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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ategorize women’s body shapes by type after extracting 
prototypes of 25~34 year old Korean woman. The standardizing research service 
project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in 2005, 
divided the age ranges of adult women into three groups: 18~24 years (young), 25~34 
years (young-adult) and 35~49 years (adult). This study utilized this age division 
method to create a concrete body type categorization schema with the most 
marriageable period, 25 to 34 years old as target age the target age group. We used, 
measurement data from the 7th Korean Human Body Size Survey (Size Korea) for 
the body shape analysis. We completed a statistical analysis using the statistical 
program SPSS 21. After creating the body types using CLO 3D, which is based on 
the 7th Korean human body measurements, we input data for the average size for 
each type into the Avata. We then compared and analyzed the cross sections using 
the Rapidform XOR program. The results of the type-specific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big square body of obese body, small square body of plain flat body with 
tall, plain square body of plain flat with short, triangular body of lower body obesity 
there was. Significant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various apparel products using mass customization or easy-order systems.

Keywords: body type(체형별), CLO 3D(끌로 3D), customization(고객화)

I. Introduction

표준화된 상품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대량생산은 근대산업의 중요한 특징이지

만, 고객화(customization)의 개별적인 주문생산에 맞출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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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커스터마이제이션(mass customization)은 대량생산

과 고객화를 융합시킴으로써 경영혁신의 새로운 패러

다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최근 들어 소비자가 주

도적으로 참여하는 1:1 주문생산 도입방식으로 변모

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의류산업에서도 예외는 

아니다(Kang, 2008). 시장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변

화되고 있어 일률화된 기성복 형태와 맞음새에 대한 

불만으로 기성복 소비자들의 개별화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해외에서는 이지오더 시스템(easy-order system)
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여성복 

업체들은 의류제품 생산시 의복 패턴 구성에 필요한 

치수를 신체 여러 부위의 크기를 비례적으로 축소하

거나 확대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연령에 따라 체형의 

특징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Park, 2005).
성인여성 체형분류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고령여성 체형분류에 관한 연구(Kim, 2002; Lee, 
2003; Lee, 2008; Moon, 2002)나 중년여성 체형분류

에 관한 연구(Jang, 2012; Kim, S. R., 2000; Lee, 
1992)가 주를 이루었고, 10세 단위의 20대 여성 체형

연구(Park, 2004; Shin, 2011)나 30대 여성 체형연구

(Kim, 2005; Jeong, 2015)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산

업통상자원부에서 2005년부터 시행한 표준화 부분 

연구용역사업의 결과에 의하면 성인 여성의 체형 특

성과 마켓 브랜드 표적연령을 고려하여 성인여성의 

연령범위를 18~24세(young), 25~34세(young-adult), 
35~49세(adult)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성인여성을 타

깃으로 하는 브랜드들의 표적고객 연령은 감성을 같

이 하는 20대 전반, 20대 후반~30대 전반, 30대 후반 

등으로 구분한다(Kang,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

자원부의 연령구분 방식을 반영하여 가장 결혼을 많

이 하는 시기인 25~34세를 표적고객 연령대로 정하

고, 구체적인 체형분류를 하고자 한다.
Kang(2008)은 성인여성의 체형별 토르소 원형을 

연구에서 25~34세 여성을 중심으로 평균체형, 가슴이 

작은 체형, 가슴이 큰 체형인 3가지 체형으로 분류를 

하였으나, 이는 직접측정 항목에 의존한 체형 분석으

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

하여 25~34세 한국여성의 체형분석을 위한 인체측정

치를 제 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Size Korea)의 측정 

자료를 사용하였고(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5), 자료 분석은 통계프로

그램 SPSS 21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신체의 

형태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요인분석과 군집분

석을 근거로 체표원형을 추출한 뒤 결혼적령기 여성

의 체형 유형을 분류, 분석하고, 체형을 유형별로 분

류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 목적에 따라 설

정한 연구 문제는 첫째, 25~34세 결혼적령기 한국 여

성의 체간부 체형을 유형화한다. 둘째, 유형별 특징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인체치수 측정치를 토대로 

CLO 3D프로그램에 각 유형별 평균치수를 입력하여 

유형별 특징을 비교한다.
본 연구는 25~34세 여성의 체형 분석을 통해 각 체

형 유형에 대한 특징을 제시함으로써 의류제조업체 

및 국내 웨딩드레스 업체에서의 각종 의복의 디자인 

선정 및 패턴 제작에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소비자들

에게는 자신의 신체적 결점을 보완하는 의복 선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Background

체형을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시각적인 분류방법과 

통계적인 분류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분류 방법 선정

은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연구자가 선정하게 되

는데, 의복구성분야에서의 체형은 치수만으로는 충분

히 표현되지 않아 인체의 크기 및 형태를 분류할 수 

있는 요인을 포함한 복합적 체형분류 연구가 많이 이

루어지고 있다(Yoon, 2013).
한국 여성의 체형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의류학의 보편적 분류법인 Rasband 
(1994)에 의하면 어깨, 허리, 엉덩이의 크기에 따라 상

반신의 형태를 이상체형(표준), 삼각체형, 역삼각체

형, 사각체형, 모래시계형, 마름모꼴체형, 둥근체형, 
튜브체형 등 8가지로 분류하였다(as cited in Jeong, 
2015). 사이즈코리아에서는 20~60대까지 5~6년 단위

로 분류하여 20대와 30대를 아래 <Table 1>과 같이 분

류하였다. 세부적인 특징으로는 20대 여성의 ‘작은 역

삼각체형’ 그룹의 특징은 표준체형과 비교할 때 상체

가 역삼각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표준체형에 비

해 몸통이 가늘고, 어깨는 표준체형에 비해 매우 처져 

있으며, 어깨 폭은 표준체형과 같은 정도를, 팔길이는 

표준체형에 비해 길며, 머리는 표준체형에 비해 크고, 
그리고 표준체형과 비교하면 샅높이가 몸통수직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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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Korean women 20’s and 30’s

Age Form Features of body type Composition ratio(%)

20’s

Small
inverted triangle

A thin body, long arm,
low shoulder of normal width, 

big head, short hip length, long body
29.0

Big triangle
A thick body, normal shoulder width,

long arm, long length,
nomal hip length

17.3

Inverted triangle
Body of the same thickness,

extremely wide shoulders, short arm,
normal hip length

28.8

Square 
A thin body, a very narrow shoulder,

short arm, slightly long hip length,
slightly shorter body

25.0

30’s

Small square 
(long body)

A thin body, low shoulder, long arm,
small head,

short hip length, long body
27.4

Triangle
Body of the same thickness,

high shoulder, long arm,
small head, normal hip length

25.2

Big square Very thick body, high shoulder, short arm,
normal hip length 18.2

Small square
(short body)

A thin body, short arm, big head,
slightly long hip length, short body 29.1

Adapted from KATS. (n.d.a, n.d.b). http://sizekorea.kr

에 비해 긴 형태를 보이고 있다(Table 2). 이러한 작은 

역삼각 체형은 20대 여성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30대의 긴 지체란 표준체형과 비교할 

때 샅높이에 대한 몸통 수직길이가 짧은 경우를 말하

며, 짧은 지체란 반대의 경우를 의미한다. 짧은 지체

의 작은 사각 체형이 29.1%를 차지하고 있다.
20대에서 30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키는 감소하

고 몸무게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연령 

의 증가와 임신, 출산, 수유 등으로 30대에 접어들면

서 신체의 치수와 프로포션(proportion)이 변화하기 

시 작하여 다양한 체형 분포를 가지게 된다(Kang, 
2008). 이 시기의 여성들은 신진대사의 감소로 인한 

비만화로 가슴이 처지고 사지부가 가늘어지고 목과 

등이 굽고 어깨가 처지며, 점차 두껍고 둥근 체형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복부 침착이 가속화

되어 인체의 앞부분 형상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등 

부위 지방이 침착되어 점차 둥글게 변화한다(Kang, 
2008).

인간은 개인마다 서로 다른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착용자의 다양한 체형에 적합한 의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형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Kim, S.-J., 2000). 특히, 웨딩

드레스는 인체의 상반신에 피트성을 강조하는 의복으

로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드롭치가 크고 볼륨 있는 

가슴과 잘록한 허리의 곡선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

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토르소 원형

과는 차이가 있다(Hong, 2011). 따라서 인체의 피트감

을 중요시하는 웨딩드레스 원형개발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체의 형태적 특성인 체형의 크기와 형

태에 관한 요인이 분석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웨딩업계의 오랜 실무 경험자로서 실

무에서 많은 신부들을 상담해본 결과, 웨딩드레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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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20’s ~ 30’s body shape

Age Body shape

20’s

Standard 
body type Small triangle Big triangle Inverted triangle Square

30’s

Standard 
body type

Small square
(short body) Triangle Big square Small square

(long body)

Adapted from KATS. (n.d.a, n.d.b). http://sizekorea.kr

택 시 본인의 체형에 대한 고려보다는 입고 싶은 디자

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어울리는 스타일과 입고 싶은 

스타일의 이질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도 체형 보완에 필요한 디자인 제시가 

이루어지려면 좀 더 체계적인 체형별 연구와 이에 따

라 소비자가 인식하기 편리한 체형 분류방식이 필요

하다. 나아가 25~34세 여성 체형의 형태적 특성에 따

른 웨딩드레스 패턴 원형 개발 및 디자인 제시가 이루

어진다면 착용자의 신체적인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

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Methods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체형분석을 위한 인체측정

치는 제 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Size Korea)의 측정 

자료를 사용하였고(KATS, 2015), 체간부 체형을 분

류하기 위하여 고유치가 1.0이상을 나타내는 주성분

에 대하여 Varimax법에 의해 요인분석 후 요인점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유사성 척도는 유클리드거리 제

곱을 사용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과 

Duncan-test를 실시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사후검증 

하였다. 체형 유형별 실루엣을 비교하기 위하여 제 7
차 한국인 인체치수 측정치를 토대로 CLO 3D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아바타에 각 유형별 평균치수를 입

력하여 유형별로 체형의 외곽선을 추출하여 비교․분

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인체측정치는 제 7차 한국인 인체

치수조사(Size Korea)의 직접 측정 자료에서 73개 항

목 중 체간부 체형의 형태요인을 파악하기에 적합하

다고 판단되는 높이항목 7개, 길이항목 21개, 둘레항

목 9개, 너비항목 6개, 두께항목 6개로 총 49항목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인체치수 항목과 측정방법은 

<Table 3>과 같다.

Ⅳ. Results

1. Body type factor of body part

한국여성 25~34세의 프린세스라인의 원형을 제작

하기 위해 체간부 체형의 형태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표항목들을 선정하였다. 제 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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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mensions of body part of human body and measurement method

Division Number Measurement items Measurement method

Height

1 Stature Vertical distance from floor to floor point
2 Waist height Vertical distance from floor to belly level
3 Shoulder height Vertical distance from floor to shoulder
4 Hip height Vertical distance from floor to hip projecting point
5 Cervical height Vertical distance from floor to back of neck
6 Waist height Vertical length from floor to front waist
7 Crotch height Vertical length from floor to groin

Length

8 Neck nipple length Length from the back of the neck to the waist line through the nipple 
point vertically

9 Waist front length Length from neck to front waist
10 Bust point-bust point Straight distance between both nipple points
11 Interscye, front Length between the front and back of each armpit
12 Back interscye, length Length between back and back of armpit
13 Shoulder length Length from shoulder point to side of neck
14 Biacromion length Length between both shoulder points

15 Waist back length 
(Natural indentation) Length from back to back

16 Waist back length 
(omphalion) Length from nape back to navel level waist back

17 Waist front length 
(omphalion) Length from neck to belly button

18 Cervical to waist length Vertical length from neck back to nipple point to waist line
19 Neck point to breast point Length from neck to nipple point

20 Neck point to breast
point to waistline

Vertical length from the neck point to the waist line across the 
nipple point

21 Bishoulder length The length between both shoulders is between the points
22 Back interscye fold, length The length between the folds of both arms and back

23
Waist circumference line 

length below neck shoulder 
bone

Vertical length from waist to neck line and past the shoulder upper 
protrusion point in the neck

24 Scye depth Length from back of neck to spine point
25 Upperarm length The length from shoulder point to point

26 Arm length The length from the shoulder to the inner point of the wrist beyond 
the point 

27 Waist to hip length Vertical length from waist side to side
28 Body rise Vertical length from waist line to groin

Circumference

29 Chest circumference Horizontal circumference passing through the center of breastbone
30 Bust circumference Horizontal circumference passing the nipple point
31 Underbust circumference Horizontal perimeter passing underbust

32 Waist circumference 
(natural indentation) Horizontal circumference passing through waist

33 Hip circumference Horizontal perimeter through the buttocks

34 Waist circumference 
(omphalion)

Horizontal circumference of through back side of belly waist, belly 
button, the waist side of the belly button

35 Armscye circumference Perimeter through the armpit, shoulder point
36 Neck base circumference Perimeter through left neck, neck back, right neck, neck front
37 Circumference of abdomen Circumference around the most protruding belly

Width

38 Chest breadth Horizontal distance of both armpits

39 Bust breadth Horizontal distance between the right nipple point and the sides of 
both chests

40 Waist breadth I 
(natural indentation) Horizontal distance between the sides of the w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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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s analysis of Korean female body types between 25’s ~ 34’s 

Item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Factor 6
Waist circumference 
(natural indentation) .943 –.024 .142 .154  .024 –.029

Waist circumference 
(omphalion) .942  .020 .081 .143  .095  .063

Waist depth 
(natural indentation) .931 –.041 .059 .075  .137  .033

Bust circumference .926  .061 .137 .133  .153 –.013
Waist depth (omphalion) .920 –.094 .120 .090  .043  .026

Circumference of abdomen .911  .002 .157 .151 –.028  .089
Underbust circumference .908  .067 .179 .145  .053  .018

Chest circumference .899  .087 .136 .243  .083  .040
Waist breadth I 

(natural indentation) .895  .029 .150 .184 –.053 –.022

Waist breadth
(omphalion) .892  .066 .144 .153  .022  .089

Bust depth .885 –.006 .150 .003  .095  .005
Hip depth .864  .000 .143 .140  .018  .018

<Table 3> Continued

Division Number Measurement items Measurement method

Width
41 Waist breadth

(omphalion)
Horizontal distance between the navel points to the waist side of 
both navel points

42 Hip width Horizontal length of both thigh sites at the buttocks point 
43 Shoulder width Horizontal distance between both shoulder points

Thickness

44 Chest depth, standing Thickness of body side point of armpit point
45 Bust depth Thickness of body side of nipple point

46 Waist depth 
(natural indentation) Thickness of body side of waist front point

47 Armscye depth Horizontal distance between the folded point at the armpit and 
the folded back of the armpit

48 Waist depth (omphalion) Thickness of body side of belly button
49 Hip depth Thickness of body side of hip point

사(Size Korea)의 직접 측정 자료에서 체간부 체형의 

형태요인을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높이항

목 7개, 길이항목 20개, 둘레항목 9개, 너비항목 6개, 
두께 항목 6개, 전체 48항목을 선정하여 25~34세의 요

인분석 결과, 6개의 요인이 선정되었으며, 요인 전체

의 누적 설명력은 81.132%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요

인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요인 1은 허리, 젖가슴, 가슴, 엉덩이에 해당되는 

둘레, 너비, 두께 항목과 목옆젖꼭지길이, 젖꼭지사이

수평길이, 겨드랑이뒤벽접힘사이길이 등의 길이 항목

이 포함되어 총 22개 항목 요인과 상관 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이들 항목은 수평적 크기의 특성과 관련성

이 높은 항목이며, 일부 길이항목은 둘레의 요인이나 

너비의 요인을 내포함으로 수평적 크기의 특성과 관

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요인 1의 고유치는 17.261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37.523%로 나타났다.
요인 2는 키를 포함한 높이 항목으로 인체의 수직 

크기의 특성을 나타내는 6개의 항목과 팔길이, 위팔

길이의 항목이 포함되어 8개 항목과 상관관계를 나타

냈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 2의 고유치는 8.022로 나

타났고, 설명력은 17.440%로 나타났다.
요인 3은 앞중심 길이와 등길이의 차, 앞중심길이,

배꼽수준앞중심길이 및 상반신 지수치에 해당하는 6
개 항목이 요인과 상관관계가 높으며, 상반신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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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inued

Item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Factor 6
Bust breadth   .856   .114   .102   .265   .156   .007

Chest depth, standing   .839   .011   .171  –.001   .017   .036
Armscye circumference   .804   .051   .239   .165  –.045   .056

Hip circumference   .802   .134   .174   .232   .006   .283
Armscye depth   .770  –.073   .175   .167  –.095   .084
Chest breadth   .711   .252   .101   .403   .163   .043

Neck point to breast point   .690   .027   .216   .103   .276  –.086
Hip width   .689   .206   .219   .237  –.132   .301

Bust point-bust point   .645   .003   .076   .006   .162  –.038
Back interscye fold, length   .637   .114   .045   .438   .228  –.025

Crotch height  –.107   .932   .092   .108  –.067  –.105
Waist height (omphalion)  –.152   .932   .056   .137   .053   .117

Waist height  –.015   .932  –.010   .118   .188   .211
Hip height  –.067   .929  –.024   .084   .160  –.113

Shoulder height   .063   .892   .325   .116   .084   .151
Cervical height   .027   .885   .295   .177   .210   .148

Stature   .005   .870   .362   .188   .098   .160
Arm length   .212   .854  –.003   .133   .003   .007

Upperarm length   .245   .804   .018   .114  –.050  –.026
Waist front length   .296   .056   .854   .065  –.169   .004

Neck point to breast point to 
waistline   .421   .137   .787   .134  –.030  –.058

Cervical to waist length   .491   .149   .744   .190  –.100  –.020
Waist circumference line 

length below neck shoulder 
bone

  .216   .265   .737   .239   .078  –.058

Waist back length 
(Natural Indentation)   .097   .245   .696   .237   .444  –.012

Waist front length 
(omphalion)   .495   .105   .610   .009   .199   .191

Biacromion length   .337   .220   .102   .833   .030   .016
Bishoulder length   .338   .246   .169   .810   .052   .087

Shoulder width   .267   .303   .190   .763  –.076   .058
Back interscye, length   .524   .160   .133   .677   .124  –.006

Shoulder length   .095   .138   .125   .629   .193  –.002
Scye depth   .170   .164  –.068   .149   .715   .120

Waist back length 
(omphalion)   .335   .256   .428   .141   .666   .153

Waist to hip length   .158   .122   .028   .034   .100   .847
Body rise   .146   .337  –.171   .060   .486   .594
Eigenvalue 17.261  8.022  4.460  4.022  1.988  1.567

Explanatory power(%) 37.523 17.440  9.696  8.743  4.323  3.407
Cumulative explanatory 

power(%) 37.523 54.963 64.659 73.402 77.725 81.132

를 파악할 수 있는 요인에 해당된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 3의 고유치는 4.460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9.696%
로 나타났다.

요인 4는 어깨사이길이, 어깨가쪽사이길이, 어깨너

비, 겨드랑뒤벽사이길이, 어깨길이의 5개 항목으로 어

깨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요
인분석 결과, 요인 4의 고유치는 4.022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8.74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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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factor scores among Korean women aged 25 to 34

Factor Group analysis 1
(n=208)

Group analysis 2
(n=59)

Group analysis 3
(n=221)

Group analysis 4
(n=172) F-Value

Factor 1 Level –.2854075
(C)

1.9063612
(A)

–.3546249
(C)

.1468694
(B) 145.101***

Factor 2 Height –.3457707
(C)

–.0331231
(B)

.4381207
(A)

–.1334309
(BC)  26.160***

Factor 3 Upper body length –.6978167
(C)

.5729150
(A)

.2482782
(B)

.3283396
(B)  66.015***

Factor 4 Shoulder .5484283
(A)

.3910320
(A)

–.6631231
(C)

.0546874
(B)  75.584***

Factor 5 Back length .3031826
(B)

.7348872
(A)

.4554034
(B)

–1.2038632
(C) 241.859***

Factor 6 Hip length .1976881
(A)

–.3826869
(C)

–.0266160
(AB)

–.0735956
(B)   6.090***

*** p＜.001, (A>B>C).

요인 5는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 배꼽수준등

길이로 척부 형태를 알 수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 5의 고유치는 1.988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4.323%로 나타났다.

요인 6은 엉덩이 옆길이와 엉덩이 수직길이로 둔부

의 형태를 알 수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 6의 고유치는 1.567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3.407%로 나타났다.

2. Body type of body part

25~34세 한국여성의 체간부 형태를 구성하는 요인

을 추출하기 위해 요인분석 결과 얻어진 6개의 요인

점수(factor score)를 독립변수로 하여 군집분석을 실

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군집수가 늘어남에 따라 형태

적인 특징은 세분화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후속 연구

로 웨딩드레스용 원형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체형별 

분류를 위한 군집수를 4개로 결정하였다. 분석된 군

집 4개를 하나의 독립변수에 따라 종속 변수의 평균

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

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하였다. 분석결과, 
각 요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군집분석에 의해 분류된 유형의 체형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유형별 요인점수 및 유형

별 항목 평균값에 대하여 각각 던컨 테스트(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Table 5> 및 <Table 6>과 

같다. 군집 1은 수평, 높이, 상체길이는 작고, 어깨너

비와 엉덩이길이가 큰 체형이고, 군집 2는 수평, 상체

길이, 어깨, 등길이는 크고, 엉덩이 길이가 짧은 편이

고, 군집 3은 높이가 길고, 수평이나 어깨 부분은 작은 

체형이고, 군집 4는 높이와 등길이가 짧은 편이고, 대
체적으로 중간사이즈의 체형을 가진 체형으로 나타났

다. 단, 엉덩이 옆길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검증결과, 25~34세 한국여성의 유형별 요인점수 

비교를 바탕으로 4개 군집별 체형의 특징을 구체적으

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군집 2는 요인 1인 체간부 수평크기가 높은 부하량

을 가진 것으로 보아, 유형중 가장 굵은 체형이고, 모
든 둘레에서 가장 큰 값을 보였다. 또한 요인 1에서 

두 번째로 굵은 체형은 군집 4이며, 군집 1과 군집 2
는 비슷한 값을 보였다. 반면, 요인 2인 인체 수직크기

에서는 군집 3이 가장 높은 값인 A로 나타났고, 견부 

형태인 요인 4에서는 가장 낮은 값인 C를 보였다. 전
체적인 평균으로 보아 군집 3이 체간부 수평크기는 

얇고, 수직크기는 높고, 견부 형태는 좁은, 키가 크고 

마른 여성 체형으로 분석된다. 반면, 군집 2는 너비와 

높이에서 대체로 높은 값을 보여, 굵고 넓은 편인 뚱

뚱한 체형으로 분석된다. 군집 1은 요인 2와 요인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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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verage comparison of items by type of Korean women aged 25 to 34

Factor Item
Group 

analysis 1
(n=208)

Group 
analysis 2

(n=59)

Group 
analysis 3
(n=221)

Group 
analysis 4
(n=172)

Average
(M) F-Value

Factor
1

Waist circumference 
(natural indentation)

715.45
C

897.34
A

705.62
C

753.43
B 738.32 149.930***

Waist circumference 
(omphalion)

770.32
C

950.66
A

759.21
C

793.80
B 788.84 134.869***

Waist depth 
(natural indentation)

178.65
BC

235.75
A

175.38
C

183.06
B 183.81 132.835***

Bust circumference 834.37
C

1,007.73
A

833.70
C

852.66
B 854.41 166.990***

Waist depth 
(omphalion)

186.69
C

247.56
A

183.40
C

198.78
B 194.18 144.077***

Circumference of 
abdomen

805.02
C

971.66
A

793.48
C

848.43
B 827.37 135.366***

Underbust 
circumference

725.71
C

864.29
A

724.91
C

752.81
B 744.89 152.101***

Chest circumference 842.95
C

970.86
A

832.80
C

862.41
B 856.05 146.690***

Waist breadth I 
(natural indentation)

251.45
C

305.93
A

248.79
C

266.04
B 259.23 131.091***

Waist breadth
(omphalion)

274.61
C

327.59
A

272.95
C

285.53
B 281.64 113.607***

Bust depth 207.19
C

263.37
A

209.86
C

216.28
B 215.48 135.573***

Hip depth 210.39
C

257.46
A

207.35
C

218.49
B 215.69 129.318***

Bust breadth 267.77
BC

308.71
A

264.19
C

270.47
B 270.93 143.544***

Chest depth, standing 181.04
C

218.02
A

182.86
C

189.35
B 187.12 112.366***

Armscye 
circumference

375.16
C

437.61
A

375.52
C

394.42
B 385.88 101.586***

Hip circumference 918.57
C

1,036.93
A

910.93
C

940.12
B 932.21 102.218***

Armscye depth 97.23
C

119.19
A

94.80
C

104.17
B 100.19 107.072***

Chest breadth 277.76
B

304.25
A

273.69
C

276.44
BC 278.42 86.309***

Neck point to breast 
point

243.46
B

285.42
A

244.88
B

244.71
B 248.01 89.704***

Hip width 321.13
C

352.08
A

321.01
C

332.59
B 326.84 70.173***

Bust point-bust point 167.88
B

194.93
A

169.24
B

170.53
B 171.45 47.905***

Back interscye fold, 
length

350.92
B

388.88
A

340.90
C

344.65
C 349.33 83.082***

Factor
2

Crotch height 719.80
C

727.75
BC

743.95
A

731.63
B 731.68 20.719***

Waist height 
(omphalion)

921.72
B

921.44
B

946.76
A

920.32
B 929.71 21.419***

Waist height 959.73
BC

968.69
B

982.38
A

950.65
C 965.75 2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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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ntinued

Factor Item
Group 

analysis 1
(n=208)

Group 
analysis 2

(n=59)

Group 
analysis 3
(n=221)

Group
analysis 4

(n=172)

Average
(M) F-Value

Factor
2

Hip height 778.50
C

789.41
B

803.67
A

773.44
C 786.58 26.404***

Shoulder height 1,286.48
C

1,323.12
A

1,325.42
A

1,301.29
B 1,306.65 32.331***

Cervical height 1,343.18
B

1,376.58
A

1,380.53
A

1,346.59
B 1,359.56 32.994***

Stature 1,585.22
C

1,619.15
A

1,624.77
A

1,599.51
B 1,605.22 27.176***

Arm length 541.72
B

555.00
A

552.43
A

546.74
B 547.80 10.048***

Upperarm length 313.66
C

323.32
A

320.31
AB

318.15
B 317.92 12.148***

Factor
3

Waist front length 341.49
D

376.02
A

356.71
C

367.21
B 356.38 88.246***

Neck point to breast 
point to waistline

409.28
D

453.31
A

424.41
C

430.11
B 423.71 100.370***

Cervical to waist 
length

494.12
D

546.27
A

508.07
C

520.39
B 510.30 114.642***

Waist circumference 
line length below neck 

shoulder bone

416.14
C

449.12
A

429.37
B

432.35
B 427.74 56.399***

Waist back length 
(natural indentation)

400.49
C

428.00
A

413.65
B

401.09
C 407.77 49.903***

Waist front length 
(omphalion)

383.41
C

423.80
A

395.99
B

394.23
B 394.05 61.409***

Factor
4

Biacromion length 392.95
B

409.12
A

379.00
C

390.53
B 389.09 56.441***

Bishoulder length 374.68
B

389.37
A

363.16
C

372.91
B 371.67 46.855***

Shoulder width 357.69
B

368.47
A

349.72
C

359.99
B 356.58 35.649***

Back interscye, length 367.86
B

395.20
A

355.27
C

365.30
B 365.42 87.120***

Shoulder length 118.39
B

121.64
A

113.16
C

113.41
C 115.63 27.176***

Factor
5

Scye depth 175.33
B

184.49
A

175.46
B

156.63
C 171.32 92.327***

Waist back length 
(omphalion)

441.65
C

478.44
A

453.49
B

431.71
D 446.32 87.938***

Factor
6

Waist to hip length 196.71 195.69 194.93 192.23 194.86 2.154

Body rise 239.93
A

240.95
A

238.43
A

219.02
B 234.07 53.426***

*** p＜.001, (A>B>C).

수직크기와 수직 길이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여 작고 

아담한 체구의 여성으로 분석되며, 군집 4는 군집 1과 

가장 비슷한 값을 보였으나, 4개의 군집 체형중 가장 

보통의 체형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각 군집간의 상호

비교 분석을 정리하자면 군집 2가 가장 비만한 체형

으로 사료되며, 군집 3이 가장 슬림한 체형으로 사료

된다. 군집 1은 가장 작은 키의 밋밋한 체형으로 사료

되며, 군집 4는 보통체격의 하체 비만형의 체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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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ype 1 3D shape of type <Fig. 2> Type 2 3D shape of type

<Fig. 3> Type 3 3D shape of type <Fig. 4> Type 4 3D shape of type

사료된다.

3. CLO 3D body shape type

제 7차 한국인 인체치수 직접 측정치를 토대로 아

바타에 각 유형별 평균치수를 입력하여 대표체형을 

만든 후 CLO 3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외관선을 추

출한 각 체형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유형 1은 아담한 키의 작은 사각체형으로 체형의 

굴곡이 없는 밋밋한 체형으로 사료되며, 유형 2는 큰 

사각체형의 가장 비만한 체형으로 몸통이 둥글며 가

슴과 엉덩이가 발달한 체형으로 사료된다. 유형 3은 

큰 키의 작은 사각체형으로 가장 슬림한 체형이며, 몸
통은 납작한 편으로 4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굴곡이 

뚜렷한 체형으로 사료된다. 유형 4는 삼각체형으로 

하반신 비만체형으로 몸통 형태에 비해 엉덩이가 크

고 둥근 체형이며, 앞뒤길이, 앞뒤 품 차이가 큰 등이 

체형으로 사료된다.
유형별 선정된 대표체형의 3차원 형상은 <Fig. 

1>~<Fig. 4>와 같다.
인체 측정치를 토대로 아바타에 각 유형별 평균치

수를 입력하여 CLO 3D 프로그램으로 형상화한 대표

체형의 유형별 특징을 정리하면 <Table 7>과 같다.

4. Comparative analysis by body type

<Fig. 5>와 <Fig. 6>은 유형간의 전체적인 실루엣 

비교를 위하여 정면과 측면의 외곽 실루엣 형상을 중

합하여 나타낸 그림으로 수직기준선의 정면은 앞중심

선으로 설정하였으며, 측면의 수평기준선은 허리둘레

선으로 하였다. 유형간 정면 형상과 측면 형상의 중합

도를 나타낸 그림을 살펴보면 유형 1과 유형 3은 거의 

치수 차이가 없으며, 높이에서 미세한 차이를 나타내

고 있다. 유형 1은 신체 길이에서 가장 짧으며, 가슴부

위, 허리부위, 엉덩이부위에서 굴곡의 변화가 없는 밋

밋한 체형으로 나타났다. 유형 3과 유형 2는 체형 크

기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유형 2는 가슴

부위도 크며 배 부위 지방 침착이 가장 심한 유형으로 

비만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유형 3은 측면도에서 보면 

가장 납작한 유형으로 슬림한 체형임을 알 수 있으며, 
유형 4는 상체에 비해 엉덩이부위가 큰 것으로 나타

나 하체 비만체형임을 알 수 있다.
유형별 특징의 결과는 비만체형의 큰 사각체형, 슬

림한 큰 키의 작은 사각체형, 굴곡이 없는 밋밋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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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Features by body type

Type Features n(%)

Type 1
-Small square body 
-Short height
-Flat body 

208
(31.5)

Type 2

-Large square shape
-The most obese body
-The torso is round
-Have big bust and big hip

 59
(33.5)

Type 3
-Small square body and tall
-Slimest body
-The body is flat

221
(26.1)

Type 4

-Triangular shape
-Lower body is obese
-The lower body is larger than the upper one
-The curved body with difference between front and back is large

172
( 8.9)

<Fig. 5> Frontal shape 
polymerization of types

<Fig. 6> Side shape 
polymerization degree of 

types

은 키의 작은 사각체형, 하체 비만의 삼각체형으로 4
개의 대표체형으로 분류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Classification by body type

1990년대 이후부터 국내 웨딩시장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부상해 왔으나, 국내 웨딩드레스 업체가 

성장을 하기 까지 저해요소의 원인 중 하나가 고가의 

가격이었다. 드레스를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커 소비

자들은 대여를 선호하였고, 그에 따라 웨딩드레스는 

일회성 소비품목으로 인식되어왔다. 또한 국내 웨딩

드레스 샵에서는 수요의 특성상 동일한 디자인을 사

이즈별로 여러 벌 보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

기 때문에 허리치수를 중심으로 몇 인치씩 가감을 가

능하게 하는 수공적인 사이즈 체계를 고수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임시적으로 보정하는 것이 업계의 열악

한 현실이기 때문에 사이즈 체계에 대한 대안을 위해

서는 체형 유형별 분석과 사이즈 차이의 분석이 필요

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후속 연구로서 체형별 

웨딩드레스 원형개발에 적합하게 체형분류를 하고자 

하며, 체형분류의 사이즈 체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나라별 사이즈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SO,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의 치수체계는 엉덩

이둘레와 젖가슴둘레의 차이인 드롭개념으로 체형을 

분류하고 있다(Kang, 2008). ISO에서는 A (large hip), 
M (medium hip), H (small hip)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국의 KS에서는 N체형(보통체형), A체형(가슴이 작

고 엉덩이가 큰 체형), H체형(가슴이 크고 엉덩이가 

작은 체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F (large 
hip), N (medium hip), M (small hip)으로 분류하고 있

으며, 일본에서는 젖가슴둘레와 키에 따라 드롭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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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Body type classification

Type Body type classification Characteristic

Type 1 H body type Flat body

Type 2 B body type Big body type with wide shoulders, big breasts, large hip

Type 3 X body type Slim and balanced body

Type 4 A body type The lower body is larger than the upper one

<Fig. 7> Classification of body type

감하는 치수체계를 적용하여 B (large hip:8cm), AB 
(large hip:4cm), A (medium hip), Y (small hip)으로 

분류하고 있다(Kang, 2008).
웨딩드레스는 신체에 밀착성이 뛰어난 의복으로서 

어깨부위, 가슴부위, 허리부위, 엉덩이부위의 형태와 

크기로 체형의 특징을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인체의 

상반신에 피트성을 강조하는 의복으로 가슴둘레와 허

리둘레의 드롭치가 크고, 볼륨 있는 가슴과 잘록한 허

리의 곡선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인체의 형태상의 특징을 신체부위별 

길이나 크기의 비례에 따라 분류하고자 한다. 정면에

서 본 모습을 상체의 어깨 양끝점 사이의 어깨폭, 허
리 양 끝점 사이의 허리폭, 엉덩이 양끝점 사이의 엉

덩이폭에 따라 체형을 분류하면 유형별 특징의 결과

는 다음과 같다.
각 형태의 특징에 따라 유형을 나라별 사이즈 체계

를 적용하여 H형, B형, X형, A형 네 가지로 체형을 

정리하자면 굴곡이 없는 밋밋한 작은 키의 작은 사각

체형인 유형 1은 H형, 비만체형의 큰 사각체형인 유

형 2는 B형, 슬림한 체형의 큰 키의 작은 사각체형인 

유형 3은 X형, 하체 비만의 삼각체형인 유형 4는 A체

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Table 8).
H형은 가슴, 엉덩이부위에 비해 허리가 가늘지 않

는 볼륨감이 없는 밋밋한 체형이며, B형은 어깨가 넓

고 가슴도 크고 엉덩이도 큰 체형으로 빅사이즈의 체

형이다. X형은 상체 어깨와 하체의 골반의 폭이 서로 

비슷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허리가 슬림하게 들어간 

날씬한 체형이며, A형은 어깨폭이 엉덩이 폭보다 좁

고 하체가 상체에 비하여 큰 하체비만 체형이다. 이에 

대한 이미지 예시는 <Fig. 7>과 같다.

Ⅴ. Conclusion

본 연구는 웨딩드레스 원형개발을 위해 산업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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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부의 연령구분 방식을 반영하여 가장 결혼을 많

이 하는 시기인 25~34세의 표적고객을 연령대로 정하

고, 구체적인 체형분류를 하였다. 체형분석을 위한 인

체측정치는 제 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Size Korea)
의 측정 자료를 사용하였고, 자료 분석은 통계프로그

램 SPSS 21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인체는 3차

원적인 형태와 곡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평균적인 2차

원적인 측정 치수만으로는 체형파악이 어려움에도 불

구하고, 아직까지는 직접 측정 항목에 의존한 체형분

석이 대부분 이루어져왔다. CLO 3D 프로그램은 젖가

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등의 단순 수치 정보 

뿐 아니라, 인체의 단면이나 기준점, 각도, 체표면적

이나 체표길이 등 다양한 속성의 입체적인 DB 구축

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인체 CLO 3D를 통해 얻어

지는 체형분석은 단순 수치에서는 알 수 없는 인체의 

형태나 형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의류분야에

서 패턴개발 및 바디개발, 가상착장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사용할 수 있다. 최근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인한 

3차원 기술의 도입은 의류학 및 인간공학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3차원 체형 정보를 추출하고, 3차원 인체 

측정이나 적절한 의복설계를 위해서는 각 연령대에 

맞는 체형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치를 적용시

키는 방식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체간부 체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고유치가 1.0이상

을 나타내는 주성분에 대하여 Varimax 법에 의해 요

인분석 후 요인점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유사성 

척도는 유클리드거리 제곱을 사용해 군집분석을 실시

하였고, 분산분석과 Duncan-test를 실시하여 집단 간

의 차이를 사후검증하였다. 체형 유형별 실루엣을 비

교하기 위하여 제 7차 한국인 인체치수 측정치를 토

대로 CLO 3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바타에 각 유

형별 평균치수를 입력하여 유형별로 체형을 만든 후, 
외곽선을 추출하였고, 단면도는 Rapidform XOR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출한 후에 비교․분석하였다. 
유형별 특징의 결과는 비만체형의 큰 사각체형, 슬림

하고 큰 키의 작은 사각체형, 굴곡이 없는 밋밋한 작

은 키의 작은 사각체형, 하체 비만의 삼각체형으로 4
개의 대표체형으로 분류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으로는 유형 1과 유형 

3을 비교했을 때 치수 차이가 거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형 3이 유형 1에 비해 약간 더 슬림하고 

높이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였으나, 웨딩드레스 원형 

개발의 경우에는 측정 항목 중 높이 항목은 크게 작용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체형별 4가지 유형 중 

유형 3과 유사한 체형인 유형 1을 제외하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25~34
세의 연령 타깃에서는 엉덩이 부위에 비해 어깨부위

가 더 넓은 체형은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25~34세 여성을 위한 체형 유형별 연구는 표준화된 

상품의 개별적인 주문생산에 맞출 수 없었던 어려움

을 해결하고, 고객화(customization)를 융합시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mass customization)이나 이지오더

시스템(easy-order system)으로 웨딩드레스뿐만 아니

라, 다양한 의류제품의 전개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연

구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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