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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body shape of the body of 17~19 years old female students 
using the SPSS 20.0 statistical program according to the 7th Korea Human Body 
Survey. Factor analysis was based on six factors including body size, body height, 
shoulder length, and width, upper body length, hip length, and shoulder inclination 
related factors. Through this cluster analysis, the body shape of late adolescent female 
student was classified into four types. Body type 1 was the highest body height factor, 
and the upper body length and the hip length factor were lower. It was analyzed as 
‘Long leg in the body’. Body type 2 is the ‘narrow shoulder skinny type’ with high 
hip and shoulder slope factors and low body size, body height, shoulder length, and 
width factor. Body type 3 showed body size, shoulder length, height and hip length 
factor, and body height factor was rather low ‘low hip obese body shape’. Body type 
4 was analyzed as ‘lower shoulder long upper body type’ with higher upper body length 
factor and lower body size and shoulder slope factor. It is thought that when the pattern 
is made, it is possible to produce excellent patterns by fitting the dimensions of the 
body, as well as the dimensions of the shoulder width, the slope, and the hip length.

Keywords: late adolescent female students(청소년 후기 여학생), body shape type(체형
유형), 3D human body shape data(3차원 인체형상 데이터)

I. Introduction

인간의 성장발달은 개인에 따라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개인

이 속해 있는 집단이나 문화에 의해 각기 다른 변화를 겪는다. 인간의 발달과정을 

몇 단계로 구분할 때 어느 한 단계도 중요하지 않은 단계는 없으나, 특히 청소년기

는 이 시기가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발달단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Cha, 
2005). 청소년기는 사춘기의 시작과 함께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이므로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Jeong & Suh, 2005).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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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징이 나타나 아동기 체형에서 성인기 체형으로 변

화하는 시기이기도 하다(Jang, 2013). 청소년기는 체

형의 변화가 다양한 시기이므로 이러한 체형의 변화

에 적합한 의복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의 체

형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

다(Kim, Kwon, & Suh, 1994). 청소년기의 신체 성장

은 청소년들의 심리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

기의 심리는 감성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이며, 자아

개념도 정립되지 않은 단계라고 할 수 있다(Koh, Jin, 
& Shim, 2000).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자신

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의복을 통해 자신의 외

모를 돋보이게 하거나 보완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

기도 한다(Yoon & Jeong, 2013). 그러므로 청소년들

의 신체적, 심리적 측면을 고려한 의복을 제공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선행 연구들은 3차원 가상 

착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여자청소년용 길 원형 맞음

새를 연구하였고(Kim & Chun, 2016), 청소년기 전반

적인 체형변화에 대한 연구(Choi, 2017; Kim, 2016; 
Kook, 2013; Lee & Hahm, 2001)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청소년 측정 데이터를 이용한 패턴설계

는 주로 교복 패턴 연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장이 어느 정도 이

루어졌으나 성인의 체형과는 구분되는 17~19세의 인

체치수를 분석하여 청소년 후기 여학생 체형의 특성

을 분석하고 체형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청소년 후기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복패턴 개

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Background

청소년 여학생의 체형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Kim 
(2016)의 연구에서는 키와 높이 성장은 만 15세를 기

점으로 둔화되며, 둘레항목은 만 15세 이전에 급격한 

변화를 보이다가 만 16세 이후에는 성장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부위는 만 3세에서 15세 사이

에, 허리부위는 만 14세에서 15세 사이에, 엉덩이부위

는 만 13세부터 18세까지 지속적인 성장 추이를 나타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몸무게와 BMI지수 항목은 만 

3세부터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만 17세 이

후에 두드러지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1999)에 따르면 엉덩이둘레의 성장이 가장 느리게 

진행되어서 15세에 성인치의 90%에 달하는 반면, 가
슴둘레, 허리둘레, 몸무게는 15세에 이미 성인치의 

95%에 달하였다. Choi(2017)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여성의 높이항목 성장은 8~12세에 가장 급격한 성장

을 나타내며, 13~15세 사이에 성장이 둔화되어 17세 

무렵에 대부분 성장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레항목은 7~15세 사이에 급격한 성장을 나타내며, 
이후에는 성장과 비만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체형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Kook(2013)은 만 8
세에서 14세까지의 여학생을 중심으로 체형특성을 분

석한 결과, 수직크기항목은 13세 이후 일정치에 도달

하였으며, 젖가슴 돌출은 10세부터 뚜렷해지기 시작

하고, 엉덩이둘레와 더불어 성장하면서 11~12세에 체

간부의 굴곡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 허리관련 수

평크기 항목은 12세에 성장이 둔화되었다.
청소년 여학생의 체형분류를 살펴보면, Lee and 

Hahm(2001)의 연구에서는 16~18세 여학생의 체형을 

3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유형 1의 경우, 높이항목은 평

균 크기가 중간크기이지만 3유형 중 체중, 둘레, 너비, 
두께, 길이항목은 평균 크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비만적 요소를 포함하므로 평균 키에 매우 뚱뚱한 체

형이다. 유형 2는 높이, 체중, 둘레, 너비, 길이 항목 

모두에서 평균크기가 3유형 중에서 가장 낮은 평균값

을 나타내는 작은 키에 마른 체형이다. 유형 3의 경우, 
높이항목은 3유형 중에서 가장 높고, 둘레, 너비, 두

께, 상반신의 길이 항목은 중간크기로 큰 키에 평균 

체형으로 유형화하였다. Lee, Yun, and Cho(1997)는 

12~14세 청소년 여학생의 체형을 4개의 유형으로 분

류하였다. 유형 1은 엉덩이 형태가 비교적 발달한 유

형이었으며, 유형 2는 신체 길이에 관한 요인이 작은 

체형이었다. 유형 3은 가장 평균적인 체형이었고, 유
형 4는 비만에 관한 요인과 엉덩이 형태에 관한 요인

이 다른 요인에 비해 현저하게 우수한 외형상 비만 집

단이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 여학생은 유방과 둔부의 발달

이 두드러지면서 신체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신체변화가 급격

한 청소년 전기(Cha, 2005; Choi, 2004; Choi & Chun, 
2014; Jeong & Suh 2005; Kim, 2016; Lee, 1999)와 

트윈세대(Choi, 2004; Hur, 2005; Kook, 2013)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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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surement area

Item Measurement area

Height
(n=9)

Stature, cervical height, acromion height, shoulder height, axilla height, hip height,
waist height, waist height (omphalion), iliac spine height.

Breadth(B.)
(n=7)

Chest B., bust B., waist B.Ⅰ(natural indentation), waist B. (omphalion), hip width,
biacromial B., bideltoid B.

Depth(D.)
(n=7)

Armscye D., chest D. (standing), bust D., Waist D. (Natural Indentation), waist D. 
(omphalion), hip D., body D. (standing)

Circumference(Cir.)
(n=12)

Neck cir., neck base cir., chest cir., bust cir., underbust cir., waist Cir. (natural indentation), 
waist cir. (omphalion), abdomen cir., hip cir., armscye cir., elbow cir., wrist cir.

Length(L.)
(n=24)

Waist front L., waist front L. (omphalion), interscye (front), interscye fold (front), 
bust point-bust point, shoulder L., waist back L. (natural indentation), waist back L. 
(omphalion), biacromion L., bishoulder L., back interscye-L., back interscye fold-L., cervical 
to breast point L., cervical to waist L., neck point to breast point, neck point to waistline, 
upperarm L., arm L., underarm L., cervicale to wrist L., shoulder-elbow L., wall-acromion 
distance, body rise, waist to hip L.

Index items
(n=3) Weight, inclined angle of right shoulder, inclined angle of left shoulder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후기에 초점을 맞추어 성인과는 

다른 청소년 체형 특성을 분석하고 분류함으로써 맞

음새가 우수한 의복패턴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Methods

1. Research age

본 연구는 Size Korea에서 실시한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자료(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5) 중 만 17~19세에 해당하는 청소

년 여성을 연구대상자로 578명의 인체 측정자료를 분

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17세 204명(35.3%), 18세 

221명(38.2%), 19세 153명(26.5%)으로 구성되었다

(Table 1).

2. Research item

청소년 후기 여학생의 체형분석을 위해 사용된 인

체 측정항목은 높이 10항목, 너비 6항목, 두께 7항목, 
길이 24항목, 둘레 12항목, 기타로 몸무게, 오른쪽어

깨기울기, 왼쪽어깨기울기 3항목으로 총 62항목이다.

〈Table 1〉 Age distribution

Age 17 18 19 Total

Specimen 204 221 153 578

Ratio 35.3 38.2 26.5 100

연구대상의 인체치수 측정항목은 <Table 2>와 같다.

3. Data process and analysis method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17~19세 청소년 후기 여학

생의 신체 측정 자료는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신체 측정치의 평균과 표준편차

를 산출하고, 연령별 신체측정 항목의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F-test)과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신체 측정 항목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하여 신체 구성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요인 부하량을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체형을 

분류하였다. 신체 요인별 측정 항목이 체형에 따라 차

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류한 체형을 Type별로 연구 및 업체의 활용

도가 높은 CLO 3D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virtual 
model을 제시하였다.



98 청소년 후기 여학생의 체형 유형화 분석 복식문화연구

－ 98 －

〈Table 3〉 Late adolescent female student’s body measurements by age (Unit: cm)

Measurement
17 age(n=204) 18 age(n=221) 19 age(n=153)

F
Mean S.D. Mean S.D. Mean S.D.

Stature 159.37 5.49 159.92 5.04  160.32 4.79 1.53
Weight(kg)  55.47 8.76  57.08 9.25   55.81 7.90 1.99
Inclined angle of right shoulder(˚)  20.80 4.05  21.01 3.83   20.59 4.02  .51
Inclined angle of left shoulder(˚)  20.50 3.76  20.46 3.76   20.13 3.92  .47
Cervical height 135.12 5.18 135.67 4.70  136.05 4.56 1.68
Acromion height 128.37 4.88 128.85 4.74  129.38 4.43 2.00
Shoulder height 129.44 4.83 129.88 4.64  130.40 4.40 1.84
Axilla height 117.85 4.72 118.28 4.58  118.80 4.08 1.96
Waist baseline height  99.62 4.02  99.81 3.93  100.16 3.96  .82
Hip height  79.31 3.66  79.47 3.81   79.95 3.44 1.41
Waist height  96.73 4.08  96.65 4.03   97.25 3.87 1.16
Waist height (omphalion)  93.49 4.02  93.50 4.04   94.14 3.73 1.52
Iliac spine height  86.65 3.89  86.86 4.07   87.30 3.78 1.19
Chest breadth  27.35 1.61  27.66 1.70   27.67 1.41 2.56
Bust breadth  26.83 1.95  26.94 2.06   26.81 1.60  .28
Waist breadth I (natural indentation)  25.12 2.44  25.58 2.73   25.19 2.13 2.08
Waist breadth (omphalion) 27.23b 2.47 27.87a 2.72 27.51ab 2.12  3.49*

Hip width  32.39 1.85  32.71 1.91   32.43 1.70 1.98

Ⅳ. Result and Discussion

1. Measurements of female student’s body the 

late adolescent

17~19세의 청소년 후기 여학생을 대상으로 체형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신체 측정치 62항목을 분석한 

결과, 평균 키는 159.83cm이었으며, 평균 몸무게는 

56.17kg이었다. 가슴둘레는 85.57cm, 허리둘레 71.93 
cm, 엉덩이둘레 93.33cm, 젖꼭지사이수평길이 17. 
43cm로 나타났다.

신체측정치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15
개 신체 측정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측정항목 중 배꼽수준허리너비와 몸통수직길이, 
앞중심길이, 배꼽수준앞중심길이, 배돌출점기준엉덩

이둘레, 몸통세로둘레는 18세가 17세에 비해서 넓고 

긴 것으로 나타났고, 배꼽수준허리두께, 목둘레, 배꼽

수준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는 18세가 17세와 

19세에 비해 두꺼운 것으로 나타났다. 등길이, 배꼽수

준등길이, 목뒤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 목옆허리둘레

선길이는 18세와 19세가 17세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4). 이는 전반적으로 신체의 수직적 성장

이 먼저 이루어지고, 수평적 성장이 그 이후에 이루어

지는(Jeong & Suh, 2005) 청소년기의 성장 특성이 반

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다른 신체 측정항목에 있어서

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Analysis of body measurement item

청소년 후기 여학생의 신체 측정 항목의 구성 요인

을 추출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요인 추출은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회전은 직교회전인 Varimax방법을 사용하였다. 
몸무게를 제외한 61개 신체 측정 항목에 대한 요인분

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낮거나 두 개 이상 요인에 높

은 적재량을 보이는 21개 측정 항목을 제거하고, 40개 

측정 항목 6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전체 설명 변량은 

79.48%로 나타났다. 청소년 후기 여학생의 신체 측정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인 1은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허리두께, 가슴둘

레, 젖가슴아래둘레, 허리너비, 젖가슴두께, 젖가슴너

비, 배둘레, 엉덩이두께, 가슴두께, 겨드랑둘레, 겨드

랑두께, 엉덩이둘레, 가슴너비, 목둘레, 엉덩이너비, 
목밑둘레 등의 항목들이 높은 부하량을 보여 ‘신체 크

기’관련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변량의 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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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Measurement
17 age(n=204) 18 age(n=221) 19 age(n=153)

F
Mean S.D. Mean S.D. Mean S.D.

Armscye depth    9.95 1.21   10.10 1.18     9.95 1.15 1.13
Chestdepth, standing   18.50 1.83   18.70 1.99    18.58 1.61  .69
Bust depth   21.25 2.62   21.54 2.58    21.20 2.21 1.06
Waist depth (natural indentation)   17.65 2.37   18.06 2.76    17.51 2.21 2.59
Waist depth (omphalion)  18.36b 2.43  19.03a 2.75  18.37b 2.25  4.76**

Hip depth 21.75 2.03   21.92 2.10    21.53 1.89 1.68
Vertical trunk length  61.79b 2.75  62.52a 2.48  62.27ab 2.38  4.38*

Body rise   23.40 1.88   23.50 1.93    23.47 1.82  .16
Waist front length  34.53b 2.09  35.15a 2.08  34.81ab 2.01   4.78**

Waist front length (omphalion)  37.79b 2.06  38.36a 2.22  38.12ab 2.33  3.57*

Interscye, front   31.93 1.68   32.13 1.71    32.05 1.68  .73
Interscye fold, front   31.28 2.34   31.58 2.22    31.47 2.28  .91
Bust point-bust point   17.40 1.65   17.62 1.71    17.22 1.80 2.46
Neck circumference  32.27b 2.02  32.78a 2.04   32.39b 1.63  4.01*

Neck base circumference   37.85 1.99   37.95 2.14    37.46 2.20 2.59
Chest circumference   85.23 5.91   85.98 6.31    85.43 5.28  .90
Bust circumference   84.39 7.46   85.63 7.75    84.82 6.55 1.56
Underbust circumference   73.04 6.19   73.88 6.67    73.16 5.24 1.12
Waist circumference(natural indentation)   71.04 7.54   72.97 8.40    71.62 6.41 3.58
Waist circumference (omphalion)  75.65b 7.69  77.81a 8.59   76.15b 6.53  4.44*

Abdominal circumference  80.65b 7.43  82.64a 8.30   80.83b 6.70  4.36*

Hip circumference  92.76b 5.76  94.12a 5.95   92.96b 5.27  3.47*

Abdominal point to hip length  93.84b 5.98  95.18a 6.06  94.07ab 5.31  3.18*

Shoulder length  11.45 0.93   11.48 0.98    11.55 0.96  .53
Scye depth  16.90 1.62   17.07 1.68    17.04 1.61  .66
Waist back length (natural indentation)  39.37b 2.12  40.31a 1.87   40.16a 1.85  13.27***

Waist back length (omphalion)  42.76b 2.44  43.83a 2.23   43.69a 2.10  13.16***

Total length  138.00 5.23  138.77 4.68   138.94 4.53 2.02
Biacromion length   39.82 2.08   39.83 2.06    39.52 1.93 1.29
Bishoulder length   37.62 1.98   37.73 2.04    37.51 1.74  .60
Back interscye fold, length   36.97 2.22   37.20 2.34    36.93 2.00  .87
Back interscye fold, length   35.44 2.74   35.52 2.89    35.29 2.52  .30
Cervical to breast point length   33.16 2.48   33.42 2.46    33.12 2.15  .92
Cervical to waist length  49.87b 2.36  50.52a 2.39   50.38a 2.18  4.57*

Neck point to breast point to waistline   24.21 2.24   24.66 2.18    24.57 1.91 2.54
Neck point to breast point to waistline  40.95b 2.20  41.80a 2.28   41.80a 2.02   9.93***

Underneck point to breast point to waistline   41.81 2.14   42.25 1.91    42.12 1.80 2.75
Armscye circumference   38.09 3.25   38.71 3.17    38.63 3.10 2.29
Waist to hip length   18.82 1.52   18.84 1.65    19.00 1.63  .66
Trunk circumference 145.72b 6.18 147.28a 6.15 146.87ab 5.73  3.71*

Crotch length (natural indentation)   66.50 3.57   66.64 3.81    66.57 3.66  .08
Crotch length (omphalion)   59.68 3.54   59.77 3.63    59.67 3.29  .05
Biacromial breadth   35.88 1.56   35.78 1.54    35.65 1.35 1.09
Hip point to hip point depth   22.83 2.58   23.21 2.61    22.69 2.42 2.21

* p<.05, ** p<.01, *** p<.001
※ Different lette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in Duncan test: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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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Body measurements of late adolescent female students (Unit: cm)

Measurement Minimum Maximum Mean S.D.

Stature 142.1 176.8 159.83 5.14
Weight(kg)  37.8  97.5  56.17 8.75
Inclined angle of right shoulder(˚)   9.0  33.0  20.83 3.96
Inclined angle of left shoulder(˚)   9.0  30.0  20.39 3.80
Cervical height 117.9 151.0 135.58 4.84
Acromion height 112.5 144.3 128.82 4.72
Shoulder height 114.5 144.8 129.86 4.66
Axilla height 104.2 133.0 118.27 4.52
Waist baseline height  86.3 112.5  99.83 3.97
Hip height  67.7  92.0  79.54 3.66
Waist height  84.4 110.0  96.84 4.01
Waist height (omphalion)  80.7 107.1  93.67 3.96
Iliac spine height  72.2  99.9  86.90 3.93
Chest breadth  23.2  33.5  27.55 1.60
Bust breadth  22.4  35.4  26.87 1.90
Waist breadth I (natural indentation)  18.7  38.1  25.32 2.48
Waist breadth (omphalion)  21.3  39.3  27.55 2.50
Hip width  26.6  39.4  32.52 1.84
Armscye depth   7.6  15.5  10.01 1.18
Chest depth, standing  14.0  27.0  18.60 1.84
Bust depth  15.8  33.2  21.35 2.50
Waist depth (natural indentation)  13.3  33.4  17.77 2.49
Waist depth (omphalion)  13.3  31.8  18.62 2.53
Hip depth  15.9  30.0  21.76 2.03
Vertical trunk length  54.8  73.2  62.20 2.57
Body rise  17.5  29.5  23.46 1.88
Waist front length  29.5  43.0  34.84 2.08
Waist front length (omphalion)  33.1  46.5  38.10 2.20
Interscye, front  26.1  38.0  32.04 1.69
Interscye fold, front  22.5  40.2  31.45 2.28
Bust point-bust point  12.7  25.5  17.43 1.72
Neck circumference  27.5  43.1  32.50 1.94
Neck base circumference  31.0  47.8  37.78 2.11
Chest circumference  70.3 110.5  85.57 5.91
Bust circumference  68.0 122.2  84.98 7.35
Underbust circumference  60.0 104.0  73.39 6.15
Waist circumference (natural indentation)  56.5 111.6  71.93 7.64
Waist circumference (omphalion)  60.2 116.5  76.61 7.82
Abdominal circumference  64.5 117.0  81.46 7.64
Hip circumference  80.8 117.5  93.33 5.73
Abdominal point to hip length  81.4 119.1  94.41 5.86
Shoulder length   9.0  17.0  11.49 0.96
Scye depth  12.5  24.9  17.00 1.64
Waist back length (natural indentation)  35.0  47.0  39.94 2.00
Waist back length (omphalion)  36.5  52.5  43.42 2.32
Total length 122.2 155.0 138.54 4.85
Biacromion length  32.5  46.0  39.75 2.03
Bishoulder length  32.0  44.0  37.63 1.94
Back interscye fold, length  30.4  46.8  37.05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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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inued

Measurement Minimum Maximum Mean S.D.

Back interscye fold, length  28.0  48.0  35.43 2.74
Cervical to breast point length  28.0  43.5  33.25 2.39
Cervical to waist length  44.7  60.0  50.25 2.34
Neck point to breast point  20.0  34.0  24.48 2.14
Neck point to breast point to waistline  36.0  50.5  41.50 2.22
Neck point to breast point to waistline  37.0  49.1  42.06 1.97
Armscye circumference  30.2  51.5  38.47 3.19
Waist to hip length  14.1  24.4  18.87 1.60
Trunk circumference 130.5 171.0 146.62 6.08
Crotch length (natural indentation)  58.1  81.5  66.57 3.68
Crotch length (omphalion)  48.6  73.0  59.71 3.50
Biacromial breadth  31.1  40.4  35.78 1.50
Hip point to hip point depth  10.3  32.7  22.94 2.56

〈Table 5〉 The factor analysis of body measurements

Factor Body
Factor score

1 2 3 4 5 6

Body mass

Bust circumference   .92   .04   .14   .08   .08  –.12
Waist circumference   .91   .00   .12   .14   .00  –.01
Waist height   .91  –.04   .04   .02   .06  –.02
Chest circumference   .91   .09   .21   .07   .03  –.06
Underbust circumference   .90   .06   .14   .07   .08  –.10
Waist breadth I   .89   .07   .11   .10  –.09   .01
Bust depth   .89  -.04   .01   .03   .08  –.09
Bust breadth   .88   .14   .22   .04  –.04  –.15
Buttock-abdomen circumference   .87   .05   .07   .12   .13  –.01
Hip depth   .86   .02   .10   .09   .20   .02
Chest depth, standing   .82  –.02   .05   .09   .05  –.01
Armscye circumference   .82   .11  –.04   .18   .02   .00
Armscye depth   .82  –.07   .13   .04   .07   .01
Hip circumference   .80   .17   .15   .21   .29   .03
Chest breadth   .77   .22   .27   .00  –.03  –.11
Chest breadth   .75   .13   .10   .13  –.08   .17
Hip width   .69   .27   .13   .20   .25   .05
Neck base circumference   .56   .31  –.03  –.26   .04   .17

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2는 어깨가쪽높이, 겨드랑높이, 목뒤높이, 허

리높이, 키, 배꼽수준허리높이, 총길이, 엉덩이높이 등

의 항목들이 높은 부하량을 보여 ‘신체 높이’관련 요

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변량의 20.24%를 설명하

고 있다. 

요인 3은 어깨가쪽사이길이, 어깨길이, 겨드랑뒤벽

사이길이, 겨드랑앞벽사이길이, 어깨사이길이, 어깨너

비 등의 항목들이 높은 부하량을 보여 ‘어깨길이 및 

품’관련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변량의 9.11%

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4는 앞중심길이, 목옆허리둘레선길이, 등길이 

등의 항목이 높은 부하량을 보여 ‘상반신길이’ 관련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변량의 5.80%를 설명하

고 있다.

요인 5는 엉덩이수직길이, 샅앞뒤길이, 엉덩이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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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tinued

Factor Body
Factor score

1 2 3 4 5 6

Body length

Shoulder height   .13   .95   .06   .17   .13  –.10
Axilla height   .01   .94   .06   .19   .14  –.06
Cervical height   .10   .93   .17   .22   .14   .03
Waist height   .03   .93   .13  –.07   .24   .00
Stature   .07   .93   .16   .21   .14   .03
Waist height (omphalion)  -.01   .93   .15  -.03   .16  –.01
Total length   .16   .90   .16   .26   .11   .06
Hip height   .03   .90   .15  –.09  –.08  –.04

Shoulder 
length

Bishoulder length   .17   .23   .89   .11   .05   .15
Shoulder length  –.11   .10   .82   .23   .21   .08
Interscye, back   .45   .19   .72  –.02  –.06  –.01
nterscye, front   .38   .20   .61   .32   .02   .00
Biacromion length   .45   .31   .59  –.17  –.09   .26
Biacromial breadth   .43   .38   .58  –.08  –.15   .09

Bodice 
length

Waist front length   .38   .25   .09   .75  –.11  –.05
Neck point to breast point to waistline   .38   .23   .23   .70  –.02  –.15
Waist back length (natural indentation)   .20   .44   .14   .63  –.14   .12

Hip length
Body rise   .13   .27   .06  –.31   .76  –.03
Crotch length (natural indentation)   .45   .31   .13  –.11   .70  –.04
Waist to hip length   .08   .23  -.04   .09   .67   .07

Shoulder 
angle

Inclined angle of right shoulder  –.09  –.03   .10  –.06   .06   .83
Inclined angle of left shoulder  –.06  –.03   .13   .02  –.02   .82

Eigen value 13.99  8.10  3.64  2.32  2.06  1.68
Variance explaned(%) 34.97 20.24  9.11  5.80  5.16  4.20

Commulative of variance explaned(%) 34.97 55.21 64.32 70.12 75.28 79.48

이 등의 항목들이 높은 부하량을 보여 ‘엉덩이길이’ 
관련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변량의 5.16%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6은 오른쪽어깨기울기, 왼쪽어깨기울기 등의 

항목들이 높은 부하량을 보여 ‘어깨기울기’ 관련 요인

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변량의 4.20%를 설명하고 

있다.
Lee et al.(1997)의 연구에서도 신체의 비만을 나타

내는 횡적요인, 신체의 높이를 나타내는 종적요인, 상
반신 품 요인, 엉덩이형태 등 4개의 요인으로 분석되

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수평적 크기, 수직적 크기, 
상반신 형태 및 품 관련 요인, 엉덩이형태 요인 등이 

공통적으로 분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Lee and Hahm(2001)은 수평적 크기, 수직적 크기, 

상반신 전체의 형태, 엉덩이부분, 어깨각도, 뒤 어깨 

등 6개의 요인으로 분석하였고, Lee and Hahm(2001)
의 연구에서는 16~18세 청소년 후기 여학생의 체형을 

‘평균 키에 매우 비만한 체형’, ‘작은 키에 마른 체형’, 
‘큰 키에 평균 체형’의 3유형으로 분류하여 본 연구와

는 차이를 나타냈다. Jeong and Suh(2005)는 키가 작

고 마른 체형으로 젖가슴이 발달되지 않았으며, 배는 

앞으로 내밀고 있는 아동 후기의 체형이 남아 있고, 측
면은 표준형인 A유형, 가슴과 엉덩이 발달이 이루어

져 신체 굴곡이 가장 뚜렷한 표준체형인 X유형, 가장 

비만한 체형으로 젖가슴은 발달되었으나 허리와 엉덩

이에 굴곡이 적은 굴신 체형인 H유형 등 3유형으로 분

류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키와 비만 정도에 따라 체

형을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깨, 엉덩이 요인

이 첨가되어 좀 더 세분화하여 체형을 분류하였다.

3. Female student’s body shape of the late adole-

scent

청소년 후기 여학생의 신체 측정치를 군집분석을 

통해 4개의 체형으로 분석하였다(Table 6). 청소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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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of body measurements

Body type

Factors

Type 1
(n=208)

Type 2
(n=129)

Type 3
(n=94)

Type 4
(n=147) F

M S.D. M S.D. M S.D. M S.D.

Body mass –.11b .67 –.35c  .64 1.53a  .98 –.41c .77 378.68***

Body length  .68a .78 –.76d  .75 –.20c  .99  .19b .85 220.74***

Shoulder length –.01c .94 -.47d  .93 .46a  .93  .27b .96  61.48***

Bodice length –.62d .74 -.31c  .75 .03b  .90 1.04a .71 337.14***

Hip length –.57c .82  .35a  .95 .36a 1.06  .03b .91  83.63***

Shoulder angle  .02b .91  .35a 1.02 .06b  .93 –.46c .94  46.31***

기 여학생의 체형별 신체 요인의 측정항목을 구체적

으로 비교한 결과와 요인별로 3D virtual model의 사

이즈는 <Table 7>과 같다.
체형 1(n=208)은 신체높이 요인이 가장 높고, 상반

신 길이와 엉덩이길이 요인이 낮은 체형으로 신체 측

정 요인별 측정항목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신체크기 요인에서는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허리

두께, 가슴둘레, 젖가슴아래둘레, 허리너비, 젖가슴두

께, 젖가슴너비, 배둘레, 엉덩이두께, 가슴두께, 겨드

랑둘레, 겨드랑두께, 엉덩이둘레, 가슴너비, 목둘레, 
목밑둘레 항목은 두 번째로 큰 값을 가지며, 엉덩이너

비는 세 번째로 큰 값을 갖는 집단이다. 신체 높이요

인에서는 어깨가쪽높이, 겨드랑높이, 목뒤높이, 허리

높이, 키, 배꼽수준허리높이, 총길이, 엉덩이높이 모두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어깨길이 

및 품 요인에서는 어깨가쪽사이길이, 어깨길이, 겨드

랑앞벽사이길이는 세 번째로 길었고, 겨드랑뒤벽사이

길이, 어깨사이길이, 어깨너비는 두 번째로 큰 값을 

갖는 집단이다. 상반신길이 요인에서는 앞중심길이, 
목옆허리둘레선길이, 등길이 모두 세 번째로 긴 것으

로 나타났다. 엉덩이길이 요인에서 엉덩이수직길이와 

엉덩이옆길이가 세 번째로 길었으며, 샅앞뒤길이는 

두 번째로 큰 값을 나타냈다. 어깨기울기는 오른쪽어

깨기울기와 왼쪽어깨기울기 모두 두 번째로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체형 1은 

‘키다리 긴 하반신 체형’으로 명명하였다.
체형 2(n=129)는 엉덩이길이와 어깨기울기 요인이 

높고, 신체 크기, 신체 높이, 어깨길이 및 품 요인이 

낮은 체형으로 신체 측정 요인별 측정항목의 주요 특

징은 다음과 같다.
신체크기 요인에서는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허리

두께, 가슴둘레, 젖가슴아래둘레, 허리너비, 젖가슴두

께, 젖가슴너비, 배둘레, 엉덩이두께, 가슴두께, 겨드

랑둘레, 겨드랑두께, 엉덩이둘레, 가슴너비, 목둘레, 
목밑둘레, 엉덩이너비 모두 가장 낮은 값을 가지는 집

단으로 나타났고, 목밑둘레는 세 번째로 낮은 값을 보

여 전반적으로 신체크기가 가장 작은 집단으로 나타

났다. 신체높이 요인에서는 어깨가쪽높이, 겨드랑높

이, 목뒤높이, 허리높이, 키, 배꼽수준허리높이, 총길

이, 엉덩이높이 모두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집단이

다. 어깨길이 및 품 요인에서는 어깨가쪽사이길이, 어
깨길이, 겨드랑뒤벽사이길이, 겨드랑앞벽사이길이, 어
깨사이길이, 어깨너비 모두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집

단이다. 상반신길이 요인에서는 앞중심길이, 목옆허

리둘레선길이, 등길이 모두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집

단으로 나타났다. 엉덩이길이 요인에서 엉덩이수직길

이와 엉덩이옆길이가 두 번째로 긴 집단으로 나타났

다. 어깨기울기는 오른쪽어깨기울기와 왼쪽어깨기울

기 모두 가장 큰 집단으로 분석되었다. 체형 2는 ‘좁
은 어깨 마른 체형’으로 명명하였다.

체형 3(n=94)은 신체 크기와 어깨길이 및 품, 엉덩

이길이 요인이 높고, 신체 높이 요인은 다소 낮은 체

형으로, 신체 측정 요인별 측정항목의 주요 특징은 다

음과 같다.
신체크기 요인에서는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허리

두께, 가슴둘레, 젖가슴아래둘레, 허리너비, 젖가슴두

께, 젖가슴너비, 배둘레, 엉덩이두께, 가슴두께, 겨드

랑둘레, 겨드랑두께, 엉덩이둘레, 가슴너비, 목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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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arison of measurements by body types & 3D virtual model size

Factors Measurement

Type 1(n=208) Type 2(n=129) Type 3(n=94) Type 4(n=147)

F3D 
virtural 
model

M S.D.
3D 

virtural 
model

M S.D.
3D 

virtural 
model

M S.D.
3D 

virtural 
model

M S.D.

Body 
mass

Bust C.  83.13  83.13b 4.99  81.47  81.38c 5.09  95.38  95.87a 6.87  83.75  83.79b 5.62 150.44***

Waist C.  69.54 69.75bc 5.11  68.14  68.59c 4.91  82.32  83.52a 7.52  70.51  70.53b 5.63 159.87***

Waist H. –  17.14b 1.50 –  16.87b 1.70 –  21.61a 2.67 –  17.00b 1.70 165.83***

Chest C.  84.71  84.35b 3.99  84.04  82.10c 4.13  94.64  94.37a 5.21  84.96  84.71b 4.45 162.53***

Under bust C.  71.79  71.86b 4.10  69.25  70.21c 4.10  83.40  82.51a 6.54  71.43  72.52b 4.15 153.39***

Waist B. –  24.90b 1.64 –  24.02c 1.70 –  28.86a 2.58 –  24.77b 1.93 135.69***

Bust D. –  20.67b 1.81 –  20.46c 1.93 –  24.79a 2.32 –  20.87b 2.04 113.74***

Bust B. –  26.59b 1.34 –  25.55c 1.17 –  29.61a 1.87 –  26.67b 1.35 160.09***

Buttock- 
Abdomen  83.17  79.13c 5.28  79.05  78.02c 5.26  96.80  92.50a 7.47  86.11  80.70b 5.85 139.27***

Hip D. –  21.11b 1.44 –  21.13b 1.51 –  24.69a 1.92 –  21.35b 1.51 133.77***

Chest 
D.,Standing –  18.12b 1.34 –  17.98b 1.35 –  21.14a 1.72 –  18.18b 1.53 114.24***

Armscye C.  37.09  37.53c 2.32  36.0  37.10c 2.47  41.97  42.58a 3.43  38.50  38.36b 2.42 100.62***

Armscye D. –   9.62b 0.89 –   9.68b 0.91 –  11.56a 1.06 –   9.85b 1.04  98.90***

Hip C.  91.23  91.70c 3.81  91.19  90.47d 4.30 102.43 101.40a 5.42  92.41  93.00b 4.61 132.41***

Chest B. –  27.48b 1.27 –  26.34c 1.10 –  29.50a 1.49 –  27.46b 1.27 113.42***

Chest B.  32.10  32.41b 1.90  30.99  31.80c 1.59 33.40  34.45a 1.93  30.77  31.99c 1.43  51.48***

Hip width –  32.10c 1.48 –  31.40d 1.35 –  34.68a 1.73 –  32.72b 1.54  93.83***

Neck base C.  38.52  38.20b 1.75  37.68  37.03c 1.77 39.52  39.61a 2.18  36.89  36.68c 1.85  58.55***

Body 
length

Shoulder H. 143.88 131.65a 3.70 138.80 124.69c 3.16 140.33 130.22b 4.41 143.66 131.64a 3.70 111.02***

Axilla H. 132.67 120.13a 3.57 126.77 113.34c 3.24 130.98 118.04b 4.18 131.53 120.09a 3.52 112.16***

Cervical H. 137.57 137.58a 3.72 132.28 130.35c 3.48 136.30 136.19b 4.66 137.56 136.95ab 4.08 100.70***

Waist H. 109.91  99.11a 3.07  95.46  93.12c 3.04  98.99  96.85b 4.08  98.83  96.88b 3.43  85.17***

Stature 162.16 161.81a 4.00 157.80 154.25c 3.60 161.22 160.15b 4.99 163.26 161.72a 4.23 103.71***

Waist 
(omphalion) 96.99  95.92a 3.04  90.16  89.87c 2.82 104.99  93.46b 3.99 103.97  93.94b 3.39  92.41***

Total L. – 140.23a 3.82 – 133.32b 3.50 – 139.78a 4.80 – 139.96a 3.96  96.45***

Hip H. 93.53  81.92a 2.81  75.04  75.85c 2.63  80.09  79.50b 3.42  82.11  79.45b 2.88 116.63***

Shoulder
length

Bishoulder L. 36.79  37.90b 1.69  36.46  36.29d 1.59  34.18  39.23a 1.64  35.68  37.42c 1.88  56.24***

Shoulder L. 11.28  11.48b 0.89  11.16  11.02c 0.87  9.70  11.96a 0.92  11.48  11.61b 0.99  20.68***

Interscye, back 31.95  37.34b 1.74  32.70  35.48d 1.48 32.75 39.35a 2.27 33.34 36.53c 1.96 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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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ntinued

Factors Measurement

Type 1(n=208) Type 2(n=129) Type 3(n=94) Type 4(n=147)

F3D 
virtural 
model

M S.D.
3D 

virtural 
model

M S.D.
3D 

virtural 
model

M S.D.
3D 

virtural 
model

M S.D.

Shoulder
length

Interscye, front 30.91 31.93c 1.32 30.54 30.65d 1.31 32.81 33.78a 1.66 32.71 32.30b 1.36 94.39***

Biacromion L. – 40.31c 1.71 – 38.39d 1.64 – 41.32a 1.83 – 39.14b 1.90 63.43***

Biacromial B – 36.20b 1.26 – 34.53d 1.14 – 36.80a 1.32 – 35.64c 1.45 67.82***

Bodice 
length

Waist front L. 35.17 34.03b 1.45 34.25 33.47c 1.45 35.38 36.07a 2.15 36.96 36.40a 1.82 103.83***

N.P to B.P to L. 42.23 40.63b 1.41 42.10 39.87c 1.62 44.08 43.00a 2.18 45.53 43.21a 1.87 128.51***

Waist back .(N.) 38.36 39.72b 1.83 37.44 38.53c 1.64 37.90 40.73a 2.00 39.33 40.97a 1.70 50.12***

Hip 
length

Body rise – 23.50b 1.51 – 23.13b 1.65 – 24.36a 2.34 – 23.09b 2.03 11.02***

Crotch length (N.) 65.90 66.00b 3.01 65.59 65.23c 3.06 70.07 70.28a 4.13 61.63 66.18b 3.25 49.85***

Waist to hip L. 17.03 18.72b 1.50 16.20 18.60b 1.44 16.81 19.29a 1.92 14.23 19.06ab 1.59 4.72**

Shoulder 
angle

Inclined right – 20.84b 4.07 – 22.16a 4.26 – 21.50b 4.39 – 19.44c 4.47 21.19***

Inclined left – 20.08b 3.69 – 21.24a 4.17 – 20.65bc 3.99 – 19.23c 4.50 14.91***

B.: Breadth, C.: Circumference, D.:Depth, H.:Height, L.: Length, N.:Natural Indentation
** p<.01, *** p<.001
※ Different lette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in Duncan test: a>b>c>d.

엉덩이너비, 목밑둘레 모두 가장 큰 값을 보여 신체크

기가 가장 큰 집단이다. 신체높이 요인에서는 어깨가

쪽높이, 겨드랑높이, 목뒤높이, 키, 총길이, 엉덩이높

이는 두 번째로 큰 값을 가지는 집단으로 허리높이, 
배꼽수준허리높이, 엉덩이 높이는 세 번째로 큰 값을 

가지는 집단이다. 어깨길이 및 품 요인에서는 어깨가

쪽사이길이, 겨드랑뒤벽사이길이, 겨드랑앞벽사이길

이, 어깨사이길이, 어깨너비 모두 가장 큰 값을, 어깨

길이는 두 번째로 큰 값을 가진 집단으로 나타나 전반

적으로 어깨길이 및 품이 가장 큰 집단이다. 상반신길

이 요인에서는 앞중심길이, 목옆허리둘레선길이, 등

길이 모두 두 번째로 큰 값을 가지는 집단으로 나타났

다. 엉덩이길이 요인에서 엉덩이수직길이, 샅앞뒤길

이, 엉덩이옆길이 모두 가장 긴 값을 가지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어깨기울기는 오른쪽어깨기울기와 왼쪽어

깨기울기가 두 번째로 큰 집단으로 분석되었다. 체형 

3은 ‘처진 엉덩이 비만 체형’으로 명명하였다.
체형 4(n=147)는 상반신 길이 요인이 높고 신체크

기와 어깨기울기 요인이 낮은 체형으로, 신체 측정 요

인별 측정 항목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신체크기 요인은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가슴둘레, 

젖가슴아래둘레, 허리너비, 젖가슴너비, 배둘레, 엉덩

이두께, 가슴두께, 겨드랑둘레, 겨드랑두께, 목밑둘레, 
엉덩이너비, 목밑둘레는 두 번째로 큰 값을 보였고, 
허리두께와 젖가슴두께, 목밑둘레는 가장 낮은 값을, 
엉덩이둘레, 가슴너비, 목둘레는 세 번째로 낮은 값을 

보이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신체높이 요인에서 어깨

가쪽높이, 겨드랑높이, 목뒤높이, 키, 총길이는 가장 

큰 값을, 허리높이, 배꼽수준허리높이, 엉덩이높이는 

두 번째로 큰 값을 보이는 집단으로 나타나 대체로 신

체 높이가 비교적 큰 값을 갖는 집단이었다. 어깨길이 

및 품 요인에서 어깨길이는 가장 큰 값을, 어깨가쪽사

이길이, 겨드랑뒤벽사이길이, 겨드랑앞벽사이길이는 

두 번째로 큰 값을, 어깨사이길이, 어깨너비는 세 번

째로 큰 값을 가지는 집단이다. 상반신길이 요인에서

는 앞중심길이, 목옆허리둘레선길이, 등길이가 모두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엉덩이길이 

요인에서 엉덩이수직길이는 가장 낮은 값을, 샅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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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 Back Side

Type 1

Type 2

Type 3

Type 4

〈Fig. 1〉 3D body types of late adolescent female students

길이와 엉덩이옆길이는 두 번째인 집단으로 나타났

다. 어깨기울기는 오른쪽어깨기울기와 왼쪽어깨기울

기 모두 가장 낮은 집단으로 분석되었다. 체형 4는 

‘처진 어깨 긴 상반신 체형’으로 명명하였다. <Table 7>

에서 3D virtual model의 치수와 신체치수와의 차이를 

비교하고, 가슴부위의 둘레와 높이 항목을 조절하여 

치수의 편차 범위에서 모델치수를 생성하여 3D 

virtual model을 〈Fig. 1>에 제시하였다.

Ⅴ.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Size Korea의 제 7차 사이즈 데이터

를 활용하여 성장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는 단계이

지만 성인의 체형과는 구분되는 17~19세의 인체치수

를 분석하여, 청소년 후기 여학생의 체형 특성을 분석

하고 체형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청소년 후기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복패턴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7~19세의 청소년 후기 여학생을 대상으로 

체형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신체 측정치 62항목을 분

석한 결과, 평균 키는 159.83cm이었으며, 평균 몸무

게는 56.17kg이었다. 가슴둘레는 85.57cm, 허리둘레 

71.93cm, 엉덩이둘레 93.33cm, 젖꼭지사이수평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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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cm로 나타났다. 등길이, 배꼽수준등길이, 목뒤

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 목옆허리둘레선길이 등 길이항

목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레와 두께항목은 18세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 후기 여학생의 신체 측정 항목에 대

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은 신체크기, 신체높이, 어깨

길이 및 품, 상반신길이, 엉덩이길이, 어깨기울기 관

련 요인 등 총 6개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신체크기

는 수평적 크기 요인, 신체높이는 수직적 크기 요인, 
어깨길이 및 품은 상반신 전체의 형태, 엉덩이길이는 

엉덩이부분, 어깨기울기는 어깨각도 요인과 부합하여 

비슷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6개 요인의 적재량

을 이용하여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청소년 후

기 여학생의 체형을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체

형 1은 신체높이 요인이 가장 높고, 상반신길이와 엉

덩이길이 요인이 낮은 ‘키다리 긴 하반신 체형’으로 

분석되었다. 체형 2는 엉덩이길이와 어깨기울기 요인

이 높고, 신체크기, 신체높이, 어깨길이 및 품 요인이 

낮은 ‘좁은 어깨 마른 체형’으로, 체형 3은 신체크기

와 어깨길이 및 품, 엉덩이길이 요인이 높고 신체높이 

요인은 다소 낮은 ‘처진 엉덩이 비만 체형’으로 나타

났다. 체형 4는 상반신길이 요인이 높고 신체크기와 

어깨기울기 요인이 낮은 ‘처진 어깨 긴 상반신 체형’
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깨, 엉덩이 요인 등이 첨가되어 

좀 더 세분화된 체형분류가 이루어졌다. 각각의 유형

에 따라 체형의 형태가 다르므로 마른 체형의 경우는 

어깨너비 설정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

며, 비만 체형의 경우에는 엉덩이길이 설정 시 표준 

체형의 청소년 후기 여학생과는 차이를 두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패턴 제작 시 신체의 둘레 치수뿐만 

아니라, 어깨너비, 어깨기울기, 엉덩이길이 등과 같은 

세부 항목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 패턴제작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한 청소년 후기 여학생 체형의 유형별 

특징을 반영하여 도출한 3차원 인체형상자료와 체형 

분류의 결과는 청소년 후기 여학생의 체형 특성에 적

합한 의복 패턴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후속 연구로 청소년 후기 여

학생을 위한 의복패턴 설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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