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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o give satisfaction with the fit to a wearer, the wearer's body size and body types should be 
considered first, this study conducted the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on the upper body meas-
urements of women in their 20s because their body shape has reached the completion stage of 
adult female's physical development. Also, the analysis classified their upper body types into 
groups to secure basic data for (maximum satisfaction with the fit of ready-to-wear clothing. The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49 items of measurement. The main factor analysis was used 
as a factor extraction method. After extracting the factors with Eigenevalues over 1, the factor 
loadings were drawn using the Varimax rotation. As a result, 6 factors were extracted. To secure 
internal consistency, factors that could lower the reliability of the experiment were taken out, so 
only 36 of the 49 items were used for the analysis. After selecting the items to recognize the 
main features of each body type, they were used for the final factor analysis. The entire R 
square of the 6 factors was 84.06%. To classify the upper body types of women in their 20s and 
to recognize the main features of each body shape type, the researcher conducted the cluster 
analysis with the items generated from the factor analysis. Through the cluster analysis, the up-
per body type of women in their 20s were classified into 3 body types. Also, since there are 
some restrictions on this research objects in terms of local and numbers of measured objects, the 
results of the this research should only be used as bas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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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사회의 소비자들은 경제적 능력과 교육수준

향상을 기반으로 산업전반에 거쳐 그들의 요구를 다

양하게 제시하고, 산업계는 이를 수용하고 상품을 개

선하는 등 신속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며 경제체제가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소비자들의 라이프스

타일에 가장 친밀하게 접해있는 의류산업에서도 예

외가 아니며 특히 기성복의 맞음새에 대한 불만으로

신체 적합도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발생하고 있다.

다수의 소비자에 대한 적합성이 중요시 되는 기성

복은 표준체형에 속하는 사람에게는 치수 적합도가

높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적합한 부분을 재료의

신축성에 의존하거나 의복의 치수에 여유분을 두어

커버하는 경우가 많다.1)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성복

착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족은 기성복 업체의 노력

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대다수

의 소비자가 기성복을 구매한 후 개인적으로 수선을

한 경험이 있다는 김인미2)의 연구 결과를 볼 때 체

형의 개인차를 반영한 인체적합도가 높은 기성복 패

턴의 개발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기성복 치수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족을 줄이기 위

해서는 인체의 크기와 함께 체형의 형태적 요소를

포괄하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체형 유형화를 통한 치

수 규격을 만들어야 한다. 더욱이 연령별로 세분화되

고 있는 기성복 시장에서는 각 연령별 신체크기 요

소뿐만 아니라 형태적 요소의 특징이 반영된 의복

구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착용자에게

적합한 의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착용자의 신체 치

수 및 체형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인체 각

부위의 직접 측정치 뿐 아니라 형태적 요소를 포함

한 과학적인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성인여성의 신체 발달 단계

에서 기본적 성인 체형의 완성기에 도달하여 체형의

변이가 작은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상반신 인체측정

을 통한 측정치의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상반신 체형

을 분류하고 유형별 체형 특징을 밝혀 신체적합도가

높은 상의원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대상 및 일시
본 연구 대상은 전북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여성

으로, 단순임의 표본 추출법에 의해 202명을 선정,

신체 측정을 실시하였다.

데이터 수집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 측정

은 의류학 전공의 대학원생 및 학부생 10명을 대상

으로 2011년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측정순서 및 방법을 보완하여 본 측정에 임하였다.

본 측정은 2011년 5월 5일부터 5월 30일 까지 전북

소재의 대학에서 실시하였다.

2. 측정 용구 및 측정방법
측정용구는 Martin 인체 측정기, 줄자, 체중계를

사용하였으며, 기타 보조용구로 허리벨트, 겨드랑 둘

레 표시용 고무줄, 기준점 표시용 스티커 등을 사용

하였다. 측정자는 의류학 전공자 6인으로 구성하여

충분한 측정 반복훈련을 실시하여 측정오차를 최소

화하였다. 피측정자의 자세는 눈의 위치가 수평을 유

지하도록 자연스럽게 내린 자세를 취하도록 하였다.

기준점에는 기준점 표시용 스티커를 부착하였으며

허리둘레를 표시하기 위해 1cm폭의 표시용 고무줄을

앞에서 보아 가장 가는 부위에 수평으로 착용하도록

한 후 측정하였다. 기준점과 기준선 및 측정방법은

제 5차 인체치수조사사업 인체측정 표준용어집3),

2010년 실시된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Size

Korea)4) 인체측정 표준용어집 등을 참고하였다.

3. 측정항목
측정항목은 윤을요, 박선경5), 윤진경 등의 연구6),

김진아, 이정란의 연구7)를 참고로 하여 20대 성인

여성의 신체 측정치에 의한 체형 특성을 파악하고

토르소 원형 제작에 필요한 항목으로 상반신의 높이

9항목, 너비 5항목, 두께 6항목, 둘레 8항목, 길이 20

항목, 무게 1항목 등 직접측정치 총 49항목을 선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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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본 연구 자료는 전북 거주 20대 여성 200명의 인

체 측정 자료로 직접측정항목 49항목, 지수항목 12항

목, 계산항목 5항목 등 총 66개 항목을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18 for Windows

Program을 사용하였다. 측정 항목에 대한 평균과 표

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고, 본 연구 인체측정

치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제6차 한국인인체치수조사

자료와 비교하였다.

20대 여성의 상반신 체형을 유형화하고 체형별 형

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상반신

체형의 구성요인 추출을 위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상반신 체형의 다양한 형태를 몇

개의 특징적인 형태로 유형화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에서 얻어진 항목을 변수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분류된 요인별 유형의 체형 차이와 유형구조를

검정하기 위한 분산분석과 집단 간 차이검정을 위해

Duncan-test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분석결과
전북 거주 20대 여성 202명을 대상으로 상반신 측

정 자료를 기술통계분석한 결과는<표 1>과 같다.

20대 여성의 평균키는 161.74cm, 젖가슴둘레 84.79cm,

허리둘레 67.58cm, 엉덩이둘레 92.30m, 몸무게 54.35kg

등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보면 젖가슴둘레, 배꼽

수준허리둘레, 몸무게, 키, 목뒤높이, 겨드랑 높이 등

의 항목에서 5.0이상의 넓은 분포의 표준편차가 관찰

되었다. 이 항목들은 상반신의 형태 및 크기와 상반

신의 높이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된 항목으로, 이러한

결과는 제6차 한국인인체치수조사 결과8) 및 신장희,

손희순, 김진아, 이정란의 연구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표준편차가 크다는 것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상반신 체형

의 유형화와 그에 따른 체형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제6차 한국인인체치수조사 측정 자료와의
비교 분석결과

본 연구의 인체측정치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제

6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와 본 연구의 측정치를 비

교하였다. 제 6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보고서와

같은 연령대인 20대 여성의 공통측정 항목에 대하여

항목별 평균을 t-검정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제 6차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고서 결과와 본 연구

의 측정치수 간 상호관련 항목 의 평균값을 비교해

본 결과 여러 항목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

구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높이항목의 경우 목뒤높이,

엉덩이높이, 샅높이를 제외한 모든 높이 항목에서 유

의적인 수준의 차이를 나타냈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본연구의 측정치가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상반신의 길이를 나타내는 앞중심길이, 배꼽수준앞중

심길이, 등길이, 배꼽수준등길이 등의 항목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치가 작게 나타났으므로, 이 결과를 토대

로 본 연구의 피험자 집단이 키에 비해 하반신의 길

이가 긴 체형임을 알 수 있었다.

너비항목의 경우 허리너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

서 본 연구의 측정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두께항목의

경우도 겨드랑두께, 젖가슴두께, 엉덩이두께 등에서

본 연구의 평균값이 크게 나타났다. 너비항목과 두께

항목의 차이는 둘레항목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

가슴둘레, 젖가슴둘레, 젖가슴아래둘레 등의 항목 값

이 높은 값을 나타냈다. 그러나 허리둘레의 경우 제6

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자료가 더 크게 나타나서

두께, 너비, 둘레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본 피

험자들의 상반신 신체 형태를 유추할 수 있다.

두 가지 조사결과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측정대상

에 기인하나, 표본수의 차이, 측정기준점 선정이나

측정방법상의 차이로도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났다

고 판단된다. 제 6차 한국인인체치수 자료의 경우,

신체측정대상 중 전북지역 거주자들이 포함되어 있

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 자료는 지역에 따른 체형 차

이의 유무를 검증해 볼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후속으로 진행될 전북거주 20대 여성의

상의원형패턴 개발시 체형에 따른 적합도 높은 패턴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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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 표준편차 분산 최소값 최대값

높이

(9)

키 161.74 5.55 30.77 150.80 173.10

목뒤높이 136.53 5.01 25.14 125.80 147.60

어깨가쪽높이 132.74 4.99 24.93 121.90 142.90

어깨높이 131.51 4.94 24.36 120.50 142.00

겨드랑높이 120.79 5.00 24.96 108.60 132.10

허리높이 101.57 4.49 20.12 90.40 112.00

배꼽수준허리높이 96.43 4.35 18.88 82.00 106.50

엉덩이높이 80.38 4.02 16.13 71.40 90.50

샅높이 73.20 3.57 12.77 64.00 81.50

너비

(5)

가슴너비 27.84 1.77 3.12 24.00 39.40

젖가슴너비 26.65 1.75 3.06 23.00 36.40

허리너비 23.63 1.51 2.28 20.40 29.30

배꼽수준허리너비 27.35 2.02 4.08 23.50 34.40

엉덩이너비 32.90 1.56 2.43 29.70 36.70

두께

(6)

겨드랑두께 10.64 1.28 1.63 8.00 14.10

가슴두께 18.09 1.44 2.09 14.50 22.20

젖가슴두께 21.43 2.13 4.53 17.00 27.80

허리두께 17.15 1.65 2.71 14.00 22.30

배꼽수준허리두께 17.71 1.87 3.51 14.00 25.70

엉덩이두께 21.82 1.55 2.41 18.70 26.10

둘레

(8)

겨드랑둘레 39.34 2.69 7.25 34.00 46.60

목밑둘레 40.36 2.54 6.45 33.50 46.40

가슴둘레 82.85 4.95 24.50 71.00 96.00

젖가슴둘레 84.79 5.42 29.32 73.00 101.00

젖가슴아래둘레 73.86 4.43 19.64 63.00 85.00

허리둘레 67.58 4.78 22.85 58.60 86.90

배꼽수준허리둘레 75.16 6.01 36.17 62.80 99.80

엉덩이둘레 92.30 4.55 20.74 82.30 107.70

길이

(20)

엉덩이수직길이 27.66 2.43 5.89 19.80 34.10

앞중심길이 31.10 1.86 3.47 26.50 36.30

배꼽수준앞중심길이 37.17 3.13 9.77 32.20 65.10

겨드랑앞벽사이길이 30.53 2.30 5.29 25.60 39.70

겨드랑앞벽접힘사이길이 31.23 2.44 5.98 27.50 39.40

젖꼭지사이수평길이 17.35 1.22 1.49 14.40 20.30

어깨길이 9.87 1.40 1.96 7.00 13.10

어깨가쪽사이길이 34.38 2.22 4.91 28.80 39.70

어깨사이길이 39.20 2.36 5.56 34.00 44.80

등길이 36.79 1.89 3.57 32.30 42.50

배꼽수준등길이 41.83 2.17 4.71 36.50 48.20

겨드랑뒤벽사이길이 35.25 1.93 3.72 31.20 39.70

겨드랑뒤벽접힘사이길이 34.98 2.25 5.08 30.00 40.00

목뒤젖꼭지길이 33.70 2.24 5.03 28.50 42.20

목뒤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 47.35 3.21 10.31 34.30 53.20

목옆젖꼭지길이 24.21 2.66 7.05 19.80 37.50

목옆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 38.00 2.49 6.18 26.70 43.60

엉덩이옆길이 21.49 1.99 3.97 16.30 26.80

샅앞뒤길이 72.22 3.67 13.50 64.40 82.00

배꼽수준샅앞뒤길이 61.90 3.31 10.95 54.50 77.90

무게(1) 몸무게 54.35 6.05 36.60 40.50 67.00

지수 어깨가쪽높이/목뒤높이 0.97 0.01 0.00 0.94 0.99

<표 1> 직접측정 항목에 대한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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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어깨길이/목뒤높이 0.07 0.01 0.00 0.05 0.10

앞중심길이/목뒤높이 0.23 0.01 0.00 0.19 0.28

등길이/목뒤높이 0.27 0.01 0.00 0.24 0.30

목뒤높이/키 0.84 0.01 0.00 0.82 0.86

어깨가쪽높이/키 0.81 0.01 0.00 0.78 0.84

어깨높이/키 0.82 0.01 0.00 0.79 0.84

겨드랑높이/키 0.75 0.01 0.00 0.71 0.77

허리높이/키 0.63 0.01 0.00 0.59 0.66

배꼽수준허리높이/키 0.60 0.01 0.00 0.54 0.62

엉덩이/키 0.50 0.01 0.00 0.45 0.54

샅높이/키 0.45 0.01 0.00 0.42 0.49

젖가슴둘레/젖가슴아래둘레 1.14 0.04 0.00 1.05 1.30

겨드랑앞벽사이길이/겨드랑뒤벽사이길이 0.87 0.07 0.00 0.71 1.13

겨드랑뒤벽점힘사이길이/어깨가쪽사이길이 1.02 0.07 0.00 0.83 1.17

앞중심길이/등길이 0.85 0.06 0.00 0.73 1.03

목옆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키 0.24 0.02 0.00 0.16 0.27

목밑둘레/젖가슴둘레 0.48 0.04 0.00 0.37 0.60

목옆젖꼭지길이/앞길이 0.78 0.09 0.01 0.66 1.23

젖꼭지사이수평길이/젖가슴둘레 0.21 0.01 0.00 0.15 0.24

계산

(5)

젖가슴둘레-가슴둘레 1.93 1.90 3.59 -1.50 9.80

젖가슴둘레-젖가슴아래둘레 10.26 3.31 10.94 3.50 23.20

젖가슴둘레-허리둘레 16.55 3.47 12.05 10.60 27.20

배둘레-허리둘레 7.59 2.64 6.97 1.80 18.50

엉덩이둘레-허리둘레 17.14 4.53 20.49 2.20 30.90

3. 상반신 체형 구성요인의 추출결과
20대 여성의 상반신 체형별 특징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측정항목 49항목, 지수항목 12항목, 계산

항목 5항목 등 총 66개 항목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체형 특성 파악에 유효한 36개 항목을 선

택하고 최종 요인분석에 투입하였다. 요인추출법으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고,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을

추출한 후 Varimax 회전을 시켜 요인부하량을 구하

였다. 요인분석결과, 상반신 구성요인은 6개로 추출

되었으며, 총 설명력은 84.06%로 나타났다. 체형 특

징을 살펴보기 위한 요인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요인 1은 허리와 가슴부위의 둘레, 너비, 두께와

관련한 항목 및 몸무게로 0.65이상의 부하량을 나타

내었다. 이는 상반신의 앞․옆면의 수평크기 및 비만

정도와 관련한 요인으로 ‘상반신 비만 및 수평크기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6개의 요인 중 가장 값이 크

며 고유치는 12.11로 전체변량의 30.50%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2는 목뒤높이, 어깨가쪽높이, 키 등 신체의

수직 길이와 관련된 항목이 0.85이상의 높은 부하량

을 나타내었다. 이는 전반적인 신체의 높이에 해당하

는 항목으로 ‘신체 수직크기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고유치는 8.94이며, 설명력은 25.23%로 나타났다.

요인 3은 상반신 앞면의 종적인 길이와 관련된 항

목에 높게 부하하여 ‘상반신 앞면의 형태 및 길이 요

인’으로 명명하였다. 대표 항목으로는 목옆젖꼭지허

리둘레선길이, 키에 대한 목옆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

비율, 앞중심길이 등의 순으로 부하량이 높게 나타났

으며, 고유치는 3.42이며 전체변량의 7.81%를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4는 젖가슴아래둘레에 대한 젖가슴둘레의 비

율 및 젖가슴둘레와 젖가슴아래둘레의 차, 젖가슴둘

레와 허리둘레의 차 등 젖가슴발달 정도와 관련된

항목에 높게 부하하여 ‘젖가슴 발달 요인’으로 명명

하였다. 고유치는 2.34이며 전체변량의 7.81%를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5는 등길이, 배꼽수준등길이 등 상반신 뒷면

의 종적길이 및 형태와 관련된 항목으로 0.8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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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본연구 측정치

(n=202)

제6차 한국인인체치수조사

측정치 (n=611) t-value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높이

(9)

키 161.74 5.55 160.32 5.19 -2.75 **

목뒤높이 136.53 5.01 135.62 4.88 -1.87

어깨가쪽높이 132.74 4.99 130.45 4.74 -4.86 ***

어깨높이 131.51 4.94 128.79 4.77 -5.77 ***

겨드랑높이 120.79 5.00 118.48 4.55 -5.07 ***

허리높이 101.57 4.49 97.28 4.00 -10.65 ***

배꼽수준허리높이 96.43 4.35 93.98 3.93 -6.20 ***

엉덩이높이 80.38 4.02 79.67 3.86 -1.85

샅높이 73.20 3.57 72.73 3.62 -1.32

너비

(5)

가슴너비 27.84 1.77 27.23 1.73 -3.54 ***

젖가슴너비 26.65 1.75 26.28 1.58 -2.31 *

허리너비 23.63 1.51 24.50 2.02 4.59 ***

배꼽수준허리너비 27.35 2.02 26.59 2.11 -3.68 ***

엉덩이너비 32.90 1.56 32.23 1.61 -4.22 ***

두께

(6)

겨드랑두께 10.64 1.28 9.41 1.18 -10.46 ***

가슴두께 18.09 1.44 17.79 1.57 -1.97

젖가슴두께 21.43 2.13 20.54 2.07 -4.34 ***

허리두께 17.15 1.65 16.80 1.83 -1.98 *

배꼽수준허리두께 17.71 1.87 17.41 1.88 -1.62

엉덩이두께 21.82 1.55 20.98 1.64 -5.22 ***

둘레

(8)

겨드랑둘레 39.34 2.69 36.81 2.41 -10.49 ***

목밑둘레 40.36 2.54 38.19 1.98 -10.54 ***

가슴둘레 82.85 4.95 82.96 4.80 0.19

젖가슴둘레 84.79 5.42 83.17 5.77 -2.88 **

젖가슴아래둘레 73.86 4.43 72.37 4.66 -3.27 **

허리둘레 67.58 4.78 70.02 6.07 4.22 ***

배꼽수준허리둘레 75.16 6.01 74.76 6.27 -0.65

엉덩이둘레 92.30 4.55 91.42 4.73 -1.92

길이

(20)

엉덩이수직길이 27.66 2.43 25.82 1.74 -10.01 ***

앞중심길이 31.10 1.86 34.40 1.89 17.72 ***

배꼽수준앞중심길이 37.17 3.13 37.76 1.98 2.73 *

겨드랑앞벽사이길이 30.53 2.30 31.53 1.81 5.35 ***

겨드랑앞벽접힘사이길이 31.23 2.44 33.09 2.38 139.97 ***

젖꼭지사이수평길이 17.35 1.22 17.66 1.42 2.23 *

어깨길이 9.87 1.40 12.01 1.20 17.57 ***

어깨가쪽사이길이 34.38 2.22 37.41 2.38 13.07 ***

어깨사이길이 39.20 2.36 38.68 2.25 -2.31 *

등길이 36.79 1.89 39.26 2.10 12.12 ***

배꼽수준등길이 41.83 2.17 42.71 2.25 3.96 ***

겨드랑뒤벽사이길이 35.25 1.93 36.17 2.38 4.07 ***

겨드랑뒤벽접힘사이길이 34.98 2.25 34.75 2.68 -0.90

목뒤젖꼭지길이 33.70 2.24 33.69 2.10 -0.04

목뒤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 47.35 3.21 50.33 2.31 12.18 ***

목옆젖꼭지길이 24.21 2.66 25.19 1.87 4.93 ***

목옆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 38.00 2.49 41.82 2.22 17.10 ***

엉덩이옆길이 21.49 1.99 18.80 1.96 -13.86 ***

샅앞뒤길이 72.22 3.67 69.14 3.74 -8.40 ***

배꼽수준샅앞뒤길이 61.90 3.31 62.35 3.48 1.34

무게(1) 몸무게 54.35 6.05 53.30 0.68 -1.63

* p<0.05, ** p<0.01, *** p<0.001

<표 2>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자료와 본연구자료의 측정항목 신체지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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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허리둘레 0.96 -0.01 -0.07 0.06 0.03 0.03

배꼽수준허리둘레 0.92 0.05 -0.11 0.03 0.00 0.04

배꼽수준허리너비 0.88 0.17 -0.05 0.04 -0.01 0.11

허리두께 0.87 -0.09 0.02 0.01 -0.06 0.03

배꼽수준허리두께 0.86 -0.06 0.04 0.00 -0.02 0.12

허리너비 0.86 0.03 -0.02 0.07 0.00 0.11

몸무게 0.85 0.37 0.10 0.08 0.10 -0.05

젖가슴아래둘레 0.84 0.01 0.30 -0.11 -0.11 -0.06

젖가슴둘레 0.83 -0.04 0.25 0.41 -0.03 -0.10

가슴둘레 0.82 -0.04 0.26 0.34 0.01 -0.12

젖가슴두께 0.77 -0.11 0.21 0.44 -0.02 0.01

엉덩이둘레 0.74 0.26 0.07 -0.04 0.09 0.12

엉덩이두께 0.73 0.03 0.09 -0.03 0.04 0.14

겨드랑둘레 0.72 0.21 0.02 0.05 0.03 -0.10

젖가슴너비 0.69 0.06 0.19 0.21 -0.32 -0.06

가슴두께 0.68 0.05 0.17 0.27 0.03 0.01

목뒤높이 0.05 0.97 -0.01 -0.05 0.18 -0.03

어깨가쪽높이 0.07 0.96 0.09 -0.07 0.11 -0.05

키 0.08 0.96 0.03 -0.04 0.10 -0.03

겨드랑높이 0.02 0.96 0.12 -0.07 0.06 0.02

어깨높이 0.07 0.96 0.10 -0.07 0.07 -0.05

허리높이 0.10 0.96 -0.05 -0.06 -0.02 0.02

배꼽수준허리높이 0.11 0.94 0.05 -0.10 0.01 0.04

엉덩이높이 0.01 0.93 -0.07 0.03 -0.05 0.02

샅높이 0.05 0.89 -0.12 0.01 -0.06 0.11

목옆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 0.15 0.16 0.88 0.13 0.06 0.08

목옆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키 0.11 -0.34 0.84 0.15 0.01 0.09

앞중심길이 0.22 0.23 0.74 -0.03 0.12 -0.01

젖가슴둘레/젖가슴아래둘레 0.17 -0.13 0.03 0.93 0.11 -0.06

젖가슴둘레-젖가슴아래둘레 0.34 -0.13 0.08 0.90 0.09 -0.06

젖가슴둘레-허리둘레 0.07 -0.09 0.56 0.63 -0.10 -0.18

등길이 -0.04 0.31 0.12 0.03 0.91 -0.05

등길이/목뒤높이 -0.08 -0.41 0.14 0.08 0.85 -0.03

배꼽수준등길이 0.06 0.34 -0.07 0.07 0.81 -0.19

어깨길이/목뒤높이 0.10 -0.11 0.04 -0.09 -0.13 0.96

어깨길이 0.11 0.14 0.04 -0.10 -0.08 0.96

고유치 12.11 8.94 3.42 2.34 2.01 1.45

변량(%) 30.50 25.23 7.81 7.81 6.93 5.78

누적변량(%) 30.50 55.73 63.55 71.35 78.28 84.06

<표 3> 요인분석 결과

부하량을 나타내었다. 이는 상반신 뒷면인 등의 형태

및 길이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등 형태 및 길이 요인’

으로 명명하였으며 고유치는 2.01이며, 설명력은 6.93%

로 나타났다.

요인 6은 어깨길이/목뒤높이, 어깨길이 등 어깨부

위의 크기와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어깨

크기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고유치는 1.45이며, 전체

변량의 5.78%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대 여성의 상반신 체형 유형을 결정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상반신 비만 및 수평크기 요

인’, ‘신체 수직크기 요인’, ‘상반신 앞면의 형태 및 길

이 요인’, ‘젖가슴 발달 요인’, ‘등 형태 및 길이 요인’,

‘어깨 크기 요인’ 등을 들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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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체형 1

n=62 (30.7%)

체형 2

n=57 (28.2%)

체형 3

n=83 (41.1%) F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요인 1
상반신 비만 및 수평 크기

요인

0.68 1.04 0.21 0.77 -0.65 0.68
29.58 ***

A B C

요인 2 신체 수직크기 요인
-0.67 0.87 0.67 0.76 0.04 0.92

21.73 ***
C A B

요인 3
상반신 앞면형태 및 길이

요인

0.18 0.72 0.74 0.86 -0.64 0.86
30.66 ***

B A C

요인 4 젖가슴 발달 요인
-0.28 0.89 0.30 1.21 0.00 0.87

3.14 *
B A AB

요인 5 등 형태 및 길이 요인
0.47 0.85 -0.44 1.01 -0.05 0.97

8.48 ***
A B AB

요인 6 어깨 크기 요인
0.38 0.74 -0.29 0.99 -0.08 1.10

4.63 *
A B AB

* p<0.05, ** p<0.01, *** p<0.001
※ Duncan test 결과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 집단을 서로 다른 알파벳 문자로 표시하였으며 평균값의 크기는

알파벳순이다.(A>B>C)

<표 4> 체형별 요인점수 비교 및 검정 결과

본 연구결과는 20대 전반 여성의 체간부 체형 구

성인자로 ‘신체부피 및 수평적 크기 요인’, ‘신체 높

이 및 길이 요인’, ‘어깨의 형태 및 크기 요인’, ‘상반

신 앞면 형태 요인’, ‘상반신 뒷면 형태 요인’, ‘드롭치

요인’을 추출한 신장희, 손희순의 연구9)와 유사하며

상반신 비만 정도와 높이항목이 20대 여성의 체형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청년기 여성의 상반신을 직접계측을 통해 측

정하여 체형 구성 인자를 ‘상반신 굵기 요인’, ‘상반신

높이 및 팔 길이 요인’, ‘상반신 옆면 두께 및 자세

요인’, ‘상반신 앞 체표길이 관련 요인’, ‘상반신 뒤 체

표길이 관련 요인’, ‘가슴형태 및 크기요인’, ‘어깨 크

기 요인’ 등으로 추출한 엄정옥, 문명옥의 연구10),

직․간접계측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통해 중년여성의

상반신 체형 구성 인자를 ‘상반신 굵기 요인’, ‘측면

두께 요인’, ‘상반신 높이 항목 요인’, ‘상반신 길이 요

인’, ‘상반신 너비 요인’ 등으로 분석한 문명옥, 임희

경의 연구11), 노년여성의 상반신 체형 구성 인자를

‘몸통 상부 자세 및 어깨 형태요인’, ‘몸통의 전체적

실루엣 요인’, ‘몸통 하부의 수평크기 및 몸통실루엣

관련 요인’, ‘몸통 너비 및 두께에 관한 요인’, ‘엉덩이

와 배 돌출정도 및 위치 요인’으로 나누었던 이소영,

김효숙의 연구12)와 비교해 볼 때, 연령에 상관없이

상반신 굵기 및 비만요인이 상반신 체형 유형을 구분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연

령이 증가할수록 체형변이와 자세가 체형 유형을 구

분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상반신 체형의 형태 분류 및 특징
20대 여성의 상반신 체형을 분류하고, 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에서 얻어진 항목의 요인

점수를 독립변수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

해 20대 여성의 상반신 체형을 <표 4>와 같이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체형의 측정항목별 평균값을

<표 5>와 같이 정리하였다.

체형 1은 항목별 차이검정결과, 상반신 비만 및

크기 수평크키 요인의 값은 가장 크고, 신체 수직크

기 요인은 가장 작게 나타나 키가 작고 상반신이 발

달한 체형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젖가슴둘레-젖가슴

아래둘레, 젖가슴둘레-허리둘레 항목 등 젖가슴 발달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 4의 값이 낮고, 등 형태 및 길

이를 나타나내는 요인 5의 값과 어깨크기를 나타내

는 요인 6의 값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상반신

이 전체적으로 발달했지만 젖가슴이 크지 않은 볼륨

감이 없는 체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체형 1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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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

평균/표준편차

항목

체형 1 체형 2 체형 3

F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키 158.69 4.86 165.39 4.64 161.52 161.74 16.79***

목뒤높이 133.86 4.48 139.30 4.40 136.61 4.80 12.81***

어깨가쪽높이 130.00 4.57 136.26 4.18 132.36 4.41 18.76***

어깨높이 128.66 4.54 135.15 3.87 131.14 4.35 21.26***

겨드랑높이 118.12 4.63 124.24 3.83 120.41 4.66 17.67***

허리높이 99.08 3.93 104.24 3.62 101.59 4.41 14.72***

배꼽수준허리높이 94.20 3.57 99.24 3.48 96.16 4.40 15.32***

엉덩이높이 77.80 3.59 82.67 3.34 80.73 3.70 17.43***

샅높이 71.35 3.58 74.78 2.62 73.49 3.58 9.91***

가슴너비 28.07 1.37 28.63 2.32 27.11 1.26 9.28***

젖가슴너비 27.04 1.50 27.70 1.85 25.65 1.27 20.65***

허리너비 24.48 1.58 23.94 1.19 22.77 1.20 19.59***

배꼽수준허리너비 28.27 2.25 27.83 1.73 26.34 1.55 13.71***

엉덩이너비 33.63 1.50 33.12 1.57 32.21 1.31 11.06***

겨드랑두께 11.42 1.30 10.85 1.13 9.93 0.94 20.25***

가슴두께 18.60 1.61 18.64 1.05 17.34 1.22 14.25***

젖가슴두께 22.49 2.15 22.35 1.78 20.02 1.45 27.16***

허리두께 18.28 1.73 17.32 1.43 16.20 1.07 24.36***

배꼽수준허리두께 18.88 2.02 17.84 1.89 16.75 1.08 18.38***

엉덩이두께 22.73 1.51 22.07 1.08 20.96 1.42 18.99***

겨드랑둘레 40.33 2.74 40.15 2.58 38.06 2.21 11.57***

목밑둘레 40.42 2.49 40.77 2.46 40.03 2.63 0.90

가슴둘레 85.42 4.18 85.33 3.84 79.27 3.84 35.98***

젖가슴둘레 87.22 5.22 87.67 4.63 81.00 3.54 31.89***

젖가슴아래둘레 76.38 3.64 75.96 3.57 70.55 3.28 39.46***

허리둘레 70.65 5.19 68.32 3.86 64.77 3.25 23.25***

배꼽수준허리둘레 78.44 6.71 76.08 5.08 72.09 4.45 15.73***

엉덩이둘레 94.71 4.80 93.30 3.60 89.83 3.72 17.24***

엉덩이수직길이 26.81 2.62 28.37 2.57 27.82 2.00 4.17*

앞중심길이 31.33 1.36 32.44 1.67 30.01 1.67 25.01***

배꼽수준앞중심길이 37.03 1.54 38.92 4.85 36.07 1.69 9.95***

겨드랑앞벽사이길이 30.65 2.46 31.41 2.36 29.83 1.92 5.38**

겨드랑앞접힘사이길이 31.51 2.63 32.30 2.31 30.30 2.05 8.17***

젖꼭지사이수평길이 17.61 1.27 17.74 1.15 16.89 1.10 6.88**

어깨길이 10.34 1.06 9.71 1.37 9.63 1.57 3.22*

어깨가쪽사이길이 34.58 2.37 34.90 2.07 33.86 2.12 2.57

어깨사이길이 39.07 2.41 39.82 2.30 38.86 2.32 1.79

등길이 37.13 1.78 36.67 1.91 36.62 1.95 .91

배꼽수준등길이 42.02 1.90 41.60 2.50 41.85 2.15 .35

겨드랑뒤벽사이길이 36.14 2.01 35.32 1.28 34.54 1.98 8.40***

겨드랑뒤접힘사이길이 35.71 2.27 35.37 2.12 35.37 2.12 6.24**

목뒤젖꼭지길이 34.42 2.40 34.61 2.02 32.54 1.73 14.08***

목뒤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 47.54 3.09 49.35 2.49 45.83 2.99 15.45***

목옆젖꼭지길이 25.07 3.24 24.78 1.95 23.17 2.26 7.37**

목옆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 38.48 1.51 39.82 1.93 36.38 2.41 31.36***

엉덩이옆길이 21.27 2.12 22.07 1.93 21.25 1.89 2.17

샅앞뒤길이 72.76 3.87 73.50 3.92 70.93 2.93 6.15**

배꼽수준샅앞뒤길이 62.67 3.70 63.46 2.73 60.24 2.61 13.64***

몸무게 56.61 5.97 57.32 5.17 50.64 4.62 22.13***

*p≤ 0.05 ** p≤0.01 *** p≤ 0.001

<표 5> 체형별 신체치수 비교



服飾 第63卷 1號

- 106 -

유형 체형 특징

체형 1 n=62 (30.7%) 키가 작고 상반신이 발달하였으나 볼륨감 없는 체형

체형 2 n=57 (28.2%) 키가 크고 젖가슴이 발달한 젖힌 체형

체형 3 n=83 (41.1%) 보통키의 마른체형

<표 6> 체형별 체형 특징

형 중 가장 키가 작고 상반신이 발달하였으나 볼륨

감 없는 체형이며, 전체 202명 중 62명(30.7%)이 이

유형에 속한다.

체형 2는 신체 수직크기를 나타내는 항목의 평균

값이 다른 체형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반신

앞면형태 및 길이를 나타내는 요인의 경우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인 목옆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 앞중심

길이, 목옆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키의 평균값이 다른

체형에 비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등 형태 및

길이를 나타내는 요인 5의 등길이, 등길이/목뒤높이,

배꼽수준등길이 항목의 평균값이 B에 묶여 작게 나

타나 젖힌 체형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반신 비만

및 수평크기를 나타내는 항목이 중간 수준을 나타냈

지만 젖가슴 발달정도를 나타내는 요인 항목인 젖가

슴둘레-젖가슴아래둘레, 젖가슴둘레-허리둘레 등의

항목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여 체격에 비해 젖가슴

이 발달한 체형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체

형 2는 키가 크고 젖가슴이 발달한 젖힌 체형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전체 202명중 57명(28.2%)이 이

유형에 속한다.

체형 3은 상반신 비만 및 크기 수평크기 요인의

평균값은 가장 낮게, 그리고 신체수직 크기요인의 평

균값은 중간 수준을 나타내어 보통키의 비교적 마른

체형임을 알 수 있다. 상반신 앞면형태 및 길이를 나

타내는 요인인 목옆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 앞중심길

이, 목옆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키 항목의 평균값이

가장 작게 나타났으나 등 형태 및 길이를 나타내는

요인의 평균값은 다른 체형과 차별화 되고 있지 않

고, 신체 수직크기 항목 요인의 평균값은 중간수준을

나타내어 상반신 앞면형태 및 길이를 나타내는 요인

의 평균값만으로는 이 체형을 숙인체형이나 키에 비

해 상반신이 짧은 체형이라고 단정 짓기 힘들다. 따

라서 체형 3은 보통키의 마른체형으로 특징 지울 수

있으며, 전체 202명 중 83명(41.1%)이 이 유형에 속

한다.

<표 6>과 같이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체형 1

은 키가 작고 상반신이 발달하였으나 볼륨감 없는

체형, 체형 2는 키가 크고 젖가슴이 발달한 젖힌 체

형, 체형 3은 보통키의 마른체형 집단임을 알 수 있

다. 체형별 분포도는 체형 1 30.7%, 체형 2 28.2%,

체형 3 41.1%의 순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전북지역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인체

측정을 실시한 후, 측정자료를 활용하여 20대 여성의

상반신 체형별 유형에 적합한 상의원형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20대 여성의

상반신 체형 및 신체 치수를 제시하고, 상반신 체형

을 구성하는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군집분석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몇 개의 특징적인

유형으로 분류함으로써 인체 적합도가 높은 상의원

형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전북 거주 20대 여성의 평균키는

161.74cm, 젖가슴둘레 84.79cm, 허리둘레 67.58cm,

엉덩이둘레 92.30m, 몸무게 54.35kg 등으로 나타났다.

제 6차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고서 결과와 본 연구

측정치수의 평균값을 비교해 본 결과 높이항목의 경

우에는 목뒤높이, 엉덩이높이, 샅높이를 제외한 모든

높이 항목에서, 또한 너비항목의 경우, 허리너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본 연구의 측정치가 높게 나

타났다. 두께항목의 경우도 겨드랑두께, 젖가슴두께,

엉덩이두께 등에서 본 연구의 평균값이 크게 나타났

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가슴둘레, 젖가슴둘레, 젖가슴

아래둘레 등의 둘레항목 역시 본 연구의 측정치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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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의 상반신 체형 형태를 구성하는 요인들

을 추출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6개 요인

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은 상반신 비만 및 수평크기

요인, 요인 2는 신체 수직크기 요인, 요인 3은 상반

신 앞면의 형태 및 길이 요인, 요인 4는 젖가슴 발달

요인, 요인 5는 등 형태 및 길이 요인, 요인 6은 어

깨 크기 요인이었으며, 이와 같은 6개의 요인이 설명

할 수 있는 변량은 전체의 84.06%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에서 얻어진 항목의 요인점수를 독립변수

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본 연구 대상의 체형을 ‘키

가 작고 상반신이 발달하였으나 볼륨감 없는 체형

(30.7%)’, ‘키가 크고 젖가슴이 발달한 젖힌 체형

(28.2%)’, ‘보통키의 마른체형(41.1%)’ 등 3개의 집단

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 세 가지 체형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어 세 가지 유형의 체형이 고루

공존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체형

중 어느 하나의 체형에 적합한 상의원형이 아닌, 각

체형별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 되는 상의원형의 개

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 및 지역상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의 확대 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 결과는 향후 20대 여성의 상반신 체형 유형별 상

의원형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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