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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s the population of overweight and obese children is rising rapidly around the world, there are many
researches on purchasing and wearing children's clothing and optimal sizes, but researches on obese children are still
inadequate. This study was carried out on 192 obese children over 75% in BMI.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set up
the optimal interval of sizing system using the loss function which would be a guide for obese children for selecting ready
to wear of suitable size. Introducing a loss function, which reflects how much the purchasing desire changes according
to the difference, we formulate the problem and suggest a procedure to determine the optimal standard sizes minimizing
the loss. These results were as follows ; In size chart of top's, 4 sizes had been determined by a loss function, had covered
more than 91.1% of all subjects. In size chart of bottom's, 5 sizes had been determined by a loss function, had covered
more than 87.0% of all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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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생활환경의 변화 및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비만이

발생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져 청소년과 어린이 비만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신장별 표준체중을 기준으로 20%

를 초과하는 비만 아동의 비율이 남아의 경우 17.9%, 여아의

경우 10.9%를 초과하고 있어, 여아 보다 남아의 비만율이 심

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박영신 외, 2004). 또한 질병관리본부에

서는 각 연령대별 아동의 15%를 비만자로 규정하고 있으며(문

진수 외, 2008), 의류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도 최근 비만 아동의 증가로 인하여 이들을 위한 별도의 치수

규격이 요구된다고 하였다(이지연, 천종숙, 2001).

아동의 경우 급격한 성장으로 인하여 연령에 따른 신체 치

수의 범위가 넓고 다양한 체형이 존재하며(김난도 외, 2005),

사이즈 선택 시 한 사이즈 큰 제품을 구매하고 있어 업체에서

의류제품의 생산 수량을 결정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인숙 외, 2002). 특히 비만 아동의 경우 의복 구매 및 착용

에 있어 소극적이고 본인에게 잘 맞는 아동복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김민정, 박선경, 2009). 아동복 산업이 점차 확대되는

시점에서, 비만 아동들의 신체 특성과 업체의 생산 효율성을 고

려하여 최소한의 규격으로 최대한의 사이즈를 커버 할 수 있는

아동복 사이즈 규격의 개발이 필요하다. 

손실함수는 품질을 바람직한 속성으로 보았던 기존의 관점

과 달리 ‘손실’의 관점에서 이해하여 손실을 줄여야만 더 좋은

품질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Taguchi의 품질 공학 이론에서

출발한다. Taguchi의 손실함수 개념은 성능특성치가 목표치와

일치할 때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며 목표치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손실이 크게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이차식으로 근사화한

손실함수 L(x)로 나타낸다(Braker, 1987). 즉, 손실함수에서 ‘손

실’은 요구하는 치수에 가까운 치수가 구비되어있지 않아 소비

자가 구매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판매 기회의

상실을 말한다. 이러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치수를

구비하여 고객의 구매 확률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치

수의 다양화에 따른 생산 관련 비용의 증가가 문제되므로 한정

된 개수의 치수 범위 내에서 최적의 규격치를 결정해야 한다(

Corresponding author; Sun-Mi Park

Tel. +82-10-3407-6473, Fax. +82-31-755-7674

E-mail: pjsunmi@paran.com



비만 남아를 위한 최적 규격치 설정 및 사이즈 스펙 개발- 초등학생 4~6학년을 중심으로 - 919

김성득, 1991). 이러한 손실함수의 개념을 의류에 적용하여, 이

경화, 최혜선(1996)은 노인 여성의 브래지어 치수 규격을 설정

하였으며, 이진희(1999)는 비만 여성의 하의류를 위한 기성복

의 치수간격을 설정하였고, 이경미(2000)는 유방암 환자를 위

한 보정용 브래지어의 치수 규격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일반 아

동보다 사이즈 분포가 넓어 사이즈 선택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만 아동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사이즈 체계로는 커버하기 어려운 높

은 비만율을 보이고 있는 초등학생 4~6학년의 비만 남아를 대

상으로 손실함수를 이용하여 최적 규격치를 설정하고 상의 및

하의 사이즈 스펙을 개발하여 비만 아동을 위한 신규마켓 창출

에 필요한 사이즈 스펙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연구내용

2.1.1. 연구대상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각 연령별 BMI 분포의 95%이상 또는

BMI 25이상을 비만으로, BMI 분포의 85%~95% 구간을 과체

중으로 규정하고 있어, BMI 분포 85% 이상을 비만으로 규정

하고 있다(문진수 외, 2008).

그러나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성 아동복 의류치수규격이

커버하지 못하는 사이즈 구간이 제외 될 우려가 있어 본 연구

에서는 BMI 분포의 75%이상(BMI 21.3이상)의 아동을 연구대

상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기술통계량은 Table 1과 같다. 

2.1.2. 자료의 정규성 검증

손실함수의 개념을 적용한 사이즈 스펙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선, 최적 규격치 설정에 필요한 항목들에 대한 정규 분포 검

증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 남아의 사이즈 스펙

설정에 있어 기본 부위가 되는 4개 항목에 대하여 정규분포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하나의 주어진 표본 분포가 이론적으로

기대되는 또 다른 분포와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가를 검정해 주

는 콜모고로프-스미르노프 검정(Kolomgorov-Smirnov test)을 사

용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4개 항목 모두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

지 않아 본 연구에서 사용한 4개 항목은 모두 정규분포를 이

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연구방법

김성득(1991)은 생산자는 소비자의 요구치수에 대응하기 위

하여 미리 정해 놓은 규격치수의 제품을 공급하게 되는데 요구

치수와 규격치수가 일치할 경우 소비자는 그 제품을 구매 하게

되지만 규격치수가 요구치수보다 작거나 크면 그 제품을 구매

할 확률이 작아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소비자 치수의 분포밀도

가 높은 곳에서는 규격치의 간격을 좁게 하고, 분포밀도가 낮

은 곳에서는 규격치의 간격을 넓게 하여 가능한 한 최소 개수

의 규격으로 최대의 커버율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김성득(1991)의 방식에 의해 손실함수 L(x)를

다음과 같이 일반화하여 사용하였다(공식 1).

Fig. 1은 소비자의 요구치수가 생산자로부터 제공되는 제품

치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손실의 정도가 어떻

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L(x) =   C1(u-x)
2
 (x≤u 일 때)

        C2(x-u)
2
 (x>u 일 때) (1)

(단, x : 소비자의 요구 치수,

    u : 생산자로부터 제공된 제품 치수,

    C1 : 제품의 치수가 소비자의 치수보다 큰 경우의 손실

함수의 척도 모수,

    C2 : 제품의 치수가 소비자의 치수보다 작은 경우의 손

실함수의 척도 모수)

또한 본 연구는 소비자 인체치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척도

모수 C1과 C2, 소비자 요구 치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주어졌

Table 1.  연구대상의 기술통계량 (단위: cm, kg)

분류

항목

 초등학교 4학년 (n=58명)  초등학교 5학년 (n=72명)  초등학교 6학년 (n=62명)  합계 (n=192명)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키  141.2  6.3  147.9  6.2  154.0  6.4  147.9  8.1 

 몸무게  47  0.6  53  0.8  59  0.7  53  0.8 

 로러지수  16.6  1.1  16.3  1.4  16.0  1.5  16.3  1.4 

 BMI  23  0.2  24  0.2  25  0.2  24  0.2 

 가슴둘레  81.8  4.7  84.3  6.1  86.9  5.4  84.4  5.8 

 배꼽수준허리둘레  78.7  5.8  80.9  7.2  84.1  6.3  81.3  6.9 

 엉덩이둘레  83.6  4.6  86.7  5.0  90.2  5.1  86.9  5.6 

Table 2.  자료의 정규성 검증 (단위 : cm)

 항목  평균  표준편차
 Kolmogorov-

Smirnov의 Z

 근사 유의확률

(양측)

 키  147.9  8.060  0.547  0.926 

 가슴둘레  84.4  5.817  0.596  0.869 

 배꼽수준허리둘레  81.3  6.862  0.496  0.967 

 엉덩이둘레  86.9  5.568  1.026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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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공식 2와 공식 3에 의해 기대 총손실을 최소로 하는

규격 치수 Ui, 기준 경계치수 Xi를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계

산하였다. 

여기서 척도모수 C1과 C2의 값이 같을 경우(C1=C2), 즉 소

비자의 요구치수보다 큰 치수를 선택할 때의 손실과 작은 치수

를 선택할 때의 손실이 같을 경우에 최적 규격치수 Ui는 평균

값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이루게 된다(Fig. 2).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비만 아동의 경우 자신의 사이즈보다 작은 사이즈를

선택 할 경우 큰 사이즈를 선택 할 경우보다 손실이 크다고

가정하여, 척도모수의 비율(C2/C1)을 3으로 설정하여 규격치의

하한값을 크게 설정하였다.

Ui 값은 Xi 값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두 값을 동시에 고

려하여 기대 총손실을 최소화하는 Xi 값과 Ui 값을 계산하여

최적 규격치수를 산출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다빈도 구간을 설

정하여 비만 아동의 사이즈 스펙을 개발하였다.

(2)

(3)

(f(x) : 소비자 요구 치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밀도함수

X : 소비자 요구치수, U : 최적규격치수 (i = 1, 2, …, n,)

Xi : 규격치 Ui와 Ui+1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기준

경계치)

자료의 분석은 김성득(1991)의 이론에 기초하여 본 연구진이

개발한 손실함수 프로그램 ‘Otimal Sizer’를 사용하였으며, 통

계분석에는 Window-SPSS 10.0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상의 사이즈 스펙 개발

3.1.1. 상의 최적 규격치 설정

아동복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의 사이즈는 대부분 연령

대 별로 한 사이즈씩 생산하여 연구 대상 아동의 경우 일반적

으로 3개의 사이즈가 생산되고 있다. 성장기 비만 아동은 넓은

구간에 분포되어 있어 기존의 아동복 업체에서와 같이 일률적

인 편차를 적용할 경우 추가 사이즈 개수가 많아져 생산 비용

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기존의 상의 사이즈에 추가로 개발하

는 사이즈의 개수를 최소화하여 업체의 생산 비용을 줄이면서

소비자의 치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이즈 간의 일률적

인 편차보다는 분포밀도가 높은 곳은 사이즈 간격을 줄이고 분

포밀도가 낮은 곳은 사이즈 간격을 넓혀 적은 사이즈로 많은

소비자의 치수만족도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

한 비만 남아를 위한 아동복 상의의 경우 대부분이 피트성이

높은 의류보다는 티셔츠나 점퍼 등과 같은 루즈핏의 의류제품

이 주종을 이루어 성인 보다 사이즈 간격이 넓어도 제품의 감

성적 표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손실함수를 이용하

여 최소 규격치를 선정하고자 한다. 

비만 아동의 의복 구매 성향에 대한 조사 결과, 비만 아동은

자신의 신체에 꼭 맞거나 한 사이즈 큰 제품을 선택하는 의복

착용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비만 아동의 경우 자신의 사이즈보다 작은 사이즈를 선택

할 경우 큰 사이즈를 선택 할 경우보다 손실이 크다고 보아

손실함수의 척도모수의 비율(C2/C1)을 3으로 설정하여 규격치

의 하한값을 크게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3에 의하면, 커버율이 높을수록, 규격치의

개수가 작을수록 기대 총손실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보다 많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99%(k=2.58)의 커

버율 구간에서 최적 사이즈 수를 결정 하였다.

키의 경우, KS 규격에서는 5 cm 구간을 설정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의류업체의 경우 10 cm 구간으로 옷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연, 천종숙, 2001). KS 규격에서 제시한

5cm 구간을 적용할 경우 규격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자료의 연령별 성장치 평균이 6.1 cm 이상인

점과 업체의 사이즈 스펙 구간이 10 cm인 점을 감안하여 키의

사이즈 편차가 6~10 cm 사이에 존재하고 기대 총손실이 급격

히 변화하는 4개의 규격치 개수 구간을 최종 선정하였다(Table

3, Fig. 3). 

가슴둘레는 KS 규격에서는 피트성이 필요한 경우 3 cm 구

간, 피트성이 필요 없는 경우 5 cm 구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업체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여 4~8cm 편차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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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손실함수 모형(김성득, 1991)

Fig. 2. 소비자의 요구치수(x)와 규격치수(u)의 관계(김성득,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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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규격과 업체의 사이즈 구간을 고려하여 기대 총손실이 급

격히 변화하는 4개의 구간으로 설정하였다(Table 4, Fig. 4).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의 사이즈 스펙의 기준 항목인 키

와 가슴둘레에 대한 최적 규격치는 각각 4개로 정하고, 키는

126.85 cm~169.38 cm의 구간이 커버되고 가슴둘레는

68.46 cm~100.74 cm의 구간이 커버되어 각 항목별로 전체의

99%를 커버하도록 하였다(Table 5). 

3.1.2. 상의 사이즈 스펙 개발

항목별로 최적 규격치로 설정된 구간에 대한 빈도분포를 분

석한 결과(Table 6), 키와 가슴둘레의 4개의 규격치를 교차분석

하여 사이즈를 구성 할 경우 주 커버율이 48.4%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만 아동의 경우 꼭 맞거나 한 사이즈 큰 제품을 선

택하는 습관을 고려한 확장 커버율이 42.7%로 나타나 총

91.1%의 높은 커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은

손실함수를 이용하여 개발된 4개의 사이즈에 대한 신체치수를

나타낸 것이다.

 

3.2. 하의 사이즈 스펙 개발

3.2.1. 하의 최적 규격치 설정

아동복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하의 사이즈는 상의와 달리

연령보다는 배꼽수준허리둘레를 기준으로 4~8 cm 편차 간격으

로 생산되며, 대부분 상의 보다 많은 사이즈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비만 남아의 경우 배꼽수준허리둘레 부위에서의 비만이

두드러진 배나온 체형이 많아, 업체에서는 바지 부분의 비만 치

수를 증가 할 필요가 있다. 

Table 3. 키의 최적 규격치 및 기대 총손실            (단위 : cm)

 k값

(커버율)

 규격

치수

개수

 최적 규격치수
 총손실

비용 U1  U2  U3  U4  U5  U6

 1.65

 (90%)

 3  141.68  149.39  157.20  -  -  -  12.50 

 4  140.11  146.29  151.97  158.14  -  -  7.11 

 5  139.20  144.48  149.15  153.76  158.85  -  4.62 

 6  138.62  143.29  147.31  151.14  155.04  159.33  3.25 

 1.96

 (95%)

 3  141.11  149.66  158.43  -  -  -  17.37 

 4  139.24  146.20  152.54  159.67  -  -  10.07 

 5  138.07  144.10  149.32  154.54  160.58  -  6.59 

 6  137.29  142.67  147.20  151.52  156.03  161.25  4.66 

 2.58

 (99%)

 3  140.59  150.13  160.13  -  -  -  25.36 

 4  138.30  146.31  153.49  162.04  -  -  15.28 

 5  136.72  143.88  149.83  155.90  163.46  -  10.18 

 6  135.66  142.11  147.33  152.30  157.68  164.54  7.28 

*음영은 최종적으로 선정된 치수구간임.

Fig. 3.키의 규격치수에 따른 기대 총손실의 변화

Table 4. 가슴둘레의 최적 규격치 및 기대 총손실      (단위 : cm)

 k값

 (커버율)

 규격

 치수

 최적  규격치수  총손실

비용 U1  U2  U3  U4  U5  U6

 1.65

 (90%)

 3  79.82  85.69  91.62  -  -  -  6.30 

 4  78.68  83.43  87.75  92.42  -  -  3.62 

 5  78.00  82.07  85.65  89.17  93.00  -  2.38 

 6  77.61  81.24  84.36  87.28  90.23  93.37  1.68 

 1.96

 (95%)

 3  79.41  85.97  92.69  -  -  -  8.94 

 4  73.86  79.92  85.42  91.59  -  -  7.06 

 5  77.16  81.83  85.85  89.86  94.45  -  3.43 

 6  76.59  80.77  84.27  87.57  90.99  94.87  2.39 

 2.58

 (99%))

 3  78.99  86.29  93.91  -  -  -  12.90 

 4  77.25  83.37  88.87  95.37  -  -  7.76 

 5  76.14  81.58  86.14  90.76  96.50  -  5.19 

 6  75.33  80.31  84.30  88.09  92.16  97.24  3.68 

*음영은 최종적으로 선정된 치수구간임.

Fig. 4. 가슴둘레의 규격치수에 따른 기대 총손실의 변화

Table 5. 상의류 사이즈 스펙에 필요한 항목별 최적 규격치 및 구간

(단위 : cm) 

 구간

항목
 구분  U1  U2  U3  U4

 키
 대표호칭  139  147  154  162 

 구간 126.85  141.23  148.94  156.62 169.38 

 가슴둘레
 대표호칭  77.5  83.5  89.0  95.5 

 구간  68.46  79.49  85.38  91.25 1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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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의에서와 같이 분포밀도가 높은 곳의

사이즈 간격을 줄이고 분포밀도가 낮은 곳은 사이즈 간격을 넓

혀 적은 사이즈로 많은 소비자의 치수만족도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비만 남아를 위한 아동복 하의의 경

우 대부분이 허리부위가 고무밴드로 사이즈를 조절 할 수 있는

디자인이 많아 성인 보다 사이즈 간격이 넓어도 제품의 감성적

표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손실함수를 이용하여 최

소 규격치를 선정하고자 한다. 

척도모수의 비율은 상의와 같이 비만 아동의 경우 자신의 사

이즈보다 작은 사이즈를 선택 할 경우 큰 사이즈를 선택 할

경우보다 손실이 크다고 보아 C2/C1을 3으로 설정하여 규격치

의 하한값을 크게 설정하였다.

Table 8에 의하면, 커버율이 높을수록, 규격치의 개수가 작을

수록 기대 총손실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보다 많은

Table 6. 상의류 항목별 최적 규격치에 따른 비만 남아 빈도분포                                                           (단위 : cm)

 신체치수  키

 전체합계 (%)  최적규격치수  138.30  146.31  153.49  162.04 

   최적기준경계치수  126.85  141.23  148.94  156.62  169.38 

 가슴

둘레

 77.25  68.46 22(11.5%)  13(6.8%)  3(1.6%)  0(0%)  38(19.8%)

 79.49  83.37  14(7.3%) 36(18.8%)  15(7.8%)  8(4.2%)  73(38.2%)

 85.38  88.87  3(1.6%)  17(8.9%)  27(14.1%)  12(6.3%)  59(30.7%)

 91.25 
 95.37  0(0%)  3(1.6%)  11(5.7%)  8(4.2%)  22(11.5%)

 100.74 

 전체합계(%)  39(20.3%)  69(35.9%)  56(29.2%)  28(14.6%)  192(100%)

이텔릭: 주 커버율(48.4%)

음영: 확장 커버율(42.7%)

총 커버율=91.9% 손실구간=8.9%

Table 7. 비만 남아를 위한 상의 사이즈 스펙 (단위 : cm)

 호칭

 (키-가슴둘레)

 기준치수  참고치수

 키  가슴둘레  목둘레  허리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등길이

 어깨사이

길이
 위팔둘레  위팔길이  팔길이  BMI

139-77.5  139.0  77.5  32.0  72.0  74.0  81.0  32.5  36.0  25.0  30.0  51.0  21.7 

147-83.5  147.0   83.5   33.0   76.0   79.0   85.0   34.0   37.0   27.0   31.5   54.0   22.9  

154-89  154.0   89.0   34.0   82.0   85.0   90.0   35.5   38.0   29.0   33.0   57.0   25.0  

162-95.5  162.0   95.5   35.0   87.0   90.0   95.0   37.0   40.0   30.0   34.0   59.0   26.8  

Table 8. 배꼽수준허리둘레의 최적 규격치 및 기대 총손실 (단위 : cm) 

 k값

 (커버율)

 규격치

수개수

 최적

 규격치수  총손실비용

 U1  U2  U3  U4  U5  U6

 1.65

 (90%)

 3  75.95  82.59  89.31  -   -   -   8.61 

 4  74.64  80.03  84.97  90.35  -   -   5.06 

 5  73.85  78.44  82.46  86.45  90.85  -   3.24 

 6  73.35  77.45  80.98  84.31  87.70  91.39  2.31 

 1.96

 (95%)

 3  75.45  82.85  90.42  -   -   -   12.04 

 4  73.86  79.92  85.42  91.59  -   -   7.06 

 5  72.86  78.10  82.61  87.12  92.31  -   4.59 

 6  72.28  77.03  81.02  84.82  88.75  93.32  3.37 

 2.58

 (99%)

 3  75.01  83.26  91.92  -   -   -   17.66 

 4  73.05  79.99  86.21  93.62  -   -   10.67 

 5  71.72  77.86  83.00  88.25  94.77  -  7.06 

 6  70.82  76.44  80.95  85.24  89.83  95.60  5.01 

 * 음영은 최종적으로 선정된 치수구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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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커버율이 99%(k=2.58)인 구간

에서 사이즈 수를 결정 하였다.

키는 상의의 구간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바지의 경우, KS 규격에서는 허리둘레를 사용할 것을 제안

하고 있으나, 남아의 경우 업체에서는 허리둘레보다는 배꼽수

준허리둘레를 사용하여 사이즈 스펙을 구성하고 있어, 본 연구

에서는 업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배꼽수준허리둘레를 사

용하여 하의의 기준치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KS 규격에서는 키의 구분에 따라 다양한 허리둘레를

구성하고 편차를 3 cm로 설정하고 있으나, 업체에서는 허리둘

레의 편차를 4~8 cm 간격으로 유지하고 있어 KS 규격과는 차

이가 있다. 이에 하의 사이즈 규격도 상의와 같이 KS 규격과

업체의 사이즈 스펙 구간을 고려하여 기대 총손실이 작은 5개

의 구간으로 설정하였다. 기대 총손실이 급격히 변화하는 4개

의 구간에서는 4번째 사이즈의 규격치가 작아 최적 규격치 선

정에서 배제하였다(Table 8, Fig. 5).

이상으로 하의 사이즈 스펙의 기준 항목인 키와 배꼽수준허

리둘레에 대한 최적 규격치는 각각 4개와 5개로 정하고, 키는

126.85 cm~169.38 cm의 구간이 커버되고 배꼽수준허리둘레는

63.10 cm~99.86 cm의 구간이 커버되어 각 항목별로 전체의

99%를 커버하도록 하였다(Table 9).

3.2.2. 하의 사이즈 스펙 개발

항목별로 최적 규격치로 설정된 구간에 대한 빈도분포를 분

석한 결과, 키와 배꼽수준허리둘레의 규격치를 교차분석하여 사

이즈를 구성 할 경우 총 5개의 사이즈가 개발되어 주 커버율

이 35.9%를 나타내며, 확장 커버율이 51.0%로 나타나 총

87.0%의 커버율을 나타내고 있어 상의보다는 낮으나 5개의 사

이즈로 높은 커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Table 11은 손실함수를 이용하여 개발된 5개의 사이즈에 대한

신체치수를 나타낸 것이다.

4. 결 론

BMI 분포의 75%이상 구간의 비만 남아 192명을 대상으로

비만 남아를 위한 아동복 사이즈 스펙을 개발한 결과 다음과

Table 9. 하의류 사이즈 스펙에 필요한 항목별 최적 규격치 및 구간 (단위 : cm) 

 구간

 항목
 구분  U1  U2  U3  U4  U5

 키
 대표호칭  139  147  154  162 

 구간  126.85  141.23  148.94  156.62  169.38 

 배꼽수준허리둘레
 대표호칭  72  78  83  88  95 

 구간  63.10  73.97  79.74  84.92  90.64  99.86 

Table 10. 하의류 항목별 최적 규격치에 따른 비만 남아 빈도분포 (단위 : cm)

 신체치수  키

 전체합계(%)   최적규격치수  138.30  146.31   153.49   162.04 

     최적기준경계치수  126.85  141.23   148.94   156.62   169.38  

 배꼽수

준허리

둘레

71.72    63.10  13(6.8%)  12(6.3%)  3(1.6%)  1(0.5%)  29 (15.1%)

 73.97  77.86    20(10.4%)  21(10.9%)  8(4.2%)  1(0.5%)  50 (26.0%)

 79.74   83.00     6(3.1%)  22(11.5%)  16(8.3%)  8(4.2%)  52 (27.1%)

 84.92   88.25  0(0%)  12(6.3%)  19(9.9%)  13(6.8%)  44 (22.9%)

 90.64  
94.77  0(0%)  2(1.0%)  9(4.7%)  6(3.1%)  17 (8.9%)

 99.86 

 전체합계(%)  39(20.3%)  69(35.9%)  55(28.6%)  29(15.1%)  192 (100%)

이텔릭: 주 커버율(35.9%)

음영: 확장 커버율(51.0%)

총 커버율 = 87.0% 손실구간=13.0%

Fig. 5. 배꼽수준허리둘레의 규격치수에 따른 기대 총손실의 변화



924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11권 제6호, 2009년

같은 결론을 얻었다.

상의 의류치수규격은 KS 아동복 의류치수규격에서 사용하고

있는 키와 가슴둘레 항목을 기준으로 손실함수를 이용하여 규

격수를 결정한 결과, 키는 기대 총손실이 15.28로 126.85 cm

~169.38 cm까지 커버 가능한 4개의 구간으로 결정하고, 가슴둘

레는 기대 총손실이 7.76으로 68.46 cm~100.74 cm까지 커버

가능한 4개의 구간으로 결정하였다. 구간이 설정된 키와 가슴

둘레를 교차 분석한 결과 총 4개의 사이즈를 설정하였고, 주

커버율 48.4%, 확장 커버율 42.7%로 총 91.1%의 높은 커버율

을 보이는 상의 사이즈 스펙을 개발하였다. 

하의 의류치수규격은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키-배꼽수준허

리둘레 항목을 기준으로 손실함수를 이용하여 규격수를 결정한

결과, 키는 상의와 같이 4개의 구간으로 하고, 배꼽수준허리둘

레는 기대 총 손실이 7.06으로 63.10 cm~99.86 cm까지 커버

가능한 5개의 구간으로 결정하였다. 구간이 설정된 키와 배꼽

수준허리둘레를 교차분석 한 결과 총 5개의 사이즈를 설정하

였고, 주 커버율이 35.9%, 확장 커버율이 51.0%로 총 커버율

이 87.0%의 비만 남아를 위한 하의 사이즈 스펙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근거에 의해 소비자 치

수의 분포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규격치의 간격을 좁게 하고, 분

포밀도가 낮은 곳에서는 규격치의 간격을 넓게 하여 가능한 한

최소 개수의 규격으로 최대의 커버율을 얻을 수 있는 치수 규

격을 제안하였고, 이를 토대로 비만 남아의 사이즈 스펙을 개

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업체의 생산비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에게는 치수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체형별 치수 착용 선호도 및 소비자의 다양한

제품 특성을 조사하여, 이를 손실 함수의 척도 모수에 적용한

다면 보다 신뢰성 있는 규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

며, 그 적용범위 또한 상당히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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