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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세 여성의 키에 따른 기성복 선호스타일과 착용적합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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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surveys preferred style and fit problems according to stature groups like short, medium, and tall
to offer information to upgrade the clothing fit and satisfaction for each stature group. For this purpose, the questionnaire
was accomplished, and the respondents were 18-59 year old women divided into 3 stature groups. The 6 questions were:
(1) the preferred clothing style for 3 stature groups, (2) the conformity of stature designation on ready-made clothing, (3)
frequency of restrictions on clothing design selection because of short or tall stature, (4) the important part to decide a
good fit for a jacket, blouse, slacks, and skirt, (5) dissatisfaction with clothing fit and frequency of mending, and (6) mended
part for a correct fit. They were analyzed according to 3 stature groups and the differences among 3 stature groups were
found on them. For example, short women preferred short jackets; however, tall women preferred a long length. Short
women experienced more restrictions on clothing design (or length) selection because a short stature. Hip girth was more
important to decide a good fit for tall women versus short or medium women. Armhole and slacks width from crotch to
knee were important parts to decide a good fit for short women. The study results should be applied to clothing design
(or pattern making) in order to upgrade clothing fit and satisfaction for each stature group. 

Key words: stature groups(키 집단), preferred style(선호스타일), clothing fit(의복 맞음새), stature designation(키
치수 호칭), fit problem(맞음새 문제)

1. 서 론

키와 비만도는 시각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체형 특징이어서,

개인의 체형 특징을 표현할 때 키가 크거나 작다, 마르거나 뚱

뚱하다는 등으로 키와 비만도가 주로 언급된다. 이 중 비만은

의복 사이즈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최근 비만

인구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연령대 및 성별 비만 인구를 대상

으로 체형연구 및 패턴개발 연구, 맞음새 관련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어 왔다(Kim, 2006; Lee, 2002; Lee & Lee, 2011;

Lim, 2010; Seok & Kim, 2003; Sohn et al., 2005). 이에

비해 키는 중요한 체형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키에 따른 체형

연구나 패턴개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키의 크고

작음에 따라 의복 선호 스타일이나 맞음새 적합성에 차이가 있

는지에 관한 연구도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키에 따른 체형 특징에 관한 연구로는, 18~59세 여성을 대

상으로 연령대별 키에 따른 체형 특징과 신체 프로포션을 분석

한 연구(Lee, 2011)가 있는데, 작은 키 여성은 보통 키 또는

큰 키 여성에 비해 단지 높이나 길이 치수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너비와 두께, 둘레 등에서 보통 키 또는 큰 키 여성과

구별되는 체형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키 집

단에 따라 하반신 체형 특징에 뚜렷한 차이가 있으므로 하반신

용 의류 제작 시 키 집단별 체형특징을 반영한다면 여성의 하

의 맞음새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다고 제안하였다. 체형

별 패션스타일링에 관한 문헌(Jang & Lee, 2008; Kim et al.,

2009; Oh et al., 2011)에서도 키에 따라 적합한 의복 형태나

길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체형에 따른 의

복치수 인식 및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는 키에 따라 의복치수

인식과 만족도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1; Lee, 1997; Lee & Joo, 2005; Lee & Lee, 2010). 

이와 같은 키에 따른 체형 특징의 차이, 치수 인식과 만족도

의 차이는 선호하는 의복스타일에 영향을 미치고, 맞음새 결정

부위나 불만족 부위, 수선 부위 등 의복의 적합성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키에 따라 의복 맞음새에 영

향을 받는 부위는 의복의 길이라고 알고 있으나,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키에 따라 재킷과 바지 여유분에 대한 크기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35~145 cm에 속하는 ‘아주 작은 키’

유형의 피험자들이 재킷의 어깨너비와 재킷길이, 소매길이, 허

리둘레 여유분을 다른 키 유형에 비해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 부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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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키’의 피험자들은 바지의 허리둘레를 제외한 대부분의 둘레

및 길이 항목에서 여유분을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넙다리둘레

와 바지길이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 키’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 Joo, 2005). Lee(1997)의 연

구에서도 165 cm 이상의 큰 키 집단에 속하는 여대생들을 대

상으로 의류 품목별 의복치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키에 따

라 폴로셔츠와 바지의 불만족 부위에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키에 따라 길이 이외에

너비와 둘레 등의 부위에서도 여유분 인식과 맞음새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상의 선행 연구로부터, 키는 의복 맞음새와 만족도를 결정

짓는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키에 따른 의복 맞음새 및

적합성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

서 키 집단별 기성복 선호스타일과 적합성을 비교, 분석하는 것

은 키 집단별 의복 맞음새를 향상시키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키 집단별 기성복 선호스타일과 적합성을 비

교, 분석하기 위해 첫째, 키 집단에 따라 재킷, 블라우스, 바지,

스커트의 선호스타일과 선호길이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

며, 둘째, 기성복의 치수호칭 표기에 나타난 키 정보의 타당성

을 분석하고, 키에 따른 구매 제한 경험, 맞음새 결정 부위, 불

만족 부위, 수선 빈도와 수선 부위 등을 조사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서울과 충남 지역 18~59세 여성 412명으로, 연

구대상의 키와 연령 분포는 Table 1과 같다. KS K 0051 성

인 여성복 치수규격에 제시된 3가지 키 분류(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09)에 따라 분포를 조사한

결과, 작은 키는 12.8%, 보통 키는 69.3%, 큰 키는 17.9%로

나타났다. 

2.2. 키에 따른 기성복 선호스타일 조사

기성복 선호스타일을 분석하기 위해, 2011년 5월~7월초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재킷, 블라우스, 바지, 그리고 스커트 등 4

개 아이템에 대해 아이템별 선호스타일과 선호길이를 조사하였

다. 선호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해 여유분과 실루엣을 기준으로

하여, 재킷과 블라우스는 6가지 스타일로 구분하였고, 바지는

5가지 스타일, 스커트는 4가지 스타일로 구분하여 선호도를 조

사하였다. 선호길이를 파악하기 위해 재킷과 블라우스의 경우

5가지 길이로 구분하였고, 바지는 7가지 길이, 스커트는 8가지

길이로 구분하여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 교

차분석을 실시하였다. 

2.3. 기성복 치수호칭 분석 및 키에 따른 기성복 착용적합성

조사

기성복 치수호칭을 분석하기 위해, 여성복 아이템 중 치수호

칭 표기에 키를 사용하고 있는 재킷 아이템을 대상으로, 매장

방문 및 온라인 쇼핑몰에 제시된 치수호칭 정보를 통해 28개

여성복 브랜드의 치수호칭을 조사하였다. 키의 호칭 표기를 성

인 여성의 실제 키 분포와 비교하였으며, 의복 구매 시 사이즈

선택의 기준이 되는 가슴둘레(이하, 치수호칭 표기와 신체부위

명칭을 일치시키기 위해 젖가슴둘레를 가슴둘레로 표기함) 호

칭 표기와 비교함으로써, 기성복 치수호칭 표기에 나타난 키 정

보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기성복 착용적합성을 분석하기 위해 2011년 5월~7월초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성복 구매 시 키로 인해 디자인 선

택에 제한을 받은 빈도를 조사하였으며, 키에 따른 맞음새 결

정 부위, 불만족 부위, 그리고 기성복 구매 시 수선 빈도와 수

선 부위 등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

시하고, 키 집단별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모든 통

계분석은 SPSS V.14.0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키에 따른 기성복 선호스타일

재킷, 블라우스, 바지, 그리고 스커트 등 4개 아이템에 대해

작은 키, 보통 키, 큰 키 등 키 집단별 선호스타일과 선호길이

를 조사하였으며, 결과를 Table 2~Table 9에 제시하였다. 

3.1.1. 재킷 선호스타일

연구대상의 재킷 선호스타일을 조사한 결과(Table 2), 키 집

Table 1. Distribution of age and stature for respondents    Frequency (%)

 Stature

 (cm)

 Age

Small Medium Tall

Total145≤x

<150

150≤x

<155

155≤x

<160

160≤x

<165

165≤x

<170

170≤x

<175

18~24
0

(0)

6 

(9.8)

15 

(24.6)

20 

(32.8)

15 

(24.6)

5 

(8.2)

61 

(100)

25~29
0

(0)

2 

(4.1)

17 

(34.7)

21

(42.9)

7 

(14.3)

2 

(4.1)

49 

(100)

30~34
0 

(0)

4 

(7.1)

9 

(16.1)

26 

(46.5)

12 

(21.4)

5 

(8.9)

56 

(100)

35~39
1 

(2.1)

7 

(14.6)

12 

(25.0)

20 

(41.7)

6 

(12.5)

2 

(4.2)

48 

(100)

40~44
0 

(0)

11 

(20.4)

15 

(27.8)

21 

(38.9)

7 

(13.0)

0 

(0)

54 

(100)

45~49
0 

(0)

6 

(12.2)

21 

(42.9)

16 

(32.7)

6 

(12.2)

0 

(0)

49 

(100)

50~54
2 

(4.3)

5 

(10.9)

17 

(37.0)

18 

(39.1)

3 

(6.5)

1 

(2.2)

46 

(100)

55~59
0 

(0)

9 

(18.4)

16 

(32.7)

21 

(42.9)

3 

(6.1)

0 

(0)

49 

(100)

Total
3

(0.7)

50

(12.1)

122

(29.6)

163

(39.7)

59

(14.3)

15

(3.6)

41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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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별 통계적 유의차가 p<.1 수준에서 나타났다. 세 키 집단에

서 가장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스타일은 ‘여유분이 약간 있는

스타일’이었다. 각 키 집단별로 기대빈도보다 빈도가 높게 나

타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스타일을 살펴보면, 작은 키

집단에서는 ‘A라인 스타일’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 보통 키 집

단에서는 ‘여유분이 있는 H라인 스타일’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큰 키 집단에서는 ‘몸에 꼭 맞는 스타일’, 그리고 ‘박시 스타일

’에 대한 선호가 기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키 집단별 재킷 선호길이를 조사한 결과(Table 3), 키 집단별

통계적 유의차가 p<.1 수준에서 나타났다. 세 키 집단에서 모

두 ‘허리선과 엉덩이선 사이 길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각 키 집단별로 기대빈도보다 빈도가 높게 나타나 선

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길이를 살펴보면, 작은 키 집단에

서는 ‘허리선길이’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 보통 키 집단에서는

‘엉덩이선 길이’에 대한 선호가 기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큰 키

집단에서는 ‘엉덩이가 덮이는 길이’에 대한 선호가 기대보다 높

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작은 키 집단의 경우 짧은

재킷길이에 대한 선호가 높고, 큰 키 집단에서는 긴 재킷길이

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3.1.2. 블라우스 선호스타일

블라우스 선호스타일을 조사한 결과(Table 4), 키 집단별 통

계적 유의차가 p<.05 수준에서 나타났다. 세 키 집단에서 모두

‘여유분이 약간 있는 스타일’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각 키 집단별로 기대빈도보다 빈도가 높게 나타나 선호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스타일을 살펴보면, 작은 키 집단에서

는 ‘몸에 꼭 맞는 스타일’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 보통 키 집

단에서는 ‘여유분이 있는 H라인 스타일’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큰 키 집단에서는 ‘박시 스타일’에 대한 선호가 기대

보다 높게 나타나, 작은 키에서 큰 키 집단으로 갈수록 여유분

이 많은 스타일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블라우스 선호길이를 조사한 결과(Table 5), 세 키 집단 모두

‘허리선과 엉덩이선 사이 길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큰 키 집단에서 ‘엉덩이가 덮이는 길이’에 대한 선호가 높

았으나, 키 집단별 통계적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3.1.3. 바지 선호스타일

키에 따른 바지 선호스타일을 조사한 결과(Table 6), 키 집단

별 통계적 유의차가 p<.05 수준에서 나타났다. 작은 키와 보통

키 집단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스타일은 ‘일자형’이

Table 2. Preferred jacket style according to stature group 

Style 

Small Medium Tall

χ
2

Frequency

(Expected freq.)
Percent

Frequency

(Expected freq.)
Percent

Frequency

(Expected freq.)
Percent

Tight fit 09(8.1) 17.0 035(42.7) 12.5 18(11.2) 24.7

15.249*

(p=0.054)

Slightly loose fit 24(22.8) 45.3 123(119.9) 44.2 27(31.4) 37.0

A line 10(7.7) 18.9 040(40.6) 14.3 09(10.6) 12.3

Slightly loose fit & H line 07(10.7) 13.2 065(56.5) 23.3 10(14.8) 13.7

 Boxy 03(3.7)  5.7 016(19.3)  5.7 09(5.0) 12.3

Total 53(53.0)    100.0     279(279.0) 100.0 73(73.0) 100.0

The frequency of ‘slightly loose fit but tight on hipline’ style was under three in more than two stature groups, so the style was not included for chi-

square test.

 : cell which frequency is the most in each stature group

*p < .1

Table 3. Preferred jacket length according to stature group 

Length

Small Medium Tall

χ
2

Frequency

(Expected freq.)
Percent

Frequency

(Expected freq.)
Percent

Frequency

(Expected freq.)
Percent

Waist length 11(7.2) 21.2 035(39.6) 12.3 11(10.2) 15.1

11.080*

(p=0.086)

Between waist and hip 26(22.4) 50.0 124(122.2) 43.6 26(31.4) 35.6

Hip length 10(13.0) 19.2 076(70.8) 26.8 16(18.2) 21.9

Below hip 05(9.4) 9.6 049(51.4) 17.3 20(13.2) 27.4

Total 52(52.0) 100.0 284(284.0)    100.0 73(73.0) 100.0

The frequency of 'between hip and knee’ style was under three in more than two stature groups, so the style was not included for chi-square test.

: cell which frequency is the most in each stature group

*p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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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큰 키 집단에서는 ‘몸에 꼭 맞는 스타일’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작은 키 집단에서 ‘폭이 넓은 스타일’에

대한 선호가 기대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작은 키와 보통

키 집단에서 ‘몸에 꼭 맞는 스타일’에 대한 선호는 기대빈도보

다는 낮으나 다른 바지 스타일에 비해 높은 선호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최근의 유행경향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키에 따른 바지 선호길이를 조사한 결과(Table 7), 키 집단별

통계적 유의차가 p<.05 수준에서 나타났으며, 세 집단에서 모

두 ‘발목길이’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각 키 집단별로

기대빈도보다 빈도가 높게 나타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난 길이를 살펴보면, 작은 키 집단에서는 ‘힐을 신고 바닥에 닿

을 정도의 길이’와 ‘쇼트길이’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 보통 키

집단에서는 ‘종아리길이’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큰 키

집단에서는 ‘맨발상태에서 발끝까지 오는 길이’와 ‘무릎길이’에

대한 선호가 기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작은 키 집단에서 ‘힐을

신고 바닥에 닿을 정도의 길이’에 대한 선호가 기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키가 커 보이고 싶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

된다.

Table 4. Preferred blouse style according to stature group 

 Style

Small Medium Tall

χ
2

Frequency

(Expected freq.)
Percent

Frequency

(Expected freq.)
Percent

Frequency

(Expected freq.)
Percent

Tight fit 09(6.6) 17.3 037(35.2) 13.3 05(9.2) 6.8

19.037**

(p=0.015)

Slightly loose fit 24(24.3) 46.2 128(130.5) 45.8 37(34.2) 50.0

A line 06(5.3) 11.5 029(28.3) 10.4 06(7.4) 8.1

Slightly loose fit & H line 07(10.7) 13.5 066(57.3) 23.7 10(15.0) 13.5

Boxy 06(5.1) 11.5 019(27.6) 6.8 16(7.2) 21.6

Total 52(52.0)   100.0 279(279.0)   100.0 74(74.0)    100.0

The frequency of ‘slightly loose fit but tight on hipline’ style was under three in more than two stature groups, so the style was not included for chi-

square test.

: cell which frequency is the most in each stature group

**p < .05

Table 5. Preferred blouse length according to stature group 

Length

Small Medium Tall

χ
2

Frequency

(Expected freq.)
Percent

Frequency

(Expected freq.)
Percent

Frequency

(Expected freq.)
Percent

Waist length 08(6.3) 15.7 037(35.5) 13.0 06(9.2)  8.1

4.167

(p=0.654)

Between waist and hip 28(25.1) 54.9 137(140.4) 48.1 37(36.5) 50.0

Hip length 10(10.8) 19.6 061(60.5) 21.4 16(15.7) 21.6

Below hip 05(8.7)  9.8 050(48.7) 17.5 15(12.6) 20.3

Total 51(51.0)   100.0 285(285.0)   100.0 74(74.0)    100.0

The frequency of ‘between hip and knee’ style was under three in more than two stature groups, so the style was not included for chi-square test.

: cell which frequency is the most in each stature group

Table 6. Preferred pants style according to stature group 

Style

Small Medium Tall

χ
2

Frequency

(Expected freq.)
Percent

Frequency

(Expected freq.)
Percent

Frequency

(Expected freq.)
Percent

Straight 24(24.5) 45.3 142(131.3) 50.0 24(34.2) 32.4

12.903**

(p=0.045)

Boot cut 05(4.8)  9.4 025(25.6)  8.8 07(6.7)  9.5

Wide 05(3.2) 9.4 018(17.3)  6.3 02(4.5)  2.7

Tight 19(20.5) 35.8 099(109.9) 34.9 41(28.6) 55.4

Total 53(53.0)   100.0 284(284.0)    100.0 74(74.0)   100.0

The frequency of ‘bell bottom’ style was under three in more than two stature groups, so the style was not included for chi-square test.

: cell which frequency is the most in each stature group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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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스커트 선호스타일

키에 따른 스커트 선호스타일을 조사한 결과(Table 8), 키 집

단별 통계적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세 집단에서 모두 ‘약

간 여유분이 있는 스커트’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다음으로 ‘여유분이 있는 스커트’, ‘몸에 꼭 맞는 스커트’, ‘폭

이 넓은 스커트’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키에 따른 스커트 선호길이를 조사한 결과(Table 9), 키 집단

별 통계적 유의차가 p<.05 수준에서 나타났다. 가장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길이를 살펴보면, 작은 키와 보통 키 집단에서는

‘무릎길이’였으며, 큰 키 집단에서는 ‘무릎 조금 위 길이’였다.

각 키 집단별로 기대빈도보다 빈도가 높게 나타나 선호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난 길이를 살펴보면, 작은 키 집단에서는 ‘마이

크로 미니’를 들 수 있고, 큰 키 집단에서는 ‘미니’, ‘발목길이’,

그리고 ‘발목 아래 길이’ 등으로 나타났다. 큰 키 집단에서는

다른 두 키 집단에 비해 ‘무릎 수준 길이’에 대한 선호가 상대

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긴 길이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키 집단에 따라 기성복 선호스타일과 선호길이

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블라우스 길이와 스커트 스타

일을 제외하고 재킷과 바지의 선호스타일 및 선호길이, 블라우

스 스타일, 스커트 길이에서 키 집단에 따라 유의차가 있는 것

을 확인하였다. 세 키 집단에서 모두 선호하는 스타일과 길이

가 존재하였으며, 이는 대중적인 선호 경향 및 유행에 의한 것

으로 판단된다.

3.2. 키에 따른 기성복 착용적합성

3.2.1. 치수호칭 분석

28개 여성복 브랜드의 재킷 치수호칭에 표기된 키와 가슴둘

레 분포를 연령대별로 분석하여 Table 10~Table 11에 제시하

였다. 20대를 타깃으로 하는 10개 브랜드의 재킷 치수호칭을

분석한 결과(Table 10), 키 호칭은 155, 160, 165를 사용하고,

가슴둘레 호칭은 82, 85, 88, 91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사이즈코리아 자료 중 20대 여성 960명의 키와 가슴둘

레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전체 20대 여성 중 5%이상의 분포를

나타낸 구간은 Table 10의 음영표시와 같이 키 155, 160구간

과 가슴둘레 79, 82, 85구간이다. 전체 20대 여성 중 5%이상

의 분포를 나타낸 가슴둘레 79구간이 치수 호칭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5%미만의 분포를 나타낸 키 165구간과 가슴둘레

88, 91구간이 치수호칭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슴둘레 치수 호칭이 신체치수가 아니라 기성복 제

Table 7. Preferred pants length according to stature group 

Length

Small Medium Tall

χ
2

Frequency

(Expected freq.)
Percent

Frequency

(Expected freq.)
Percent

Frequency

(Expected freq.)
Percent

Short 06(3.6) 11.3 017(19.4)  6.0 05(5.0)  6.8

24.011**

(p=0.020)

Knee length 02(1.3)  3.8 003(6.9)  1.1 05(1.8)  6.8

Calf length 03(2.4)  5.7 015(13.1)  5.3 01(3.4)  1.4

Between calf and ankle 06(5.3) 11.3 029(28.4) 10.2 06(7.4)  8.1

Ankle length 23(28.0) 43.4 162(150.8) 56.7 33(39.2) 44.5

Bottom length with bare foot 07(9.5) 13.2 047(51.2) 16.5 20(13.3) 27.0

Bottom length with heel 06(2.8) 11.3 012(15.2)  4.2 04(4.0)  5.4

Total 53(53.0)   100.0 285(285.0)   100.0 74(74.0)   100.0

: cell which frequency is the most in each stature group

**p < .05

Table 8. Preferred skirt style according to stature group 

Style

Small Medium Tall

χ
2

Frequency

(Expected freq.)
Percent

Frequency

(Expected freq.)
Percent

Frequency

(Expected freq.)
Percent

Tight fit (Tight skirt, Mini skirt) 12(8.8) 22.6 041(47.0) 14.4 15(12.2) 20.3

6.377

(p=0.382)

Slightly loose fit

(H line skirt, Semi A line skirt)
19(23.6) 35.9 134(126.5) 47.0 31(32.9) 41.9

Loose fit

(A line skirt, A line flared skirt, Pleated skirt)
15(15.2) 28.3 085(81.5) 29.8 18(21.2) 24.3

Wide (Flared skirt, Gathered skirt) 07(5.4) 13.2 025(29.0)  8.8 10(7.6) 13.5

Total 53(53.0)  100.0 285(285.0)  100.0 74(74.0)  100.0

: cell which frequency is the most in each statur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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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시 기준치수로서 여유분이 포함된 치수이고, 실제로 가슴둘

레가 79 cm인 여성이 치수호칭 82 또는 85의 재킷을 착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가슴둘레 치수호칭은 대체로 20대 여성

의 실제 가슴둘레 치수 분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키의 경우는 가슴둘레와 달리 여유분이 필요한 부위가 아니며,

실제 키 치수의 반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키 치수호칭의 표

기는 20대 여성의 키 또는 길이와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제공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30대를 대상으로 하는 6개 브랜드의 재킷 치수호칭을 조사

한 결과, 키 호칭은 155, 160, 165를 사용하고, 가슴둘레 호칭

은 82, 85, 88, 91, 94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그러나 2004년 사이즈코리아 자료 중 30대 여성 591명의

키와 가슴둘레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전체 30대 여성 중 5%이

상의 분포를 나타낸 구간은 키 150, 155구간과 가슴둘레 82,

85, 88구간이었다. 5%이상의 분포를 나타낸 키 150구간이 치

수호칭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5%미만의 분포를 나타낸 키

160, 165구간과 가슴둘레 91, 94구간이 치수호칭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대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슴둘레 치수가 82 cm인

여성이 치수호칭 85 또는 88의 재킷을 착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슴둘레 치수호칭의 분포는 대체로 30대 여성의

실제 가슴둘레 치수 분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키의 치수호칭은 실제 키 분포와 큰 차이를 보이며, 실질적

으로 의복의 길이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20대에 비해 평균키가 작은 30대 여성의 치수호

칭에 20대의 경우보다 키 165 호칭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는 점도 키 치수호칭 표기의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40대를 대상으로 하는 6개 브랜드의 재킷 치수호칭을 조사

한 결과, 키 호칭은 155, 160, 165, 170을 사용하고, 가슴둘레

호칭은 82, 85, 88, 91, 94, 97, 100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11). 2004년 사이즈코리아 자료 중 40대 여성 304

명의 키와 가슴둘레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전체 40대 여성 중

5%이상의 분포를 나타낸 구간은 Table 11의 음영표시와 같이

키 150, 155구간과 가슴둘레 85, 88, 91, 94구간이었다. 5%이

상의 분포를 나타낸 키 150구간이 치수호칭으로 사용되지 않

고 있으며, 5%미만의 분포를 나타낸 키 160, 165, 170구간이

치수호칭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슴둘레 치수호칭

의 분포는 대체로 40대 여성의 실제 가슴둘레 치수 분포를 반

Table 9. Preferred skirt length according to stature group 

Length

Small Medium Tall

χ
2

Frequency

(Expected freq.)
Percent

Frequency

(Expected freq.)
Percent

Frequency

(Expected freq.)
Percent

Micro mini 02(0.4)  3.8 001(2.1)  0.4 01(0.5)  1.4

29.162**

(p=0.023)

Mini 09(8.3) 17.0 042(44.2) 14.7 13(11.5) 17.6

Above knee 12(14.6) 22.6 073(78.1) 25.6 28(20.3) 37.6

Knee length 15(14.1) 28.3  87(75.3) 30.6 08(19.6) 10.8

Below knee 09(8.8) 17.0 048(47.0) 16.8 11(12.2) 14.9

Calf length 04(4.0)  7.5 022(21.4)  7.7 05(5.6) 6.8

Ankle length 01(2.1)  1.9 010(11.1)  3.5 05(2.9) 6.8

Under ankle 01(0.8)  1.9 002(4.1)  0.7 03(1.1) 4.1

Total 53(53.0)   100.0 285(285.0)   100.0 74(74.0)   100.0

: cell which frequency is the most in each stature group

**p < .05

Table 10. Jacket size designation of apparel brands for 20's and 30's women 

 Bust

Stature

Brands for 20's women (N=10) Brands for 30's women (N=6)

79 82 85 88 91 Total 79 82 85 88 91 94 Total

150

155 2 2 1 1 2

160 3 6 6 1 16 1 5 3 2 11

165 1 2 3 1 2 3 1 7

Total 3 9 8 1 1 7 6 5 1

Stature: ex) 150 means 150 ≤ x <155 cm. 

Bust: ex) 79 means 77.5 ≤ x < 80.5 cm. 

No. in each cells: no. of brands which use each size designation

: cell which has 5% or more distribution in stature and bust circumference from 2004 SizeKorea data for 20's 960 women and 30's 591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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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고 있지만, 키의 호칭표기는 실제 키 분포와 큰 차이를 나

타냈다. 20대에 비해 평균키가 작은 40대에서 키 165 호칭을

사용하는 브랜드가 더 많고, 20대에서 사용하지 않는 170의 호

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0대를 대상으로 하는 6개 브랜드 재킷에서 키 호칭은 155,

160, 165, 170을 사용하고, 가슴둘레 호칭은 82, 85, 88, 91,

94, 97, 100, 106, 112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1).

2004년 사이즈코리아 자료 중 50대 여성 300명의 키와 가슴둘

레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전체 50대 여성 중 5%이상의 분포를

나타낸 구간은 Table 11의 음영표시와 같이 키 150, 155구간

과 가슴둘레 91, 94, 100구간으로, 50대 대상 여성복 브랜드의

재킷 치수호칭 분포와 큰 차이를 나타냈다. 50대 대상 브랜드

의 경우 실제 50대 여성의 가슴둘레 치수 분포에 비해 가슴둘

레 치수호칭의 분포가 너무 넓고 불규칙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

다. 키 치수호칭은 40대와 마찬가지로 실제 50대 여성의 키 분

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치수호칭 분석 결과로부터 기성복 재킷의 가슴둘레

치수호칭은 50대를 제외하고 대체로 가슴둘레 신체치수의 분

포를 반영하고 있지만, 키 치수호칭은 신체치수의 분포를 고려

하고 있지 않으며, 의복의 길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주

는 수치로서 역할을 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성복 치수

호칭에 표기된 키 치수가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3.2.2. 구매 시 키에 따른 디자인선택 제한 경험

재킷이나 블라우스 구매 시 키 때문에 디자인이나 길이 선

택에 제한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Table 12), 키 집

단에 따라 뚜렷한 유의차를 나타냈다. 작은 키 집단에서는 ‘자

주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 키와 큰 키 집

단에서는 ‘가끔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작은

Table 11. Jacket size designation of apparel brands for 40's and 50's women

 Bust 

Stature

Brands for 40's women (N=6) Brands for 50's women (N=6)

82 85 88 91 94 97 100 total 82 85 88 91 94 97 100 103 106 109 112 total

145

150

155 1 1 2 2

160 2 3 5 2 1 1 5 1 1 2

165 1 3 2 2 1 1 4 2 1 3 1

170 1 2 1 2 1

Total

Stature: ex) 150 means 150 ≤ x < 155 cm. 

Bust: ex) 79 means 77.5 ≤ x < 80.5 cm. 

no. in each cells: no. of brands which use each size designation

: cell which has 5% or more distribution in stature and bust circumference from 2004 SizeKorea data for 40's 304 women and 50's 300 women

Table 12. Frequency of getting restriction in choosing clothing design or length because of stature 

 

Small Medium Tall

χ
2

Frequency

(Expected freq.)
Percent

Frequency

(Expected freq.)
Percent

Frequency

(Expected freq.)
Percent

Jacket or Blouse

Never 04(6.1) 7.5 037(32.5) 13.0 06(8.5) 8.1

38.395****

(p=0.000)

Sometimes 12(25.7) 22.6 153(17.5) 53.7 35(35.8) 47.3

Often 24(16.9) 45.4 083(90.5) 29.1 24(23.6) 32.4

Always 13(4.4) 24.5 012(23.5) 4.2 09(6.1) 12.2

Total 53(53.0) 100.0 285(285.0) 100.0 74(74.0) 100.0

Pants or Skirt

Never 02(4.4) 3.8 026(23.5) 9.1 07(6.1) 9.5

50.163****

(p=0.000)

Sometimes 08(24.1) 15.1 145(129.4) 50.9 34(33.6) 45.9

Often 20(16.1) 37.7 087(86.5) 30.5 18(22.5) 24.3

Always 23(8.4) 43.4 027(45.0) 9.5 15(11.7) 20.3

Total 53(53.0) 100.0 285(285.0) 100.0 74(74.0) 100.0

: cell which frequency is the most in each stature group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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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집단에서는 ‘항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기대보다 매우 높

게 나타났는데, 작은 키 집단이 키 때문에 재킷이나 블라우스

의 디자인이나 길이 선택 시 제한을 많이 받음을 알 수 있다.

보통 키 집단에서는 ‘전혀 없다’는 응답이 기대보다 높게 나타

났으며, 큰 키 집단에서 ‘항상’이라는 응답이 기대보다 약간 높

게 나타나 큰 키 집단에서도 키 때문에 상의길이에 대한 제한

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지나 스커트 구매 시 키 때문에 디자인이나 길이 선택에

제한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Table 12), 상의와 마

찬가지로 키 집단에 따라 뚜렷한 유의차를 나타냈다. 작은 키

집단에서는 ‘항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

키와 큰 키 집단에서는 ‘가끔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하의와 마찬가지로 보통 키 집단에서 ‘전혀 없다’는 응답

이 기대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큰 키 집단에서 ‘항상’이라

는 응답이 기대보다 높게 나타나 큰 키 집단에서도 키 때문에

하의길이에 대한 제한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작은 키 집단에서 키 때문에 바지나 스

커트의 디자인과 길이 선택에 제한을 받은 경험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항상’ 제한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상

의보다 하의 구매 시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3. 키에 따른 맞음새 결정부위 

의복 아이템별 맞음새 결정 부위를 조사한 결과(Table 13),

재킷의 경우 세 키 집단에서 모두 맞음새 결정 시 어깨너비를

Table 13. Important part for deciding good fit according to stature group 

Item

Small (N=53) Medium (N=285) Tall (N=74)

χ
2

Frequency

(Expected freq.)
Percent

Frequency

(Expected freq.)
Percent

Frequency

(Expected freq.)
Percent

Jacket

 Shoulder width 37(36.3) 69.8 204(195.1) 71.6 41(50.7) 55.4 7.168**

 Bust circumference 36(31.3) 67.9 169(168.1) 59.3 38(43.6) 51.4

 Waist circumference 13(12.1) 24.5 065(65.0) 22.8 16(16.9) 21.6

 Hip circumference 06(7.7) 11.3 046(41.5) 16.1 08(10.8) 10.8

 Armscye circumference 17(13.0) 32.1 070(69.9) 24.6 14(18.1) 18.9

 Sleeve length 31(29.3) 58.5 159(157.7) 55.8 38(41.0) 51.4

 Jacket length 32(31.5) 60.4 181(169.5) 63.5 32(44.0) 43.2 10.030***

 The others 01(1.7) 1.9 010(9.0) 3.5 02(2.3) 2.7

Blouse

 Shoulder width 33(32.7) 62.3 188(175.7) 66.0 33(45.6) 44.6 11.357***

 Bust circumference 34(35.2) 64.2 191(189.5) 67.0 49(49.2) 66.2

 Waist circumference 11(12.1) 20.8 070(65.0) 24.6 13(16.9) 17.6

 Hip circumference 08(6.2) 15.1 034(33.2) 11.9 06(8.6) 8.1

 Armscye circumference 17(13.0) 32.1 069(69.9) 24.2 15(18.1) 20.3

 Sleeve length 26(26.0) 49.1 147(139.7) 51.6 29(36.3) 39.2

 Blouse length 25(28.0) 47.2 159(150.8) 55.8 34(39.2) 45.9

 The others 01(1.3) 1.9 007(6.9) 2.5 02(1.8) 2.7

Pants

 Waist circumference 38(37.6) 71.7 215(202.0) 75.4 39(52.4) 52.7 14.731***

 Hip circumference 30(32.5) 56.6 178(175.0) 62.5 45(45.4) 60.8

 Crotch length 12(13.1) 22.6 072(70.6) 25.3 18(18.3) 24.3

 Pants width (Crotch to knee) 23(17.2) 43.4 091(92.7) 31.9 20(24.1) 27.0

 Pants width (Knee to ankle) 13(14.7) 24.5 082(78.9) 28.8 19(20.5) 25.7

 Pants length 36(32.2) 67.9 176(172.9) 61.8 38(44.9) 51.4

 The others 01(1.2) 1.9 006(6.2) 2.1 02(1.6)  2.7

Skirt

 Waist circumference 32(34.3) 60.4 198(184.7) 69.5 37(48.0) 50.0 10.291***

 Hip circumference 20(23.7) 37.7 126(127.3) 44.2 38(33.0) 51.4

 Skirt width 17(16.6) 32.1 093(89.2) 32.6 19(23.2) 25.7

 Skirt length 37(38.2) 39.8 212(205.4) 74.4 48(53.3) 64.9

 The others 00(1.3) 0.0 007(6.9) 2.5 03(1.8) 4.1

χ
2
 was provided when th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stature groups was appeared.

**:p < .05, ***:p < .01, 

: cell which frequency is the most in each statur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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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재킷길이, 가슴

둘레, 소매길이 등을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 집단에 따른 통계적 유의차는 어깨너비와 재킷길이에서

나타났는데, 어깨너비와 재킷길이의 맞음새 결정 역할은 보통

키 집단에서 기대보다 크게 나타났고 큰 키 집단에서는 기대보

다 작게 나타났다. 빈도와 기대빈도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 통

계적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작은 키 집단에서 가슴둘레,

진동둘레, 소매길이의 맞음새 결정 역할이 큰 경향이 있고, 보

통 키 집단에서는 엉덩이둘레, 큰 키 집단에서는 소매길이의 맞

음새 결정 역할이 큰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블라우스의 경우에는 세 키 집단에서 모두 가슴둘레의 맞음

새 결정 역할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외 어깨너비, 블라

우스길이, 소매길이가 주요 맞음새 결정 부위인 것으로 나타났

다. 키 집단에 따른 유의차는 어깨너비에서 나타났는데, 보통

키 집단에서 어깨너비의 맞음새 결정 역할이 크게 나타났고 큰

키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빈도와

기대빈도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

았으나, 작은 키 집단에서 진동둘레의 맞음새 결정 역할이 큰

경향이 있고, 보통 키 집단에서는 허리둘레, 소매길이, 블라우

스길이의 결정 역할이 큰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바지에서는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바지길이가 주요 맞음새

결정 부위로 나타났다. 키 집단에 따른 유의차는 허리둘레에서

나타났는데, 보통 키 집단에서 허리둘레의 맞음새 결정 역할이

크게 나타났고 큰 키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큰

Table 14. Dissatisfied part with clothing fit according to stature group 

 Item

Small (N=53) Medium (N=285) Tall (N=74)

χ
2

Frequency

(Expected freq.)
Percent

Frequency

(Expected freq.)
Percent

Frequency

(Expected freq.)
Percent

Jacket

 Shoulder width 19(20.2) 35.8 112(108.6) 39.3 26(28.2) 35.1

 Bust circumference 20(15.3) 37.7 073(82.3) 25.6 26(21.4) 35.1

 Waist circumference 04(5.1) 7.5 032(27.7) 11.2 04(7.2) 5.4

 Hip circumference 02(3.1) 3.8 017(16.6) 6.0 05(4.3) 6.8

 Armscye circumference 10(10.2) 18.9 053(54.6) 18.6 16(14.2) 21.6

 Sleeve length 34(20.2) 64.2 098(108.6) 34.4 25(28.2) 33.8 17.502****

 Jacket length 26(16.6) 49.1 079(89.2) 27.7 24(23.2) 32.4 9.513***

 The others 01(1.2) 1.9 008(6.2) 2.8 00(1.6) 0.0

Blouse

 Shoulder width 10(13.3) 18.9 075(71.3) 26.3 18(18.5) 24.3

 Bust circumference 20(20.8) 37.7 109(112.1) 38.2 33(29.1) 44.6

 Waist circumference 02(4.1) 3.8 027(22.1) 9.5 03(5.7) 4.1

 Hip circumference 01(1.9) 1.9 013(10.4) 4.6 01(2.7) 1.4

 Armscye circumference 09(8.1) 17.0 038(43.6) 13.3 16(11.3) 21.6

 Sleeve length 24(18.0) 45.3 092(96.8) 32.3 24(25.1) 32.4

 Blouse length 22(15.6) 41.5 077(83.9) 27.0 22(21.5) 29.7

 The others 02(2.2) 3.8 012(11.8) 4.2 03(3.1) 4.1

Pants

 Waist circumference 17(21.9) 32.1 123(117.6) 43.2 30(30.5) 40.5

 Hip circumference 10(15.7) 18.9 079(84.4) 27.7 33(21.9) 44.6 11.395***

 Crotch length 09(9.9) 17.0 051(53.3) 17.9 17(13.8) 23.0

 Pants width(Crotch to knee) 09(10.5) 17.0 062(56.7) 21.8 11(14.7) 14.9

 Pants width(Knee to ankle) 07(7.6) 13.2 041(40.8) 14.4 11(10.6) 14.9

 Pants length 37(25.6) 69.8 131(137.7) 46.0 31(35.7) 41.9 11.661***

 The others 01(1.4) 1.9 009(7.6) 3.2 01(2.0) 1.4

Skirt

 Waist circumference 11(15.6) 20.8  88(83.7) 30.9 22(21.7) 29.7

 Hip circumference 11(12.2) 20.8 057(65.7) 20.0 27(17.1) 36.5 9.182**

 Skirt width 08(8.0) 15.1 044(42.9) 15.4 10(11.1) 13.5

 Skirt length 17(15.7) 32.1 076(84.4) 26.7 29(21.9) 39.2

 The others 03(1.3) 5.7 007(6.9) 2.5 00(1.8) 0.0

χ
2
 was provided when th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stature groups was appeared.

**: p < .05, ***: p < .01, ****: p < .001 

: cell which frequency is the most in each statur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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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집단에서는 허리둘레보다 엉덩이둘레의 맞음새 결정 역할이

더 크게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작은

키 집단에서는 ‘바지통(샅-무릎)’의 맞음새 결정 역할이 큰 경

향이 있고, 바지길이의 맞음새 결정 역할은 작은 키와 보통 키

집단에서 크고 큰 키 집단에서는 작은 경향을 나타냈다. 

스커트에서는 스커트 길이의 맞음새 결정 역할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외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의 결정 역할이 크게

나타났다. 키 집단별 유의차는 허리둘레에서 나타났는데, 보통

키 집단에서 허리둘레의 맞음새 결정 역할이 크게 나타났으며

큰 키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큰 키 집단에서 스커트폭과 스커트길이의

맞음새 결정 역할이 작고 엉덩이둘레의 역할이 큰 경향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바지와 스커트에서 모두, 큰 키 집단에서 엉덩

이둘레의 맞음새 결정 역할이 큰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3.2.4. 키에 따른 불만족부위

키에 따른 불만족 부위를 조사한 결과(Table 14), 재킷의 경

우 작은 키 집단에서는 소매길이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크고,

보통 키 집단에서는 어깨너비에 대한 불만족에 가장 크며, 큰

키 집단에서는 어깨너비와 가슴둘레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크

게 나타났다. 또한 빈도와 기대빈도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 작

은 키 집단에서는 가슴둘레와 재킷길이에 대한 불만족도 크게

나타났으며, 보통 키 집단에서는 허리둘레에 대한 불만족이, 큰

키 집단에서는 가슴둘레에 대한 불만족이 기대보다 크게 나타

났다. 키 집단에 따라 유의차가 나타난 부위는 소매길이와 재

킷길이이며, 특히 작은 키 집단에서 불만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블라우스의 경우 작은 키 집단에서는 소매길이에 대한 불만

족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블라우스길이, 가슴둘레가 주요 불

만족 부위로 나타났다. 보통 키 집단에서는 가슴둘레에 대한 불

만족이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소매길이, 블라우스 길이, 어깨너

비가 주요 불만족 부위로 나타났다. 큰 키 집단에서도 가슴둘

레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높았으며, 소매길이, 블라우스길이, 진

동둘레가 주요 불만족 부위로 나타났다. 키 집단별 통계적 유

의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작은 키 집단에서 소매길이와 블라

우스길이에 대한 불만족이 큰 경향을 나타냈다. 

바지의 경우 엉덩이둘레와 바지길이 항목에서 키 집단별 유

의차가 나타났는데, 작은 키와 보통키 집단에서는 바지길이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큰 키 집단에서는 엉덩이

둘레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빈도와 기대빈도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보

통 키 집단에서 허리둘레, 바지통(샅에서 발목까지)에 대한 불

만족이 높고, 큰 키 집단에서는 밑위길이에 대한 불만족이 높

은 경향을 나타냈다.

스커트의 경우 작은 키 집단에서는 스커트길이에 대한 불만

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 키 집단에서는 허리둘레에 대

한 불만족이 가장 높았으며, 큰 키 집단에서는 스커트길이에 대

한 불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키 집단별 유의차가 나타난

항목은 엉덩이둘레인데, 특히 큰 키 집단에서 엉덩이둘레에 대

한 불만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5. 수선 경험과 수선 부위

재킷이나 블라우스 구매 시 수선 경험을 조사한 결과(Table

15), 키 집단에 따른 뚜렷한 유의차를 나타냈다. 작은 키 집단

에서는 ‘가끔 수선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주

수선한다’와 ‘항상 수선한다’는 응답도 다른 키 집단에 비해 높

게 나타나, 작은 키 집단이 재킷이나 블라우스 구매 시 수선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키 집단에서는 ‘수선하지 않

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끔 수선한다’는 응답

도 높게 나타났다. 큰 키 집단에서는 ‘수선하지 않는다’는 응답

Table 15. Frequency of mending for correcting fit according to stature group 

Small Medium Tall

χ
2

Frequency

(Expected freq.)
Percent

Frequency

(Expected freq.)
Percent

Frequency

(Expected freq.)
Percent

Jacket or Blouse

Never 12(26.1) 22.6 148(140.4) 51.9 43(36.5) 58.1

54.327****

(p=.000)

Sometimes 22(21.1) 41.5 116(113.4) 40.7 26(29.5) 35.1

Often 08(3.2) 15.1 012(17.3) 4.2 05(4.5) 6.7

Always 11(2.4) 20.8 009(13.1) 3.2 00(3.4) 0.0

Total 53(53.0) 100.0 285(285.0) 100.0 74(74.0) 100.0

Pants or Skirt

Never 04(12.4) 7.5 065(67.1) 22.8 28(17.4) 37.8

69.562****

(p=.000)

Sometimes 17(25.9) 32.1 149(139.0) 52.3 35(36.1) 47.3

Often 13(9.8) 24.5 052(52.6) 18.2 11(13.7) 14.9

Always 19(4.8) 35.8 019(25.6) 6.7 00(6.6) 0.0

Total 53(53.0) 100.0 285(285.0) 100.0 74(74.0) 100.0

: cell which frequency is the most in each stature group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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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바지나 스커트 구매 시 수선 경험을 조사한 결과(Table 15),

작은 키 집단에서는 ‘항상 수선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

났고, ‘자주 수선한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수선하지 않

는다’는 응답이 매우 낮게 나타나, 작은 키 집단에서는 바지나

스커트 구매 시 대부분 수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키

집단에서는 ‘가끔 수선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항상 수선한다’는 응답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큰 키 집단에서는

‘가끔 수선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수선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나, 작은 키에서 큰 키 집단으로 갈수록 수선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상의와 하의의 ‘자주 수선한다’와 ‘항상 수선한다’는 응답율

을 비교한 결과, 기성복 구매 시 상의에 비해 하의의 수선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기성복 구매 시 수선 부위를 조사한 결과(Table 16), 재킷의

경우 세 키 집단에서 모두 소매길이를 수선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키 집단 간 유의차를 나타낸 항목은 소매길이

와 재킷길이이며, 작은 키 집단이 다른 키 집단에 비해 소매길

이와 재킷길이를 수선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블라우스의 경우 작은 키 집단에서는 소매길이를 수선한다

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큰 키 집단에서는 가슴둘레를 수선한

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키 집단에 따른 유의차는 소매길이

항목에서 나타났으며, 작은 키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소매

길이를 수선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Table 16. Mended part for correcting fit according to stature group 

 Item

Small  (N=53) Medium (N=285) Tall (N=74)

χ
2

Frequency

(Expected freq.)
Percent

Frequency

(Expected freq.)
Percent

Frequency

(Expected freq.)
Percent

Jacket

 Shoulder width 05(5.1) 9.4 027(27.7) 9.5 08(7.2) 10.8

 Bust circumference 04(3.2) 7.5 015(17.3) 5.3 06(4.5) 8.1

 Waist circumference 02(1.4) 3.8 008(7.6) 2.8 01(2.0) 1.4

 Hip circumference 00(0.4) 0.0 002(2.1) 0.7 01(0.5) 1.4

 Armscye circumference 03(2.4) 5.7 014(14.1) 4.9 03(3.4) 4.1

 Sleeve length 29(14.5) 54.7  73(78.2) 25.6 11(20.3) 14.9 26.589****

 Jacket length 10(4.8) 18.9 021(25.6) 7.4 06(6.6) 8.1 7.314**

 The others 00(0.3) 0.0 002(1.4) 0.7 00(0.4) 0.0

Blouse

 Shoulder width 02(2.3) 3.8 013(12.5) 4.6 03(3.2) 4.1

 Bust circumference 07(7.2) 13.2 038(38.7) 13.3 11(10.1) 14.9

 Waist circumference 02(1.9) 3.8 010(10.4) 3.5 03(2.7) 4.1

 Hip circumference 00(0.4) 0.0 003(2.1) 1.1 00(0.5) 0.0

 Armscye circumference 02(1.8) 3.8 008(9.7) 2.8 04(2.5) 5.4

 Sleeve length 12(7.7) 22.6  42(41.5) 14.7 06(10.8) 8.1 5.265*

 Blouse length 06(4.1) 11.3 022(22.1) 7.7 04(5.7) 5.4

 The others 00(0.6) 0.0 003(3.5) 1.1 02(0.9) 2.7

Pants

 Waist circumference 08(11.8) 15.1 065(63.6) 22.8 19(16.5) 25.7

 Hip circumference 03(3.2) 5.7 015(17.3) 5.3 07(4.5) 9.5

 Crotch length 03(5.7) 5.7 007(8.3) 2.5 02(2.2) 2.7

 Pants width(Crotch to knee) 06(4.5) 11.3 028(24.2) 9.8 01(6.3) 1.4 6.051**

 Pants width(Knee to ankle) 05(4.9) 9.4 026(26.3) 9.1 07(6.8) 9.5

 Pants length 46(31.1) 86.8 165(167.4) 57.9 31(43.5) 41.9 25.960****

 The others 00(0.6) 0.0 004(3.5) 1.4 01(0.9) 1.4

Skirt

 Waist circumference 05(8.2) 9.4  47(44.3) 16.5 12(11.5) 16.2

 Hip circumference 01(1.9) 1.9 009(10.4) 3.2 05(2.7) 6.8

 Skirt width 04(3.5) 7.5 020(18.7) 7.0 03(4.8) 4.1

 Skirt length 14(9.0) 26.4 046(48.4) 16.1 10(12.6) 13.5

 The others 00(0.6) 0.0 003(3.5) 1.1 02(0.9) 2.7

χ
2
 was provided when th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stature groups was appeared.

*: p<.1, **: p<.05 ****: p<.001 

: cell which frequency is the most in each statur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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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에서는 세 집단에서 모두 바지길이를 가장 많이 수선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키 집단별 유의차는 바지길이와 바지통

(샅-무릎) 부위에서 나타났다. 작은 키 집단에서 특히 바지길이

를 수선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바지통(샅-무릎)을 수선한다는

응답은 작은 키와 보통 키 집단에서 약간 높고, 큰 키 집단에

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스커트의 경우 작은 키 집단에서 스커트길이를 수선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보통 키와 큰 키 집단에서는 허

리둘레를 수선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키 집

단에 따른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큰 키 집단에서 엉덩

이둘레를 수선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4에서 큰 키 집단의 경우, 바지와 스커트의 불만족부

위로 엉덩이둘레를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엉덩

이둘레를 수선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엉덩

이둘레가 불만족부위이긴 하나, 실제 수선할 때 허리둘레를 수

선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14의 키에 따른 불만족부위의 응답 비율에 비해 수선

부위의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수선의 용이성과 관

계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불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수선이 쉽지

않아 수선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잠

재적 불만족 요인으로 남게 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키 집단별 의복 맞음새를 향상시키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8~59세 여성을 대상으로

키에 따른 기성복 선호스타일과 착용적합성을 분석하였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스타일은 키 집단 간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으나,

재킷과 바지의 선호스타일 및 선호길이, 블라우스 스타일, 스커

트 길이 등에서 키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성복 재킷의 치수호칭에 표기된 키와 가슴둘레 분포를 연

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가슴둘레 치수호칭의 분포는 대체로 각

연령대 여성의 실제 가슴둘레 치수 분포를 반영하고 있으나, 키

의 치수호칭은 실제 키 분포와 큰 차이를 보이며, 실질적으로

의복의 길이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기성복 구매 시 키 때문에 디자인이나 길이 선택에 제한을 받

은 경험은 작은 키 집단에서 가장 많았다. 또한 상의보다 하의

구매 시 키로 인한 선택의 제한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키에 따른 맞음새 결정 부위를 조사한 결과, 재킷에서는 어

깨너비와 재킷길이에서 키 집단 간 유의차가 나타났고, 블라우

스에서는 어깨너비, 바지와 스커트에서는 허리둘레에서 유의차

가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바지와 스커

트에서 모두, 큰 키 집단에서 엉덩이둘레의 맞음새 결정 역할

이 큰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작은 키 집단에서 진동둘레의 맞

음새 결정 역할이 큰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추후 키 집단별

체형 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키에 따른 불만족 부위를

조사한 결과, 재킷에서는 소매길이와 재킷길이에서 키 집단 간

유의차가 나타났고, 바지에서는 엉덩이둘레와 바지길이에서, 스

커트에서는 엉덩이둘레에서 키 집단 간 유의차가 나타났다. 

작은 키에서 큰 키 집단으로 갈수록 기성복 구매 시 수선한다

고 응답한 비율이 점점 낮아졌으며, 또한 상의에 비해 하의의 수

선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키 집단별 수선 부위를 조사

한 결과, 재킷에서는 소매길이와 재킷길이에서 키 집단별 유의

차가 나타났고, 블라우스에서는 소매길이에서, 바지에서는 바지

통(샅-무릎)과 바지길이에서 키 집단별 유의차가 나타났다. 키에

따른 불만족부위 응답 비율에 비해 수선 부위에 대한 응답 비율

이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수선의 용이성과 관계있으며, 잠

재적인 맞음새 불만족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기성복의 맞음새 결정부위, 불만족 부위, 수선 경험과 수선 부

위 등에서 키 집단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키

집단에 따른 체형 특징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작

은 키 집단이 의복 선호스타일과 착용적합성에서 다른 키 집단

과 구별되는 특성을 나타냈으며, 상의보다는 하의의 적합성에서

키 집단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로부터 키 집단에

따라 하반신 체형에 뚜렷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패턴 제작과 연계하여 체형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키 집단별 선호스타일, 불만족 부위, 그리고 수선 부위에 관

한 정보를 디자인 기획 및 패턴 제작 시 고려한다면 키 집단

별 맞음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

와 같은 정보를 활용하여 키 집단에 따라 차별화된 디자인 기

획 및 패턴 제작을 통해 맞음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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