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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global apparel product development, fla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key factor for technical design

communication. Proportionally correct flats based on correct scaled human body figures are imperative to

be successful in the fashion business. In this study the researchers were to develop body templates for flats

for Korean women body types using data from ‘Size Korea 2004 (5th)’, which is a Korean government app-

arel sizing project to analyze women's body measurements (age range 7-49). We measured 13 height meas-

urements, 6 width measurements, 8 circumference measurements, 6 length measurements, 3 angle measure-

ments and 5 body measurements. A body figure (i.e., schema) for each group was created by Pattern Design

Software (PAD) System 4.1. Muscle was added to the schema created by Adobe Illustrator to ensure a bet-

ter visualization and convenience for industry uses for flats. Developed body figure template of representa-

tive type had the largest difference in height level compared to exiting figures. It had a bigger head, lower

crotch level, and longer crotch depth and hip length than existing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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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글로벌 대량생산체계 의류 산업에서 비용과 제품개발

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려는 사안은 필수적이다. 의류 산

업에서 상품개발은 상품기획, 디자인 개발, 생산 및 판매

과정으로 전개된다. 이 때 의류 제조업자들은 표적 소비

자에게 잘 맞는 호칭 레이블과 피팅 바디를 개발과 생산

의 기준으로 삼는다. 브랜드 내 기획부서와 생산, 품질관

리부서, 공장 등이 공유하는 기성복 제조사양서에는 디

자이너의 스케치인 도식화, 원부자재, 사이즈 스펙과 생

산량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며 이 중 도식화는 디자인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보로서 의사소통의 핵

심이다. Oh(2000)에 따르면 국내 패션 도식화에 관한 연

구에서 패션 트렌드의 흐름을 표현하는 예술적인 일러스

트인 이미지화와 달리 도식화는 재단, 봉제 등의 제작과

정을 위한 설계의 역할을 한다고 정의하였다. 이 그림과

치수를 바탕으로 패턴과 봉제된 샘플이 만들어지게 되므

로 도식화는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도식화는 그리는 방법에 따라 플랫과 플로트로 나눌 수

있는데 티셔츠와 같이 평평하게 펼쳐진 형태를 가진 아

이템의 평면적인 도식화를 플랫이라 하고, 착용한 형태

의 입체적인 도식화를 포트폴리오 플랫(portfolio flat) 혹

은 플로트(float)라고 한다(Lee & Steen, 2015). 재킷과 같

이 평평하게 놓기 어려운 입체적인 부피를 가진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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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플로트는 착의한 형태를 표현하므로 원단이

흐르는 느낌과 착장된 의복 스타일까지 표현할 수 있다.

정확한 플랫의 비율을 위해서 실제 크기를 축도하여 그

리도록 도식화 매뉴얼을 제시하기도 한다(Bryant & De-

Mers, 2006; Lee & Steen, 2015).

그러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패션쇼 모델을 통

해 볼 수 있듯이 키가 크고 날씬한 몸을 이상적이라 여

겨, 기존의 애니메이션, 드로잉 분야, 패션 일러스트용

크로키 피겨 템플릿 제품과 같은 일반적인 도식화 작성

법에서는 인체 비율을 실제와 다른 8~9등신으로 표현

하도록 가이드하고 있다(Guerre-Lavigne, 1979; Lee &

Steen, 2015; Takamura, 2005/2012). 부위별 비율도 인체

데이터에 근거한 비율보다 표현적인 의도가 우선하여

실제 착장모습과의 비율의 차이가 크다. 실제 현장에서

도 맞춤복 뿐만 아니라 기성복 디자인 및 제품개발에 있

어서도 왜곡된 비율을 가진 스타일화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기존 내셔널 브랜드 디자이너, 독립 디자이너들과

패터너를 대상으로 기존의 스타일화에 대한 심층면접

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제품개발 시 옷의 크기와 비율

을 해석하는데 애매함을 언급하였고, 특히 허리선의 위

치나 옷길이와 상대적인 소매의 길이, 진동의 깊이, 옷

길이 등은 인체와 정확하게 대응되는 위치의 추정이 어

렵고 경험에 기초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

고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도식화 외에도 사이즈 스펙이

라는 보완된 자료와 추가적인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도식화는

해석의 자의성, 모호함과 부정확성으로 재샘플을 증가

시키거나 의사소통의 시간을 더 필요로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글로벌 대량생산환경을 고려한다

면 그 문제는 더 커지게 된다. 2005년을 시작으로 한국에

서는 글로벌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ZARA, H&M, MAN-

GO, FOREVER 21, UNIQLO 등 해외 SPA 브랜드의 진

출이 증가하고 있고(Kim, 2015), 주요 4대 SPA 브랜드

의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이후 매년 3.9% 성장

하는 전체 의류 매출에 비해 58.0%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Kim, 2013). 시간과 비용을 사용하여 효율을 극대

화해야 하는 이러한 대량생산과정에서는 소비자의 체형

이 반영된 효율적이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디자

인 도식화가 더욱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

값싸고 좋은 물건을 찾는 알뜰 구매자가 늘고 인터넷,

모바일 쇼핑이 확산되면서 해외 직접구매 시장이 활기

를 띄고 있다(Kim, 2015). 이러한 글로벌 패션 환경은 아

시안 마켓을 향한 공급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동서양

인의 체형 비율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존의 레귤러 사

이즈를 줄여서 만든 쁘띠(petite) 사이즈는 아시안 체형

비율을 그대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Global Market

Review”, 2008). 아시안 마켓 특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제품을 기획한다면 정확한 도식화 템플릿을 활용하여

대상 체형에 맞는 비율의 핏 의도를 계획하는 것이 개발

의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의사소통의 출발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 Size

Korea(Korea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

TS], 2004)에서 측정된 직접측정치수를 활용하여 한국

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정확한

비율의 체형 인식과 함께 실제적으로 디자인 개발 단계

의 도식화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연령그룹별 인체 비례

골격도(scale body figure)와 바디 템플릿을 제시하였다.

여성 인체의 연령별 변이와, 브랜드의 호칭 체계를 고려

하여 연령별 타겟 소비자 그룹에 맞게 제안된 인체 비례

골격도는 연령그룹별 표준비율로서 디자인 개발과 드

로잉 수업에서 교육자와 학생들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제5차 Size Korea 2004(KATS, 2004)

의 여성 7~49세 4,977명의 직접측정치에 대해 연령 및

항목별 평균을 분석하였다. 3,322명 여성의 직접측정치,

1,655명의 3차원 치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5차와 6차

Size Korea(KATS, 2004, 2010) 자료의 허리높이와 등길

이 측정방법과 그에 따른 치수, 즉, 허리의 수준 설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5차 Size Korea(KATS, 2004)

자료가 현재 현장에서 대표치수로 사용하는 허리둘레 측

정치와 유사하여 전체 비율을 설정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7세는 자세가 곧아지는 나이(Aldrich, 2009)이며 학령

기가 시작되는 나이이다. 체형 변이는 12세를 기준으로

급격한 성장을 멈추고 성장 정도가 완만해지다가 24세

이후로는 거의 변화가 없게 된다(Kim et al., 2001).

KS의 호칭규격(KATS, 2014a, 2014b)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의류 제품치수에 반영하여 아동복을 6~11세, 청

소년복을 12~17세, 성인복을 18~59세로 구분하고 있고

Size Korea 후속사업으로서『3차원 인체 형상을 이용한

여자 다기능성 의복생산용 바디 개발』연구보고서(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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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2005)에서 젊은 여성의 체형 특성을 뚜렷이 나타내

는 18~24세까지의 Young 그룹과 25~34세의 Young-Ad-

ult 그룹, 35~49세의 중년 여성의 체형 특성을 뚜렷이 나

타내는 Adult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높이, 너비, 길이, 둘레 항목 추

이에서 기울기가 급변하는 12세를 기준으로 연령대를 구

분하였다. 학령기가 시작되고 성장이 급격한 7~12세 구

간은 특히 9세를 기준으로 표준편차가 심해지는 경향

을 반영하여 2~3세로 연령 편차를 촘촘히 설정하였다.

성차가 두드러지는 12세를 기준으로 성장이 둔화되어 완

성되는 12~17세 구간은 편차를 넓게 두어 구간별 활용

도를 높였다. 선행연구와 18~49세에 속하는 전체 성인

여성의 체형 특성, 마켓 브랜드 타겟 연령 등을 고려하

여 효율적인 연령별 그룹을 Young, Young-Adult, Adult

세 그룹으로 보고 7세로부터 49세까지를 7그룹, 즉 7세,

9세, 12세, 17세, 18~ 24세 Young 그룹, 25~34세 Young-

Adult 그룹, 35~49세 Adult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분류

한 7그룹에 대해 높이 13항목, 너비 6항목, 둘레 8항목,

길이 6항목, 각도 3항목, 지수치와 계산치수 5항목, 총

41항목에 대해 평균, 표준편차를 분석하고 일원분산분

석과 던컨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치수를 패턴 설계 프로그램인 PAD Sys-

tem 4.1을 사용하여 그룹별 정면 골격도를 각각 작성하

였다. 도식화는 정면의 실루엣을 활용하여 뒷면을 표현

하므로 높이와 너비 비율을 알 수 있는 정면의 골격도를

작성하여 이를 뒷모습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식

화의 바탕으로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Illustrator CS를 활

용하여 3차원 형상 정보를 고려한 피부의 실루엣을 만

들었다. 체형의 변이가 적고 안정된 표준사이즈인 18~

24세 Young 그룹의 비례 골격도를 기존의 기성 바디와

가공된 비율의 바탕 그림과 비교하였다.

2. 분석에 사용한 측정항목

분석에 사용된 자세한 항목은 <Table 1>에 제시하였

다. 도식화는 평면상의 정면의 그림으로서 높이와 너비

를 중심으로 표현되므로 두께 항목은 고려하지 않았다.

계산치수는 Size Korea 자료에 높이나 너비가 측정되어

있지 않아 수직길이를 적용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 연

구자가 둘레치수와 직경의 비율을 반영하여 샘플들의

평균을 낸 결과로 설정하였다. 즉 무릎너비와 발목너비

가 측정에서 제외되어 있어 3차원 형상의 샘플 10명의

가상형상의 무릎둘레와 발목둘레를 수평으로 절개하여

무릎둘레와 발목둘레를 각각의 원주로 하는 지름을 계

산하고 그 지름에 대한 무릎너비와 발목너비의 비율을

적용하여 템플릿에 대입하였다.

또한 직접측정치에서 제외되어 있는 항목인 젖가슴

높이와 어깨각도는 Size Korea 3차원 형상 자료를 추가

로 사용하였다. 데이터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젖가슴높

이 측정이 가능한 3차원 자료 중 1,655명에 대한 젖가슴

Table 1. Items for measurements

Height

Stature (Dir M., 3D)

Width

Head width

Circumference

Neck base circumference

Head height Biacromial width Bust circumference

Bust height (3D) Bust width Waist circumference

Cervical height Waist width Waist circumference (Omphalion)

Acromion height Waist width (Omphalion) Hip circumference

Axilla height Hip width Thigh circumference

Waist height

Length

Shoulder length Knee  circumference

Waist height (Omphalion) Upper arm length Ankle circumference

Iliac spine height Arm length

Index value

Bust height/stature (3D)

Hip height Neck point to breast point Waist height/stature

Crotch height Bust point to bust point Crotch height/stature

Knee height Scye depth Measurement

calculated

Knee width

Lateral malleolus height

Angle

Shoulder slope left (3D) Ankle width

Shoulder slope right (3D)

Shoulder slope mean (3D)

Dir M.: Direct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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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측정치를 키로 나눈 지수치를 사용하여 젖가슴높

이는 키에 대한 젖가슴높이 비율을 적용하였다. 무릎너

비와 발목너비는 둘레치수에 대한 비율지수로 추정하여

반영하였고, 어깨각도는 3차원 형상 자료의 좌우 어깨

각도의 평균 치수를 적용하였다.

<Table 2>는 직접측정과 3차원 측정에 대한 각 연령그

룹별 측정자의 수를 보여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연령그룹별 치수변화와 체형 변이 고찰

7세부터 49세까지의 여성 직접측정치를 활용하여 연

령 및 항목별 평균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와 같이 높

이, 너비, 길이, 둘레 항목 모두에서 12세까지는 급격한 성

장을, 그 이후부터는 완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었다. 9세

부터 주요 둘레의 치수 표준편차가 심해지며 특히 여아

의 경우 12세는 성장률이 급격하게 늘고 허리가 잘록해

지며 유방이 돌출하는 등 여성 체형으로의 변화가 시작

되는 시기라고 하였다(Kim et al., 2002). 사춘기인 15세

까지 완만하게 성장하다가 16~18세에 성장이 완료되어

성인의 인체 비례에 도달하게 된다. 성숙된 여성의 체형

은 골반과 엉덩이 대퇴부위가 발달하고 허리 굴곡이 생

기며 몸 전체에 피하지방이 발달해 실루엣 곡선이 부드

럽게 된다(Kim et al., 2001).

체형 변이 추이와 마켓 브랜드 타겟 연령 등을 고려하

여 분류한 7그룹에 대해 가슴높이를 제외한 높이 12항

목, 지수치에 의한 무릎과 발목너비를 제외한 너비 6항

목, 둘레 8항목, 길이 6항목, 각도치수와 계산을 위한 3차

원 기타 치수에 대해 평균, 표준편차, 일원분산분석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높이 치수항목은 급격한 성장을 하다가 17세

이후 감소하거나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3)(Fig. 1(a)). 각 집단별 평균은 허리높이는 p<.01, 그 외

항목에서는 p<.001 유의수준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던컨테스트 결과 키는 각 연령집단별 평

균 차이에 뚜렷한 의미가 있으나 머리수직길이는 12세,

25~34세, 35~49세가 같은 부집단으로 분류되어 연령그

룹별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와

뒤목높이, 겨드랑높이, 허리높이, 배꼽수준허리높이는

18~24세까지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커지지만 중년 여

성이 더 작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이는 연령에 따른

Table 2. Number of samples                                                  (Unit: person)

　Age (yrs. group) 7 9 12 17 18-24 25-34 35-49 Sum

Direct measurement 250 260 263 318 730 711 790 3,322

3D measurement 11 59 70 43 422 509 541 1,655

Table 3. Height measurements                                                      (Unit: cm)

Age (yrs. group)
7

(n=250)

9

(n=260)

12

(n=263)

17

(n=318)

18-24

(n=730)

25-34

(n=711)

35-49

(n=790)
F

Stature 120.5 (4.8)a 131.9 (5.6)b 151.0 (6.1)c 159.7 (5.1)f 160.4 (5.1)g 158.6 (5.1)e 156.5 (5.0)d 2924.0***

Head height 020.5 (0.9)a 020.9 (1.0)b 021.9 (1.0)c 022.3 (1.0)d 022.3 (1.0)d 022.0 (1.0)c 021.9 (1.0)c 163.0***

Cervical height 099.9 (4.5)a 110.6 (5.2)b 128.1 (5.6)c 136.2 (4.7)f 136.5 (4.7)f 134.8 (4.7)e 133.2 (4.6)d 2862.0***

Acromion height 093.8 (4.3)a 104.0 (4.9)b 120.7 (5.4)c 128.6 (4.6)e 129.4 (4.6)f 127.9 (4.5)e 126.4 (4.4)d 2939.3***

Axilla height 087.2 (4.1)a 096.6 (4.6)b 112.3 (5.1)c 119.4 (4.4)f 119.8 (4.3)f 118.2 (4.4)e 116.4 (4.3)d 2665.9***

Waist height 073.3 (3.8)a 081.7 (4.2)b 095.4 (4.4)c 099.9 (4.1)f 100.4 (3.9)f 098.2 (4.0)e 096.6 (3.8)d 2111.2***

Waist height (Omphalion) 069.5 (3.4)a 077.8 (4.0)b 090.3 (4.1)c 094.5 (3.9)f 094.7 (3.7)f 092.4 (3.9)e 090.8 (3.8)d 1953.4***

Iliac spine height 064.1 (3.4)a 071.7 (3.9)b 083.6 (4.0)c 086.7 (3.7)e 086.8 (3.7)e 084.7 (3.7)d 083.3 (3.6)c 1685.2***

Hip height 058.2 (3.2)a 065.1 (3.7)b 075.8 (3.8)c 079.0 (3.6)e 078.7 (3.6)e 076.7 (3.6)d 075.3 (3.4)c 1500.2***

Crotch height 053.5 (3.1)a 060.3 (3.5)b 070.3 (3.5)c 073.0 (3.4)e 072.8 (3.4)e 071.2 (3.5)d 069.5 (3.2)c 1477.8***

Knee height 031.1 (1.8)a 034.5 (2.1)b 040.0 (2.3)c 041.1 (2.2)e 041.0 (2.1)e 040.3 (2.1)d 039.7 (2.2)c 991.8***

Lateral malleolus height 005.2 (0.5)a 005.7 (0.5)b 006.2 (0.5)c 006.3 (0.5)cd 006.3 (0.5)e 006.2 (0.5)d 006.2 (0.5)cd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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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 test results: a<b<c<d<e<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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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 변이와 별개로 한국인의 체형이 서구화되면서 키

가 크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을 보여준다.

어깨너비와 엉덩이너비는 성인 이후 치수가 유지되는

반면 가슴너비와 허리너비는 치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다(Table 4)(Fig. 1(b)). 무릎과 발목너비는 직

접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원분산분석에서 제외하고

<Fig. 3>과 같은 방법으로 비율로 추정한 치수를 사용

하여 <Table 8>, <Fig. 1(b)>에서 연령그룹별 변화를 함

께 살펴보았다. 던컨테스트 결과 머리너비는 17세 이후

연령그룹별 평균 차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엉덩이너비도 17세 이후 그룹별 차이가 뚜렷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Fig. 1(c)>와 같이 둘레 항목에서는 7세에

서 17세까지의 증가가 크고, 성인이 된 후에는 완만한

양상을 보인다. 목밑둘레, 넙다리둘레, 발목둘레는 증가

폭이 적다. 성인 이후에는 젖가슴둘레와 허리둘레 배꼽

수준허리둘레의 증가가 뚜렷하다. 특히 허리와 배꼽수

준허리둘레는 25세 중년 이후 증가폭이 뚜렷하다. 상대

적으로 엉덩이둘레의 증가는 크지 않다. 던컨테스트 결

과 엉덩이둘레는 17세, 18~24세, 25~34세 그룹이 같은

부집단으로 분류되어 평균 차이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넙다리둘레는 17세, 18~24세, 25~34세, 35~49세

그룹이 같은 부집단으로 분류되어 평균에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릎의 둘레는 18~24세, 25~34세, 35~

49세 그룹으로 가면서 평균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길이 항목의 증가는 17~18세를 기점으로 연령이 증가

함에 따라 일정 수준이 유지되는 반면 목옆젖꼭지길이

의 증가가 뚜렷하다(Table 6)(Fig. 1(d)). 각 연령집단별

평균 차이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옆젖꼭

지길이 항목은 성장기의 아동에서 성인이 되는 과정에

서 유방이 돌출하면서 점진적으로 길어지는 과정으로 해

석할 수 있으며, 34세 이후의 증가는 노화에 따른 체형

변이로 설명할 수 있다.

<Table 7>, <Fig. 1(e)>−<Fig. 1(f)>는 젖가슴높이, 어

깨각도 등 직접측정치에서 제외된 항목들로서 3차원 스

Table 4. Width measurements                                                      (Unit: cm)

Age (yrs. group)
7

(n=250)

9

(n=260)

12

(n=263)

17

(n=318)

18-24

(n=730)

25-34

(n=711)

35-49

(n=790)
F

Head width 14.4 (0.7)a 14.6 (0.8)b 14.9 (0.6)c 15.2 (0.6)d 15.2 (0.6)d 15.2 (0.6)d 15.2 (0.6)d 93.4***

Biacromial width 26.6 (1.5)a 29.0 (1.6)b 33.0 (1.9)c 35.6 (1.8)d 35.9 (1.7)d 36.1 (1.7)e 36.0 (1.7)e 1674.7***

Bust width 19.6 (1.3)a 21.5 (1.8)b 24.5 (2.2)c 26.8 (1.9)d 26.8 (1.8)d 27.7 (2.1)e 28.6 (2.0)f 1071.9***

Waist width (Natural Indentation) 18.1 (1.5)a 19.7 (2.3)b 22.0 (2.3)c 23.6 (2.2)d 23.6 (1.9)d 24.8 (2.2)e 25.9 (2.4)f 620.0***

Waist width (Omphalion) 19.4 (1.7)a 21.2 (2.4)b 24.5 (2.6)c 26.9 (2.5)d 26.9 (2.1)d 27.9 (2.5)e 29.0 (2.5)f 800.9***

Hip width 21.9 (1.5)a 24.1 (1.9)b 28.8 (2.4)c 32.3 (1.9)d 32.4 (1.6)de 32.4 (1.7)de 32.7 (1.7)e 2143.7***

***p<.001

Duncan test results: a<b<c<d<e<f

Table 5. Circumference measurements                                             (Unit: cm)

Age (yrs. group)
7

(n=250)

9

(n=260)

12

(n=263)

17

(n=318)

18-24

(n=730)

25-34

(n=711)

35-49

(n=790)
F

Neck base circumference 29.5 (1.9)a 31.6 (2.3)b 34.6 (2.4)c 36.5 (2.0)d 36.4 (2.1)d 37.2 (2.1)e 37.8 (2.2)f 715.7***

Bust circumference 57.9 (4.1)a 63.5 (6.2)b 73.6 (7.5)c 81.6 (6.6)d 82.3 (6.0)d 84.6 (6.8)e 88.3 (6.8)f 1102.5***

Waist circumference 53.2 (4.5)a 57.8 (6.9)b 63.6 (7.0)c 67.4 (6.7)d 67.3 (5.9)d 71.3 (7.1)e 75.5 (7.4)f 508.9***

Waist circumference (Omphalion) 55.3 (4.9)a 60.4 (7.3)b 68.2 (8.0)c 73.5 (7.3)d 73.9 (6.4)d 77.4 (7.3)e 81.0 (7.5)f 625.1***

Hip circumference 63.3 (4.6)a 69.6 (5.8)b 81.9 (7.1)c 91.4 (5.2)d 91.4 (4.9)d 91.3 (5.2)d 92.4 (5.0)e 1685.6***

Thigh  circumference 37.5 (3.7)a 41.7 (4.6)b 48.7 (5.4)c 54.3 (4.3)d 54.1 (4.2)d 54.0 (4.3)d 54.7 (4.0)d 868.5***

Knee  circumference 25.9 (1.9)a 28.6 (2.4)b 32.8 (2.6)c 35.5 (2.5)f 35.0 (2.3)e 34.3 (2.2)d 34.3 (2.2)d 787.4***

Ankle circumference 19.3 (1.1)a 20.9 (1.3)b 22.9 (1.4)c 23.5 (1.3)e 23.4 (1.2)de 23.3 (1.2)d 23.5 (1.2)de 583.2***

***p<.001

Duncan test results: a<b<c<d<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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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 데이터 1,655명의 측정치를 사용하여 추가 분석한 결

과이다. <Fig. 1(e)>의 좌우 평균 어깨각도는 연령이 높

아지는데 따라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f)>

와 같이 키에 대한 젖가슴높이의 상대치는 전 연령에서

71~73%로 성장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35~49세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젖가슴높이는 목옆

젖꼭지길이의 증가와 같이 노화에 따른 체형 변이로 설

명할 수 있다.

2. 부위별 치수에 의한 골격도와 바디 피겨의 작

성

<Fig. 2>는 골격도에 적용된 측정항목과 그 위치를 보

여준다. 높이 항목에 따른 수준을 정하고 중심선을 설정

한 후에 너비와 길이, 각도 각 항목별 평균치를 대입하

고 골격도를 완성하였다. 어깨부위는 어깨각도를 만족

시키는 어깨선을 목뒤점높이까지 사선으로 연결한 후

어깨길이를 적용하여 목부위 형태를 완성하였다.

무릎너비와 발목너비는 측정치수가 존재하지 않아 둘

레치수를 사용하여 원주율을 적용한 비율을 기준으로 연

구자가 설정하였다. <Fig. 3>과 같이 무릎둘레와 발목둘

레의 3차원 형상 단면 샘플을 분석한 결과 무릎너비는

무릎둘레의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한 원호로 볼 때 원지

름의 약 95%, 발목너비는 발목둘레의 무게중심을 기준

으로 한 원호로 볼 때 원지름의 약 80%에 해당하였다. 따

라서 무릎너비=무릎둘레/3.14×0.95, 발목너비=발목둘레/

3.14×0.8로 적용하였다.

연령그룹별 무릎너비와 발목너비는 <Table 8>과 같다.

골격도로는 부위별 비율을 알 수 있으나 세부적인 피

부의 유연한 복곡을 표현하기 어려우므로 도식화 제작

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루엣을 가진 바디 템플릿을 만

들기 위하여 Size Korea 3차원 스캔 형상의 실루엣을 일

러스트레이터로 편집하여 병합하였다. <Fig. 4>는 골격

도에서 도식화 바디로 전개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3차원

스캔 형상의 외곽선을 근거로 골격도에 근육과 피부가

입혀진 상태와 같은 바디 피겨 실루엣을 완성하였다. 치

수를 만족시키는 3차원 형상 데이터들이 바디 실루엣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었다. 3차원 스캔 시, 데이터의 완성

도를 높이기 위하여 팔을 든 상태로 측정했기 때문에 팔

이 벌어져 있으므로 도식화에서는 어깨점을 기준으로

Table 6. Length measurements                                                     (Unit: cm)

Age (yrs. group)
7

(n=250)

9

(n=260)

12

(n=263)

17

(n=318)

18-24

(n=730)

25-34

(n=711)

35-49

(n=790)
F

Shoulder length 09.3 (0.9)a 10.3 (1.0)b 11.7 (1.2)c 12.6 (1.0)d 12.8 (1.2)e 12.8 (1.2)e 12.6 (1.0)d 535.9***

Upper arm length 22.4 (1.3)a 25.0 (1.5)b 29.2 (1.7)c 30.8 (1.4)e 30.9 (1.5)e 30.6 (1.4)d 30.4 (1.4)d 1704.8***

Arm length 39.3 (2.1)a 43.6 (2.4)b 50.8 (2.9)c 53.6 (2.3)e 53.7 (2.4)e 52.7 (2.2)d 52.6 (2.2)d 1810.8***

Neck point to breast point 16.5 (1.6)a 18.0 (1.6)b 21.5 (2.3)c 24.6 (2.1)d 24.9 (2.0)d 25.9 (2.3)e 26.9 (2.3)f 1295.4***

Bust point to bust point 13.1 (1.4)a 14.2 (1.4)b 16.1 (1.7)c 17.5 (1.7)d 17.2 (1.6)d 17.5 (1.9)d 17.9 (1.9)e 368.6***

Scye depth 12.6 (1.3)a 14.1 (1.6)b 15.8 (1.6)c 16.9 (1.6)d 17.0 (1.5)de 17.0 (1.6)de 17.2 (1.5)e 445.8***

***p<.001

Duncan test results: a<b<c<d<e<f

Table 7. 3D measurement for each group                                       (Unit: cm, %)

Age (yrs. group)

7 

(n=11)

9 

(n=59)

12 

(n=70) 

17 

(n=43)

18-24

(n=422)

25-34

(n=509)

35-49

(n=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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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re 122.8 03.8 129.9 18.1 148.0 21.0 160.4 05.3 160.4 05.2 159.0 09.3 156.1 14.3

Bust height 087.4 03.0 093.8 13.4 107.6 15.6 115.9 04.3 115.6 04.6 113.9 07.1 111.1 10.5

Shoulder slope (Right) 030.1 02.7 027.9 03.9 027.4 03.5 026.2 03.5 025.7 04.1 024.6 03.8 024.4 04.0

Shoulder slope (Left) 029.8 03.0 028.4 04.1 027.6 04.2 025.5 03.1 025.2 03.5 024.6 03.3 024.1 03.5

Shoulder slope (Mean) 030.0 02.9 028.1 04.0 027.5 03.8 025.8 03.3 025.4 03.8 024.6 03.6 024.2 03.7

Bust height/stature 071.2 78.2 072.2 73.7 072.7 74.3 072.2 81.9 072.1 87.4 071.6 76.9 071.1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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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을 안으로 회전시켜 자연스러운 팔의 각도로 수정하

였다.

바디 피겨<Fig. 5>는 연령그룹별 실제 비율에 따라 높

이 항목에 따른 수준을 정하고 중심선을 기준으로 너비의

각 항목별 평균치를 대입하여 골격도를 작성한 것이다.

각각의 연령그룹과 비교하면 성장에 따라 허리 굴곡

이 두드러지다가 다시 중년으로 가면서 밋밋한 굴곡을

보인다. 중년 여성의 엉덩이너비는 젊은 여성의 엉덩이

Fig. 1. Size changes for the ag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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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비보다 크지 않고 허리너비는 더 넓어 밋밋한 허리선

을 보여준다. 이는 18~49세 여성 연령별 하반신 체형 연

구에서 가슴둘레 편차에 비해 엉덩이둘레 편차를 같거

나 적게 설정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Chung, 2000). 또

한 중년 여성의 드롭치에 따른 체형 특성 연구에서 Yoon

and Suh(2009)는 체형그룹별로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반면 엉덩이둘

레는 개인차가 크지 않아 평균적으로 엉덩이둘레는 중

년에서는 가슴둘레, 허리둘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비율을 보인다.

<Fig. 6>은 플랫 드로잉을 위한 인체 실루엣이 반영된

연령그룹별 바디 피겨를 보여준다.

Fig. 2. Place of the measurements.

Table 8. Knee width and ankle width calculated

Age (yrs. group)
7

(n=250)

9

(n=260)

12

(n=263)

17

(n=318)

18-24

(n=730)

25-34

(n=711)

35-49

(n=790)
F

Knee width
1)

8.3 9.1 10.5 11.3 11.2 10.9 10.9 787.4***

Ankle width
1)

4.9 5.3 05.8 06.0 05.9 05.9 06.0 563.8***

***p<.001

1): Measurement calculated

Fig. 3. Cross section at the knee and ankl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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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령그룹별 인체 비율의 고찰

<Fig. 7>에서는 연령그룹별로 키에 대한 상대적인 비

율을 보기 위하여 각 그룹의 키를 100으로 하여 각 높이

의 비율을 비교하였다. 연령그룹별로 두신지수가 작아

지는 큰 비율의 변화가 있는데 얼굴수직길이를 키로 나

Fig. 4. Process of flat body figure development for young age group.

Fig. 5. Body figure (schema) by the ag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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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두신지수는 7세에 5.89로서 가장 작고 연령 증가에 따

라 점점 증가하다가 25~34세 Young-Adult 그룹은 7.2등

신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젖가슴높이는 연령에 상관

없이 키에 대한 유사한 비율을 갖는 것으로 보이며 엉덩

이높이는 7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키의 약 1/2 위

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드로잉 템플릿 기

준에서 키의 1/2 위치를 샅높이로 잡고 있는 것과는 다

른 결과를 보여준다. 키의 3/4 수준에는 겨드랑이 위치 즉

진동깊이가, 1/4 수준에는 무릎이 위치하고 있다. <Fig.

1(f)>와 같이 키에 대한 젖가슴높이의 상대치는 전 연령

에서 71~73%로 전 연령에서 거의 유사한 비율을 보여주

고 있으며 어깨각도는 연령에 따라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Kim(1998)는 두신지수가 코카시안 백인 여성(i.e., 7.78)

에 비해 아시아 여성(i.e., 7.23)이 작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종에 따른 다리의

길이에 차이가 있는데 엉덩이 수준을 기준으로 한 다리

길이는 아시안 여성이 1cm 짧은 것으로 설명하였다.

Kim and Sohn(2007)은 북경과 상해 여성 19~50세

1,381명의 99항목을 측정한 결과 북경은 7.04, 상해는

7.14로 두신지수가 한국인보다 더 작았다. 연령그룹별로

살펴보면 19~24세 여성은 여성 평균 7.14 두신지수를 가

지며 두 집단 모두 엉덩이 높이는 키의 약 1/2 위치에 해

당된다고 하였다.

Fig. 6. Body figure for flat by the age group.

Fig. 7. Proportion of the body figure for each ag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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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mer and Alto(2006)는 이상적인 체형 비율을 8등신

으로 제시하고 개인 체형 분석을 위해 측정 워크시트를

작성하고 벽면에 인체 실루엣을 그려 패턴에 적용하고

있다. 허리의 위치는 겨드랑이와 엉덩이둘레선의 중간이

되며 무릎은 엉덩이둘레와 발끝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하

여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백인 여성, 중

국 여성과 다른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전

체적인 비율은 템플릿을 기준으로 작은 두신지수와 짧

은 다리길이가 적용되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Lee et al.(2007)는 미국과 한국 여성의 체형 연구에서

뒤목높이에 대한 주요 부위의 높이비율을 체형별로 비

교하였다. Hourglass, Bottom hourglass 체형에서 젖가슴

높이가 한국인이 높고, Bottom hourglass, Inverted trian-

gle, Rectangle 체형에서는 한국인의 허리높이와 엉덩이

높이가 미국인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Size Korea 후속연구 사업조사인『한국과 미국 성인

의 3차원 인체치수 비교』보고서(KATS, 2006)에서 한국

인 여성 463명, 미국인 여성 1,537명의 치수를 분석한 결

과를 보면 키를 1로 보았을 때 18~25세 한국, 미국 여성

의 각 부위의 상대치는 뒤목높이, 배꼽수준허리높이, 샅

높이, 무릎높이는 미국 여성이 높고 유장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높이는 한국 여성이 더 높고 샅높이는 더

낮아 한국 여성이 허리 아래 엉덩이부위가 상대적으로

더 긴 것을 알 수 있다. Yi and Istook(2008)에 따르면 직

접측정치를 통한 분석과는 달리 키 지수치에서는 키에

대한 다른 높이 항목의 지수치는 미국인 여성이 유의적

으로 크지만, 키에 대한 타 너비 항목의 지수치는 한국인

여성이 유의하게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연구 바디 템플릿과 기존의 바디 피겨 비교

연구자는 연구결과인 바디 템플릿의 활용성을 확인하

기 위하여 표준형상바디와 3차원 형상, 기존의 드로잉

템플릿, 기존의 바디 피겨와 비교하였다. <Table 9>와 같

이 글로벌 바디사의 차이니즈 핏의 바디와 Size Korea에

서 제시하는 20대 표준체형 형상은 가장 현실적인 비율

의 체형으로서 실제 바디로 제작하여 패턴 제작과 피팅

에 사용되고 있어 본 논문의 측정치수를 이용한 바디 피

겨 템플릿과 비교하기 적합한 형태로 판단되어 선정하

였다. 그리고 드로잉 템플릿은 테크니컬 디자인을 위한

도식화와 스타일화를 위한 작성법 교재로서 현재까지

오랫동안 활용되어 오고 있는 템플릿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바디 피겨는 기존의 피겨보다 머리는 크고, 샅

높이는 짧고, 밑위수직길이, 엉덩이길이와 너비치수들은

길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특히 기존의 도식화 템플

릿들은 실제와 달리 샅 수준이 키의 1/2 위치에 위치하

Table 9. Comparison of developed figure with existing images

(a) (b) (c) (d) (e)

Alvanon Standard

China | ADULT. (2017).

www.alvanon.com

5th Size Korea

20's Woman standard

(KATS, 2004)

6th Size Korea

20's Woman standard

(KATS, 2010)

Guerre-Lavigne.

(1979). p. 6.

Bryant and DeMers.

(2006).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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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다리가 지나치게 길게 표현되어 있었다. 연구의 바

디 피겨와 인체 비율이 적용된 형상, 그리고 비율을 고려

한 도식화 템플릿과 비교하였다. <Table 9>를 살펴보면

<Table 9(a)>는 3차원 형상 정보를 활용한 글로벌 바디

폼 제작업체인 알바논사의 차이니즈 핏 리얼 바디 형상

과 비교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인체 비례와 형태가 유

사하게 나타났다(“Alvanon Standard China | ADULT”,

2017). 단 젖가슴높이, 샅 위치와 엉덩이 수준은 연구 피

겨보다 높게 설정되었고 어깨점의 높이가 바디가 높아

각도에 차이가 있었다. 심미성과 착용 편의성을 고려해

야 하는 바디의 특성이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9(b)>는 5차 Size Korea(KATS, 2004) 20대 여성

표준체형 형상과 비교한 결과로서 구간부와 다리의 주

요 부위 수직, 수평 비율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Table 9(c)>는 6차 Size Korea(KATS, 2010) 20대 여

성 표준형상과 비교한 것으로서 직접측정치에서 등길

이가 길게 측정되는 것과 달리 3차원 형상의 주요 높이

치수는 도식화 템플릿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차

와 6차 Size Korea(KATS, 2004, 2010)에서 실제의 허리

수준은 유사하나 허리둘레의 측정위치와 치수에 차이

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9(d)>−<Table 9(e)>는

전통적인 방식의 스타일화 드로잉 바디 피겨로서 <Ta-

ble 9(d)>의 Guerre-Lavigne(1979)는 샅 수준을 제외한

높이의 수준은 유사하지만 얼굴의 크기, 허리너비에서

차이를 보이며, <Table 9(e)>는 Bryant and DeMers(2006)

가 제시한 쁘띠 체형의 크로키 바디 피겨로서 주요 높이,

얼굴의 크기와 허리너비, 어깨의 각도 등에서 도식화 템

플릿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 Size

Korea(KATS, 2004)에서 측정된 직접측정데이터를 활용

하여 연령그룹별 치수변화를 고찰하고, 브랜드의 디자

인 개발과 테크니컬 디자인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비율

에 맞는 도식화와, 의류 제작의 표준바디 비율 정보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비율의 연령그룹별 인체 비례 골격

도와 바디 템플릿을 제시하였다.

연령그룹별 치수변화와 체형 변이 고찰 결과 주요 높

이치수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커지지만 18~24세 그

룹을 정점으로 중년 여성이 더 작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어깨너비와 엉덩이너비는 성인 이후 유지되며 가슴너비

와 허리너비는 계속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항목별 평

균치를 대입하여 골격도를 작성한 후 피부 실루엣을 가

진 바디 템플릿을 만들기 위하여 Size Korea 3차원 스캔

형상의 실루엣을 일러스트레이터로 편집하여 병합하여

부위별 치수에 의한 골격도와 바디 피겨를 작성하였다.

연령그룹별 인체 비율을 고찰한 결과 엉덩이높이는 모

든 연령대에서 키의 약 1/2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었

으며 키의 3/4 수준에는 겨드랑이가, 1/4 수준에는 무릎

이 위치하고 있었다. 연구에서 제시된 바른 비율을 가진

연령그룹별 인체 비례 골격도와 바디 피겨 템플릿은 최

근 실제 비율을 고려하여 개발된 형상과는 유사한 비율

을 보이지만 기존의 도식화를 위한 바디 피겨와 비교할

때 높이 비율에 가장 큰 차이가 있었다. 연구의 바디 피

겨는 기존의 피겨보다 머리는 크고, 샅높이는 낮고, 밑위

수직길이, 엉덩이길이와 너비치수들은 길게 나타나는 차

이가 있었다. 기존의 도식화용 바디 피겨는 실제와 달리

허리는 가늘게, 다리가 길게 표현되어 있었으나, 연구의

바디 피겨는 덜 잘록한 허리, 실제 비율의 주요 수준 등

정확성이 증가하였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연령그룹별 바디 피겨는 기획 단

계의 도식화 작성에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연령

별 변이와 동서양 인체 비율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토대

로 이를 반영한 디자인 비율의 패턴이나 그레이딩 과정

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인을 소비자로 하는

새로운 디자인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인체 비례를 반영한 정확하고 일관된 도식화 제작은

생산자들에게 핏 적합성을 증가시키고 미적으로 만족스

러운 제품개발을 도와주며 정확한 의사소통을 도와 샘

플 제작횟수를 줄일 수 있고 따라서 효율적인 디자인 기

획력을 도모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으

나 인종, 성별, 호칭별, 체형별 스케일 바디 피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같은 연령그룹 내에서 호칭별 차

이를 분석하여 재킷용, 하의용, 사이즈별 그레이디드 템

플릿을 활용한다면 타겟 그룹별 바디 피겨를 이용한 제

품개발과 그레이딩에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도식화에서 주로 사용하는 앞면

을 분석에 사용하였지만 부가적인 핏 표현을 위해서는

뒷면과 옆면의 분석도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템플릿은

신발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의 높이 분석이 이루어져 실

제 하이힐과 같은 굽이 있는 신발을 착용할 경우에는 하

반신 길이 추가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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