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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의 기성복 재킷 부위별 선호핏(fit)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분석

- 여대생집단과 패션모델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

The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Fit by Ready-made Jacket Part 
preferred by Women in Twenties

-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Female College Student Group 
and Fashion Mode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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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creating the environment which can efficiently reflect prefer fit along with 
body size when selecting clothes size in the indirect purchasing environment,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 of 
ready-made jacket part-specific fit preferred by fashion models in their twenties and female college students.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mpact of body size, recognition of body part-specific characteristics shape, body satisfaction 
on prefer fit of jacket. As for the difference of prefer fit depending on the body size, female college students preferred 
more loose fit than models. 

 The difference according to recognition of body part-specific characteristics shape turned out to be significant for 
prefer fit depending on the degree of bend of neck, arm length, bend of back recognition and matching fit was found 
to be preferred as they recognize their body shape to be normal and the difference according to body satisfaction 
appeared to be significant in the terms of bend of back, hip width/protrusion, torso size/length, sleeve length, whole 
body shape and they turned out to prefer matching fit as they are satisfied with their body. As shown above, body 
size, recognition of body part-specific characteristics shape, especially body satisfaction have a great influence on prefer 
fit of jacket and therefore, if preparing for a size selection step according to body shape and  satisfaction in the jacket 
size selection process, customers’ satisfaction in jacket size may be improved and it is considered to be helpful for 
both consumers and sellers.

Keywords: jacket, fit, women in twenties, satisfaction of body shape, recognition of body size and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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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이상적인 체형(Nam & Lee, 2001; Nam & 
Park, 1999; Song, 2000)은 가늘고 긴 체형이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지된 이상체형은 개인의 신체에 대한 인지

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개인의 신체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친다. 즉 여성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본인의 체형이 사

회적인 이상형과 차이가 많을수록 커지고, 그 차이가 적

을수록 작아진다(Lee & Park, 2004; Park et al., 2010). 
여성들은 자신의 체형을 이상형에 근접하게 보이게 하

기 위해 의복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으나(Lee & Park, 
2004) 기성복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표준치수체계에 

근거하여 대량생산하기 때문에 신체크기가 같은 집단이라

도 형태적 다양성으로 인해 의복의 적합성이 다 같이 좋

다고 할 수는 없다(Kim, 2001). 이러한 의복의 적합성에 

대한 불만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Lee & Park, 2004; Su & Song, 2004), Shim’s 
study(1991)에 따르면 신체만족도와 기성복 만족도의 관

계에 대한 연구에서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는 사람

보다 만족하는 사람이 기성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의

복에 대한 만족도는 무엇보다도 신체 만족도가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as cited in Park, 2000). 또한 

Su & Song, (2004) 와 Wee 와 Park(2003) 연구에 따르

면, 신체전체뿐 아니라 신체부분에 대해 자신의 신체이미

지를 갖고 불만족한 부위에 대해 의복을 통해서 이 부위

를 감추어서 체형을 보완하려는 등 끊임없는 개선방안을 

모색한다고 하였다. Hwang’s study, 신체만족도와 이상적

인 신체상의 중요성이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 특정 부위에 대한 신체만족이 특정 의복추구

혜택과 관계가 있으며, 특정 신체부위에 만족할수록 의복

을 통해 신체만족을 유지 또는 고양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고 하였다(as cited in Lee, 2011). 이와 같이 여성의 경우 

신체만족도는 실제체형, 인지체형 및 착의행동에 영향을

(Wee & Park, 2003) 미치고 신체이미지, 신체만족도, 자
기존중감 및 의복만족도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

음을(Park et al., 2004)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의복구매환경은 직접 착용을 통해 맞음새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경우 이외에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 

등에서 디자인과 의복치수정보만 확인하고 맞음새를 예측

하여 구매하는 간접구매환경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Kang & Kim, 2010; Kim, 2011; Lee & Cho, 2001; 
Lee & Hwang, 2013; Sohn & Choi, 2003). 이러한 간접

구매환경에서는 전문 모델의 착용사진과 치수정보만으로 

본인의 맞음새를 예측할 수 있을 뿐 본인이 선호하는 핏

을 반영하여 치수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간접구매환경의 상품교환 및 반품율은 직접구매환경과 큰 

차이를 보이며(Kim, 2011; Kim & Kim, 2009; Lee & 
Hwang, 2013), 이를 개선함으로써 의류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불편을 현저히 개성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

러나 많은 선행연구가 밝혔듯이 의복 만족도는 신체만족

도 및 신체 인지의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신체만족도나 

신체에 대한 인지를 통해 의복에 대한 개인적 선호핏을 

예측할 수 있는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개인

이 선호하는 핏은 신체치수와 더불어 의복치수 선택의 중

요한 기준이므로 신체만족도와 신체에 대한 인지를 통해 

의복 선호핏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이상적인 체형으로 

여겨지는 패션모델집단(Song, 2000)과 여대생집단을 대상

으로 신체치수 및 신체 부위별 특성형태 인지도와 신체 부

위별 만족도에 따라 재킷 선호핏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을 

분석함으로써 간접구매환경에서 소비자들이 신체치수와 

신체 부위별 특성형태 인지도와 신체 부위별 만족도를 파

악하여 좀 더 쉽게 원하는 맞음새를 반영하여 의복치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모델집단과 여대생집단의 신체크기, 신체 특

성형태 인지도 및 신체만족도 특징을 살펴본다.
둘째, 신체 특성형태 인지 집단에 따라 재킷부위별 선

호핏을 살펴본다.
셋째, 신체만족 집단에 따라 재킷부위별 선호핏을 살펴

본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대 여성의 신체만족도와 신체 형태특성인

지에 따라 기성복 재킷의 선호핏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

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전문패션모델 중 서울에서 활동

하고 있는 150명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패션디자인 관

련학과 여대생 1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부실기재 및 응답여부가 불확실한 43부

를 제외하고 전문모델 132부, 여대생 141부 총 273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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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 20-24 25-29 over 30 total

frequency(%) 24(18.2) 81(61.4) 25(18.9) 2(1.5) 132(100.0)

<Table 1> Age distribution of Fashion models 

전문패션모델과 패션디자인 관련학과 여대생을 연구대

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일반 소비자보다 패션에 관심이 많

고 관련 지식이 풍부해 의복 맞음새와 선호핏에 대해 보

다 예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집단으로서 신체크기가 확연

히 차이나는 집단을 선정하여 신체크기, 신체만족도 및 

신체 형태특성 인지가 맞음새와 선호핏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모델 에이전트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모델 연령대가 

20대 전반이 가장 많고 서울활동이 대부분이라는 답변에 

따라 비교집단의 연령을 여대생으로, 지역을 서울, 수도권 

지역의 패션디자인 관련 학과로 한정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9월 24일부터 2013년 11월 22일까지 이었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설문 문항은 총 5영역으로, 조사 대상자의 일반특성, 
신체크기, 신체 형태특성인지, 신체 만족도, 재킷 맞음새 

현황 및 재킷 선호핏 영역이었다. 영역별 설문문항의 구

성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작성한 후 예비 설문을 통해 

수정 보완하였다. 예비 설문은 2013년 9월 11일부터 9월 

13일 3일간 서울지역의 모델학과 여대생 30명을 대상으

로 진행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나이, 경력 및 활동분야의 3문항이었고 

신체크기는 5문항(키,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몸무게)이었다. 신체크기인지는 길이 5문항(목길이, 어깨

사이길이, 팔길이, 허리길이, 상반신길이), 크기 9문항(목
굵기, 가슴크기, 가슴둘레, 허리굵기, 엉덩이너비, 엉덩이

돌출, 위팔굵기 상반신크기, 체격크기), 각도 4문항(목굽

임, 어깨굽음, 어깨기울기, 등굽음)의 총 18문항이었으며 

매우 작다/낮다/짧다(1점)에서 매우 크다/높다/길다(5점)
의 5점 Lickertis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체만족도는 길이 

5문항(목길이, 어깨사이길이, 팔길이, 허리길이, 상반신길

이),  크기 8문항(목굵기, 가슴크기, 허리굵기, 위팔굵기, 
엉덩이너비, 엉덩이돌출, 상반신크기, 체격크기)과 각도 7
문항(목굽음/젖힘, 어깨굽음/젖힘/기울기, 등굽음/젖힘)의 

총 19문항이었으며 매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5점)
의 5점 Lickertis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신체만족도 

및 신체 형태특성인지도 모두 4점과 5점으로 답한 대상자

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신체만족도와 신체 형태특성인지 

항목 모두 매우 불만족(1점)~보통(3점), 매우 작다/낮다/
짧다(1점)~보통이다(3점)의 3점 척도로 분석하였다.

재킷 맞음새 현황조사는 길이 5문항(어깨사이길이, 겨

드랑앞/뒤벽사이길이, 소매길이, 재킷길이), 둘레 5문항

(목밑둘레, 가슴둘레, 허리둘레, 소매둘레, 엉덩이둘레), 
밑단의 포갬/벌어짐(앞과 뒤), 들뜸/쳐짐(앞), 진동깊이, 전
체 맞음새의 총 15문항이었고 재킷 선호핏은 길이 4문항

(어깨사이길이, 겨드랑앞/뒤벽사이길이, 소매길이), 둘레 

5문항(목둘레,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소매둘

레), 진동깊이, 전체맞음새의 총 11문항이었다. 재킷 맞음

새는 작다/짧다(1점)에서 매우 크다/길다(5점)의 5점으로, 
재킷 선호핏은 꼭 맞게 입는다(1점)에서 아주 넉넉하게 

입는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for Windows 19.0을 사

용하였다. 패션모델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패션모델집단과 여대생집단의 신체크기, 신체 형

태특성인지, 신체만족도 및 재킷 맞음새 현황과 재킷 선

호핏의 차이는 독립표본 t-test로 비교하였다. 동시에 신체 

형태특성 인지와 신체만족도의 성분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의 Verimax Rotation을 통해 유형을 설명하

는 성분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 α를 실시하였다. 또한 신체 형태특성 인지와 

신체 만족도에 따른 재킷 선호핏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하였고 집단 간 유의차가 나타난 경

우는 Scheffe 사후검증으로 차이를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모델 집단의 일반적 특성

여대생은 연령과 학력이 제한되었으므로 전문패션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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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of career

period
stat.

less 1year
1 to less

2years
2 to less 

3years
3 to less 

4years
4 to less 

5years
5 to less 

6years
6 to less 

7years
7 to less 

9years
over 9years total

frequency
(%)

32(24.2) 29(22.0) 19(14.4) 12(9.1) 7(5.3) 10(7.6) 8(6.1) 8(6.1) 7(5.3) 132(100)

domestic activities 

　
graduate
fashion 
show　

fitting　
Seoul

collection
exhibition　 fair　 catalogue　 showcase　

brand
fashion 
show　

magazine　 total

answer 96(72.7) 39(29.5) 67(50.8) 22(16.7) 22(16.7) 49(37.1) 59(44.7) 77(58.3) 31(23.5)
132(100)no

-answer
36(27.3) 93(70.5) 65(49.2) 110(83.3) 110(83.3) 83(62.9) 73(55.3) 55(41.7) 101(76.5)

international activities　

　 fitting collection　 exhibition　 Fair　 catalogue　 showcase　
brand
fashion show　

magazine　 total

answer 5(3.8)　　 16(12.1) 4(3.0) 4(3.0) 5(3.8) 4(3.0) 20(15.2) 8(6.1)
132(100)no

-answer
127(96.2) 116(87.9) 128(97.0) 128(97.0) 127(96.2) 128(97.0) 112(84.8) 124(93.9)

<Table 2> Career of fashion models and their activity list  

unit: N(%)

의 연령분포 결과는 <Table 1>과 같으며, 20-24세가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25-20세와 17-19
세 순이었다. 

모델집단의 경력과 국내외 활동 참가내용은 아래의 

<Table 2>와 같다, 경력은 1년 미만이 24.2%, 1∼2년 미

만 22.0%, 2~3년 미만 14.4% 순이었고 국내활동은 졸업

작품쇼 참가가 72.7%, 브랜드패션쇼 참가 58.3%, 서울패

션위크 50.8% 순으로 주로 패션쇼 참가가 많았고 국외활

동은 전체적으로 응답빈도가 매우 적은 편이었고 그 중 

브랜드패션쇼 15.2%, 컬렉션 12.1% 참가가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2. 모델집단과 여대생집단의 신체 특성

1) 모델집단과 여대생집단의 신체 크기

부위별 신체치수를 응답자가 기입한 자료를 분석한 결

과는 아래의 <Table 3>과 같다. 키는 모델집단과 여대생

집단의 평균차이가 매우 커 모델 176.1cm, 여대생 

162.5cm이었으나 둘레치수의 차이는 이보다 적었고 대체

로 모델집단이 여대생집단보다 작은 편이었다. 젖가슴둘

레 평균은 모델 82.0cm, 여대생 84.3cm로 차이가 가장 적

었고 허리둘레 평균은 모델 61.0cm, 여대생 66.3cm이었

으며 엉덩이둘레 평균은 모델 88.1cm, 여대생 96.7cm로 

차이보다 가장 컸다. 모든 부위에서 집단 간 유의차가 나

타나 모델집단과 여대생집단의 신체크기는 유의적으로 다

르다고 할 수 있다. 

2) 신체 형태특성인지 

(1) 부위별 신체 형태특성인지

모델집단과 여대생집단의 신체 형태특성인지에 대한 

각 부위별 평균, 표준편차 및 t-test는 아래의 <Table 4>와 

같다. 모델집단과 여대생집단 모두 모든 항목에서 보통보

다 길이항목은 짧게, 굵기항목은 얇게, 둘레항목은 적게, 
크기항목은 작게 인지하는 편이었으며 이는 Kim(2001) 
연구에 의하면 여대생은 20대의 날씬한 형이 주종을 이루

어 비만형에 속하는 대상이 거의 없다는 결과와 같은 맥

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델집단은 다른 부위에 비해 목

길이, 어깨너비, 팔길이와 팔굵기, 허리길이, 엉덩이너비

와 엉덩이돌출, 상반신크기와 상반신길이를 2.0이상으로 

더 크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여대생집단은 팔길이와 엉덩

이너비 및 엉덩이돌출에 대해 2.0이상으로 더 크게 인지

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체크기 비교<Table 3>에서 키를 제외한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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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s
body

fashion model (n=132) student (n=141)
t-value

N Mean(S.D) range N Mean(S.D) range

Bust n=119 82.0(1.28) 68.6-91.4 n=110 84.3(2.14) 70.1-100.1 -3.902***

Waist n=120 61.0(0.94) 55.9-68.6 n=119 66.3(1.69) 58.4-88.9 -11.572***

Hip n=119 88.1(1.46) 62.0-94.0 n=106 96.7(2.16) 70.1-104.9 -3.889***

Height n=125 176.1(2.85) 168.0-183.0 n=138 162.5(4.07) 152.0-173.0 30.999***

Weight(kg) n=124 52.0(3.43) 37.0-60.0 n=129 50.2(4.94) 41.0-70.0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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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Body sizes of fashion models and university students
        units: cm(%) 

body part
fashion model(n=132) university students(n=141) Total

Mean(S.D) t-value
Mean(S.D) Mean(S.D)

neck thickness   1.94(0.458)   1.98(0.567) 1.96(0.516)   2.275

neck length 2.02(0.545) 1.95(0.613) 1.99(0.581) 2.894

biacromion length 2.05(0.691) 1.99(0.702) 2.02(0.696) 0.025

angle of shoulder 1.97(0.552) 1.79(0.583) 1.88(0.574) 9.195**

neck bend forward 1.64(0.540) 1.73(0.476) 1.69(0.509) 9.730
shoulder bend 
forward 

1.64(0.619) 1.60(0.521) 1.62(0.570) 4.957

back bend forward 1.79(0.593) 1.71(0.542) 1.75(0.567) 0.016

bust volume 1.83(0.726) 1.62(0.807) 1.72(0.774) 7.609*

bust circumference 1.85(0.622) 1.69(0.748) 1.77(0.694) 18.332*

arm length 2.25(0.515) 2.11(0.708) 2.18(0.625) 7.337

arm thickness 2.05(0.514) 1.94(0.663) 2.00(0.597) 9.670

waist thickness 1.94(0.589) 1.85(0.675) 1.89(0.636) 7.952

waist back length 2.05(0.564) 1.96(0.596) 2.00(0.582) 0.368

hip width 2.27(0.604) 2.30(0.707) 2.29(0.658) 7.668

hip volume 2.04(0.598) 2.23(0.711) 2.14(0.664) 19.611*

torso size 2.03(0.444) 1.91(0.546) 1.97(0.503) 8.453*

torso length 2.05(0.522) 1.92(0.586) 1.98(0.559) 2.902

body build 1.95(0.492) 1.91(0.615) 1.93(0.558) 8.901
*p<.05, **p<.01, ***p<.001  

: shade indicates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models and students 

<Table 4> Recognitions of body part between fashion models and university students

둘레, 허리둘레 및 엉덩이둘레 모두 여대생집단이 유의적

으로 더 크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델집단이 가슴크

기와 젖가슴둘레 및 엉덩이돌출 등 많은 부위에서 더 크

게 인지하는 결과를 볼 때 신체크기나 형태에 대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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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part principal eigenvalues cumulative% Cronbach' α

angle factor of 
upper body

shoulder bend forward .848

back bend forward .831 2.415 14.953 .710

neck bend forward .678

bust factor
bust volume .903

1.698 29.013 .834
bust circumference .901

hip factor
hip volume .891

1.599 41.473 .751
hip width .887

shoulder factor
biacromion length .838

1.424 52,.005 .508
angle of shoulder .767

torso factor 
torso length .855

1.187 62.449 .518
torso size .765

neck shape factor
neck thickness .821

1.046 72.063 .373
neck length .732

<Table 5> Factor analysis of the recognition of body parts 

도는 절대적 크기보다는 소속집단 내부의 상대적 기준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모델집단과 여대생집단 간 유의차를 보인 부위는 어깨

기울기, 가슴크기, 젖가슴둘레, 상반신크기 및 엉덩이돌출 

항목이었으며 엉덩이돌출을 제외한 항목들은 모델집단이 

더 크게 인지하고 있었다. 부위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어깨기울기는 모델집단 1.97, 여대생집단 1.79였

고, 가슴크기는 모델집단 1.83, 여대생집단 1.62, 젖가슴

둘레는 모델집단 1.85, 여대생집단 1.69였으며 상반신크

기는 모델집단 2.03, 여대생집단 1.91로 조사되어 대체로 

모델집단이 가슴크기와 젖가슴둘레가 더 크고 어깨각도가 

더 크며 상반신크기도 더 크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엉덩이돌출은 타 부위에 비해 비교적 크게 인지하는 부위

였으며 여대생집단이(2.23) 모델집단보다(2.04) 더 크게 

인지하였다.
한편 유의차를 보이진 않았지만 어깨굽음, 등굽음 항목

은 모델집단과 여대생집단모두 보통 보다는 낮은 점수로 

나타났지만 모델집단(1.64/1.79)이 여대생집단(1.60/1.71)
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여대생집단이 모델집단에 

비해 어깨와 등이 더 많이 굽었다고 인지함을 나타낸다.
 

(2) 신체 형태특성인지도 요인분석 

신체 형태특성인지 부위를 요인으로 구분하기 위해 주

성분분석을 통해 고유치 1이상의 6요인을 얻었으며 6개 

요인의 총 설명력은 72.063%이다<Table 5>. 1요인은 굽

음항목에 대한 인지를 포함하므로 상반신각도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2요인은 가슴크기와 젖가슴둘레

에 대한 인지를 포함하므로 가슴 관련요인으로 볼 수 있

다. 3요인은 엉덩이 너비와 돌출에 대한 인지를 포함하므

로 엉덩이크기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4요인은 어깨사이

길이, 기울기에 대한 인지를 포함하므로 어깨관련요인, 5
요인은 상반신길이, 크기에 대한 인지를 포함하므로 상반

신체격요인, 6요인은 목굵기, 목길이에 대한 인지를 포함

하므로 목형태요인으로 볼 수 있다.

3) 신체만족도 특징

(1) 신체 부위별 신체만족도 

모델집단과 여대생집단의 각 부위별 신체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및 t-test 결과이며<Table 6 참조> 부위별 만족

도는 전체적으로 보통미만으로 낮은 편이고 모든 부위에

서 집단 간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신체 형태특

성인지가 신체치수와 다르게 나타난 결과와 같은 맥락에

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여대생집단은 모델집단보다 키, 가
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치수가 유의적으로 컸으나 

이 부위들에 대한 신체만족도는 유의차를 보이지 않아 신

체만족도가 신체크기에 비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른 부위에 대한 신체만족도도 모델집단과 여대생

집단 간 유의차가 없었다. 그러나 모델집단은 여대생집단

에 비해 목굽음, 목젖힘, 어깨굽음, 어깨젖힘, 등굽음, 등

면돌출에 대해 더 불만족한 반면 어깨너비, 등젖힘,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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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body part

model(n=132) student(n=141) Total
Mean(S.D)

t-value
Mean(S.D) Mean(S.D)

neck bend forward 1.86(0.639) 1.93(0.516) 1.90(0.579) 11.372
neck bend backward 1.86(0.639) 1.93(0.516) 1.90(0.579) 11.372
shoulder bend forward 1.68(0.724) 1.75(0.688) 1.72(0.705) 1.668
shoulder bend backward 1.86(0.711) 1.89(0.640) 1.88(0.675) 3.849
shoulder width 2.00(0.772) 1.94(0.748) 1.97(0.759) 0.013
back bend forward 1.83(0.693) 1.86(0.628) 1.84(0.659) 3.234
back bend backward 1.97(0.629) 1.92(0.562) 1.95(0.595) 0.689
back protrusion 1.97(0.579) 1.98(0.579) 1.97(0.578) 0.010
bust volume 1.77(0.806) 1.62(0.762) 1.69(0.786) 0.549
arm length 2.29(0.683) 2.21(0.764) 2.25(0.725) 2.257
waist thickness 2.07(0.803) 1.95(0.831) 2.01(0.818) 0.482
waist back length 2.08(0.752) 1.91(0.722) 2.00(0.740) 0.506
hip width 1.80(0.749) 1.70(0.654) 1.74(0.702) 2.481
hip volume 1.83(0.753) 1.77(0.759) 1.80(0.756) 0.316
torso size 1.97(0.781) 1.94(0.705) 1.96(0.741) 2.760
torso length 1.99(0.786) 1.99(0.671) 1.99(0.728) 7.795
body build 2.02(0.720) 1.85(0.696) 1.93(0.711) 0.358

: shade indicate the body part that fashion models were less satisfied than university students

<Table 6> Body satisfaction between fashion models and university students

크기, 팔길이, 허리굵기, 허리길이, 엉덩이너비, 엉덩이돌

출, 상반신크기, 상반신길이, 전신체격은 약간 높은 점수

를 보여 불만족정도가 덜한 편이었다. 
부위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가슴크기에 대한 불만

족이 1.69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어깨굽음(1.72), 엉덩이

너비(1.74), 엉덩이돌출(1.80), 등굽음(1.84), 어깨젖힘

(1.88) 등의 순으로 가슴과 엉덩이 및 어깨와 등면의 각도

에 대한 불만이 큼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Kim 와 

Kim(2009)의 연구에서 목, 어깨, 등, 허리를 구부리는 자

세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결과와 동일한 경향으로 나

타났다. 다만 모델집단은 이외에 목굽임과 목젖힘도 1.9
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모델집단이 목과 어깨 

및 등굽음에 대해 불만족함을 나타낸다.

 (2) 신체만족도 요인분석

신체만족도를 설명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각 부위

별 만족도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분석을 

통해 고유치 1이상의 3요인을 얻었으며 3개 요인의 총 설

명력은 65.607%이다<Table 7>. 1요인은 목과 어깨의 굽

음과 젖힘 및 등면돌출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므로 상반

신각도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2요인은 허리

길이 및 굵기, 상반신 크기 및 길이, 전신체격에 대한 만

족도를 포함하므로 체격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3요인은 엉덩이너비와 돌출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므로 

엉덩이크기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 기성재킷의 부위별 맞음새 현황 

기성재킷의 선호핏 분석에 앞서 부위별 맞음새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의<Table 8>과 같다. 1점은 매우 작다

/짧다, 5점은 매우 크다/길다를 뜻한다. 대체로 보통의 맞

음새로 평가하였으나 다른 부위에 비해 목밑둘레, 어깨너

비, 소매길이, 재킷길이가 약간 짧거나 작은 편이었고 허

리둘레의 여유가 가장 많다고 평가하였고 가슴둘레, 엉덩

이둘레, 소매둘레, 진동둘레, 뒤품의 여유를 조금 더 넉넉

하게 평가하였다. 
모델집단과 여대생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허리둘레

를 제외한 모든 부위에 대해 여대생집단이 모델집단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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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atisfaction  principal   eigenvalues  cumulative%  Cronbach' α

angle factor

neck bend forward .891

2.930

neck bend backward .891

shoulder bend backward .832 29.386 0.889

shoulder bend forward .807
protrusion of back .695

body build factor

waist length .745

2.038

waist thickness .371

torso size .854 50.966 0.763

torso length .817

body build .774

hip factor
hip width .872

1.493 65.607 0.763
hip volume .766

<Table 7> Factor analysis of body satisfaction

                        group
 body part

model(n=132) student(n=141) Total
t-value

Mean(S.D) Mean(S.D) Mean(S.D)

neck circumference(back) 2.88(0.58) 3.04(0.31) 2.96(0.47) -2.93**

bust circumference 3.02(0.66) 3.08(0.61) 3.10(0.68) -1.79*

waist circumference 3.23(0.63) 3.23(0.63) 3.23(0.63) 0.01

hip circumference 3.05(0.66) 3.11(0.53) 3.08(0.60) -0.74

sleeve girth 3.06(0.67) 3.16(0.61) 3.11(0.64) -1.23

scye circumference 3.10(0.54) 3.12(0.47) 3.11(0.50) -0.36

biacromion length 2.73(0.70) 3.08(0.61) 2.91(0.68) -4.33***

interscye(front) 2.95(0.60) 3.13(0.62) 3.05(0.62) -2.42*

interscye(back) 3.06(0.58) 3.15(0.58) 3.11(0.58) -1.26

sleeve length 2.33(0.87) 3.09(0.75) 2.72(0.89) -7.84***

jacket length 2.73(0.69) 3.16(0.56) 2.95(0.66) -5.55***

hemline overlap/gap(front) 2.92(0.61) 3.08(0.69) 3.00(0.65) -2.05*

hemline rising/falling(front) 2.90(0.52) 3.06(0.53) 2.98(0.53) -2.43*

hemline rising/falling(back) 2.95(0.56) 3.01(0.57) 2.98(0.57) -0.98

total fit 2.90(0.59) 3.14(0.54) 3.03(0.58) -3.49**

<Table 8> Jacket fit analysis between model and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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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ade indicates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models and students

여유롭게 평가하였고 특히 뒤목둘레, 어깨너비, 가슴둘레, 
앞품, 소매길이, 재킷길이, 밑단 앞 겹침/벌어짐, 밑단 앞 

들뜸/처짐, 전체맞음새 항목에서 유의차를 보였다. 모델집

단은 여대생 집단보다 가슴둘레를 포함해 뒤목둘레, 어깨

너비, 앞품의 맞음새는 더 작게, 소매길이와 재킷길이는 

더 짧게, 밑단(앞)은 더 들뜨고 겹쳐진다고 평가하였다. 
모델집단이 재킷의 가슴둘레, 어깨사이길이 및 앞품의 

맞음새를 더 작게 평가한 결과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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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body part

model(n=132) student(n=141) Total
t-value

Mean(S.D) Mean(S.D) Mean(S.D)

neck circumference(back) 2.80(0.87) 3.07(0.87) 2.94(0.88) -2.62**

bust circumference 2.83(0.90) 3.18(0.84) 3.01(.89) -3.41**

waist circumference 2.70(1.01) 2.96(0.98) 2.83(1.00) -2.16*

hip circumference 2.73(1.00) 3.23(0.86) 2.99(.96) -4.37***

sleeve girth 2.83(0.88) 2.94(0.88) 2.89(.88) -1.10

biacromion length 2.81(1.02) 3.07(0.92) 2.81(.97) -0.04

interscye(front) 2.77(0.90) 3.04(0.81) 2.91(.86) -2.68**

interscye(back) 2.83(0.93) 3.00(0.85) 2.92(.89) -1.55

sleeve length 3.01(0.85) 2.84(0.97) 2.92(1.04) 1.30

scye depth 2.93(0.76) 3.12(0.70) 3.03(.74) -2.13*

total fit 2.96(0.95) 3.06(0.85) 3.01(.90) -0.87

*p<.05, **p<.01, ***p<.001 
 : shade indicates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models and students

<Table 9> Difference of prefer jacket fit between models and students

엉덩이둘레의 신체치수가 여대생보다 작았던 결과<Table 
3>를 고려할 때 모델집단이 선호하는 재킷 핏은 여대생 

집단과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소매

길이 및 재킷길이를 작게 평가한 결과는 ‘큰 키’에 따른 

결과라 하겠다. 또한 밑단 앞 겹침/벌어짐 항목과 들뜸/쳐
짐 항목에서 모델집단은 여대생집단보다 약간 더 겹쳐지

면서 길이는 들뜬다고 평가하였으며 이 결과는 엉덩이둘

레가 여대생보다 작은 신체조건<Table 3>과 모델집단의 

자세와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어깨각도의 인지

에 대한 유의차와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즉, 엉덩이둘

레가 작기 때문에 재킷 밑단의 여유가 많아지면서 밑단 

앞부분이 겹쳐졌다고 볼 수 있으며 모델들은 뒤로 제치는 

워킹자세에 익숙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뒤로 제치는 자

세를 유지함으로써 재킷 밑단이 더 들뜬다고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 

3. 기성재킷의 부위별 선호핏 분석  

1) 모델집단과 여대생의 재킷 부위별 선호핏 비교

재킷 부위별 맞음새 현황조사에서 모델집단과 여대생 

집단의 맞음새 평가가 차이를 보였으므로 이러한 차이가 

재킷 부위별 선호핏 평가에서도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모델집단과 여대생집단의 재킷 부위별 선호핏을 조사한 

결과<Table 9> 집단 간 유의차가 뚜렷한 부위는 목밑둘

레,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진동깊이 항목이었

으며 역시 여대생이 모델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핏

(3.07/2.80, 3.18/2.83, 2.96/1.70, 3.23/2.73)을 선호하였으

며 소매길이는 키가 큰 모델집단이 더 긴 핏을 선호하였

다. 어깨사이길이는 맞음새와 선호핏 모두 약간 맞는 정

도로 평가하여 현재 기성복 재킷의 어깨사이길이 맞음새

에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재킷 맞음새와 선호

핏 평가 모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남을 볼 때 개인별로 

선호하는 핏의 재킷을 구매, 착용하는 경향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별 선호핏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개인별 선호 치수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 

2) 신체 형태특성인지도에 따른 재킷 부위별 선호핏 

분석

(1) 신체 형태특성인지도와 재킷 부위 별 선호핏의 상

관관계

신체크기 이외에 부위별 신체 형태특성 인지가 재킷 선

호핏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

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Table 10>과 같다. 어깨기울

기, 목굽음, 어깨굽음, 등굽음 등 상반신의 각도에 대한 인

지와 가슴둘레, 팔길이, 팔굵기, 엉덩이너비 등 신체 크기

에 대한 인지가 재킷 선호핏과 유의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엉덩이너비는 전체맞음새와 정적상관을,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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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recognition

jacket 
fit

angle of 
shoulder

bend of 
neck

bend of 
shoulder

bend of 
back

bust 
circumfere

nce
arm 

length
arm 

thickness hip width
angle 

factor of 
upper 
body

bust 
factor

hip 
factor

neck circumference -.017 -.005 .016 .003 .048 -.046 .014 .046 .006 -.019 .048

biacomion lenth -.017 -.032 .042 -.069 .019 -.102 .076 .081 -.024 .005 .080

bust circumference -.127* -.066 -.050 -.134* -.108 -.117 -.035 .064 -.105 -.119 .077

waist circumference -.094 -.045 -.055 -.165** -.145* -.057 -.013 .084 -.113 -.134* .073

hip circumference -.076 -.135* -.122* -.107 -.120* -.132* -.142* .069 -.152* -.123* .050

interscye(front) -.030 -.057 -.026 -.070 -.062 -.024 .021 .098 -.064 -.070 .097

interscye(back) -.020 -.088 -.082 -.113 -.097 -.020 .020 .071 -.119* -.106 .075

sleeve length .002 .003 .043 .004 .073 .123* .005 .027 .022 .031 .057

sleeve girth -.064 -.046 -.021 -.043 -.017 .064 .104 .043 -.045 -.018 .055

scye depth -.052 -.103 -.043 -.061 -.102 .005 .025 .043 -.085 -.092 .036

total fit -.033 -.081 -.035 -.088 -.059 .029 .048 .150* -.084 -.081 .151*

*p<.05, **p<.01, ***p<.001  /  
 : shade indicates statistical 

<Table 10> Correlation between prefer jacket fit and body recognition
(n=273)

다른 부위와 부적상관을 보였다. 목굽음, 어깨굽음, 가슴

둘레, 팔길이 및 팔굵기를 보통보다 약간 작게 인지할수

록 엉덩이둘레의 맞는 핏을 선호했으며 등굽음을 보통정

도로(덜 굽게) 인지할수록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맞는 

핏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적상관을 보인 엉덩이너

비에 대한 인지는 보통정도로 인지할수록 전체 맞음새도 

여유로운 핏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신체 부위별 형태특성인지의 요인분석으로 구분한 6개

요인 중 재킷 선호핏과 유의적 상관관계를 보인 요인은 

상반신각도요인, 가슴요인, 엉덩이크기요인이었으며 부위

별 상관관계와 마찬가지로 엉덩이크기요인을 제외하고 모

두 부적상관을 보였다. 각도요인(어깨굽음, 등굽음, 목굽

음)을 보통정도로 인지할수록 엉덩이둘레와 겨드랑뒤벽사

이길이는 여유로운 핏을 선호하였고 가슴요인(가슴크기, 
젖가슴둘레)을 보통정도로 인지할수록 허리둘레와 엉덩이

둘레는 여유로운 핏을 선호하였다. 다만 엉덩이크기요인, 
엉덩이너비와 엉덩이돌출은 부위별 비교에서와 마찬가지

로 보통정도로 인지할수록 전체맞음새가 여유로운 핏을 

선호하였다. 

(2) 중요 부위별 신체 형태특성인지도  집단에 따른 

재킷 선호핏

부위별 신체 형태특성인지 정도에 따른 재킷 부위별 선

호핏의 상관관계에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결과는 아래

의 <Table 11>과 같다. 
엉덩이둘레 선호핏과 목굽음과 팔길이 부위, 가슴둘레

와 허리둘레 선호핏은 등굽음에 대한 인지도와 유의차를 

보였다. 목굽은 정도와 팔길이는 보통으로 인지할수록 맞

는 엉덩이둘레 핏을 선호하였다. 등굽음이 보통이라고 인

지하는 집단은 보통의 가슴둘레 핏을 선호하는 반면 약간 

맞는 허리둘레 핏을 선호하였다

요인별 신체 특성형태 인지 정도에 따른 재킷 선호핏의 

결과는 아래의 <Table 12>와 같다. 재킷 부위별 선호핏에 

대해 신체 형태특성 6요인 중에서 상반신각도요인, 상반

신체격요인, 목형태요인 3요인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상반신 각도요인은 재킷의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겨

드랑뒤벽사이길이, 진동깊이 부위에 대하여 유의하게 나

타났고, 상반신각도요인에 대해 보통으로 인지할수록 허

리둘레, 엉덩이둘레, 겨드랑뒤벽사이길이 부위는 매우 맞

는 핏에 가까운 핏을, 진동깊이는 약간 맞는 핏을 선호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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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jacket
fit

bend of nack bend of shoulder bend of back　　

strongly 
unsatisfied

little
unsa
tisfi
ed

neutral F-
value

strongly 
unsatisfied

little
unsa
tisfi
ed

neutral F-
value

strongly 
unsatisfied

little
unsa
tisfi
ed

neutral F-
value

neck circumference 2.93 2.94 2.83 0.042 2.88 3.01 2.58 1.731　 2.91 2.96 2.83 0.225

biacomion lenth 2.88 2.76 3.17 0.877 2.77 2.83 2.92 0.236 2.93 2.74 2.83 1.097

bust circumference 3.11 2.95 3.17 1.020 3.07 2.97 3.00 0.440 3.21 2.92 2.94 3.188*

waist circumference 2.88 2.82 2.50 0.443 2.84 2.87 2.25 2.141 3.00a 2.81a 2.2b 4.703*

hip circumference 3.12a 2.95a 2.0b 4.286* 3.09 2.94 2.50 2.458 3.10 2.96 2.67 1.709

interscye(front) 2.99 2.86 3.00 0.666 2.93 2.90 2.83 0.098 3.03 2.83 3.00 1.673

interscye(back) 3.01 2.89 2.50 1.267 2.97 2.92 2.42 2.081 3.07 2.86 2.78 1.873

sleeve length 2.92 2.92 3.00 0.017 2.90 2.92 3.25 0.627 2.97 2.88 3.17 0.741

sleeve girth 2.93 2.87 2.67 0.351 2.90 2.89 2.75 0.151 2.97 2.84 2.94 0.627

scye depth 3.12 2.99 2.67 1.634 3.06 3.01 2.92 0.274 3.10 2.99 3.00 0.645

total fit 3.11 2.97 2.83 1.772　 3.05 2.98 3.00 0.127 3.13 2.96 2.89 1.024

*p<.05, a>b>c, 
 : shade indicates statistical difference  

<Table 11> Prefer jacket fit according to recognition of body characteristics
(n=273)

 recognition

jacket
fit

angle of shoulder 　　 bust circumference　　 arm length　

strongly 
unsatisfied

little
unsatisfied neutral F-

value
strongly 

unsatisfied
little

unsatisfied neutral F-
value

strongly 
unsatisfied

little
unsatisfied neutral F-

value

neck circumference 2.95 2.93 2.90 0.038 2.90 2.92 3.05 0.432 3.18 2.87 2.95 1.757　

biacomion lenth 2.80 2.83 2.70 0.251 2.78 2.85 2.80 0.163 2.94 2.86 2.66 1.551

bust ircumference 3.17 2.99 2.77 2.254 3.13 2.97 2.88 1.648 3.30 3.00 2.91 2.318

waist circumference 2.94 2.84 2.57 1.408 3.02 2.76 2.63 3.034 3.09 2.78 2.82 1.283

hip circumference 3.13 2.96 2.90 0.887 3.13 2.92 2.83 2.104 3.36a 2.97ab 2.88b 3.168*

interscye(front) 3.00 2.87 2.97 0.644 3.01 2.81 2.93 1.539 3.09 2.85 2.94 0.431

interscye(back) 2.95 2.91 2.90 0.061 3.04 2.84 2.83 1.616 2.97 2.92 2.90 0.135

sleeve length 2.81 3.00 2.70 1.541 2.91 2.83 3.24 2.427 2.73 2.87 3.11 0.228

sleeve girth 2.89 2.93 2.60 1.844 2.96 2.80 3.00 1.295 2.73 2.89 2.94 1.865

scye depth 3.09 3.02 2.97 0.377 3.16 2.92 3.02 3.125 3.06 3.01 3.05 1.072

total fit 3.05 3.01 2.93 0.161 3.10 2.96 2.98 2.896 2.94 3.01 3.04 0.349

*p<.05, a>b>c
 : shade indicates statistical difference 

<Table 11> Prefer jacket fit according to recognition of body characteristics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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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recognition

jacket fit

 angle factor of upper body  torso factor neck shape factor 　

strongly 
unsatisfied

little
unsatisfied neutral F-

value
strongly 

unsatisfied
little

unsatisfied neutral F-
value

strongly 
unsatisfiedd

little
unsatisfied neutral F-

value

neck circumference 2.94 2.95 2.40 0.971 2.91 2.95 2.89 0.091 3.38a 2.86b 3.05ab 4.317*

waist circumference 2.96a 2.81a 1.40b 6.084** 2.27b 2.92a 2.69ab 4.836** 2.92 2.75 3.17 3.096

hip circumference 3.14a 2.95a 1.60b 6.865** 2.82 3.03 2.87 0.946 3.04 2.93 3.24 1.834

interscye(front) 2.97 2.90 2.20 1.931 2.77 2.96 2.73 1.589 3.21 2.82 3.19 5.009**

interscye(back) 2.99a 2.92a 1.60b 5.971** 2.73 3.00 2.67 3.110 3.17ab 2.81b 3.31a 6.729**

scye depth 3.10a 3.02a 2.20b 3.648* 2.77 3.06 3.02 1.499 3.04 3.02 3.05 0.021

*p<.05, **p<.01, ***p<.001 
 : shade indicates statistical difference 

<Table 12> Prefer jacket fit according to recognition of body characteristics
(n=273)

그리고 상반신체격요인에 대해 재킷 허리둘레 부위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전신체격을 매우 작다고 인지

할수록 약간 맞는 핏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형

태요인은 매우 작다고 인지할수록 재킷의 목둘레, 겨드랑

앞/뒤벽사이길이 부위는 매우 여유로운 핏을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3) 신체만족도와 재킷 부위별 선호핏 분석

(1) 신체만족도와 재킷 부위별 선호핏의 상관관계

신체만족도와 재킷 부위별 선호핏의 상관관계분석 결

과는 아래의 <Table 13>과 같다. 어깨굽음에 대한 만족도

는 목둘레를 제외한 모든 부위의 선호핏과 유의적 상관관

계를 보여 재킷 선호핏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부위임

을 알 수 있다. 어깨굽은 정도에 만족할수록 어깨사이길

이,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겨드랑앞/뒤벽사이

길이, 소매길이, 소매둘레, 진동깊이 및 전체맞음새에서 

맞는 핏을 선호하였다. 다음으로 목굽음과 등굽음의 영향

이 큰 편으로 목굽음에 대해 만족할수록 가슴둘레, 엉덩

이둘레, 소매둘레 및 전체맞음새의 맞는 핏을 선호했으며 

등굽음에 만족할수록 어깨사이길이, 가슴둘레, 겨드랑앞

벽사이길이, 진동깊이 및 전체맞음새의 맞는 핏을 선호하

였다. 
상반신길이에 만족할수록 목둘레, 어깨사이길이, 겨드

랑앞/뒤벽사이길이, 소매길이, 소매둘레, 진동깊이의 맞는 

핏을 선호하였으며 전신체격에 만족할수록 소매길이와 진

동깊이를 제외한 모든 부위의 맞는 핏을 선호하였다. 엉

덩이너비와 돌출정도는 엉덩이둘레, 겨드랑앞/뒤벽사이길

이의 선호핏과 상관관계를 보여 엉덩이너비와 돌출에 만

족할수록 엉덩이둘레와 겨드랑앞/뒤벽사이길이가 맞는 핏

을 선호한다고 하겠다.
신체 만족도 요인별 재킷 선호핏의 상관관계를 보면, 

상반신체격요인이 재킷 부위별 선호핏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커 소매길이를 제외한 모든 부위, 목둘레, 어깨사이

길이,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겨드랑앞/뒤벽사

이길이, 소매둘레, 진동깊이 및 전체맞음새와 부적상관을 

보여 상반신체격에 만족할수록 이 부위들의 여유로운 핏

을 선호한다고 하겠다. 상반식각도요인은 어깨사이길이,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소매둘레, 진동깊이 및 전체맞음새

와 부적상관을, 엉덩이크기요인은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겨드랑앞/뒤벽사이길이 및 전체맞음새와 부적상관을 보여 

모두 신체에 만족할수록 각 부위가 맞는 핏을 선호하였다. 

(2) 중요 부위별 신체만족도 집단에 따른 재킷 선호핏

신체만족도에 따른 재킷 선호핏의 결과는 아래의 

<Table 14>와 같다. 목둘레 선호핏은 허리굵기부위와 유

의차가 나타났고, 어깨사이길이 선호핏은 어깨굽음, 전신

체격과 유의차를, 가슴둘레 선호핏은 목굽음 부위, 전신체

격과 유의차를, 허리둘레 선호핏은 상반신크기, 전신체격

과 유의차를, 엉덩이둘레 선호핏은 어깨굽음, 목굽음, 등

굽음, 허리길이, 엉덩이너비, 엉덩이돌출, 상반신크기, 전

신체격과 유의차를, 겨드랑앞벽사이길이 선호핏은 허리길



20대 여성의 기성복 재킷 부위별 선호핏(fit)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분석 - 여대생집단과 패션모델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 13

- 1183 -

 satisfaction
jacket
fit

shoulder
width

bend of 
neck

bend  of 
shoulder

bend of 
back

protrusi
on of 
back

bust 
volume

arm 
length

waist
thickness

waist 
back 

length
hip 

width
hip 

volume
torso 

structure
torso 
length

body 
build

angle 
factor of 

thorso
hip 

facter
body 
build 
factor

neck circumference -.014 -.014 -.037 .014 .004 -.084 .003 -.103 -.115 -.058 -.149* -.056 -.129* -.127* -.012 -.113 -.123*

biacomion lenth -.024 -.115 -.172** -.123* -.095 -.029 .000 -.022 -.027 -.106 -.108 -.100 -.123* -.165** -.140* -.108 -.153*

bust circumference .001 -.163** -.207** -.148* -.122* -.085 -.027 -.081 -.079 -.108 -.107 -.100 -.063 -.203** -.177** -.125* -.144*

waist circumference .055 -.087 -.145* -.062 -.039 -.080 -.073 -.079 -.080 -.088 -.097 -.153* -.077 -.176** -.088 -.100 -.161**

hip circumference -.001 -.128* -.163** -.079 -.074 -.078 -.118 -.089 -.161** -.185** -.176** -.187** -.085 -.201** -.122* -.211** -.187**

interscye(front) .051 -.078 -.139* -.129* -.049 -.145* -.016 -.124* -.162** -.197** -.157* -.121* -.130* -.196** -.090 -.178** -.176**

interscye(back) .007 -.073 -.171** -.109 -.018 -.104 .003 -.105 -.145* -.198** -.177*** -.156* -.160** -.200** -.095 -.193** -.204**

sleeve length .127* -.086 -.130* -.039 -.058 .020 .157** -.060 -.120* -.107 -.029 -.081 -.127* -.027 -.101 -.076 -.093

sleeve girth .044 -.145* -.152* -.113 -.049 .013 .096 -.035 -.158** -.095 -.083 -.126* -.139* -.177** -.131* -.105 -.174**

scye depth -.011 -.105 -.161** -.134* -.041 .022 .048 -.006 -.094 -.064 -.095 -.085 -.130* -.094 -.132* -.078 -.122*

total fit .011 -.160** -.169** -.127* -.098 -.011 .058 -.085 -.099 -.152* -.121* -.065 -.118 -.148* -.158** -.148* -.130*

*p<.05, **p<.01 
 : shade indicates statistical 

<Table 13> Correlation between body satisfaction and prefer fit of jacket
(n=273)

이, 엉덩이너비, 엉덩이돌출, 전신체격과 유의차를, 겨드

랑뒤벽사이길이 선호핏은 어깨굽음, 등면돌출, 허리길이, 
엉덩이너비, 엉덩이돌출, 상반크기, 상반길이, 전신체격과 

유의차를 보였다. 소매길이 선호핏은 허리길이, 팔길이, 
상반신길이와, 소매둘레 선호핏은 어깨굽음, 허리길이, 전
신체격과, 진동깊이 선호핏은 어깨굽음과, 전체맞음새는 

어깨굽음, 목굽음, 엉덩이너비, 전신체격과 유의차를 보였

다.
어깨굽음 정도에 만족할수록 어깨사이길이,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겨드랑뒤벽사이길이, 소매둘레, 진동깊이, 전
체맞음새에 대해 약간 맞는 핏(2.43, 2.55, 2.63, 2.60, 
2.60, 2.80, 2.75)을 선호하였고, 불만족할수록 보다 여유

로운 핏(2.95, 2.97, 3.12, 3.06, 3.01, 315, 3.17)을 선호하

였다. 목굽음 정도에 만족할수록 가슴둘레, 허리둘레, 소

매둘레, 전체맞음새에 대해 약간 맞는 핏(2.61, 2.61, 
2.64, 2.70)을, 불만족할수록 보다 여유로운 핏(3.16, 3.10, 
3.08, 3.21)을 선호하였다. 등굽음 정도에 만족할수록 가

슴둘레에 대해 약간 맞는 핏(2.71)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엉덩이너비에 만족할수록 엉덩이둘레, 겨드랑앞/
벽사이길이, 전체맞음새의 약간 맞는 핏(2.61, 2.68, 2.61, 
2.85)을, 불만족할수록 보다 여유로운 핏(3.15, 3.12, 3.11, 
3.19)을 선호하였으며, 엉덩이돌출에 만족할수록 엉덩이

둘레, 겨드랑앞/뒤벽사이길이에 대해 약간 맞는 핏(2.71, 
2.73, 2.66)을, 불만족할수록 보다 여유로운 핏(3.16, 3.07, 
3.08)을 선호하였다. 상반신크기에 만족할수록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겨드랑뒤벽사이길이의 약간 맞는 핏(2.54, 
2.67, 2.70)을, 불만족할수록 보다 여유로운 핏(2.96, 3.16, 
3.07)을 선호하는 것으로, 상반신길이에 만족할수록 겨드

랑뒤벽사이길이 부위에 약간 맞는 핏(2.70)을, 불만족할수

록 보다 여유로운 핏(3.10)을 선호했다. 
소매길이는 상반신길이에 약간 불만족일 때 약간 맞는 

핏(2.81)을 선호하며 매우 불만족할 때 여유로운 핏(3.21)
을 선호하였다. 전신체격에 만족할수록 어깨사이길이, 가
슴둘레, 엉덩이둘레, 겨드랑앞/뒤벽사이길이, 소매둘레, 
전체맞음새의 약간 맞는 핏(2.57, 2.65, 2.55, 2.60, 2.62, 
2.57, 2.62, 2.72)을, 불만족할수록 보다 여유로운 핏(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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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part

jacket
part 

bend of neck bend  of shoulder bend of back

strongly 
unsatisfied

little
unsatisfied neutral F-

value
strongly 

unsatisfied
little

unsatisfied neutral F-
value

strongly 
unsatisfied

little
unsatisfied neutral F-

value

neck circumference 2.92 2.96 2.85 0.223 2.96 2.94 2.85 0.231 2.92 2.94 2.95 0.027

biacomion
lenth 2.89a 2.85ab 2.42b 3.100 2.95a 2.80ab 2.43b 4.570*　 2.96 2.78 2.61 2.085

bust circumference 3.16a 3.03ab 2.6b1 4.540* 3.20 2.94 2.68 6.051**　 3.14a 3.02ab 2.71b 3.415*

waist
circumference 2.92 2.85 2.58 1.328 2.97a 2.78ab 2.55b 2.924　 2.90 2.82 2.71 0.539

hip
circumference 3.10a 3.02ab 2.61b 3.202* 3.12a 2.98ab 2.63b 4.079* 3.07 2.99 2.83 0.883

interscye(front) 2.98 2.92 2.73 0.965 3.03 2.87 2.68 2.684　 3.02a 2.91ab 2.66b 2.497

interscye(back) 3.02 2.91 2.79 0.727 3.06a 2.89ab 2.60b 4.186* 3.01 2.93 2.68 1.923

sleeve length 3.02 2.94 2.67 1.266 3.08 2.84 2.73 2.426 2.99 2.90 2.88 0.241

sleeve girth 3.08a 2.87ab 2.64b 2.916 3.01a 2.86ab 2.60b 3.333*　 3.01 2.86 2.71 1.750

scye depth 3.15 3.02 2.88 1.504 3.15a 2.99ab 2.80b 3.606* 3.13a 3.03ab 2.80b 2.737

total fit 3.21a 3.00ab 2.70b 3.618* 3.17a 2.94ab 2.75b 3.967* 3.18 2.96 2.85 2.341

<Table 14> Prefer jacket fit differences at body parts by body satisfaction groups
  (n=273)

        body
         part

jacket
part 

protrusion of back waist thickness waist back length

strongly 
unsatisfied

little
unsatisfied neutral F-

value
strongly 

unsatisfied
little

unsatisfied neutral F-
value

strongly 
unsatisfied

little
unsatisfied neutral F-

value

neck 
circumference 2.92 2.94 2.93 0.012 3.16a 2.71b 2.93ab 6 .0 7*

* 3.07 2.94 2.80 1.806

biacomion
lenth 2.92 2.83 2.60 1.409 2.92 2.64 2.87 2.290 2.91 2.73 2.84 0.802

bust 
circumference 3.18 3.01 2.81 2.037 3.17 2.88 2.99 2.458 3.08 3.04 2.89 0.966

waist
circumference 2.88 2.84 2.74 0.239 3.00 2.69 2.80 2.194 2.91 2.87 2.69 1.049

hip
circumference 3.06 3.01 2.81 0.926 3.19a 2.80b 2.98ab 3 .7 80

* 3.23a 2.95ab 2.81b 3.768*

interscye
(front) 2.96 2.92 2.81 0.369 3.12a 2.75b 2.86ab 4 .6 18

* 3.13a 2.86ab 2.76b 3.943*

interscye
(back) 2.90 2.95 2.83 3.593

* 3.10 2.79 2.87 2.973 3.11a 2.90ab 2.76b 2.948

sleeve length 3.02 2.92 2.81 0.461 3.03 2.86 2.88 0.762 3.19 2.81 2.85 3.411*

sleeve girth 2.94 2.90 2.79 0.368 3.00 2.74 2.92 2.168 3.09a 2.86ab 2.72b 3.553*

scye depth 3.04 3.05 2.93 0.464 3.10 2.90 3.09 2.089 3.15 3.00 2.96 1.385

total fit 3.14 3.02 2.83 1.35 3.17 2.89 2.98 2.24 3.16 2.98 2.92 1.51

*p<.05, **p<.01, a>b>c
 : shade indicates statis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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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part

jacket
fit  

arm length hip width hip volume

strongly 
unsatisfied

little
unsatisfied

neut
ral

F-
value

strongly 
unsatisfied

little
unsatisfied

neut
ral

F-
value

strongly 
unsatisfied

little
unsatisfied

neut
ral

F-
value

neck circumference 2.93 2.93 2.94 0.003 2.98 2.93 2.83 0.472 3.06a 2.92ab 2.71b 3.093

biacomion
lenth 2.74 2.87 2.78 0.379 2.91 2.79 2.61 1.543 2.89 2.84 2.59 1.945

bust circumference 3.02 3.04 2.97 0.183 3.14 2.93 2.90 1.872 3.10 3.01 2.84 1.618

waist
circumference 2.91 2.89 2.74 0.875 2.92 2.81 2.66 1.057 2.90 2.88 2.61 1.781

hip
circumference 3.15 3.05 2.86 1.979 3.15a 2.97ab 2.61b 5.032*

* 3.16a 2.95ab 2.71b 4.319*

interscye(front) 2.93 2.91 2.89 0.036 3.12a 2.79ab 2.68b 5.923*
* 3.07a 2.83ab 2.73b 3.651*

interscye(back) 2.89 2.94 2.91 0.051 3.11a 2.85ab 2.61b 5.488*
* 3.08a 2.89ab 2.66b 4.354*

sleeve length 2.61b 2.89ab 3.08a 3.475* 3.06 2.84 2.78 1.752 3.01 2.80 2.98 1.168

sleeve girth 2.78 2.82 2.99 1.421 3.00 2.81 2.80 1.558 2.97 2.85 2.79 0.981

scye depth 2.96 3.03 3.06 0.332 3.12 2.94 3.05 1.656 3.13 2.96 2.96 1.635

total fit 2.91 3.00 3.06 0.46 3.19 2.90 2.85 3.773* 3.13 2.98 2.84 2.00

<Table 14> Prefer jacket fit differences at body parts by body satisfaction groups

(continue)

body
  part

jacket
part  

torso size torso length body build

strongly 
unsatisfied

little
unsatisfied

neut
ral

F-
value

strongly 
unsatisfied

little
unsatisfied

neut
ral

F-
value

strongly 
unsatisfied

little
unsatisfied

neut
ral

F-
value

neck 
circumference 2.95 2.99 2.81 0.975 3.03 3.001 2.72 3.034 3.06 2.94 2.75 2.250

biacomion
lenth 2.91 2.83 2.65 1.437 2.97 2.81 2.65 2.082 3.01a 2.80ab 2.57b 3.782*

bust circumference 3.09 3.06 2.84 1.749 3.01 3.09 2.86 1.607 3.18a 3.07a 2.65b 7.032**

waist
circumference 2.96a 2.91a 2.54b 4.153

* 2.82 2.96 2.61 2.917 3.05a 2.83ab 2.55b 4.344*

hip
circumference 3.16a 3.06a 2.67b 5.719

** 3.04 3.05 2.82 1.564 3.16a 3.06a 2.60b 6.947**

interscye(front) 3.05 2.89 2.77 2.023 3.05 2.91 2.75 2.324 3.10a 2.93ab 2.62b 5.607**

interscye(back) 3.07a 2.94ab 2.70b 3.498
* 3.10a 2.94ab 2.70b 3.593* 3.09a 2.98a 2.57b 6.671**

sleeve length 3.04 2.91 2.81 0.887 3.21a 2.81ab 2.85b 3.766* 2.96 2.92 2.88 0.100

sleeve girth 2.99 2.93 2.68 2.621 3.05a 2.88ab 2.72b 2.654 3.06a 2.90ab 2.62b 4.536*

scye depth 3.07 3.07 2.90 1.458 3.12 3.07 2.86 2.713 3.11 3.03 2.92 1.223

total fit 3.00 3.12 2.83 2.410 3.10 3.08 2.80 2.60 3.11a 3.08a 2.72b 4.229*

*p<.05, **p<.01, a>b>c
 : shade indicates statis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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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satisfaction

jacket
part  

angle factor hip factor body build factor 

strongly 
unsatisfi

ed

little
unsatis

fied

neut
ral

F-
value

strongly 
unsatisfied

little
unsatisfi

ed

neut
ral

F-
value

strongly 
unsatisfi

ed

little
unsatis

fied
neutral F-

value

neck circumference 2.95 2.94 2.88 .074 3.06 2.91 2.73 2.301 2.97a 3.02ab 2.67b 3.488*

biacomion
lenth 2.98b 2.81ab 2.47b 3.201 2.95 2.79 2.55 2.457 3.02a 2.81ab 2.57b 3.402*

bust circumference 3.16a 3.03a 2.62b 4.422
** 3.13a 3.01ab 2.75b 2.599 3.05a 3.10ab 2.74b 3.574*

waist
circumference 2.94 2.85 2.53 1.925 2.89a 2.89a 2.48b 2.997 2.89a 2.95a 2.45b 5.628**

hip
circumference 3.02a 3.06ab 2.59b 3.512

* 3.19a 2.99a 2.50b 7.715
** 3.09a 3.09a 2.62b 5.644**

interscye(front) 3.02a 2.93ab 2.62b 2.477 3.10a 2.89ab 2.55b 5.916
** 3.09a 2.93ab 2.66b 4.093*

interscye(back) 3.02 2.94 2.62 2.401 3.11a 2.91a 2.53b 6.227
** 3.08a 3.00a 2.53b 7.357**

sleeve length 3.08 2.92 2.65 1.915 3.12 2.81 2.85 2.521 3.15 2.89 2.76 2.428

sleeve girth 3.03a 2.90ab 2.56b 3.264
* 3.06 2.80 2.78 2.930 3.03a 2.94a 2.59b 4.632*

scye depth 3.15a 3.03ab 2.79b 2.528 3.16 2.95 3.00 2.356 3.08 3.09 2.81 3.319*

total fit 3.23a 3.00ab 2.68b 4.213
** 3.20a 2.96ab 2.73b 4.451

* 3.03a 3.12ab 2.71b 4.537*

*p<.05, **p<.01, a>b>c,
: shade indicates statistical 

<Table 15> Prefer jacket fit differences at body parts by body satisfaction groups
(n=273)

3.18, 3.06, 3.16, 3.10, 3.09, 3.06, 3.11)을 선호하였다. 
이 결과는 Kahng & Lee (1982) 연구의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에 만족하는 여성일수록 그 부위에 꼭 맞는 의복을 

선호한다는 결과와 Lee’s study(1982)의 자신의 신체에 

만족할수록 의복에도 만족하고 자신의 의복이 몸에 잘 맞

는다고 느낀다는 결과와 동일한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as cited in Hwang, 1997). 또한 신체 부위에 대한 인지

도보다는 만족도가 더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Hwang, 
1997)와 같이 재킷 부위별 선호핏에는 신체 형태특성인지

보다는 신체 만족도가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인별 신체 만족도에 따른 재킷 선호핏의 결과는 아래

의 <Table 15>와 같다. 재킷 부위별 선호핏에 대해 신체 

만족 3요인, 상반신각도요인, 엉덩이형태요인, 전신체격요

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상반신 각도요인은 만족할수록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소매둘레, 전체맞음새에서 약간 맞는 핏을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 이 부위들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엉덩이형태요인에 만족할수록 재킷의 엉덩이둘레,  겨

드랑앞/뒤벽사이길이, 전체맞음새에 보통에 가까운 약간 

맞는 핏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신체격요인에 대

하여서는 재킷의 소매길이 부위를 제외하고 모든 부위에

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이 부위들에 만족할수록 맞는 

핏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본 연구는 20대 여성의 기성복 재킷 부위별 선호핏

(fit)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문패션모델과 여대생을 대상으로 신체크기, 신체형태

특성, 신체만족도가 기성복 재킷 선호핏에 미치는 구체

적인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모델집단과 여대생집단의 신체 치수 자료를 비교

하면 키,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가 유의적으

로 달라 모델집단이 키가 크고 둘레부위가 유의적으로 

작아 신체크기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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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위별 신체 형태특성인지 결과, 어깨기울기, 가슴

크기, 젖가슴둘레, 상반신크기, 엉덩이돌출의 유의차가 

나타났고 모델집단은 여대생집단보다 둘레항목의 신체

치수가 작았지만 가슴크기, 젖가슴둘레, 엉덩이돌출 등 

많은 부위에서 더 크게 인지하였다. 그러나 여대생집단

은 모델집단에 비해 어깨와 등이 더 많이 굽었다고 인

지하였다. 한편 부위별 신체 형태특성인지는 6개 요인, 
상반신 각도요인, 가슴요인, 엉덩이크기요인, 어깨요인, 
상반신체격요인, 목형태요인으로 구분되었다.
  3. 신체 부위별 만족도는 모델집단, 여대생집단 모두

에서 전체적으로 보통미만의 만족도를 보였고 모든 부

위에서 집단 간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목굽음, 
어깨굽음, 어깨젖힘, 등굽음, 등면돌출에 대해서는 모델

집단이 여대생집단보다 더 불만족한다고 조사되어 어깨

와 등면의 각도에 대한 불만이 큼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패션모델집단의 신체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각도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패션모델집단의 

패션 쇼 의복 설계 시 각도(자세)에 대해 고려할 필요

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부위별 신체만족도는 각도

요인, 체격요인, 엉덩이크기의 3요인으로 구분되었다.  
  4. 기성재킷의 부위별 맞음새는 대체로 보통정도로 

평가되었으며 뒤목둘레, 어깨너비, 젖가슴둘레, 겨드랑

앞벽사이길이, 소매길이, 재킷길이, 밑단 앞 겹침/벌어

짐, 밑단 앞 들뜸/쳐짐, 전체맞음새 항목에서 집단 간 

유의차가 나타났다. 특히 밑단 앞 겹침/벌어짐, 밑단 앞 

들뜸/쳐짐에 대해 모델집단이 여대생집단보다 약간 더 

겹치고 길이가 들뜬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는 여대생보다 

엉덩이둘레가 작은 신체조건과 자세와 관련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허리둘레를 제외한 모든 부위에 대해 

여대생집단이 모델집단 보다 여유롭게 평가하였으나 젖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의 신체크기는 여대생집

단이 모델집단보다 컸으므로 모델집단과 여대생집단이 

선호하는 핏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 신체 형태특성인지도와 재킷 부위별 선호핏의 관

계를 살펴본 결과, 어깨기울기, 목굽음, 어깨굽음, 등굽

음 등 상반신 각도에 대한 인지와 가슴둘레, 팔길이, 
팔굵기, 엉덩이너비 등 신체 크기에 대한 인지가 재킷 

선호핏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엉덩이너비와 전체맞음새

는 정적상관을, 다른 부위들은 부적상관을, 요인별 상관

분석 결과에서도 엉덩이크기요인을 제외하고 모두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즉, 부적상관으로 나타난 부위를 보

통으로 인지할수록 신체에 맞는 핏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신체인지 집단에 따른 재킷 부위별 선호핏의 차

이결과, 재킷의 둘레(가슴, 허리, 엉덩이)부위 선호핏에

서, 신체 인지는 굽음(목, 등), 팔길이 부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보통으로 인지할수록 맞는 핏을 선

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위별 신체 형태특성인지 항

목, 목굽음, 등굽음, 팔길이는 재킷 부위별 선호핏에 유

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6. 신체만족도와 재킷 부위별 선호핏의 관계는 어깨

사이길이와 팔길이를 제외한 부위들은 부적상관을 보여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신체에 맞는 핏을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상반신 각도 항목 중 재킷 선호핏에 미

치는 영향이 가장 큰 부위는 어깨굽음 부위였고, 다음

으로 목굽음, 등굽음이었으며 굽음 정도에 만족할수록 

신체에 맞는 핏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허리길

이, 엉덩이돌출, 엉덩이너비, 허리굵기 부위 신체 만족 

집단에 대해 재킷 부위별 선호핏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남으로 재킷 부위별 선호핏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신체에 만족할수록 맞는 핏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재킷 부위별 선호핏은 신체 형태특

성인지보다는 신체만족도가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

힐 수 있었으며 부위별 신체 만족도 중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위인 어깨굽음, 목굽음, 등굽음과 같이 상반신 

각도에 대한 맞음새가 적용된 디자인과 패턴 설계 등 

의복개발 및 의복 치수정보에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

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상반신 

각도가 적용된 패턴 설계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명

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재킷, 핏, 20대 여성, 신체만족도, 신체 형태특

성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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