

수 체계를 제안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Ver. 1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기본 부위 

결정에는 상관분석을 통한 인체 계측 항목간의 상관 

관계를 참고로 하였고, 키 구간에 대한 허리둘레의 

기술통계 및 교차분석을 행하여 치수 분포도를 작성 

하였다. 연구 결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체형 유형별로 차별화된 하의 치수 체계를 제안 

하기 위하여 기본 부위 및 치수 간격을 설정하였으 

며, 제안된 치수 체계에 따라 참고 부위 치수도 함께 

제시하였다. 하의의 경우, 기본 부위는 키와 허리둘 

레로 하되, 엉덩이둘레 항목은 참고 부위 치수로 제 

시하여, 치수 계획 수립 및 의복 제작시에 반드시 고 

려해야 할 항목으로 제안하였으며, 치수 간격의 경 

우 키는 5cm, 가슴둘레는 부등 간격으로 설정하였다.

체형 유형별로 차별화된 하의의 치수 체계를 제 

안한 결과, T유형은 허리둘레 64〜78cm 구간과 키 

155〜 170cm 구간에서 64T-155, 67T-160, 67T-165, 

72T-165, 72T-170, 78T-170으로 6개의 치수가 제안 

되었고, P유형은 허리둘레 58〜70cm 구간과 키 135 

〜 150cm 구간에서 58P-135, 62P-140, 62P-145, 68P-145, 

62P-150, 70P-150으로 6개의 치수를 제안하였으며, 

L유형은 허리둘레 80〜 100cm 구간과 키 145〜170 

cm의 넓은 치수 범위에서 80L-145, 80L-150, 84L-155, 

84L-160, 84L-165, 100L-165, 82L-170, 98L-170으로 

8개의 치수가 제안되었다 또한 R유형은 허리둘레 

62〜72cm 구간과 키 145〜 165cm 구간에서 5개의 치 

수 즉, 62R-145, 68R-150, 72R-155, 70R-160, 68R-165 

가제안되었다.

또한, 의복제작과 관련이 깊은 항목, 륵 엉덩이둘 

레, 샅늪이, 무릎높이, 밑위길이, 다리길이, 배둘레, 

넙다리둘레 등 7항목을 선정하여 유형별 참고 부위 

치수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의류 치수 체계를 의류 업체 

치수 및 국내 • 외 치수 규격과 비교해 본 결과, 의류 

업체 치수, KS 규격, JIS 규격 및 ISO 규격은 본 연구 

에서 제안한 치수 체계와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였 

으나, JIS 규격을 제외하고는 비만체형에 대한 치수 

체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치수 체계는 유형별 특성에 따 

라 치수의 범위가 넓게 분포하고 있으므로 성장의 

개인차가 심하고 다양한 체형이 혼재하는 청소년 전 

기 남학생들에게 효율적인 치수 체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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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 전기 남학생의 체 

형 분류 및 의류 치수 체계에 대한 기초 자료가 없는 

현 실정에서, 체형의 개인차가 심한 청소년 전기 남 

학생의 인체 계측 자료를 체계화하였으며, 계측치를 

기초로 체형을 유형화한 우 유형에 따른 치수 체계 

를 제안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특 

히 체형에 따른 유형별 치수 체계의 제안은 기성복 

의 맞음새 적합도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청소년 

전기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류 업체 및 교복 제 

작 업체를 위해서는 다양한 체형에 따라 차별화된 

치수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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