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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helps out-size consumers purchase swimsuits and improves fitness by classifying the torso of

middle-aged obese women; in addition, it creates a size system based on each size interval for obese types.

The criteria for subjects in this study were over 25kg/m
2
 of the BMI, over 85cm of waist, and over 95cm

of bust; 199 females were surveyed. Three torso types were categorized by a cluster analysis into X type

(the vertical size of hip girth was the biggest of the three and the waist was slender), H-O type (larger than

other groups in bust girth with more fat above the circumstance of the abdomen), and Y type (the upper

half of body development type and lower body fatness were between those of type X and those of type H-

O). As a consequence of size system establishment according to obesity types, the basic body sizes and

reference body size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ypes even in commonly-appeared size names at sections

of respective types. The research findings show the necessity to understand obesity types according to bust

girth and hip girth sizes that represent basic sizes as well as to design pattern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obese body shapes when swimsuits are designed for obese groups. The findings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decide the desirable output of production according to respective body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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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에는 운동선수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스포츠나

레저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운동을 통한 체력단련이나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

애하고 있다. 특히 젊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세

계적인 다운 신드롬의 열풍(Robert & Barbara, 2007)으

로 자기관리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중년여성 인구가 증가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수영은

신체조절을 겸비한 최적의 운동(Kwon, 2002)으로서

여성의 건강관리와 체형조절의 측면에서 가장 쉽게 즐

기는 운동으로 부상되었다(Jung et al., 2006). 45~65세

의 중년여성 연령대는 자녀들이 거의 성인이 되어 여

성들이 어느 정도 자신에게 몰두 할 수 있는 시간을 가

질 수 있는 조건이 됨으로써(Kim, 2006) 기존 세대들

이 행해왔던 소극적인 여가생활에서 탈피하여 좀 더

액티브하고 적극적인 여가생활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 5일 근무제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추

세로 수영은 다른 레저스포츠에 비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로 선호되고 있으며, 대규모 리조트 시

설의 확대로 수영복을 입고 즐기는 장소 이용률 또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수영복이 단지 여름 시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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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누리는 특수 아이템이 아닌 사계절 레저웨어로 정

착되어 가고 있다(Kwon, 2002). 이에 따라 다양한 디자

인과 색상의 수영복이 생산되고 있고 있으나 수영복 사

이즈는 몇몇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체제로 KS규

격에서 제시한 것과 다른 호칭으로 생산되고 있다.

의류제품 치수 관련 KS규격(Korean Agency for Tech-

nology and Standards, 2005)의 남성 수영복은 엉덩이

둘레를 기준치수로 85(M)~110(XL)까지 5cm 간격으로

치수규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판 수영복도 KS규격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여성용은 전신용 수영복과 수

영복 상의, 수영복 하의로 나누어 전신용 수영복은 가

슴둘레-키, 수영복 상의와 하의는 가슴둘레를 제품 호

칭으로 규정하고 참고 신체치수로 허리둘레와 엉덩이

둘레, 등길이, 어깨사이길이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

나 시판되고 있는 여성 수영복의 경우 원피스형과 비

치형 모두 상하의 구분 없이 대부분 젖가슴둘레-엉덩

이둘레의 호칭표기로 75-80(XS), 80-85(S), 85-90(M),

90-95(L), 95-100(XL), 100-105(XXL)로 표기하고 있으

며 사이즈별 생산은 XS~XL이 대부분이고 XXL 이상

은 거의 생산되지 않고 있거나 소량 생산하고 있다. 이

와 같이 시판 수영복이 20대 표준 체형여성 만을 고려

한 사이즈로 수영복 구입시 젊은 여성들이 디자인, 색

상, 무늬 등을 고려하는 반면 중년 이후 여성들은 맞음

새 등의 체형에 적합한가를 중요시하고 있으므로(Kim

et al., 2008) 체형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중년의 비만여

성 체형에 적합한 수영복 치수규격 설정과 이에 따른

수영복 패턴 개발이 필요하다. 

수영복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연구는 수

영복 디자인 개발과 디자인 선호도 연구(Choi & Kim,

2003; Chung & Lim, 2002; Kim, 1985), 수영복 구매 및

착의실태(Cho & Kim, 2001; Kim et al., 2008; Lee &

Suh, 1999; Park, 1997)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

다. 수영복 치수체계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

(Yi, 2003; Yi & Jung, 2005)가 있을 뿐 비만여성의 수영

복의 치수체계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자

료(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0)

에서 45~65세의 비만여성을 대상으로 체간부를 드롭

치에 따라 몇 개의 특징적 집단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비만유형별로 치수분포를 고찰하여 치수간격에 따른

치수규격을 설정함으로써 비만여성의 수영복 구매 및

착용 적합성을 높이며 특정 체형과 사이즈 구간에 대

한 수영복 생산량 설계에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연구

의 목적이 있다. 비만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on-line과

off-line을 통해 기성복 빅 사이즈 시장 규모가 점차 커

지고 있으나 수영복의 빅 사이즈 시장은 아직 활성화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결과는 유

형별 디자인 및 패턴 개발에도 활용됨으로써 수영복

시장의 세분화와 확대에도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자료수집

중년층의 영역은 20~30여년에 이르기까지 연령층의

범위가 매우 넓게 포함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신

체적으로 노화가 시작되고 생산능력이 감소되는 연령

인 45~65세를 중년층으로 정의(Byun, 2011)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대한비만학회에서 아시아인

들에게 제시한 비만기준은 체질량지수(BMI) 25kg/m
2
이

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자료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0)의

인체계측치 자료를 가공하여 체질량지수 25kg/m
2
 이상,

Plus-size 판정기준(Byun, 2010)인 젖가슴둘레 95cm 이

상, 허리둘레 85cm 이상의 45~65세 비만여성 199명의

체간부 계측치를 치수규격 설정을 위한 분석 자료로 사

용하였다.

2. 분석항목 및 체형분류

치수규격 설정을 위한 체간부 분석항목은 수영복 설

계시 기준부위 및 참고부위로 제시된 항목과 체간부

체형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으로 높이 1항목, 길이

9항목, 둘레 7항목, 몸무게와 비만 정도를 나타내는 지

수 2항목, 체간부 드롭 5항목의 계산치를 분석에 포함

하였다. 각 항목에 대하여 중년 전체집단과 비만집단의

집단별 평균을 구하여 비만체형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젖가슴둘레-엉덩이둘레의 이원치수규격 설정을 위하

여 상드롭(젖가슴둘레-허리둘레), 하드롭(엉덩이둘레-허

리둘레), 엉덩이둘레-젖가슴둘레의 드롭치 및 복부비만

의 중년 체형특성을 고려하여 배꼽수준허리둘레를 포함

한 배꼽수준허리둘레-허리둘레, 엉덩이둘레-배꼽수준허

리둘레의 총 5개 드롭치를 변수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항목에 대하여 비만유형별 차이를 비교 분석하

였으며 연구내용에 따른 자료분석은 SPSS Win.19.0으로

통계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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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간부 유형별 치수규격 설정

젖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 엉덩이둘레-젖가슴둘레

드롭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1>과 같이

유의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판 수영복

의 호칭표기법을 참고로 하여 젖가슴둘레와 엉덩이둘

레의 이원분류법에 따라 수영복 치수규격을 설정하였

다. 즉, 비만 전체의 젖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편차/2를 급간으로 하여 최대값과 최소

값이 포함되도록 치수간격을 설정하였다. 치수규격을

설정하기 위하여 치수간격에 따른 빈도분포 결과 출현

율 1~4% 이상의 커버효율을 고찰하였다. 1% 출현율

일 경우 유형별 커버효율은 각각 8.3%, 7.6%, 7.14%이

며, 2% 출현율일 경우 13.2%, 7.6%, 9.5%, 3% 출현율

일 경우 커버효율은 17.4%, 9.3%, 10.3%, 4% 출현율일

경우 커버효율은 17.4%, 9.3%, 13.6%로 나타났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높은 커버효율을 나타낸

4.00% 이상의 출현율을 나타내는 구간을 선택하여 치

수규격을 설정하고 참고치수로는 각 구간에 해당되는

유형별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배꼽수준허

리둘레, 목옆젖꼭지길이, 어깨사이길이, 등길이, 키의

치수를 제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비만 중년여성의 체간부 체형특성

<Table 2>는 수영복 설계 및 체간부 분석에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45~65세 중년여성 988명과 비만여성

199명의 평균값을 비교한 것이다. 비만의 경우 키를 제

외한 모든 항목의 평균값이 중년 전체의 평균값보다

높으며, 특히 체간부 둘레항목은 길이항목의 평균보다

더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허리엉덩이둘레비(WHR)가

0.8 이상이면 복부비만으로 정의(Nam et al., 2008)할

수 있다. 비만의 중년여성 뿐 아니라 중년여성 전체의

WHR은 0.8로 나타나 배부위 지방침착으로 인한 복부

비만의 중년여성 체형특성을 알 수 있으며 비만으로

분류된 중년여성의 경우 복부비만 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개 드롭치 항목은 두 집단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비만집단의 평균이 더 낮은 값을 나

타내 체간부 굴곡이 적은 밋밋한 체형이며 젖가슴둘레

치수는 체간부 둘레항목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영복 치수규격 설정을 위한 기준 드롭치

인 엉덩이둘레-젖가슴둘레 드롭은 비만집단의 경우 평

균 −3.4cm로 나타나 젖가슴둘레가 5cm의 편차로 커짐

에 따라 엉덩이둘레도 커지는 치수체계에서는 적합한

호칭을 찾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실제 비만 중년여성

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85%가 자신의 신체사이즈에 적

합한 수영복을 선택하기 어렵다고 응답함으로써(2011년

6월 설문결과), 비만 중년여성의 체형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수영복 치수체계 개발은 의의가 있다고 생

각된다.

2. 체간부 체형분류

드롭치에 의한 군집분석 결과 3개 유형으로 분류되

었다. 유형 1은 비만집단의 35.17%를 차지하였고, 유

형 2는 23.11%, 유형 3은 41.71%를 차지하였다. 수영

복 치수규격 설정시 기본부위 및 참고부위의 치수와

드롭치에 대한 평균,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 결과를 유

형별로 <Table 3>에 제시하였다.

유형 1의 키와 어깨사이길이, 등길이의 평균은 세 유

형중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으나 어깨사이길이와 등길

이에서 집단 간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

레항목은 젖가슴둘레와 허리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의

평균은 가장 작으나 엉덩이둘레 치수는 가장 커 복부

비만의 정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꼽수준허

리둘레-허리둘레 드롭치를 제외한 4개 드롭치의 평균

이 유의적으로 가장 큰 값으로 세 유형 중 굴곡이 가장

뚜렷한 체형이며 젖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에 비해 허

리둘레가 작은 X형의 실루엣임을 알 수 있다. 유형 2는

가장 비만한 집단으로 젖가슴둘레와 허리둘레, 배꼽수

준허리둘레 치수가 가장 크고 엉덩이둘레 치수는 가장

작아 복부비만 정도가 가장 크다. 또한 목옆젖꼭지길이

의 평균이 가장 큰 값으로 세 유형 중 상반신이 가장 발

달하고 가슴은 처진 유형이다. 상반신 치수가 가장 크

지만 허리둘레 이상의 체간부 드롭치는 가장 작은 밋

밋한 형상으로 H형의 실루엣을 형성한다. 허리둘레 이

Table 1. Correlation matrix between bust circumfer-

ence, hip circumference & hip-bust circum-

ference drop

Bust cir. Hip cir. Hip-bust cir. drop

Bust cir. 1.000

Hip cir. .499** 1.000

Hip-bust cir. drop −.547** .452** 1.000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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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하반신 치수를 보면 엉덩이둘레-허리둘레, 엉덩이

둘레-배꼽수준허리둘레 드롭치가 음의 값으로 엉덩이

둘레 보다 허리둘레 및 배꼽수준허리둘레 치수가 큰

복부비만의 O형 실루엣을 형성함으로써 유형 2는 가장

비만한 H-O형으로 명명할 수 있다. 유형 3은 비만 전체

집단의 평균에 가장 가까운 유형이다. 유형 2와 마찬가

지로 엉덩이둘레-젖가슴둘레 드롭치가 음의 값으로 상

반신이 더 발달한 Y형의 실루엣을 형성하고 있으며 유

형 3에 가장 많은 피험자가 분포되었다. 중년여성의 체

형을 드롭치에 따라 분류한 선행연구(Yoon & Suh, 2009)

에서는 굴곡이 있는 X형의 실루엣에 가장 많은 피험자

가 분포되었으며 상반신이 발달한 Y형의 실루엣에 피

험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비만체형만을 대상으

로 한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같은 연령대에 속하거나 혹은 비만지수에 따라 같은

비만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수영복 설계의 기준부위 치

수에 따른 비만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호칭체계

및 패턴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3. KS규격에 따른 유형별 치수분포 고찰

<Table 4>는 KS규격의 젖가슴둘레 편차 5cm를 적용

한 구간의 유형별 피험자 분포이며, <Table 5>는 KS규

격 내 유형별 호칭구간의 평균,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body measurements and t-test results                     (Unit: cm)

Item
Total (n=988) Obese group (n=199)

t-value
Mean S.D Mean S.D

Stature 154.7 5.1 154.1 5.1 1.620

Front Interscye 32.2 2.3 33.4 1.9 −8.362***

Back Interscye 36.3 2.5 37.7 2.5 −7.690***

Waist Front Length 34.5 2.1 35.6 2.3 −6.631***

Bust Point-Bust Point 18.5 1.7 20.2 1.6 −12.114***

Neck Point to Breast Point 27.8 2.2 29.8 2.2 −11.638***

Neck Point to Breast Point to Waistline 41.5 2.3 42.9 2.1 −12.658***

Biacromion Length 38.7 2.3 40.0 2.4 −7.031***

Waist Back Length 39.2 2.2 39.9 2.3 −4.064***

Arm Length 53.2 2.3 53.6 2.3 −2.522*

Armscye Circumference 39.8 2.6 42.5 2.1 −14.084***

Chest Circumference 89.1 5.3 95.7 4.2 −17.016***

Bust Circumference 92.0 7.1 101.9 4.7 −19.010***

Underbust Circumference 80.6 5.7 88.6 4.6 −18.206***

Waist Circumference 81.7 7.5 92.4 5.6 −18.334***

Waist Circumference (Omphalion) 84.8 7.3 94.8 6.1 −17.329***

Hip Circumference 93.1 5.0 98.2 4.7 −14.383***

BMI 24.2 2.5 28.3 2.4 −18.689***

WHR 0.8 0.0 0.9 0.0 −13.393***

Bust-Waist Circumference 10.3 3.9 9.5 3.6 2.840**

Hip-Waist Circumference 11.4 4.5 6.0 5.0 12.333***

Hip-Bust Circumference 1.1 5.3 −3.4 4.7 11.675***

Omphalion-Waist Circumference 3.1 3.0 2.3 3.0 4.012***

Hip-Omphalion 8.3 5.2 3.6 5.3 10.941***

Weight (kg) 58.0 7.6 67.2 6.5 −1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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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4 –



중년 비만여성을 위한 수영복 치수규격 제안 25

결과이다. 젖가슴둘레 호칭 100구간에 전체의 47.2%,

젖가슴둘레 105구간에 21.1%가 분포되어 전체인원의

50% 이상이 이 구간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Table 5>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호칭구간 내에서도 유

형별로 평균치수에 차이를 보였다. 즉, 95구간에서는 허

리둘레와 엉덩이둘레, 키의 경우 평균치수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100구간에서는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키의 3개 항목, 105구간에서는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어깨사이길이, 키의 4개 항목에서 유형별 평균치수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특히 모든 호칭구간에서 엉덩

이둘레는 p<.001 수준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허리둘레에 대하여 각 유형별 평균치수와 KS규격의

치수차를 보면, 세 유형 중 가장 비만하면서 복부비만

에 해당되는 H-O형의 유형 2는 젖가슴둘레 95구간의

경우 10cm, 젖가슴둘레 100구간은 4.7cm, 젖가슴둘레

105구간은 7.7cm로 KS규격과 많은 치수차이가 나타났

으며 다음으로 Y형의 유형 3, X형의 유형 1의 순으로

KS규격 치수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엉덩이둘레는

유형 1의 경우 유형별 평균치수와 KS규격의 치수차는

95구간에서 2.3cm, 100구간에서 2.7cm, 105구간에서

6.7cm로 젖가슴둘레 호칭구간이 커질수록 KS규격의

치수보다 큰 값을 나타내면서 치수차 또한 큰 것으로 나

Table 3. The one-way ANOVA results of average measurement                            (Unit: cm)

Type

Item
Type 1 (n=70) Type 2 (n=46) Type 3 (n=83) F-value

Stature 155.3 a 151.9 b 153.3 b  7.083**

Neck Point to Breast Point to Waistline 42.0 b 43.1 a 42.9 b  3.758*

Neck Point to Breast Point 29.5 b 30.6 a 29.7 b  3.779*

Biacromion Length 40.2 39.8 39.8  .556

Waist Back Length 40.0 39.9 39.6  .719

Arm Length 53.5 53.4 53.8  .678

Bust Circumference 99.9 c 104.7 a 102.2 b 15.473***

Waist Circumference 89.4 c 96.9 a 93.2 b 33.872***

Waist Circumference (Omphalion) 91.3 c 99.4 a 95.9 b 33.025***

Hip Circumference 99.9 a 95.2 c 98.2 b 12.185***

Bust-Waist Circumference 10.5 a 7.7 c 9.0 b 8.485***

Hip-Waist Circumference 10.4 a −1.1 c 5.0 b 287.346***

Hip-Bust Circumference 0.0 a −8.9 c −3.9 b 94.390***

Omphalion-Waist Circumference  1.9  2.4  2.7  1.327

Hip-Omphalion 8.5 a −3.5 c 2.3 b 260.738***

BMI 27.7 b 28.9 a 28.4 ab  3.239**

WHR 0.8 c 1.0 a 0.9 b  296.509***

Weight (kg) 67.1 66.8 66.8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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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 test: a>b>c

Table 4. Distribution of subjects according to the KS size-system      (Unit: Frequency (%))

Title

Type
95 100 105 110 115 120 Total

Type 1 15 ( 7.5) 43 (21.6) 11 ( 5.5) - 1 ( 0.5) - 70 ( 35.2)

Type 2 5 ( 2.5) 13 ( 6.5) 13 ( 6.5) 10 ( 5.0) 4 ( 2.0) 1 ( 0.5) 46 ( 23.1)

Type 3 13 ( 6.5) 38 (19.1) 18 ( 9.0) 11 ( 5.5) 2 ( 1.0) 1 ( 0.5) 83 ( 41.7)

Total 33 (16.6) 94 (47.2) 42 (21.1) 21 (10.6) 7 ( 3.5) 2 ( 1.0) 19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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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반대로 복부비만형인 유형 2는 95구간과 100구

간에서 KS규격의 치수보다 작고 105구간에서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허리둘레 치수와는 반대

의 경향을 보여 복부비만일 경우 엉덩이둘레 치수보다

허리둘레 치수가 의복제작시 더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키는 105구간의 유형 1을 제외한 모든 구간

의 평균치수가 KS규격 치수보다 작은 값을 보이며 허

리둘레와 마찬가지로 유형 2, 유형 3, 유형 1의 순으로

치수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참고치수 이용시 호칭구간

에 따라 우선시되는 부위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바람

직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젖가슴둘레로만 표기되어 있

는 현행 치수체계 및 젖가슴둘레-엉덩이둘레가 5cm의

편차로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시판 수영복 치수체계

75-80(XS), 80-85(S), 85-90(M), 90-95(L), 95-100(XL),

100-105(XXL)는 비만 중년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유형별 치수규격 설정

젖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 이원분류법에 따른 치수

간격을 설정시 각 유형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적용할

경우 호칭구간이 세분화되어 체형에 적합한 치수를 선

택하기에는 용이하나 실제로 모든 호칭구간의 제품을

생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만 전체의 젖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의 평균 101.9cm,

98.2cm와 각각의 표준편차 4.7cm<Table 2>를 기준으

로 치수간격을 설정하였다. 이때 평균과 표준편차는

반올림한 값을 사용하여 젖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 평

균 102cm, 98cm를 기준으로 표준편차/2인 2.5cm를 급

간으로 하였다. 

<Table 6>은 이원분류법에 의한 수영복 치수규격에

따른 유형별 빈도분포와 4% 이상의 출현율을 나타내

는 구간을 음영처리한 결과이며, <Table 7>은 <Table

6>에서 제시한 4% 이상 출현율 구간을 유형별 치수규

격으로 선택하고 각 호칭구간별 참고 신체치수를 나타

낸 것이다. <Table 7>의 참고 신체치수는 KS규격에서

제시한 인체부위와는 달리 허리 및 배부위의 지방침착

이 두드러지고 가슴이 처지는 비만 중년여성의 체형특

성을 고려하여 배꼽수준허리둘레와 목옆젖꼭지길이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유형 1은 체간부 굴곡이 있는 X형의 비만으로 4%

이상 음영구간의 빈도는 61명이며 유형 1의 87.1%를

차지하였다. 음영구간의 드롭은 −4~6cm까지 분포되어

Table 5. Reference size and one-way ANOVA results according to body type            (Unit: cm)

Item

Title Type, Ref. size

Bust cir. Waist cir. Hip cir.
Biacromion

length

Waist back

length

Neck point to 

breast point to 

waistline

Arm length Stature

95

KS 95.0 81.9 95.4 40.3 39.3 42.0 53.3 157.1

Type 1 96.4 87.9 b 97.7 a 39.6 40.6 43.6 53.6 156.0 a

Type 2 96.7 91.9 b 91.3 b 39.3 41.1 42.9 53.1 152.6 b

Type 3 96.3 90.7 a 95.6 a 39.1 39.4 41.5 53.5 152.7 b

F-value 0.582 7.742** 12.960*** 0.130 1.649 1.270 0.120 2.874*

100

KS 100.0 87.1 97.0 40.3 39.3 42.0 53.3 157.1

Type 1 99.7 89.2 b 99.7 a 39.8 39.5 42.4 53.3 154.4 a

Type 2 100.1 91.8 a 92.0 c 39.6 38.3 41.4 53.0 149.6 b

Type 3 100.3 91.2 a 96.3 b 39.2 39.1 42.9 53.4 152.0 ab 

F-value 2.018 5.714** 39.966*** 0.626 1.431 0.672 0.119 5.354**

105

KS 105.0 89.3 95.8 40.4 39.8 43.7 53.4 156.1

Type 1 104.5 91.2 c 102.5 a 41.9 a 40.9 42.7 54.1 157.4 a

Type 2 104.7 97.0 a 96.3 c 38.6 b 40.0 42.3 53.4 152.6 b

Type 3 104.3 93.8 b 99.0 b 39.9 b 39.6 43.6 53.7 154.4 ab

F-value 0.342 9.748*** 10.295*** 7.426** 1.287 1.108 0.279 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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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 test: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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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굴곡이 있는 비만형으로 분류되었으나 드롭 1인

97-98구간에서 음영구간 인원의 37.7%로 가장 높은 분

포빈도를 보이고 있다. 유형 2는 배꼽수준허리에서 젖

가슴까지의 둘레치수가 가장 크고 엉덩이둘레는 가장

작은 H-O형 비만으로 전 호칭구간에서 젖가슴둘레가

엉덩이둘레보다 큰 치수를 보이고 있다. 4% 이상 음영

구간의 빈도는 43명으로 유형 2의 93.5%를 차지하고

드롭은 −19~−4cm의 분포로 드롭 −4인 97-93구간과

드롭 −9인 107-98구간에서 음영구간 인원의 18.6%로

가장 높은 분포빈도를 보이고 있다. 유형 2의 경우 엉

덩이둘레보다 배꼽수준허리둘레의 평균치수가 더 큰

하반신 O형 실루엣으로 유형 1, 유형 3과 달리 모든 호

칭구간에서 배꼽수준허리둘레 치수가 엉덩이둘레보다

더 크며 그 범위는 최소 0.4cm에서 최대 8.7cm에 이르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간별 목옆젖꼭지길이는

같은 호칭의 젖가슴둘레 구간에서도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젖가슴둘레가 커지면서 유방이 처지는 현상

도 두드러지므로 유방을 받쳐주는 기능이 보강되는 패

턴 및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유형 3은 상반

신이 발달한 Y형 비만으로 4% 이상 음영구간의 빈도

는 68명으로 유형 3의 81.9%를 차지하였다. 음영구간

의 드롭은 −9~1cm의 분포로 드롭이 음인 구간이 많으

나 배꼽수준허리둘레-허리둘레, 엉덩이둘레-배꼽수준

허리둘레의 드롭은 양의 값으로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형성함을 알 수 있다. 유형 3은 드롭 −4인 102-98구간

에서 음영구간 인원의 33.8%로 가장 높은 분포빈도를

보이고 있다. 유형 2와 유형 3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는 호칭은 102-93, 107-98, 107-103으로 이들 호칭구간

에서의 젖가슴둘레 및 엉덩이둘레, 목옆젖꼭지길이 등

의 참고치수는 표준편차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허리~배부위의 비만 정도에 따라 허리둘

레 치수는 같은 호칭구간에서도 유형별로 많은 차이가

나타나 이와 같은 결과는 패턴 설계시 참고치수는 유형

별로 달리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구간

별로 한 개 유형에만 포함된 호칭은 유형 1의 97-103,

102-103과 유형 2의 97-88, 107-93, 112-98, 112-103,

117-98로 가장 비만한 유형 2의 경우 그 빈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나 체형에 따라 특정 사이즈 구간에 대한 생

Table 6. Size distribution according to body type                     (Unit: Frequency (%))

Type

B. cir.

H. cir.
97 102 107 112 117 122 Total

Type 1

93 5 ( 7.1) 1 ( 1.4) 6 (   8.6)

98 23 (32.9) 12 (17.1) 2 ( 2.9) 37 ( 52.9)

103 8 (11.4) 13 (18.6) 2 ( 2.9) 23 ( 32.9)

108 1 ( 1.4) 1 ( 1.4) 2 (   2.9)

113 1 ( 1.4) 1 ( 1.4) 2 (   2.9)

Total 37 (52.9) 27 (38.6) 5 ( 7.1) 1 ( 1.4) 70 (100.0)

Type 2

83 1 ( 2.2) 1 (   2.2)

88 2 ( 4.3) 1 ( 2.2) 3 (   6.5)

93 8 (17.4) 7 (15.2) 2 ( 4.3) 17 ( 37.0)

98 6 (13.0) 8 (17.4) 3 ( 6.5) 2 ( 4.3) 19 ( 41.3)

103 2 ( 4.3) 3 ( 6.5) 5 ( 10.9)

108 1 ( 2.2) 1 (   2.2)

Total 11 (23.9) 14 (30.4) 12 (26.1) 6 (13.0) 2 ( 4.3) 1 ( 2.2) 46 (100.0)

Type 3

93 11 (13.3) 10 (12.0) 1 ( 1.2) 22 ( 26.5)

98 11 (13.3) 23 (27.7) 7 ( 8.4) 41 ( 49.4)

103 3 ( 3.6) 3 ( 3.6) 6 ( 7.2) 2 ( 2.4) 14 ( 16.9)

108 3 ( 3.6) 1 ( 1.2) 4 (   4.8)

113 1 ( 1.2) 1 (   1.2)

118 1 ( 1.2) 1 (   1.2)

Total 25 (30.1) 36 (43.4) 17 (20.5) 4 ( 4.8) 1 ( 1.2) 8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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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유무와 생산량을 결정해야함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년 비만여성의 체간부를 드롭치에 따라

몇 개의 특징적 집단으로 분류하여 비만 유형별로 치

수간격에 따른 치수규격을 설정함으로써 비만여성의

수영복 구매 및 착용 적합성을 높이며 특정 체형과 사

이즈 구간의 수영복 생산량 설계에 기초자료를 제시하

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체간부 드롭치에 의해 3개 체형으로 분류한 결과

유형 1은 젖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평균은 가장 작으

나 엉덩이둘레 치수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체간

부 드롭치의 평균이 유의적으로 가장 큰 값으로 세 유

형중 굴곡이 가장 뚜렷한 X형의 실루엣을 나타내고 있

다. 유형 2는 젖가슴둘레와 허리둘레, 배꼽수준허리둘

레 치수가 가장 크고 엉덩이둘레 치수는 가장 작은 상

반신이 발달한 유형이다. 허리둘레 이상의 체간부는

드롭치가 가장 작은 H형의 실루엣을 형성하나, 허리둘

레 이하의 하반신은 드롭치가 음의 값으로 엉덩이둘레

보다 허리둘레 및 배꼽수준허리둘레 치수가 큰 복부비

만의 O형 실루엣을 형성함으로써 가장 비만한 H-O형

의 실루엣을 나타내고 있다. 유형 3은 비만 전체집단의

평균에 가장 가까운 유형이다. 엉덩이둘레-젖가슴둘레

드롭치가 음의 값으로 상반신이 더 발달한 Y형의 실루

엣을 형성하였다.

2. 유형별로 젖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이원분류법

에 따라 치수구간을 설정하고 구간별 4% 이상의 빈도

를 나타내는 구간을 고찰하여 치수규격을 제시하였다.

유형1은 97-93, 97-98, 97-103, 102-98, 102-103의 5개

치수규격으로 커버율은 87.1%로 나타났다. 유형 2는

97-88, 97-93, 102-93, 102-98, 107-93, 107-98, 107-103,

112-98, 112-103, 117-98의 10개 치수규격으로 93.5%

의 커버율을 보이고 유형 3은 97-93, 97-98, 102-93,

102-98, 107-98, 107-103의 6개 치수규격으로 커버율은

81.9%로 나타났다. 구간별로 2개 혹은 3개 유형에 공

통으로 속한 호칭구간에서도 비만 정도에 따라 허리부

위의 치수에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패턴 설계시

참고치수는 유형별로 달리 적용되어야 하며 체형에 따

라 특정 사이즈 구간에 대한 생산 유무와 생산량을 결

정해야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향후 비만

중년여성을 위한 수영복 패턴 및 디자인 개발과 수영

복 빅 사이즈 시장의 활성화와 세분화에도 의의가 있

으리라 생각된다.

Table 7. Swimsuit size-designation and reference size according to body type            (Unit: cm)

Item

         Size-
Type    designation

Bust cir. Hip cir. Waist cir.
Waist cir.

(Omphalion)

Neck point to 

breast point

Biacromion

length

Waist back

length
Stature

Cover ratio

(%)

Type 1

97-93

97-98

97-103

102-98

102-103

97.4

97.4

97.9

101.5

101.6

94.7

98.0

101.2

98.4

102.4

87.1

87.8

89.5

87.8

92.3

87.6

89.8

92.3

90.0

93.6

29.9

29.2

28.7

29.2

29.0

41.3

38.6

40.6

39.8

40.9

40.2

40.3

39.2

38.7

40.3

155.6

154.4

155.5

152.3

157.0

87.1

Type 2

97-88

97-93

102-93

102-98

107-93

107-98

107-103

112-98

112-103

117-98

96.7

98.1

101.9

102.8

105.8

107.2

108.8

111.2

112.8

117.6

89.5

92.2

92.7

97.7

94.1

97.6

102.5

97.9

103.7

102.7

91.0

91.7

93.7

96.9

93.4

98.3

102.4

101.2

105.2

112.8

92.4

96.1

95.3

101.0

94.5

100.0

105.2

99.8

112.4

108.3

29.1

29.0

29.6

30.7

31.9

30.4

32.7

30.8

32.1

35.5

38.5

40.4

37.5

39.5

38.9

41.1

40.1

39.7

41.4

43.1

41.7

39.3

38.2

39.6

40.3

40.8

42.3

38.8

40.9

41.2

152.5

150.9

149.1

152.3

156.3

151.6

154.6

152.4

155.8

150.1

93.5

Type 3

97-93

97-98

102-93

102-98

107-98

107-103

97.8

96.9

101.1

101.6

106.4

107.5

93.3

96.7

94.1

98.1

97.9

102.4

89.3

90.9

89.5

92.9

93.5

96.4

91.7

94.5

90.7

95.7

95.7

99.8

29.1

28.9

29.3

29.8

29.2

30.9

38.9

39.0

39.4

39.4

40.4

41.2

39.2

39.8

38.6

39.1

40.1

38.9

151.9

154.1

150.3

152.9

155.2

156.1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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