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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various information relating to research on the 

dimensions of clothing used in the sale of products via the internet that used to target 

global SPA((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brands sold in Korea. A total 

of 12 SPA brands including seven global SPA brands and five national. SPA brands were 

surveyed in this study. Brands were chosen  net sales and consumer preferences the last 

three years . In all SPA brands, literal size designation such as S, M, L and numeric size 

designation such as 0, 2, 4 or 32, 34, 36 etc. were mixed, but in case of Jean, the size 

codes mark waist circumference were dominant. European size codes were more common 

in case of European brands while literal codes were more dominantly used for  American 

size codes with in the US brands. By reviewing the measurement information of the body 

and product size, the product measurement methods of UNIQLO, FOREVER 21 and 

TOPTEN were much more accountable and excellent than other brands. However, most of 

the others didn't offer proper information such as pictograms or figures about measurement 

methods relating body sizes and product sizes. In addition, most of global SPA brands 

offered size conversion chart which consumers could reference, however of none of the 

national SPA brands offered a conversion size chart on their website. Regardless of the 

type of clothing, the coverage of clothing size was higher than in global SPA brands such 

as H&M GAP compared to national SPA brands. In particular, 8seconds did not present 

apparel size ranges that fit consumers' individual clothes si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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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브랜드  SPA (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 

란 의류 상품 기획부터 디자Label Apparel Brand)

인 생산 유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 처리하, , , 

는 패션업체를 일컫는 것으로 유행에 신속히 대응하

고 주 만에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패스트 패션1 2 ‘∼

으로 불리기도 한다(Fast Fashion)’ . 

대표적인 패션 브랜드는 스페인의 와   SPA ZARA

스웨덴의 미국의 과 MANGO, H&M, FOREVER 21

일본의 등이며 국내에서 매년 평균 GAP, UNIQLO , 

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패션 시장의 56%

판도를 바꾸었으며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 

다(SPA Success Strategy, 2004). 

특히 는 가장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UNIQLO

나타났는데 년 기준 억원의 매출을 기록, 2013 6940

하여 년 억원 대비 무려 급성장하였2012 (5049 ) 37% 

다 의 년도 매출은 억원으로 . ZARA 2013 2273 2012

년보다 이상 급증했으며 의 경우도 한국 20% , H&M

진출 년 만에 매출 억원을 돌파한 후 년 3 1000 2013

매출액은 억원이었다1226 . 

그러나 최근 국내 브랜드로   SPA SPAO, 

등의 매출이 가파른 8seconds, MIXXO, TOPTEN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Samsung Designnet, 2012), 

국내 브랜드들의 성장률은 년 기준으로 SPA 2013

에 육박해 해외 브랜드의 성장률이 66.5% SPA 

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30.7% . 

등 국내 브랜드들이 향후 년 SPAO, 8seconds 1 2∼

내 를 제치고 위로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ZARA 2

보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 브랜드의 매출 증. SPA 

가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국내 소비자의 체형과 감

성에 맞는 디자인과 마케팅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Kim, S., 2014). 

오늘날 인터넷의 대중화와 전자상거래의 확대로   

인해 인터넷 쇼핑몰은 점점 중요한 유통경로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패션 상품은 주요 상품군별 거래액 .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품목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Lee, M., 2011). 

그러나 패션제품의 특성상 판매되는 제품에 따라   

사이즈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치수의 정확성을 확

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외에도 (Ki, C., 2007). 

인터넷 쇼핑몰이나 브랜드에 따라 치수정보에 대한 

제시 수준이 다르고 치수 측정방법도 표준화되어 , 

있지 않는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해외 . 

브랜드들은 국내 치수체계와 상이하거나 기존 SPA 

국내 브랜드와 다른 치수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국

내 사용자가 이용할 경우 치수선택 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찾아 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 브랜드와 국내   SPA 

브랜드 제품의 온라인 구매 시 제공되고 있는 SPA 

의류 아이템 별 치수 호칭 및 인체치수 및 제품치

수 치수 측정방법과 관련된 정보 등을 조사하고 국, 

내 의류치수 중 성인 여성용 의류치수체계와 브KS 

랜드간 호칭별 치수 범위 등을 비교분석한 후 이 결

과를 활용한 국내 브랜드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SPA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및 절차. Ⅱ

  

조사대상 브랜드  1. SPA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

는 해외 브랜드 개와 국내 브랜드 개SPA 7 , SPA 5 , 

총 개 브랜드였다 조사 대상 브랜드는 최근 년 12 . 3

이내의 매출액 및 소비자 선호도 등을 참고하여 선

정하였다. 

년 매출액에 따르면 국내외 를 모두 합  2013 SPA

쳐 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와 UNIQLO , ZARA

국내 브랜드인 의 순으로 매SPA SPAO, 8seconds

출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  

국내 브랜드인 와 의 순으로 H&M, MIXXO TOPTEN

나타나 아직까지 매출총액은 작지만 최근들어 매출

순위에서 국내 브랜드의 약진이 눈에 띄는 양상이다

(Table 1). 

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한 리얼미터 코리아   500 '

톱 브랜드 부문 선호도 조사 결과에 10 ' SPA (2015) 

따르면 가 응답자 명 중 의 표,  UNIQLO 500 11.3%

를 얻어 위에 올랐다 외에도 해외 에 1 . UNIQLO 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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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omestic and Global SPA Brands Investigated in the Study

Category　 Brand Homepage sales(won), year
preference

ranking

Domestic  

SPA 

brands 

SPAO http://www.SPAO.com/
1400 billion, 

2013
7

8seconds http://www.8seconds.co.kr
1296 billion, 

2013
9

LAP http://www.LAPkorea.com 400billion, 2012 -

MIXXO http://www.MIXXO.com 1000billion, 2013 -

TOPTEN http://www.TOPTEN10.co.kr 1000billion, 2013 6

Global 

SPA 

brands

GAP http://www.GAP.com - 3

UNIQLO http://www.UNIQLO.kr 6949billion, 2013 1

ZARA http://www.ZARA.com 2273billion, 2013 2

H&M http://www.hm.com/kr 1227billion, 2013 4

FOREVER 21 http://www.FOREVER 21.co.kr
45billion, 2013 8

LOVE 21 http://www.FOREVER 21.co.kr/LOVE 21/

MANGO http://www.MANGO.com - 5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위를 . 2 5 ZARA(9.4%), ∼

가 차지했GAP(9.3%), H&M(8.0%), MANGO(5.6%)

다 신성통상의 이 위 로 국내 . TOPTEN 6 (5.4%) SPA 

브랜드 중에선 가장 선호도가 높았으며 세의 , 19 29∼

젊은층 응답자에게는 의 지지를 얻어 위에 오8.3% 4

르기도 했다 이랜드의 제일모직의 . SPAO(4.6%), 

는 각각 위 위를 기록했다8seconds(1.8%) 7 , 9 .

이와 같이 매출액과 선호도 조사 결과  

를 통해 선정된 조사대(http://news.jkn.co.kr, 2015)

상 브랜드는 과 같다SPA Table 1 . 

조사방법  2. 

본 연구에서는 해외 개 브랜드와 국내   SPA 7 SPA 

개 브랜드 총 개의 브랜드의 온라인 매장을 대5 , 12

상으로 판매되는 다양한 의복의 종류별 치수 호칭표

기의 방법 제공하고 있는 호칭의 개수 신체치수 , , 

측정정보 및 제품치수 측정과 관련된 정보를 조사하

였다 의복의 종류는 모든 브랜드에서 판매되고 있. 

는 아이템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외의류만을 대상으

로 하였으며 상의류와 하의류 및 상하연결의의 세 , 

개로 대분류하였다 이외 상의류는 다시 셔츠류 티. , 

셔츠류 스웨터 및 카디건 재킷으로 구분하였고 하, , , 

의류는 다시 스커트류 팬츠류 및 데님류로 나누어 , 

분석하였다 상하 연결의의 경우 원피스드레스와 코. 

트류로 세분화되며 온라인 매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 

아이템을 대상으로 위에서 서술한 치수 관련 사항을 

조사 분석하였다 또 브랜드의 각 국가별 치수 . SPA 

호환표를 제시하여 브랜드간 차이 및 공통점을 분석

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브랜드별로 . SPA 

전개하고 있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등, , 

의 기본 신체부위의 치수와 의류치수체계KS (2010)

와의 비교를 통해 각 브랜드별 치수 커버 정도를 비

교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는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차 조  2015 7 9 25 1

사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최종 브랜드를 결정한 후 , 

년 월 일까지 차 조사 및 의류치수체2015 9 25 2 KS 

계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및 고찰. Ⅲ

  1. 국내 외 브랜드 아이템별 사이즈 체계 SPA 

국내 외 브랜드별 온라인 쇼핑몰의 아이템별   SPA 

사이즈 조견표에서 나타나는 치수항목 및 제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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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호칭의 수를 제시한 결과는 와 같다Table 2 .

먼저 해외 브랜드 쇼핑몰 호칭 표기 방법 조  SPA 

사 결과 모든 브랜드들은 과 같은 문자 호, S, M, L

칭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외에도 신체치수를 의미하, 

는 숫자 호칭도 병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의 경우 상의류와 전신의류는 모두 . UNIQLO S, 

과 같은 문자 호칭을 사용하였으며 상의류는 M, L , 

복종에 관계없이 모두 개 사이즈 드레스와 코트류6 , 

는 개 혹은 개 호칭을 판매하여 상의류에 비해 제3 4

품의 치수 구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의. 

류의 경우 스커트는 문자호칭을 쓰는 반면 팬츠류 , 

및 데님류는 허리둘레를 인치로 표기한 숫자 호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 경우 상의류는 총 개 치수를 구성하여   ZARA 7

판매하고 있으며 치수의 표기는 모두 문자 호칭으, 

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외 팬츠류와 전신을 덮는 드. 

레스 및 코트도 문자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스, 

커트는 에서 까지의 숫자를 사용하고 있었다34 46 . 

의 경우도 와 비슷한 양상으로 상의류는 H&M ZARA , 

모두 문자호칭으로 표기하며 총 개의 치수를 전개, 5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팬츠는 부터 까지의 호. 32 46

칭으로 사용하는 반면 데님의 경우는 허리둘레를 인

치로 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드레스의 경우는 , 

유럽식 치수표기를 한 제품과 문자표기를 한 제품 

Table 2. Women's Sizing System of Domestic & Imported SPA Brands

Brand

Upper
No. 
of 

size

Bottom
No. 
of 

size

Dress & Coat
No. 
of 

size
item

size 
designati

on
item

size 
designation item

size 
designati

on

UNIQLO

shirt

XS,S,M,L
,XL,XXL 6

Denim

waist ※ 
circumference 
22,23,24,25,26,
27,28,29

8
Dress S,M,L 3T-shirt

Leggings
/
pants

S,M,L,XL,XXL 5
fleece

jacket

Coat
S,M,L,(X
L)

3(4)Skirt/sho
rts

hip ※ 
circumference
58,61,64,67,70

5
knits

casual 
outer

ZARA

shirt

XXS,XS,
S,M,L,XL
,XXL

7

Pants/ski
rt

XS,S,M,L,XL 5 Dress
XS,S,M,L
,XL

5
knits

T-shirt

Denim 34,36,38,40,42,
44,46

7 coat
XS,S,M,L
,(XL)

4(5)jacket

blazer

모두가 관찰되었다 이외 코트의 경우는 부터 . 32 46

까지의 유럽식 치수표기를 하고 있어 치수호칭간 통

일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 경우 도입국이 미국인데 비해 미  FOREVER 21

국식 치수호칭은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데님을 , 

제외한 다른 복종 모두 문자호칭으로 표기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데님의 경우는 허리둘레의 인치를 호. 

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경우도 하의류는 모두 통일하여 유럽  MANGO

식 치수호칭인 부터 까지 총 개의 치수를 전32 44 7

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의 모든 복종에서는 , 

문자호칭을 사용하여 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 상의류의 경우 에서 까지 총 개의   GAP 0 22 12

치수를 전개하고 있었으며 호칭법으로 볼 때 미국, 

식 치수표기와 문자호칭을 모두 제시하고 있었다. 

문자호칭이라 하더라도 타 브랜드에 비해 전개하는 

치수호칭의 개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를 종합해 볼 때 모든 브랜드에서 문자  SPA , 

호칭과 숫자호칭이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동일 복종에서도 문자호, 

칭으로 표기하는 경우와 숫자 호칭으로 표기하는 경

우가 혼재되어 있어 소비자의 시각에서 볼 때 제품 

구매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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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Brand

Upper
No. 
of 

size

Bottom
No. 
of 

size

Dress & Coat
No. 
of 

sizeitem
size 

designati
on

item size designation item
size 

designati
on

H&M

shirt

XS,S,M,L
,XL

5

Pants
32,34,36,38,40,4
2,44,46 8

Dress

32,34,36,
38,40,42,
44,46

8
T-shirt

XS,S,M,L,
XL

5skirt XS,S,M,L,XL 5jacket

coat
32,34,36,
38,40,42,
44,(46)

7(8)
blazer

Denim 25,26,27,28,29,3
0,31,32,33,34,36 11

knits

FOREVE
R 21

shirt

XS,S,M,L
,XL,XXL 6

Pants/Sk
irts

XS,S,M,L 4
Dress XS,S,M,L 4

T-shirt XS,S,M,L,XL 5

knits
Denim 24,25,26,27,28,2

9,30,31
8 coat S,M,L 3cardiga

ns

MANGO

blouse

XS,S,M,L
,XL,XXL

6
Pants/D
enim/Ski
rts

32,34,36,38,40,4
2,44

7

Dress XS,S,M,L,
XL 5shirts

T-shirt

coat (XS),S,M,
L,(XL)

3(5)
knits

jacket,ju
mper

GAP

T-shirt

XS,S,M,L
,XL,XXL,
XXL

7

jeans
24,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11

Dress

XXS,XS,S,
M,L,XL,X
XL,XXXL

8

Pants

000, 00, 0, 2, 
4, 6, 7, 10, 12, 
14,16,18, 20,22
(pants: Regular, 
long, ankle)

14shirts

000, 00, 
0, 2, 4, 
6, 8, 10, 
12, 
14,16,18, 
20

13

coat

XS,S,M,L,
XL,XXL 6

0,2,4,6,8
,10,12,1
4,16,18,
20,22 

12 Skirts

XXS,XS,S,M,L,XL
,XXL 8

sweaters
0, 2, 4, 
6, 7, 10, 
12, 
14,16,18, 
20,22

000, 00, 0, 2, 
4, 6, 7, 10, 12, 
14,16,18

12

SPAO

T-shirt

6FS,7FM
,8FL 3

Pants 64,67,70,73,75 5 Dress 6FS,7FM,
8FL

3
shirts

hoodies

Skirts 6FS,7FM,8FL 3 coat 6FS,7FM,
8FL

3knits

vest

8second
s

T-shirt

XS,S,M,L 4

Pants/Sk
irts

XS,S,M,L 4 Dress XS,S,M,L 4

shirts

Denim 26,27,28,29 4 coat
S.M.(L) 2(3)

knits
090,095,1
00 3

LAP

T-shirt
XS,S,M,L
,XL 5

Pants/Sk
irts XS,S,M,L,XL 5

Dress XS,S,M,L,
XL 5

shirts
coat S, M 2knits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19 5

144

Table 2. Continued

Brand

Upper
No. 
of 

size

Bottom
No. 
of 

size

Dress & Coat
No. 
of 

sizeitem
size 

designati
on

item
size 

designation item
size 

designation

MIXXO

blouse

90(S-16
0),
95(M-16
5),
100(L-1
70)

3
Pants/Sk
irts

24,26,28,30,
32 5

Dress
90(S-160), 
95(M-165),
100(L-170)

3
shirts

T-shirt
coat

90(S-160), 
95(M-165) 2

knits FF 1

TOPTEN

shirt 85,90,95
,999 4 Pants 67,70,72,76,

999 5 Dress 85,90,95,999 4

T-shirt

85,90,95
,100, 
105, 
110, 999

7 skirt 67, 72 2

coat

S,M,L 3

sleeve-
less T

85, 90, 
95, 100, 
105

5

Denim 67,70,72,76 4 Free 1

jacket
85,90,95
,100, 
105, 999

6

전개하고 있는 치수 호칭의 개수를 볼 때 에  GAP

서 제공하는 치수 호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의 경우 하의류에 대한 치수 호, FOREVER 21

칭이 상대적으로 다른 브랜드에 비해 적은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의 경우는 치수호칭을 . GAP

다시 키에 따라 의 세 체형으로 regular, Tall, Petite

나눈 후 각 체형별 치수 호칭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국내외 브랜드들의 아이템별 치수체계를 비  SPA 

교한 결과 의 경우 팬츠를 제외한 전체 아이, SPAO , 

템에서 문자와 숫자가 혼합된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용되는 호칭이 . small, 

가 아닌 로 브랜드 고medium, large 6FS, 7FM, 8FL

유의 치수 호칭을 문자와 숫자로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 경우 데님류는 허리둘레의 인치를 호  8seconds

칭으로 사용하는 반면 그 외의 아이템은 문자호칭으

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트의 경우 . 

문자호칭으로 표기되는 경우와 으로090, 095, 100

표기되는 가슴둘레 호칭을 아이템에 따라 달리 사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 경우는 모든 아이. LAP

템에서 와 같은 문자호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XS XL∼

나타났다 의 경우 다른 브랜드와는 다른 치. MIXXO , 

수호칭을 제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90(S-160), 

과 같은 형태로 상의류 및 95(M-165), 100(L-170)

상하연결의의 경우 모두 가슴둘레 문자호칭 키 의 ( - )

조합으로 치수 호칭을 구성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하의류의 경우는 모두 허리둘레를 인치 . 

호칭으로 표기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의 경우는 코트를 제외. TOPTEN

한 모든 아이템에서 가슴둘레와 허리둘레를 호칭으

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하의류의 경우도 모두 인치, 

가 아닌 로 허리둘레를 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cm

다 다만 제품구성상 적은 호칭을 생산하는 코트의 . 

경우는 와 같은 문자 호칭을 사용하거나 S, M, L

코트의 경우에는 로 표기하는 것을 free size Free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 브랜드는 해외 브랜  , 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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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와 비교해 볼 때 사이즈 전개의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류치수체계를 준용하고 있, KS 

는 비 브랜드와 비교할 때 호칭을 임의로 사용SPA 

하거나 문자호칭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국내의 타 브랜드의 제. 

품과 국내 브랜드의 제품을 모두 구입할 경우 SPA 

제시되고 있는 치수 호칭이 서로 달라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치수 전개 개수를 보. 

면 국내 브랜드보다 해외 브랜드가 치수SPA SPA 

의 개수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인보다 외국인

의 치수 범위의 분포가 더 넓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내 브랜드가 다양한 . SPA 

체형과 치수 범위를 갖는 외국인을 표적으로 제품을 

전개하려면 향후에는 현재보다 더 많은 치수 호칭의 

전개가 필요할 것이다.   

국내외 브랜드의 인터넷 쇼핑몰의     2. SPA 

인체 사이즈 제시방법     

국내외 인터넷 쇼핑몰의 인체사이즈 제시방법은   

과 같다 먼저 국내 브랜드에서는 곳 Table 3 . SPA 4

중 곳에서만 인체사이즈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해1 , 

외 브랜드의 인체사이즈 제시방법을 보면 곳 SPA , 6

중 곳에서 인체사이즈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5

타났다 의 경우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 UNIQLO , , 

이둘레 어깨너비의 인체사이즈 항목을 표기하고 있, 

Table 3. Body Size Measurements of SPA Brands 

BRAND
How to measure BodyDimension 

Designation methods Body measurement items

UNIQLO pictogram & description bust girth, waist girth, hip girth, shoulder width

ZARA pictogram bust, waist, hip(pelvis)

H&M pictogram & description bust, waist, hips, inseam

FOREVER 21 none bust

MANGO description bust, waist, hip

GAP float & description
bust girth, sleeve length, waist girth, hip girth, thigh girth, 

inseam

SPAO

8seconds

LAP bust, waist, hip

MIXXO

TOPTEN Pictogram & description bust girth, waist girth, hip girth

었고 측정 방법으로는 방법, pictogram, description

을 사용하고 있었다 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ZARA , , 

엉덩이둘레의 항목과 측정 방법으로는 을 pictogram

제시하였지만 엉덩이둘레를 골반 으로 표시해 소비“ ”

자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은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다리안쪽 H&M , , , 

길이의 인체사이즈 항목과 측정 방법으로는 

을 제시하였고 는 pictogram, description , MANGO

인체사이즈 항목은 제시하지 않고 측정방법으로는 

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pictogram, description . 

은 가슴둘레와 소매길이의 인체사이즈 항목과 GAP

측정방법으로는 을 제시하였다float, description .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국내 브랜드보다 해  SPA 

외 브랜드 에서 인체 사이즈 항목과 측정 방법SPA 

을 자세하게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인터넷 . 

쇼핑몰의 특성상 소비자가 직접 입어보고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인체 사이즈의 중요성이 크므로 국내 

브랜드도 인터넷 쇼핑몰에 인체사이즈 제시와 SPA 

함께 측정방법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소비자가 이해

하기 쉬운 방안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국내외 브랜드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3. SPA 

의 제품사이즈 측정방법     

국내외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사이즈 제시방법은   

와 같다 총 개의 국내 브랜드 중 Table 4 . 5 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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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인체치수 측정방법과 제품치수 측8seconds

정방법 모두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품 

구매시 브랜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치수 호칭에만 의

지해야 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그 외 국내 . SPA 

브랜드의 경우 의 경우는 제품치수의 측정TOPTEN

방법 및 측정도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 

품의 치수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복을 구

매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기타 제품치수 . 

측정방법이 제시되고 있는 브랜드 중 의 경우SPAO

는 제품치수측정 설명이나 측정도는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상의류와 하의류를 나누어서 볼 때 상의, , 

류는 가슴너비 소매길이 총장만을 제시하여 어깨, , 

너비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상의류의 경우 어깨너비 및 목깊이 목너. , 

비 등에 대한 제품치수 정보가 없고 하의류의 경우

도 엉덩이둘레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제한된 

정보로 의류를 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하의류 중 스커트는 허리너비와 총장을. , 

팬츠는 허리너비 총장 밑위길이를 제시하고 있어 , , 

제품의 엉덩이너비나 둘레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타 브랜드와는 달리 . , 

둘레치수가 아닌 둘레치수의 값을 너비로 제시하1/2

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 

함께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브랜드간 치수 측

정방법의 표준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

되었다. 

의 경우도 제품치수 측정방법에 대한 설명이  LAP

나 측정도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상의류의 경. 

우 어깨 가슴 단면 팔 소매 총장을 제시하고 있, ( ), , , 

었으며 하의류의 경우는 스커트의 경우 허리 단면, ( ), 

엉덩이 단면 총장을 팬츠의 경우는 허리 단면 엉( ), , ( ), 

덩이 단면 밑위 허벅지 밑단 총장을 제시하고 있( ), , , ,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경우 제품측정 시 단면. LAP

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사용되는 측정항목명의 경, 

우 표준화되지 않았거나 정확한 측정항목명을 제시

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측면에서 볼 때 제품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 

의 경우는 인체치수 측정정보는 없는 반면MIXXO , 

도식화와 치수 측정 설명을 통해 제품의 기본적인 

치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상의류 및 전. , 

신의류의 경우 어깨넓이 가슴둘레 총둘레 팔길이, ( ), , 

전체길이 등 총 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또 하의류4 . , 

에서 스커트는 허리둘레 총둘레 엉덩이둘레 총둘( ), (

레 전체길이의 총 개 항목만을 팬츠에서는 허리), 3

둘레 총둘레 엉덩이둘레 총둘레 전체길이 허벅지( ), ( ), , 

둘레 총둘레 등 개 항목만을 제시하고 있어 제품( ) 4

치수의 정확한 파악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파악

되었다 또한 제품치수의 측정방법도 별다른 설명없. 

이 총둘레로 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이해하거나 치

수를 직접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측되었

다 특히 제품치수에 대한 정보도 제품상세설명이 . 

아닌 배송 교환 반품 탭에서 찾을 수 있어서 소비“ / / ” 

자가 제품치수를 알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브랜드의 제품사이즈 측정방법을 보면   SPA 

개 브랜드 중 와 등 개 브6 UNIQLO FOREVER 21 2

랜드에서 제품사이즈 측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의 경우 상의와 하의 모든 제품의 제품치수 UNIQLO

측정방법을 별도의 창을 통해 제시하고 있pop up 

고 의 경우 판매대상 아이템별로 제품, FOREVER 21

치수 측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 경우 상의류 및 전신의류에서는 어깨   UNIQLO

길이 가슴너비 전체길이 목뒤점기준 뒤중심길이, , A( ), 

전체길이 목옆점기준 뒤중심길이 목둘레 목파임B( ), , , 

깃높이 소매길이 전체팔길이 소매폭 등의 제품치, , , 

수를 제시하고 있고 이와 같은 제품치수 중 제품에 

해당되는 측정항목만을 대상으로 치수를 제시하고 

있었다 하의류로는 스커트의 경우 허리둘레 엉덩. , 

이둘레와 스커트길이를 팬츠에서는 허리둘레 엉덩, 

이둘레 다리길이 길이 를 제시하고 있는 것, (inseam )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는 상의류의 경우는 . UNIQLO

가슴둘레 대신 가슴너비를 제품치수항목으로 제시하

고 있는 반면 하의류에서는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 

허벅지둘레에서는 제품치수의 단면을 측정한 후 를 2

곱해서 총 둘레치수로 환산하고 있고 밑단폭의 경, 

우는 단면만을 측정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

일 브랜드지만 측정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어깨넓이를 어깨길이 화장. , 

을 전체팔길이로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거나 전체

길이 처럼 총길이를 목뒤점과 목옆점을 기준으A, B

로 한 뒤중심길이로 표기하여 혼선이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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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는 상의류 및 전신의류의 경  FOREVER 21

우는 어깨넓이 가슴둘레 총길이 소매길이 소매둘, , , , 

레 암홀길이 네크라인넓이 네크라인깊이 등의 제, , , 

품치수를 측정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 

의류로는 스커트의 경우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총, , 

길이를 측정하여 제시하고 있고 팬츠의 경우 허리, 

둘레 엉덩이둘레 인심 밑위길이 허벅지둘레 총, , , , , 

길이를 측정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4. Product Size Specification of SPA Brands 

Brand

How to measure Clothing Size 

Designation 
methods

Item Measurement item for clothes

UNIQLO
Flat sketch 
& description

Top
Shoulder width, Bust width, Total length A, Total 
length B, Neck girth, Neck depth, Collar height, Sleeve 
length, Total sleeve length, Sleeve width

bottom
Skirt Waist girth, Hip girth, Skirt length

Pants
Waist girth, Hip girth, Body rise, Thigh girth, Leg 
opening, Inseam 

ZARA

H&M

FOREVER 
21

Flat sketch 
& description

Top Shoulder width, Bust width×2, Total length, Sleeve 
length, Sleeve bicep, Armhole, Neck width, Neck depth

Bottom
Skirt Waist width×2, Hip width×2, Total length

Pants
Waist width×2, Hip width×2, , Inseam, Body rise, 
Thigh width×2

MANGO

GAP

Top
Fit description 
Model size(Stature, Bust girth)

Bottom
Fit description 
Front rise, Inseams
Model size(Stature, Waist girth, Hip girth)

SPAO

Top Bust width×2, Sleeve length, Total length

Bottom
Skirt Waist width×2, Total length

Pants Waist width×2, Total length, Body rise

8seconds
Top NONE

Bottom NONE

LAP

Top
Shoulder width, Bust width×2, Sleeve length, Sleeve 
opening×2 Total length

Bottom
Skirt Waist width×2, Hip width×2, Total length

Pants
Waist width×2, Hip width×2, Body rise, Thigh 
width×2, Leg opening×2 , Total length

MIXXO
Flat sketch 
& description

Top/coat Shoulder width, Bust girth, Sleeve length, Total length

Bottom
Skirt Waist girth, Hip girth, Total length

Pants Waist girth, Hip girth,  Total length, Thigh girth

TOPTEN

이중 제품치수의 모든 둘레항목은 제품의 단면 너, 

비를 측정하여 를 곱하는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2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 경우는 제품과 관련된 치수정보는 전무하  ZARA

며 착용하고 있는 모델의 키를 제시하여 소비자가 , 

치수를 개별적으로 가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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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과 의 경우는 제품치수 및 착용  H&M MANGO

하고 있는 모델의 신체치수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았으며 의 경우는 독특하게도 정도에 대한 GAP fit 

설명과 모델의 치수 즉 상의류의 경우는 키와 가슴, 

둘레 하의류의 경우는 키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 , 

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하의류 중 팬츠의 경우. 

는 제품의 앞면에서 측정한 밑위길이 와 (front rise)

의 길이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ineseam .

이상에서와 같이 국내 브랜드와 해외   SPA SPA 

브랜드를 대상으로 제품치수 측정항목 및 측정방법

에 대한 정보를 비교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브랜드

에서 제품치수 측정방법이 누락되어있거나 있다고 

해도 중요한 측정항목이 생략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각 브랜드간 필수 측정항목의 명칭 및 

측정법도 달라 제품치수의 측정을 위한 표준화가 필

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 , 

을 통한 의류제품 구매 시 반품의 가장 큰 원인이 

제품치수 불만족에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제품치수 

측정항목 및 측정방법의 표준화는 시급히 연구되어

야 할 것이다.

국내 외 브랜드의 국가별 의류치수    4. SPA 

호환표 비교     

국내외 브랜드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  SPA 

가별 치수 호환표 를 브랜드(size conversion chart)

별로 정리한 결과는 와 같다 조사대상 Table 5 . SPA 

브랜드 총 개 브랜드 중 국가별 치수 호환표가 제12

시되어 있는 브랜드는 총 개로 나타났으며 해외 5 , 

브랜드 중 를 제외한 SPA UNIQLO, ZARA H&M, 

만이 국가별 MANGO, FOREVER 21, LOVE 21, GAP

치수 호환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 경우 유럽 미국 영국 중국 그리고 H&M , , , 

는 유럽 미국 영국 독일 멕시코 이탈리MANGO , , , , , 

아 은 유럽 미국 영국 한국의 국가, FOREVER 21 , , , 

별 사이즈를 제시하였다 의 경우는 하의류에 . GAP

대한 국가별 치수호환표는 제시하고 있는 반면 상, 

의류와 전신의류의 경우 호환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 의 경우는 . H&M GAP

한국의 치수체계는 호환표에 제시하고 있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 경우 본고장인   , H&M

유럽과 영국 및 미국의 치수를 제시하고 있지만 아

시아 국가의 경우는 중국의 치수 호칭만을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미국 공식 패션몰의 경우는 치수. H&M 

표기가 모두 미국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반면 한국 , 

공식 패션몰의 치수는 모두 유럽식 즉 부터 까, 32 46

지의 호칭으로 표기되어 있어 국내 소비자의 경우 , 

치수 선택에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다. 

해외 브랜드 중 가장 많은 국가별 치수 호환  SPA 

표를 제시하고 있는 브랜드는 스페인에서 도입된 

로 나타났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미국 영MANGO , , , 

국 유럽 이외에도 멕시코와 러시아 한국의 치수 , , 

호환표도 함께 제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 

각 국가별 치수체계도 숫자호칭과 문자호칭을 병행

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한국의 호칭을 보면 

등과 같은 의류치수표준이 아닌 임44, 55, 66 KS 

의 치수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표준으로서

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의류의 경우. 

도 등과 같은 임의 규격을 사용하고 있는44, 55, 66

데 이는 하의류의 대표 치수 호칭이 허리둘레라는 , 

점을 고려할 때 단품의 하의류를 위한 호칭으로 사

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

에서는 유럽 미국 영국 등은 타 브  FOREVER 21 , , 

랜드와 같은 치수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한국의 경우는 상의류와 전신의류의 경우 가

슴둘레의 호칭을 에서 까지의 범위에서 80 105 5cm 

간격을 두고 대표치수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외에도 

등의 임의 치수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44, 55, 66 

나타났다 그렇지만 하의류에서는 허리둘레의 인치. 

값으로 치수를 제시하고 있고 이외에도 에서 까XS L

지의 문자 호칭도 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의 경우는 하의류의 데님에 대해서만 국가별   GAP

치수 호환표가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 

함되어 있는 국가를 보면 유럽 영국 미국으로 세 , , , 

지역의 치수를 숫자 호칭으로 나타내고 있었으나 기

타 상의류와 전신의류의 경우는 국가별 치수 호환표

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 부분적인 정보 제공에 그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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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내 브랜드  SPA 

는 국가별 치수 호환표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브랜드보다 해외 브SPA SPA 

랜드들이 패션의 글로벌화에 맞춰 다양한 나라들의 

사이즈를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나라의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호칭을 쉽게 선택 할 수 있도록

Table 5. Domestic and Imported SPA Brands' Size Conversion

Brand Country Top
No.
of 

size
Bottom

No.
of 

size
Dress

No.
of 

size

H&M

Europe
32,34,36,38,40,32,33,36
,37,50,52,54,56,68 14

32,34,36,38,40,32,33,3
6,37,50,52,54,56,68 14

32,34,36,38,40,32,33,36,3
7,50,52,54,56,68 14

USA 
2,4,6,8,10,23,14,16,18,2
0,22,24,26,28 14

2,4,6,8,10,23,14,16,18,
20,22,24,26,28 14

2,4,6,8,10,23,14,16,18,20
,22,24,26,28 14

UK
6,8,10,12,14,16,18,20,2
2,24,26,28,30,32 14

6,8,10,12,14,16,18,20,
22,24,26,28,30,32 14

6,8,10,12,14,16,18,20,22,
24,26,28,30,32 14

China

155/76A,160/80A,165/8
4A,170/92A,170/96A,17
5/100A,175/104A,175/1
08A,175/116A,175/120A
,175/128A,175/132A,17
5/140A

14

155/60A,160/64A,165/
68A,170/76A,170/80A,
175/84A,175/88A,175/
94A,175/100A,175/105
A,175/112A,175/118A,
175/124A 

13

155/76A,160/80A,165/84A
,170/92A,170/96A,175/10
0A,175/104A,175/108A,17
5/116A,175/120A,175/128
A,175/132A,175/140A 

14

MANGO

Europe
32,34,36,38,40,42,44,46
,48 9

32,34,36,38,40,42,44,4
6,48 9

XXS,XS,S,M,L,XL,XXL 7
XXS,XS,S,M,L,XL,XXL 7 XS,S,M,L,XL,XXL 6

USA 
1,2,4,6,8,10,12,14,16 9 1,2,4,6,8,10,12,14,16 9 1,2,4,6,8,10,12,14,16 9

XXXS/0,XXS/2,XS/4,S/6,
M/8,L/10,XL/12

7 XXS,XS,S,M,L,XL 6 XXXS/0,XXS/2,XS/4,S/6,M
/8,L/10,XL/12

7

UK 4,6,8,10,12,14,16,18,20 9
4,6,8,10,12,14,16,18,2
0 9 4,,6,8,10,12,14,16 7

Mexico
0,1,3,5,7,9,11,,13,15 9 0,1,3,5,7,9,11,13,15 9

EECH,ECH,CH,M,G,EG,EE
G 7EECH,ECH,CH,M,G,EG,

EEG 7 ECH,CH,M,G,EG,EEG 6

Russia 38,40,42,44,46,48,50,52
,54

9 38,40,42,44,46,48,50,5
2,54

9

Korea 44,44.5,55,55.5,66,77,8
8

7 44,55,66,77,88,88.5 6 44,44.5,55,55.5,66,77,88 7

FOREV
ER 21
& LOVE 
21

Europe 32,34,36,38,40,42 6 32,34,36,38 4 32,34,36,38,40,42 6

USA 2,4,6,8,10,12 6 2,4,6,8 4 2,4,6,8,10,12 6

UK 4,6,8,10,12,14 6 4,6,8,10 4 4,6,8,10,12,14 6

Korea

80,85,90,95,100,105 6 24,25,26,27,28,29,30,3
1

8 80,85,90,95,100,105 6
XS, S, M, L, XL, XXL 6

44,55,66,77,88,99 6 XS,S,M,L 4 44,55,66,77,88,99 6

GAP

Europe
30,32,34,36,38,40,42,4
4,46,48,50,52 12

USA
000,00,0,2,4,6,8,10,12,
14,16,18,20 13

UK
2,4,6,8,10,12,14,16,18,
20,22,24 12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외 . 

브랜드들도 실제 제품 판매에 사용하는 호칭이 SPA 

와 같은 문자호칭이었던 데 반해 각 브랜드S, M, L

에서 제시하고 있는 치수 호환표상의 치수호칭에는 

문자호칭이 대부분 생략되어 있는 것도 치수 호환표

의 효용성을 낮추고 있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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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브랜드의 경우도 중국 및 동남 아시아 더 SPA , 

나아가 유럽이나 미주에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

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므로 해외 각국의 의류치수체계에 , 

대한 조사를 통해 치수 호환표를 제시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 전망이 있. 

는 국내 들도 진출 예정 국가의 소비자의 체형SPA

에 맞는 사이즈를 제시해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SPA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국내외 브랜드별 기본 호칭의 신체    5. SPA 

치수와 신체치수 비교     KS 

 

각 브랜드 별로 사용되는 기본 신체부위인 가슴둘  

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의 치수범위를 의류치, , KS 

수체계를 기준으로 하여 간격으로 나눈 후 각 1cm 

브랜드가 실제로 커버하고 있는 각 치수 호칭별 신

체치수의 범위를 나타낸 결과는 Table 6, Table 7, 

과 같다Table 8 . 

비교 대상 브랜드는 총 개의 브랜드 중 의  12 KS 

류치수체계와 동일하게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 , 

둘레를 치수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만을 대

상으로 하였다 특히 의 경우는 상의류와 전신. GAP

의류 또는 하의류와 전신의류에 따라 허리둘레의 착

용범위치수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브랜드

는 같지만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비교 대상 범위치

수는 의류품목에 따라 별도로 제시하였다. 

먼저 국내 브랜드 쇼핑몰의 호칭별 신체 치  SPA 

수 범위를 조사한 결과 은 가슴둘레 허리둘레LAP , , 

엉덩이둘레를 기준으로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반면 의 경우는 SPAO, MIXXO, TOPTEN, 8seconds

각 호칭별 착용가능한 신체 치수의 범위를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 경우 예. , 8seconds

비조사시에는 독립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

었고 이 때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의 세, , , 

가지 주요 신체부위의 의류호칭별 착용가능 인체치

수범위를 제시하고 있었지만 최근 삼성물산 패션 , 

브랜드의 통합 쇼핑몰 출범 후 인체치수범위에 관한 

정보제공이 전사적으로 누락되어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족이 예측된다. 

해외 브랜드 인터넷 쇼핑몰의 호칭별 신체   SPA 

치수 조사 결과 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UNIQLO , , 

덩이둘레 신장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는 가슴, ZARA

둘레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은 , H&M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다리안쪽 길이를 , , , 

사용하며 은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 FOREVER 21 , , 

덩이둘레를 사용하고 있다 은 에. GAP Top/Outwear

서 가슴둘레 소매길이를 기준으로 하고 에, Bottom

서는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허벅지둘레를 기준으로 , , 

하며 에서는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를 기준으Dresses

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는 신체 치수. SPAO, MIXXO

를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치수표준을 기준으로 비교해 본 결과 가  KS , 

슴둘레 키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의 신체 치수를 모- - -

두 제시한 브랜드는 이며 국내 브랜드UNIQLO , SPA 

들이 제시하는 신체 기준보다 해외 브랜드들이 SPA 

신체기준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를 의 문자 호칭의 치수 범위와 비KS

교하였을 때 의 사이즈 가슴둘레는 UNIQLO S 77∼

이고 는 은 83 ZARA 83, H&M 84 88, FOREVER 21∼

은 은 으로 기준 사이즈 가슴85.1, GAP 86 88 KS S ∼

둘레 보다 상의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72 82 . ∼

면에 하의는 의 사이즈 허리둘레는 UNIQLO S 60∼

이고 는 은 66cm ZARA 66cm, H&M 68 72cm, ∼

은 은 로 FOREVER 21 66 68.5cm, GAP 66 68cm∼ ∼

기준 사이즈 허리둘레 로 을 제KS S 58 69cm H&M∼

외한 모든 브랜드가 치수 범위 내에 포함되는 KS 

것으로 나타났다. 

은 타 브랜드에 비해 커버하는 총 치수  H&M SPA 

범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슴둘레는 76

이었으며 이외에도 은 140cm , GAP 83 121cm, ∼ ∼

는 은 UNIQLO 80 108cm, LOVE 21 84 102cm, ∼ ∼

은 은 LAP 81 102cm, TOPTEN 85 100cm, SPAO∼ ∼

는 의 순으로 커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83 97cm∼

있었다 이중 는 각 호칭간 . H&M, GAP, LAP, SPAO

치수범위가 중첩되지 않는 치수 체계를 적용하고 있

었던 반면 타 브랜드의 경우는 씩 치수범위를 1cm

중첩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허리둘레의 경우도 은 타 브랜드에 비해   H&M SPA 

커버하는 총 치수범위는 로 모든 브랜드 60 12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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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nd
Bust KS UNIQLO H&M LOVE 21 GAP -Top GAP -Dress LAP SPAO TOPTEN

72

S

　

　

　

　
　 　

73

74

75

76

XS
77

78

79

80

XS

　

81

　
XS (32“)

82

83

M

　

XS XS
S

84

S
XS

S

(33~34“)
85

S
S

86
　 　

87
　

88

S S
M

89

M
　

S M

(35~37“)

90

L

　
91

　 　
M

92

M

93 　
M M

L
94

L
M

95 　
96

　 　
L

97

　
L

(38~40“)

98 　 　
99

XL

XL
L

L L
100

L
101

102

103

　

104

XXL
　 　105

　

106

107

XL XL

XL(42“)
108

109

　

110

　

XL

111

112

113

　
　114

115

116

XXL

117

　 XXL
118

119

120

121

122

2XL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3XL

135

136

137

138

139

140

Table 6. Size Designation & Size Ranges of Bust Girth in SPA Brands 

　  Highlighted cell means overlapping of siz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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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ize Designation & Size Ranges of Waist Girth in SPA Brands 

Brand
Waist KS UNIQLO H&M FOREVER 21 LOVE 21 GAP   

-bottom
GAP  

-dresses LAP SPAO TOP
TEN

58

S

　
　

　
　

　 　
　59

60

XS
XXS XXS61

XS XS

XS(24“)
62

　
63

XS

　 　
2564

XS

XS S

(25~26“)
65 　

　

　

66

S S

　
26

S
67 　

S

　
68

S
S

S69 　

M

27~29“

2770

M

　 　 　

71

M M

　

M72 　

M M
2873

　
M

74

75 　 　 　

29

　

76 L

M
L

　
　

L

30~32“

L77 　

　
　

78

L

L
79

L
L

80

　

81 XL
　82

　

　

　 　
83

84

L
　85

86 XXL

XL

XL(34“)
87

　
　

XL

　

88 　
89

XL

　
90

91

92

　

　
93

94

XL

95

96

XXL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2XL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3XL

119

120

121

122

123

124

　  Highlighted cell means overlapping of siz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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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ize Designation & Size Ranges of Hip Girth in SPA Brands H&

Brand
Hip KS H&M FOREVER 21 LOVE 21 GAP pants/skirts LAP TOPTEN

80

XS

　

　
　

　
81

82

83

84

XS

85

XXS
86

XS

XS(34“)
87

XS
88

89

S

　
XS　

S
(35~36“) S

90

91
　

S
92

S

93

S 　
S

94

M
(37~39“)

M
95

96

M　

　
M

97

　 　
M

98

M99

L
100

M
101

　
L

102

　
L

L
(40~42“)

103

L

L104

105

　

　

106

　

107

108

L

109

110

　
XL

111

　

112 XL(44“)
113

　
114

115

116

117

XL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2XL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3XL

138

139

140

141

142

　  Highlighted cell means overlapping of siz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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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 GAP

은 는 60 100cm, UNIQLO 61 86cm, FOREVER ∼ ∼

은 은 은 21 61 79cm, LOVE 21 63 81cm, LAP 61∼ ∼

는 은 86cm, SPAO 63 77cm, TOPTEN 66∼ ∼ ∼

의 순으로 커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79cm . 

이중 는 가슴둘레와 동일하H&M, GAP, LAP, SPAO

게 각 호칭간 치수범위가 중첩되지 않는 치수 체계

를 적용하고 있었던 반면 다른 브랜드의 경우는 

씩 치수범위를 중첩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1cm

었다 국내 브랜드인 의 경우는 가슴둘레와 엉. SPAO

덩이둘레는 과 같은 문자호칭을 사용하는 반S, M, L

면 허리둘레를 인치로 표기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엉덩이둘레의 경우도 은 타 브랜드에 비  H&M SPA 

해 커버하는 총 치수범위는 로 모든 브84 140cm∼

랜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는 은 은 GAP 90 119cm, LAP 86 112cm, ∼ ∼

은 은 FOREVER 21 87 105cm, LOVE 21 86∼ ∼

의 순으로 커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104cm . 

그러나 와 의 경우 엉덩이둘레를 착용UNIQLO ZARA

가능한 인체치수범위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과 . H&M, GAP, FOREVER 21 LAP 

및 등은 각 호칭간 엉덩이둘레치수의 치수TOPTEN 

범위가 중첩되지 않는 치수 체계를 적용하고 있었던 

반면 기타 브랜드의 경우는 씩 치수범위를 중첩1cm

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 . FOREVER 21

은 모회사가 동일하고 판매하는 인터넷 쇼LOVE 21

핑몰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브랜드에 따라 엉덩이둘

레의 치수 범위를 중첩시킨 호칭체계와 중첩시키지 

않는 호칭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결 론. Ⅳ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 브랜드 인터넷 쇼핑  SPA 

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성복을 대상으로 인터넷 , 

판매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치수 관련 정보 즉 의, 

복의 아이템에 사용되는 치수 호칭 인체치수 및 제, 

품치수와 치수 측정방법을 조사하고 상의류 하의, , 

류 및 전신의류에 따른 국가별 치수 호환체계와 KS 

의류치수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신체부위의 치

수 범위와 각 브랜드의 기본신체부위별 착용 가능한 

치수범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외 브랜드 SPA 7

개와 국내 브랜드 개로 총 개 브랜드였다SPA 5 12 .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해외 브랜드와 국내 브랜드 모두   , SPA SPA 

의류호칭이 문자호칭과 숫자호칭이 혼재되어 있었으

며 상의류는 대체로 문자호칭을 사용한 반면 바지, , 

류중 진 데님류 은 허리둘레를 인치로 표기한 치수( )

를 그대로 치수로 차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 

히 해외 브랜드에서는 브랜드에 따라 문자호칭SPA 

과 자국의 치수체계를 같이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

다 반면 국내 브랜드들은 표준화되지 않은 치. SPA 

수체계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다양한 브랜드에서 의

류를 선택 시 혼란을 야기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체치수 측정방법에 관한 정보 제시수준을   , 

검토한 결과 국내 브랜드 중 만이 인, SPA TOPTEN

체사이즈를 제시하고 있으며 해외 브랜드 중 , SPA 

개의 브랜드에서 인체사이즈를 제시하고 있었다5 . 

그러나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인체치수 측정방법에 

대한 픽토그램이나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거figure

나 있다 하더라도 설명에 그치고 있어 소비자가 이

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치수 측정방법. 

에 관한 정보 제시 수준을 검토한 결과 해외 , SPA 

브랜드의 경우 와 의 제품치수 UNIQLO FOREVER 21

측정방법에 대한 정보가 충실하였고 국내 브, SPA 

랜드는 의 제품치수 측정방법이 비교적 충실MIXXO

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외 브랜드의 치수호환표를 비교한   , SPA 

결과 해외 브랜드의 경우 , SPA H&M, MANGO, 

에서 각 국가별 치수 호환FOREVER 21, LOVE 21

표를 작성하여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하고 있었고 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하의류에 , GAP

대한 치수 호환표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국내 브랜드의 경우 이와 같은 서비. , SPA 

스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국내 브랜드SPA 

의 해외진출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 또는 해외거주 

한국인들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국가

별 치수 호환표의 제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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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의류치수체계와 브랜드의 의  , KS SPA 

류별 커버하는 치수범위를 조사하기 위해 기본신체

부위인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를 간격, , 1cm

으로 나눈 후 이를 각 브랜드에서 전개하는 치수 호

칭별로 커버하는 치수범위와 비교하였다 총 개의 . 12

브랜드 중 개 브랜드만이 의류치수체계와 동일6 KS 

하게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를 치수 호칭, , 

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국내 브랜드 중 가슴, SPA 

둘레와 허리둘레의 경우는 총 개 브랜드에서 착용 4

가능한 인체치수범위를 제시하고 있었으나 엉덩이둘

레의 경우는 과 두 개의 브랜드에서만 LAP TOPTEN 

착용 가능한 인체치수범위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 에 비해 국내 브랜드의 , SPA SPA KS 

의류치수체계와 호환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과 등 해외 브랜드가 국내 . , H&M GAP SPA 

브랜드보다 각 의류별 많은 호칭을 제공하거나 SPA 

넓은 치수 범위를 제시하여 커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론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국내 패션 브랜드가 해외 브랜드에 비해 우위를   

점하려면 해외 브랜드가 국내 소비자의 체형이SPA 

나 인체치수에 적합도가 낮은 점에 착안하여 치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특. 

히 제품치수에 대한 소비자 신뢰 및 만족도를 증가

시켜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판매에 주력하여

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근 . 

성장일로에 있는 국내 브랜드에서는 이점을 간SPA 

과하여 온라인 판매 시 해외 브랜드와 차별화되지 

않는 치수의 의류 생산 부정확한 제품치수 제공, , 

제품치수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누락 등의 현상이 

나타나 이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지 않을 것, 

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대부분의 국내 브랜드. SPA 

의 경우 표준화되지 않은 치수표기방식을 사용하거

나 판매하고 있는 치수의 개수 및 착용 가능한 치수

의 범위도 상대적으로 좁아서 소비자의 선택에는 어

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호칭 사용 시 국내 소. 

비자만이 아니라 해외 소비자를 겨냥한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호칭 호환표를 제시한다거나 인체측정 , 

동영상의 제공 등을 통한 이해하기 쉬운 인체측정 

및 실물 이미지를 활용한 제품치수 및 제품의 치수

측정방법 등을 제시하여 전문적이면서도 신뢰도가 

높은 치수 관련 정보의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브랜드의 여성복 외의류를   SPA 

대상으로 한 치수 관련 사용실태에 국한된 연구이므

로 이후 연구에서는 여성복만이 아니라 남성복 및 

유아동복의 의류치수체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외의류만이 아니라 내의류 및 수영복 등의 의류에 , 

대한 치수 체계 및 제품치수 측정항목 및 측정방법

의 표준화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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