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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girdle is a body-shaping article of clothing. The garment pressure of the girdle is considered an indispensable 

fac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hanges in body size and distribution of garment pressure after 

donning the girdle. The changes of body size and garment pressure were analyzed by body types. Korean women 

(n=19) in their 20s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Their body type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four factors: the 

index value(hip girth－waist girth), and waist, hip, and thigh girths. The garment pressure was measured at 12 

poi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hip and thigh girths were reduced mostly after donning the girdle. 

These values were 2.0～2.8cm and 1.7～2.3cm, respectively. The garment pressure was high at the waist band, 

the hip joint, and the gluteal furrow region at the back. The subjects whose waists, thighs, or hips were well 

developed showed great garment pressure in the hip area, but their hip girth decreased very little. The subjects with 

less developed or slim thighs or hips showed a slimming effect, with moderate pressure in the hip and thigh regions. 

These results show that the hip and thigh can be slimmed with moderate pressure by donning a thigh-length girdle. 

High garment pressure is not necessary for the girdle’s body shaping effect. The hip area is hard to get body 

slimming effect with high garment pressure. The current girdle sizing system needs to be revised in order to lower 

garment pressure in the hip region. The researchers suggest using 3cm size intervals rather than 6cm size intervals 

for hip g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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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한국 청년기 여성들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을 이

상적인 체형으로 인식하고, 자신을 실제보다 비만

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Ryu & Yoon, 1999),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이 중년 여성보다 

높다(Le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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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들은 대표적인 여성용 파운데이션 속옷이다

(Calasibetta, 1986). 거들을 착용하는 목적은 생리 

시 신체를 안정시키는 것도 있으나(Park & Han, 2001), 

매끄럽고 날씬하게 보이게 하며(Ewing, 2010), 엉덩

이가 처지지 않아 보이게 하는(Shim, 1998) 체형 보

정(body shaping) 목적이 크다. 최근 국내에서는 성

형외과 의사가 보정속옷을 체형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과학적으로 설계하였다고 홍보하고 있다(http://www. 

drimiz.co.kr/). 이러한 경향은 거들을 비롯한 파운데

이션 의류가 임시적인 인체 성형 수단으로 사용되

고 있음을 시사한다.  

거들은 인체 실루엣이 날씬하게 보이게 하는 순

기능이 있지만, 높은 의복압이 수반되므로 활동의 

불편함을 주며(Nam & Lee, 2002), 건강을 해칠 수

도 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거들의 강한 의복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연구

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부위별로 신장율이 다른 

소재를 사용한 거들을 제작함으로써 의복압을 낮

추면서 동시에 체형 보정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Park & Chun, 2012). 

체형에 따른 거들의 착용 만족감이 체형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한 선행연구는 보통 체형에 비해서 마

른 체형과 비만 체형이 거들 착용감의 만족도가 낮

다고 하였다(Lee & Ryu, 2001). 이러한 연구 결과

는 체형에 따른 거들 착용 만족감 차이 발생 원인

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만족감은 보정

효과 측면의 심미적인 요소 외에도 의복압의 요소

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 여성의 체형 특성이 뚜렷

하게 나타내며, 임신이나 분만 경험이 없는 20대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거들을 착용하였을 때 발생

하는 신체 치수 변화와 의복압의 관계를 검증하고

자 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거들 사이

즈 체계의 개선 방안도 검토하였다. 

  

Ⅱ. Background

1. Sizing system for girdle

거들의 사이즈에 관한 한국산업규격(KS K 9404, 

2009)은 거들 사이즈를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치수

로 제시하고 있다. 사이즈 범위는 허리둘레가 58～

94cm, 엉덩이둘레가 82～112cm이며, 사이즈 편차

는 6cm이다. 동일한 허리둘레에 대하여 2～5가지

의 엉덩이둘레 사이즈를 조합시켜 총 25가지의 거

들 사이즈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대표적

인 속옷 브랜드(A, B)들은 이중 6～8개 사이즈만

<Table  1> The girdle size of KS and domestic underwear

brands                                         (cm)

Body measurements in KS K 9404
Domestic 

brands 

Size 

code

Key dimensions
Reference 

dimension
A B

Waist 

girth

Hip 

girth

Thigh 

girth

Drop 

value

58-82
58

77～87 47.8 24 - -

58-88 83～93 48.5 30 58 -

64-82

64

77～87 47.9 18 - -

64-88 83～93 49.8 24 64 64-88

64-94 89～99 51.3 30 - -

70-82

70

77～87 52.1 12 - -

70-88 83～93 52.0 18 70 -

70-94 89～99 51.3 24 -　 70-94

70-100 95～105 51.1 30 - -

76-88

76

83～93 54.3 12 -　 -

76-94 89～99 55.4 18 76 76-94

76-100 95～105 55.8 24 -　 -

82-88

82

83～93 55.4  6 -　 -

82-94 89～99 54.2 12 82 -

82-100 95～105 54.5 18 -　 82-100

82-106 101～111 58.4 24 -　 -

88-88

88

83～93 59.0  0 -　 -

88-94 89～99 59.5  6 -　 -

88-100 95～105 59.3 12 88 88-100

88-106 101～111 57.5 18 -　 -

88-112 107～117 63.5 24 -　 -

94-94

94

89～99 63.5  0 -　 -

94-100 95～105 63.3  6 94 -

94-106 101～111 66.0 12 100(*) 94-106

94-112 107～117 68.0 18 -　 -

* The hip measurement of the girdle size "100" is 10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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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여 생산하고 있다(Table 1). 거들의 사이즈 

체계에서 체형 분류에 사용하는 엉덩이둘레와 허리

둘레 치수 차이(하드롭치)를 중심으로 표준규격과 

업체 규격을 비교하면, 한국산업규격은 30cm, 24cm, 

18cm, 12cm, 6cm, 0cm의 다양한 하드롭치를 가진 

체형을 위한 사이즈를 제안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체형에 적합한 사이즈의 거들을 구입할 수 있는 근

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속옷 브랜드들의 거들 사이

즈 종류는 단순하다. 브랜드 A의 작은 사이즈인 

“58”은 하드롭치가 30cm이고, “64”는 24cm, “70”과 

“76”은 18cm, “82”와 “88”은 12cm의 드롭치를 나

타내는 체형을 대상으로 하였다. 브랜드 A는 허리

둘레 치수로 호칭을 표기하고 있으며, 엉덩이 둘레

는 참고 치수로 제시하였다. 브랜드 B는 허리둘레

와 엉덩이둘레 치수를 호칭으로 사용하였다. 작은 

사이즈인 “64-88”과 “70-94”는 하드롭치가 24cm인 

체형을 대상으로 하였고, “76-94”와 “82-100”는 18cm, 

가장 큰 사이즈인 “88-100”과 “94-106”는 하드롭치

가 12cm인 체형을 대상으로 하였다(Table 1). 

이러한 결과는 업체 거들 사이즈는 소수의 체형

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작은 

사이즈는 엉덩이둘레에 비해 허리둘레가 작은 체

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큰 사이즈는 엉덩이둘

레에 비해 허리둘레 치수가 큰 체형을 대상으로 하

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여성 속

옷 브랜드들이 설정한 대상 체형이 매우 제한적이

어서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치수의 거들을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한다. 

2. Garment pressure

의복압은 의복의 인체를 구속하는 정도(구속성)

와 활동의 자유로움 정도(운동 기능성)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Beak & Choi, 2007). 적절한 범위

의 의복압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나, 지나치게 

높은 의복압은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 

의복압이 긍정적으로 활용된 예로 압박스타킹은 

오랫동안 서 있는 여성들이 착용하면 하지 정맥류

의 발생을 방지할 수도 있으며, 부종 방지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Back, Choi & Lee, 2007). 또한 화

상 환자들이나 외상 수술 환자들에게 피부 조직 회

복과 빠른 회복을 위하여 의료용 압박 의류의 착용

이 처방되기도 한다(Shelton et al., 1998).

그러나 적정 수준 이상의 높은 의복압을 나타내는 

의복을 장시간 착용할 경우, 인체 순환기능이나 소화

기능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불쾌감이나 피로감

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Jung & Kim, 2006). 이러

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계 의복압인 3.92kPa 

(40gf/cm2)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Back et al., 2007). 

3. Women's lower body type

체형은 성별과 나이에 따라 다르며, 신체를 구성

하는 요소인 골격, 근육, 피하지방의 발달 정도 및 

분포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선행연구자들은 

여성의 체형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피하지방을 지적하고 있다(Kwon, 1994; Shin, 2011). 

여성의 피하지방 발달 부위는 상체의 경우 유방, 

등 어깨 부위, 상완이며, 하체는 복부와 둔부와 골

반, 대퇴를 잇는 부위이다(Chun & Suk, 2009). 연령

에 따른 피하지방 발달 부위는 노년기 여성들은 허

리와 배부위이며(Kim, Lee and Choi, 2003) 청년기 

여성은 둔부, 골반, 대퇴를 잇는 부위이므로, 청년

기 여성의 하반신 체형을 둔부의 형태 실루엣으로 

분석하기도 한다(Moon, 2001). 

20대 여성은 중년기 여성에 비하여 개인에 따른 

체형의 차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연령층이나 유방

을 포함한 가슴부위, 골반 및 둔부 부위, 넙다리 부

위의 형태에 따라 체형을 분류할 수 있다(Kim, 2001). 

체형의 분류는 분류 결과의 활용 분야에 따라 분류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바지는 허리와 엉덩이 

부위의 맞음새를 중요시 하므로 바지 맞음새 차이

를 비교하기 위한 목적의 선행연구는 20대 여성의 

하반신 체형을 하드롭치와 밑위길이에 따라 분류

하기도 하였다(Kim & Chun, 2011). 여성의류치수

규격(KS K 0051)과 거들치수규격(KS K 9404)은 엉

덩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인 하드롭치로 하반신 

체형을 분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의 체형 특성을 나타내면

서 중년기 여성에 비하여 개인적인 체형 차이가 크

지 않은 시기에 해당하는 20대 미혼 여성을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거들의 치수규격과 선행연

구에서 20대 여성의 하반신 체형 특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된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넙다리둘레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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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체형을 분류하였다. 

Ⅲ. Methods

1. Subjects

피험자는 한국 성인 여성의 신체치수 분포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사이즈(70-94)에 해당

하는 여성으로 선정하였다. 피험자들은 허리둘레 

66.2～73.0cm, 엉덩이둘레 90.5～99.0cm에 속하는 

20대 미혼 여성(n=19, 평균 24.8세)들이었다. 거들 

착용 전과 후의 신체치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Table 2> Body measurements of subjects     (n=19)

Value

Dimension
Mean Min. Max.

Girths

(cm)

Waist  69.3  66.2  73.0

Abdomen  83.8  77.0  90.2

Hip  94.4  90.5  99.0

Thigh  54.8  52.0  59.2

Depths

(cm)

Waist  16.7  14.5  19.0

Abdomen  19.1  17.0  21.8

Hip  21.3  18.5  23.4

Thigh  16.7  15.6  18.0

Widths

(cm)

Waist  24.7  22.8  26.7

Abdomen  30.3  27.7  32.5

Hip  34.1  31.5  36.0

Thigh  17.0  15.7  18.5

Others

Age(year)  24.8  22.0  29.0

Height(cm) 162.6 154.4 172.6

Weight(kg)  54.8  50.1  63.5

Rohrer's index(*)   1.3   1.2   1.5

BMI(**)  20.7  18.0  22.9

* Rohrer's index = weight (g) × 100 ÷ height (cm)
3

** BMI (Body Mass Index) = weight (kg) ÷ height (m)
2

<Table 3> Classification of subjects                                                                    (cm)

Drop value Group(n) Waist girth Group(n) Hip girth Group(n) Thigh girth Group(n)

Under 26.9 A(15) Under 68.4 C(8) Under 92.4 F(5) Under 55.3 I(12)

Over 27.0 B(4) 68.5～71.4 D(6) 92.5～95.4 G(7) Over 55.4 J(7)

- - Over 71.5 E(5) Over 95.5 H(7) - -

엉덩이, 배, 넙다리 부위의 둘레, 두께, 너비를 표준

인체측정방법(KS A 7004, KS A ISO7250)에 따라  

측정하였다. 피험자들의 평균 체중은 54.8kg이고, 

신장은 162.6cm이었다. 허리둘레는 69.3cm, 엉덩이

둘레는 94.4cm, 넙다리둘레는 54.8cm이었다. 비만

도 지수는 정상 범위에 속하였다(Table 2). 실험용 

거들이 허리둘레선까지 커버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

문에, 허리둘레는 피험자의 체형 분류 목적으로 거

들 착용 전 상태에서만 측정하였다. 

2. Lower-body type classification

하반신 체형은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엉덩이

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하드롭치), 넙다리둘레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체형 분류 기준 값은 피험자

들의 신체 치수 분포를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하드

롭치 체형은 피험자들의 하드롭치 분포값(22.5～

28.9cm)에 근접하는 KS 거들치수규격의 하드롭치 

24cm와 30cm의 중간값인 27cm를 기준으로 하여 

27.0cm 미만 집단(A, n=15, 평균 24.3cm)과 27.0cm

이상 집단(B, n=4, 평균 27.7cm)으로 분류하였다.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분류한 체형은 피험자들의 

허리둘레 분포(66.2～73.0cm)에 근접하는 KS 성

인여성복치수규격(KS K 0051)의 허리둘레 사이즈 

67cm와 70cm, 73cm의 중간값인 68.5cm와 71.5cm

를 기준으로 하여 허리둘레 68.5cm 미만 집단(C, n=8), 

68.5cm 이상～71.5cm 미만 집단(D, n=6), 71.5cm 

이상 집단(E, n=5)으로 분류하였다. 

엉덩이둘레를 기준으로 분류한 체형은 피험자들

의 엉덩이둘레 분포(90.5～99.0cm)와 KS 성인여성복

치수규격(KS K 0051)의 엉덩이둘레 사이즈 91cm와 

94cm, 97cm의 중간값인 92.5cm와 95.5cm를 기준

으로 하여 엉덩이둘레 92.5cm 미만 집단(F, n=5), 

92.5cm이상～95.5cm미만 집단(G, n=7), 95.5cm 이

상 집단(H, n=7)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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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용 거들은 넙다리 부위도 커버하는 길이의 

거들이므로 체형을 넙다리 둘레 치수에 따라서도 

나누었다. 피험자의 넙다리둘레 분포(52.0～59.2cm)

와 거들의 치수 규격(KS K 9404)의 평균 넙다리 둘

레를 참고하여(Table 1) 55.4cm 미만 집단(I, n=12)과  

55.4cm 이상 집단(J, n=7)으로 분류하였다(Table 3).

3. Experimental garments

실험복은 브랜드 B의 스탠다드 스타일(GR2581) 

거들이었으며, 사이즈는 70-94이었다. 실험복의 반

복 착용에 따른 형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복 

착용 횟수를 3회로 제한하였다. 

  

4. Measuring garment pressure

의복압 측정 장비는 에어팩 타입 센서를 체표면에 

부착하여 의복압을 측정하는 장비였다(AMI 3037, 

SANKO TSUSHO Co, Ltd. Japan). 측정 부위는 선

행연구(Nam & Lee, 2002)를 참고하여 전면(n=5), 

측면(n=3), 후면(n=4) 총 12개 부위를 선정하였다

Front

① Waist band (F)

② Abdomen (F)

③ Crotch (F)

④ Thigh (F)

⑤ Hem (F)

Side

⑥ Waist band (S)

⑦ Trochanterion (S)

⑧ Thigh (S)

Back

⑨ Waist band (B)

⑩ Buttock protrusion (B)

⑪ Gluteal furrow (B)

⑫ Hem (B)

Note. F=Front, S=Side, B=Back

<Fig. 1> Measuring points of clothing pressure

(Fig. 1). 측정 자세는 양팔을 옆으로 내리고 자연스

럽게 바로 선 자세이었다. 의복압은 각 측정점에서 

5초 간격으로 6회 반복 측정하여 총 30개의 의복압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이러한 실험을 3회 반복하

였다. 의복압 분포와 신체 치수 변화는 통계 프로그

램(SPSS 16.0)을 사용하여 t-test와 유클리디안 거리 

측도를 이용한 계층적 군집분석으로 분석하였다.  

Ⅳ. Results and Discussion

1. Change of body measurements

거들 착용 전과 후의 신체치수 변화를 비교한 결

과 신체치수 감소가 나났다. 엉덩이둘레(－2.1cm)와 

넙다리둘레(－1.8cm)가 크게 감소하였고(p≤.001), 넙

다리너비(－1.0cm), 엉덩이두께(－0.9cm), 넙다리두

께(－0.6cm)도 감소하였다(p≤.001). 배너비(－0.5cm, 

p≤.05)와 엉덩이너비(－0.8cm, p≤.01)도 감소하였

다(Table 4).

체형에 따른 신체치수 변화 경향을 분석한 결과, 

하드롭치가 작은 체형집단(A)은 엉덩이둘레(－2.0cm)

와 넙다리둘레(－1.7cm)가 크게 감소하였고(p≤.001), 

엉덩이두께(－0.8cm), 넙다리두께(－0.6cm), 넙다리

너비(－1.0cm)도 감소하였다(p≤.001). 드롭치가 큰 

체형집단(B)도 엉덩이둘레(－2.7cm)가 크게 감소

하였고(p≤.001), 엉덩이두께(－1.1cm)와 넙다리두께

(－0.6cm)도 감소하였다(p≤.05)(Table 5).

<Table 4> Change of body measurements        (cm)

Measurement

Dimension
Before After t-value

Girth

Abdomen 83.8 84.1 .426

Hip 94.4 92.3 .000***

Thigh 54.8 53.0 .000***

Depth

Abdomen 19.1 19.0 .783

Hip 21.3 20.4 .000***

Thigh 16.7 16.1 .000***

Width

Abdomen 30.3 29.9 .029*

Hip 34.1 33.3 .007**

Thigh 17.0 16.0 .000***

Note: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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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nge of body measurements : Body types by drop value                                     (cm)

Dimension

Group

Girth Depth Width

Hip Thigh Hip Thigh Abdomen Hip Thigh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A

(n=15)

Size 94.1 92.1 54.4 52.7 21.1 20.3 16.7 16.1 30.0 30.0 34.0 33.4 16.8 15.8

Change －2.0 －1.7 －0.8 －0.6 －0.3 －0.6 －1.0

t-value .000*** .000*** .000*** .000*** .126 .034* .000***

B

(n=4)

Size 95.7 93.0 56.3 54.5 22.2 21.1 16.8 16.3 30.3 29.6 34.5 33.1 17.7 16.5

Change －2.7 －1.8 －1.1 －0.6 －0.7 －1.4 －1.2

t-value .035* .055 .034* .045* .129 .141 .092

Note: 1. Drop value (hip girth－waist girth) is A<B 

2. * p≤.05, ** p≤.01, *** p≤.001

허리둘레가 작은 집단(C)은 엉덩이둘레(－2.8cm)

와 넙다리둘레(－2.3cm)가 크게 감소하였고, 엉덩

이두께(－1.2cm)도 감소하였다(p≤.001). 허리둘레가 

중간인 집단(D)은 넙다리둘레(－1.7cm)도 크게 감

소하였다(p≤.01). 엉덩이둘레(－1.5cm)와 엉덩이너

비(－0.5cm)와 넙다리너비(－0.7cm)도 감소하였다

(p≤.05). 허리둘레가 큰 집단(E)은 엉덩이둘레(－2.0cm), 

넙다리너비(－1.3cm), 엉덩이두께(－0.8cm)가 감소하

였고(p≤.01), 엉덩이너비(－1.3cm), 넙다리두께(－0.7cm)

도 감소하였다(p≤.05)(Table 6).

엉덩이가 작은 집단(F)은 엉덩이둘레(－2.8cm)와  

<Table 6> Change of body measurements : Body types by waist girth                                      (cm)

Dimension

Group

Girth Depth Width

Hip Thigh Hip Thigh Abdomen Hip Thigh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C

(n=8)

Size 92.8 90.0 54.0 51.7 20.2 19.1 16.4 15.8 29.6 29.1 33.1 32.5 16.5 15.4

Change －2.8 －2.3 －1.2 －0.7 －0.5 －0.7 －1.0

t-value .000*** .000*** .000*** .001*** .014* .274 .003**

D

(n=6)

Size 94.1 92.6 54.8 53.1 22.1 21.6 16.7 16.2 30.5 30.6 34.2 33.6 17.1 16.3

Change －1.5 －1.7 －0.4 －0.5 －0.1 －0.5 －0.7

t-value .017* .003** .001*** .006** .838 .012* .004**

E

(n=5)

Size 97.5 95.5 56.2 55.2 22.1 21.3 17.4 16.7 31.1 30.4 35.5 34.2 17.7 16.4

Change －2.0 －1.0 －0.8 －0.7 －0.7 －1.3 －1.3

t-value .004** .178 .005** .029* .030* .028* .007**

Note: 1. Waist girth is C<D<E

2. * p≤.05, ** p≤.01, *** p≤.001

넙다리둘레(－2.0cm), 엉덩이두께(－1.1cm), 엉덩이너

비(－0.8cm), 넙다리두께(－0.7cm) 치수가 감소하였

다(p≤.01). 엉덩이둘레가 중간인 집단(G)은 엉덩이둘

레(－2.1cm)와 넙다리둘레(－1.9cm)가 크게 감소하였

고, 넙다리너비(－0.9cm) 치수가 감소하였다(p≤.01). 

엉덩이둘레가 큰 집단(H)은 엉덩이둘레(－1.6cm), 엉

덩이너비(－1.1cm), 넙다리너비(－1.3cm)가 감소하

였고(p≤.01), 넙다리둘레(－1.5cm)도 감소하였다(p

≤.05)(Table 7).

넙다리가 가는 집단(I)은 넙다리둘레(－2.0cm)와 

엉덩이둘레(－1.8cm)가 크게 감소하였고, 넙다리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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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hange of body measurements : Body types by hip girth                                       (cm)

Dimension

Group

Girth Depth Width

Hip Thigh Hip Thigh Abdomen Hip Thigh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F

(n=5)

Size 91.1 88.3 53.0 51.0 19.6 18.5 16.3 15.6 29.3 28.7 32.7 31.9 15.9 15.1

Change －2.8 －2.0 －1.1 －0.7 －0.6 －0.8 －0.8

t-value .003** .009** .004** .005** .028* .005** .012*

G

(n=7)

Size 94.2 92.1 54.3 52.4 21.7 20.9 16.5 16.0 30.4 30.3 33.9 33.5 17.0 16.2

Change －2.1 －1.9 －0.7 －0.5 －0.1 －0.5 －0.9

t-value .005** .002** .020* .007** .675 .489 .006**

H

(n=7)

Size 97.0 95.4 56.6 55.1 22.1 21.3 17.3 16.7 30.8 30.4 35.2 34.1 17.7 16.4

Change －1.6 －1.5 －0.8 －0.6 －0.5 －1.1 －1.3

t-value .004** .032* .001*** .005** .141 .010** .002**

Note: 1. Hip girth is F<G<H 

2. * p≤.05, ** p≤.01, *** p≤.001

(－0.5cm)와 엉덩이두께(－0.8cm), 넙다리너비(－0.9cm), 

엉덩이두께(－0.8cm)도 감소하였다(p≤.001). 넙다리

가 굵은 집단(J)은 엉덩이둘레(－2.0cm), 엉덩이너비

(－1.3cm)가 감소하였고(p≤.05), 넙다리너비(－1.3cm) 

엉덩이두께(－1.0cm), 넙다리두께(－0.7cm)도 감소하

였다(p≤.01)(Table 8).  

이와 같은 결과는 허리둘레나 엉덩이둘레, 넙다

리둘레가 작은 체형 집단(C, F, I)이 동일한 사이즈

의 거들을 착용하였을 때 이 부위가 큰 체형 집단

보다 엉덩이둘레와 넙다리둘레 치수가 감소 효과

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부위의 치수

<Table 8> Change of body measurements : Body types by thigh girth                                     (cm)

Dimension

Group

Girth Depth Width

Hip Thigh Hip Thigh Abdomen Hip Thigh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I

(n=12)

Size 93.2 91.0 53.6 51.6 20.6 19.9 16.3 15.8 30.1 29.9 33.4 33.1 16.5 15.6

Change －1.8 －2.0 －0.8 －0.5 －0.2 －0.3 －0.9

t-value .000*** .000*** .000*** .000*** .269 .210 .000***

J

(n=7)

Size 96.5 94.5 57.0 55.5 22.4 21.4 17.5 16.8 30.5 29.9 35.2 33.6 17.8 16.5

Change －2.0 －1.5 －1.0 －0.7 -0.7 －1.6 －1.3

t-value .011* .032* .002** .003** .062 .011* .002**

Note: 1. Thigh girth is I<J 

2. * p≤.05, ** p≤.01, *** p≤.001

가 큰 체형 집단은 엉덩이너비나 넙다리너비 감소

는 더 크게 나타났다.

2. Change of garment pressure

거들 착용 후 하반신 부위별 의복압을 측정한 결

과, 높은 의복압을 나타낸 부위는 허리밴드의 옆(⑥, 

3.85kPa), 고관절(⑦, 2.67kPa)와 둔부고랑(⑪, 2.29kPa) 

부위였다. 허리밴드의 의복압은 부위에 따라서 차

이가 뚜렷하였다. 옆(⑥)은 높은 의복압을 나타낸 

반면, 뒤(⑨)와 앞(①)은 낮은 의복압을 나타내었다

(1.19kPa)(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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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별 의복압을 계층적 군집 분석으로 분류한 

결과, 4가지 단계로 분류되었다(Table 9). 이를 신체

치수변화(Table 4)와 비교하면, 신체치수변화가 가

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엉덩이둘레와 관련된 부분 

중에 의복압이 높은 곳은 둔부고랑점(⑪, 2.29kPa)

이었으며 둔부돌출점(⑩, 1.19kPa)의 의복압은 크게 

높지 않았다. 엉덩이둘레 다음으로 치수의 감소가 큰 

부위인 넙다리 부위(④, ⑧)는 중간 정도(Moderate)의  

의복압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엉덩이둘

레 부위는 의복압이 높아도 치수의 변화가 크게 나

<Table 9> Garment pressure of girdle in measuring 

points 

Garment 

pressure level
Mmean garment pressure (KPa)

Very strong ⑥ Waist (S) (3.85)

Strong
⑦ Trochanterion (S) (2.67)

⑪ Gluteal furrow (B) (2.29)

Moderate

④ Thigh (F) (2.05)  

③ Crotch (F) (1.90)  

⑧ Thigh (S) (1.70)    

⑩ Buttock protrusion (B) (1.95) 

⑫ Hem (B) (1.70)

Weak

① Waist (F) (1.19)       

⑨ Waist (B) (1.19)    

② Abdomen (F) (1.39)   

⑤ Hem (F) (1.31)  

Note. F=Front, S=Side, B=Back

(kPa)

Point

Group
① ② ③ ④ ⑤ ⑥

A 1.32 1.45  1.85  2.01  1.26  3.86  

B 0.73 1.13 2.09 2.23 1.49 3.81 

p-value .613 .203 .135 .041* .169 .115

Point

Group
⑦ ⑧ ⑨ ⑩ ⑪ ⑫

A 2.62  1.65  1.19  1.88  2.17  1.70  

B 2.88 1.89 1.18 2.22 2.72 1.71 

p-value .073 .774 .303 .283 .350 .704

 Note: * p≤.05, ** p≤.01, *** p≤.001

<Fig. 2> Clothing preassure by somatotype : drop value  

타나기 어려운 부위이며, 넙다리 부위는 2kPa 이하

의 비교적 높지 않은 의복압으로 치수 감소 효과를 

크게 나타내는 부위임을 시사한다. 

1) Clothing preassure by somatotype : drop 

value

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 정도를 나타내는 

하드롭치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여 의복압을 비교

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하

드롭치가 큰 집단이 하드롭치가 작은 집단보다 앞

넙다리점(④)에서 높은 의복압을 나타내었다(p≤.05) 

(Fig. 2). 

2) Garment preassure by somatotype : waist 

girth 

허리둘레에 따라 체형을 분류하여 부위별 의복압을 

비교한 결과, 샅(③, p≤.01), 앞넙다리점(④, p≤.05), 

앞밑단점(⑤, p≤.05), 옆넙다리점(⑧, p≤.05), 볼기

고랑점(⑪, p≤.05), 뒷밑단점(⑫, p≤.001)에서 집단

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허리둘레가 작은 집단(C)의 의복압은 볼기고랑

점(⑪)과 넙다리부위(④, ⑧)에서 허리둘레가 큰 집

단들(D, E)보다 낮았으나(p≤.05)(Fig. 3), 엉덩이둘

레와 넙다리둘레 감소 효과는 집단 D나 E보다 컸

다(Table 6). 이러한 결과는 높은 의복압보다는 비

교적 낮은 의복압(1.24～1.67KPa)을 나타내는 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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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a)

Point

Group  
① ② ③ ④ ⑤ ⑥

C 1.01 1.21 1.59 1.67 1.08 3.46 

D 1.22 1.38 1.92 2.18 1.26 3.75 

E 1.44 1.67 2.37 2.52 1.74 4.61 

p-value .279 .114 .007** .031* .027* .105

Point

Group  
⑦ ⑧ ⑨ ⑩ ⑪ ⑫

C 2.24 1.24 1.29 1.75 1.64 1.22 

D 2.79 1.88 0.96 1.92 2.40 1.92 

E 3.23 2.21 1.29 2.32 3.18 2.20 

p-value .053 .021* .415 .173 .015* .001***

 Note: * p≤.05, ** p≤.01, *** p≤.001

<Fig. 3> Garment preassure by somatotype : waist girth 

을 착용하였을 때에 신체 치수의 감소 효과가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Clothing preassure by somatotype : hip 

girth 

엉덩이둘레로 나눈 집단의 부위별 의복압 분포 

경향을 분석한 결과, 앞넙다리점(④), 힙돌출점(⑩)

에서 의복압 차이가 있었으며(p≤.001), 샅(③), 앞밑

단점(⑤), 고관절점(⑦)에서도 차이가 있었다(p≤.01), 

옆넙다리점(⑧), 볼기고랑점(⑪), 뒷밑단점(⑫)에

                                                  (kPa)

Point

Group  
① ② ③ ④ ⑤ ⑥

F 1.09 1.35  1.60  1.33  0.83  3.20  

G 1.16 1.35  1.70  2.13  1.31  3.81  

H 1.32 1.45 2.31 2.50 1.65 4.36 

p-value .646 .887 .006** .001*** .002** .124

Point

Group  
⑦ ⑧ ⑨ ⑩ ⑪ ⑫

F 1.98  1.24  1.22  1.32  1.47  1.17  

G 2.61  1.54  1.16  2.06  2.18  1.74  

H 3.23 2.19 1.19 2.29 2.98 2.04 

p-value .009** .033* .978 .001*** .025* .017*

 Note: * p≤.05, ** p≤.01, *** p≤.001

<Fig. 4> Clothing preassure by somatotype : hip girth 

서도 체형에 따른 의복압 차이를 나타냈다(p≤.05) 

(Fig. 4). 

거들 착용에 따른 둘레치수의 변화와 의복압의 

크기를 비교하면 엉덩이둘레가 크지 않은 집단(F)

이 엉덩이둘레가 큰 집단(H)보다 엉덩이둘레 치수 

감소 정도가 크나(Table 7), 엉덩이 돌출 부위(⑩, 

1.32KPa)와 둔부고랑(⑪, 1.47KPa)의 압력은 더 작

았다(Fig. 4). 넙다리의 둘레, 두께, 너비치수 변화

와 앞 넙다리 부위(④)와 옆 넙다리 부위(⑧)의 의

복압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10 거들 착용에 따른 의복압과 신체치수 변화 및 거들 사이즈 개선 방안 복식문화연구

－ 808 －

                                                  (kPa)

Point

Group  
① ② ③ ④ ⑤ ⑥

I 1.17 1.47  1.70  1.90  1.13  3.73  

J 1.22 1.24  2.24  2.31  1.62  4.06  

p-value .835 .237 .011* .166 .018* .491

Point

Group  
⑦ ⑧ ⑨ ⑩ ⑪ ⑫

I 2.43  1.59  1.29  1.72  1.91  1.54  

J 3.10  1.88  1.01  2.35  2.93  1.97  

p-value .061 .380 .243 .009** .028* .106

 Note: * p≤.05, ** p≤.01, *** p≤.001

<Fig. 5> Clothing preassure by somatotype : thigh girth  

4) Clothing preassure by somatotype : thigh 

girth 

넙다리둘레의 차이에 따라 체형 집단을 나누어 

부위별 의복압을 분석한 결과, 넙다리가 굵은 체형

(J)이 넙다리가 굵지 않은 체형(I)보다 힙돌출점(⑩, 

p≤.01), 볼기고랑점(⑪, p≤.05), 샅(③, p≤.05) 부

위에서 더 큰 의복압을 나타냈다. 앞밑단점은 의복

압이 큰 위치는 아니었으나, 두 집단의 의복압 차

이가 유의하였다(p≤.05). 넙다리부위(④, ⑧)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5). 

Ⅴ. Conclusion

거들은 체형을 보정시켜주는 효과는 있으나, 의

복압이 큰 의류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거들 착용에 따른 신체 치수 변화와 의복압의 관계

를 규명하는 것이며, 체형에 따른 차이도 검증하였

다. 또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거들 치수의 개선

점을 제안하였다. 피험자들의 체형은 의류치수규격

에서 체형 분류 항목으로 사용하는 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 및 하드롭치, 외에도 넙다리둘레에 따라

서 분류하였다. 

실험 대상 거들은 넙다리까지 커버하는 길이의 

스탠다드형 거들이었으며, 거들 사이즈 74-90에 해

당하는 미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신체치수와 의복압 

측정이 이루어졌다. 실험 결과, 거들 착용 후 전반적

으로 엉덩이둘레가 2.0～2.8cm, 넙다리둘레가 1.7～

2.3cm 감소하였고, 두께나 너비도 1.0cm 내외로 감

소하여 거들 착용으로 신체 치수 변화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체치수 변화 정도는 체형에 따라 차이

를 나타내었다. 신체치수 변화가 크게 나타난 집단

은 허리둘레나 엉덩이둘레, 넙다리둘레가 작은 집

단이었고, 이들의 엉덩이둘레와 넙다리 둘레 감소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넙다리너비는 

신체 치수가 큰 집단들이 더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신체치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엉덩

이둘레와 관련된 부분 중에 의복압이 높은 곳은 둔

부고랑점이었다. 그러나 둔부돌출점은 의복압은 크

게 높지 않았다. 넙다리 부위는 치수는 크게 감소

하였지만, 의복압은 1.5kPa 내외로 낮은 의복압을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거들 착용으로 신체

치수가 감소하는 경향은 1.5kPa 내외의 의복압 부

위에서 주로 발생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의복압을 높지 않으면서 신

체 치수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들 제작이 가

능함을 시사한다. 또한 거들 사이즈 규격의 개선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허리, 엉덩이, 또는 넙다리가 발

달한 체형에서 공통적으로 엉덩이 부위 의복압이 

크게 나타났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거들의 치수 규

격을 설정할 때 허리둘레보다는 엉덩이 둘레 치수

를 대표적인 기본 신체 치수(Key Dimension)로 표

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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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사이즈 규격 설정 시 엉덩이둘레 사이즈 편차

를 6cm로 유지하는 것보다 여성용 하의의 치수 규

격과 동일하게 3cm 편차로 하여 거들의 사이즈 체

계를 수정할 필요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대 여성에 집중하여 거들 착용

에 따른 신체 치수 감소 효과와 의복압 관계를 연

구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거들 착용이 빈번한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들의 의복압을 낮추면

서 신체 치수 감소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들 

설계 방안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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