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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a somatotype of teenager's that was suitable to improve the reality of a virtual model

size. We analyzed 843 teenagers 12-18 years old from the 6th Size Korea data. First, factor analysis was

done for abstracting new criteria and dividing the somatotype; subsequently, we selected the waist height

proportion to stature (body proportion) and drop (torso shape). Next, the cluster analysis was done with

these criteria; subsequently, 5 body proportion types and 7 torso shapes were distinguished. A virtual model

size for 4 somatotype with more than 50 persons was also designed by a regression analysis that constituted

sizes for each factor. The designed model size was compared with body size as well as with Clo's virtual

model size. The research model showed a high similarity in sizes with body as well as improved reality

over the Clo model that presented size problems such as low waist height, bigger bust, and smaller thigh

circumference than the real body.

Key words: Virtual fitting, Teenagers's somatotype, Avatar sizing, Waist height ratio, Drop; 가상피팅, 여

자 청소년 체형, 모델치수 설계, 허리높이비율, 드롭

I. 서 론

온라인 쇼핑, 모바일 쇼핑을 통한 패션제품 구입은 수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1월 온라인 쇼

핑 동향 보고에 따르면 의류제품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

은 전년 동월대비 31.6%, 전월대비 21.5% 증가하였으며

특히 신발(67.6%), 의복(66.2%), 가방(65.4%)의 모바일 쇼

핑 비중은 전체 상품의 모바일 쇼핑 비중(56.4%)보다 더

높았다(Statistics Korea, 2017). 이 중 나이가 어릴수록, 여

자일수록 모바일 쇼핑 경험, 빈도, 시간이 많다고 보고

된 바 있으므로(Lee, 2016) 여자 청소년은 성인여성과 더

불어 온라인 쇼핑 및 모바일 쇼핑의 주 관여집단이라 하

겠다.

그러나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의류제품을 쇼핑할 경우,

맞음새 확인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제품치수와 맞음새

관련 정보도 매우 미흡하고 부정확하기 때문에 적합한

치수나 원하는 피트의 제품을 선택하기 어렵고 이는 교

환, 반품, 수선 등 의류제품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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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Ha, 2009; Kang, 2014b; Kim et al., 2013). 따라서 간

접구매환경에서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

로 가상모델과 가상착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가상착의는 간접 구매환경에서 의복의 특성, 즉 실루

엣과 디테일 및 치수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

법이다. 정장이나 교복, 청바지 등 피트성이 요구되는 의

복은 호칭이 세분되어 있고 여유량도 비교적 일정한 편

이기 때문에 착용하는 치수가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착

용상태의 피트도 어느 정도 예상가능한 편이다. 따라서

가상착의를 통해 전체적 맞음새와 어깨, 의복길이 등의

부분적 맞음새 그리고 색상과 디자인 특성을 확인하고

자 할 것이다. 그러나 캐주얼 의류와 루즈핏(loose fit) 의

류는 길이와 품에 대한 소비자 수용범위가 넓은 편이나

개인에 따라 수용기준이 제각각이고 같은 치수라도 디

자인에 따라 여유량이 현저히 다르므로 평소 자신에게

적합한 치수를 선택했어도 그 피트와 실루엣을 예상하

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개인마다 선호하는 여유량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원하는 치수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더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피트성이 요구되는 의복보다

가상착의를 통한 피트 확인이 더 필요한 의복이라 하겠

다. 실제로 캐주얼 의류를 주로 착용하는 청소년 전기 소

녀들은 의복의 맞음새, 즉 피트를 매우 중요한 의복선택

기준으로 여겼고(Tselepis & de Klerk, 2004), 9~14세 소

녀들도 의류선택기준 중 피트를 가장 중시하고, 다음으

로 어울림, 편안함을 중시하고, 선호색, 유행, 브랜드 등

은 보통으로 여겼다(Lee et al., 2007). 따라서 청소년들이

온라인 쇼핑이나 모바일 쇼핑에서 쉽게 피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체형특성을 반영한 가상모델 개발 및 활용환

경을 마련함으로써 온라인 쇼핑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향

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근까지 가상착의용 모델 개발 연구로는 가상모델과

인체의 치수 및 형태를 비교한 연구(Kang, 2014a, 2016;

Lee & Sohn, 2012), 중년여성의 상반신 비만유형을 분

석한 3D 가상모델 제작 연구(Lim, 2010) 등 성인용 가상

모델 연구가 대부분이다. 청소년용 연구로는(Choi, 2013)

7~12세, 13~18세로 집단을 구분한 후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비례 차이를 밝히고 다분포 구간의 키와 허리둘레

로 48개 호칭의 부위별 치수를 산출한 연구가 있다. 그

러나 청소년 시기는 2차 성징의 발현시기에 따라 같은

연령이라도 아동과 같은 체형, 여성과 같은 체형 등 신

체비례와 토르소 실루엣이 확연히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연령구분에 따른 신체비례 차이 이외에 2차 성징을 반

영하는 몸통실루엣 차이에 따라 집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자 청소년용 가상모델 개발을 위

해 신체비례와 실루엣 차이를 반영한 체형구분기준을 활

용하여 체형집단을 구분하고자 한다. 또한 체형별 가상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현 여성용 가상모델치수와 비교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용 가상모델 설계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여자 청소년용 가상모델 개발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소비자들의 실제 활용에

적합한 가상모델을 설계하기 위해 소비자가 알기 어려

운 다양한 부위의 치수입력 대신 키와 허리둘레 등 대표

치수를 입력하여 자동으로 형성되는 가상모델의 치수정

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여자 청소년용 가상모델 개발을 위해 체형

구분기준 분석, 객관적 기준에 의한 집단수 설정, 다분

포 체형의 가상모델 설계 및 기존 모델과의 치수비교 검

증으로 구성된다. 체형구분기준 설정과 분류방법 및 가

상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방법은 선행연구(Kang, 2016)

에 따랐다.

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여자 청소년복의 치수(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09)에 따라 만

12~18세로 정하였고 치수데이터는 해당 연령이 모두 포

함된 제6차 사이즈코리아 직접계측자료(KATS, 2010)를

활용하였다. 분석대상자의 보편성 확보를 위해 키호칭,

가슴둘레호칭, 허리둘레호칭 및 엉덩이둘레호칭 분포가

5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총 분석인원은 843명이

었다.

2. 연구내용 및 분석방법

1) 체형분류기준 설정 및 체형집단 구분

체형구분기준을 추출하기 위해 신체 중요 치수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요인별 구성치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소비자들의 가상모델 활용가능성을 높

이기 위해, 치수항목에 대한 소비자들의 친숙도와 측정

난이도를 고려하여 대표치수를 선정하였다. 분석항목은

신체치수와 지수치수로 구성된다. 신체치수는 높이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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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키, 목뒤높이, 어깨높이, 허리높이, 샅높이, 무릎높이,

길이항목의 어깨사이길이, 등길이, 겨드랑앞벽사이길이,

겨드랑뒤벽사이길이, 팔길이, 샅앞뒤길이, 몸통수직길이,

둘레항목의 젖가슴둘레(이하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

이둘레, 위팔둘레, 팔꿈치둘레, 넙다리둘레, 무릎둘레, 장

딴지둘레로 총 21개 항목이었고 지수치수는 키에 대한

어깨사이길이지수, 등길이지수, 허리높이지수, 팔길이지

수, 샅높이지수로 5개 항목이었다.

체형집단 구분을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군집

수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체형집단 간 유의차를 보이

는 동시에 체형집단 내 대상자들 간에 체형구분치수의

유의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집수를 정하였다. 이를 위

해 최소값, 최대값 및 표준편차에 근거하여 최초 군집수

를 정한 후 각 군집별로 신체크기에 따른 체형특성의 유

의차를 추가 분석하여 해당 군집의 재구분 여부를 결정

했다. 신체크기 구분은 여자 청소년복의 치수(KATS, 2009)

에 따랐다.

2) 가상모델 설계 및 부위별 치수검증

소비자 커버율에 따라 필요한 가상모델수를 파악하기

위해 체형별 분포를 분석하였으며 50명 이상의 다분포

4체형의 가상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기존 가상모델치수

및 신체치수와 비교함으로써 기존 가상모델의 치수왜곡

문제를 파악하는 동시에 가상모델 설계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기존 모델은 연구 및 업체 활용도가 높은 Clo의 가상

모델(버전 2.1.99)을 활용하였으며 비교항목은 목뒤높이,

허리높이, 무릎높이, 수직등길이, 어깨사이길이, 겨드랑

앞벽사이길이, 겨드랑뒤벽사이길이, 팔길이(수정), 가슴

둘레, 엉덩이둘레, 위팔둘레, 넙다리둘레였다. 이 중 등

길이와 팔길이는 측정법에 따른 오차를 반영하여 신체

치수를 수정하였다. 등길이는 목뒤높이에서 허리높이를

뺀 수직등길이로 수정하였고 팔길이는 제6차 사이즈코

리아(KATS, 2010) 3D 계측자료의 직접계측 팔길이(팔

을 구분린 상태)와 3D 계측 팔길이(팔을 자연스럽게 편

상태)의 연령별 평균 차이를(23.6mm) 반영하여 수정하였

다.

새로운 가상모델은 각 요인을 구성하는 치수들로 회귀

분석하여 설계하였다. 체형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

해 체형별로 각각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가상모델 설

계치수는 목뒤높이, 어깨높이, 허리높이, 샅높이, 무릎높

이, 어깨사이길이, 등길이, 겨드랑앞벽사이길이, 겨드랑

뒤벽사이길이, 샅앞뒤길이, 팔길이, 가슴둘레, 엉덩이둘

레, 위팔둘레, 넙다리둘레, 장딴지둘레였다. 키와 허리둘

레는 체형에 따라 선택한 가상모델을 개인치수에 맞게

조절할 때 직접 입력하는 항목으로 사용하므로 설계항

목에 포함하지 않았다.

모든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24를 사용하였다.

III. 결 과

1. 체형특성 파악을 위한 요인분석

여자 청소년 대상자 843명의 연령집단별 주요 치수분

포는 <Table 1>과 같다. 키는 1,446~1,769mm, 가슴둘레

는 657~1,040mm, 허리둘레는 539~954mm, 엉덩이둘레

는 748~1,104mm이었다. 연령별 성장특성을 간단히 살

펴보면, 청소년 후기(16~18세)는 전기(13~15세)에 비해

키가 26mm, 등길이는 13mm, 허리높이는 11mm 크고 가

슴둘레와 엉덩이둘레는 각각 30mm, 37mm, 허리둘레는

17mm 크지만 어깨사이길이는 큰 변화가 없었다.

체형구분 기준추출을 위해 높이 6항목, 길이 7항목, 둘

레 8항목 및 키에 대한 지수 5항목을 요인분석한 결과,

5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총 설명력은 86.551이었다(Table

2). 요인별 구성요소는 <Table 3>과 같다. 요인 1은 넙다

리둘레, 위팔둘레, 엉덩이둘레, 가슴둘레, 장딴지둘레, 허

리둘레, 무릎둘레, 샅앞뒤길이, 팔꿈치둘레로 신체굵기

와 관련된 요인(신체굵기 요인)이었고 요인 2는 목뒤높

이, 키, 어깨높이, 허리높이, 샅높이, 무릎높이, 팔길이, 몸

통수직길이로 신체길이와 관련된 요인(신체길이 요인)

이었으며 요인 3은 어깨사이길이지수, 어깨사이길이, 겨

드랑앞벽사이길이, 겨드랑뒤벽사이길이로 어깨형태에

관한 요인(어깨형태 요인)이었다. 요인 4는 수직등길이

지수, 허리높이지수, 등길이로 상체길이비율에 관한 요

인(상체길이비율 요인), 요인 5는 팔길이지수와 샅높이

지수로 사지길이비율에 관한 요인(사지길이비율 요인)

이었다.

요인별 특성을 살펴보면 요인 1과 3은 각각 신체굵기

와 어깨형태 특성으로 독립적 특성을 보이지만 2, 4와 5

는 신체 상하길이 및 그 비율특성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다. 즉 어깨형태 요인을 제외하면 크게 신체굵기 요인과

신체 상하길이 또는 그 비율요인으로 대분할 수 있다. 따

라서 이 두 요인을 체형구분기준 요인이라 하겠다. 한

편, 어깨형태 특성 요인은 재킷 등 상의의 맞음새를 결

정짓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 크기와 더불어 어깨경사

각도, 척추의 휘어짐 등 자세와 관련된 치수들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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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하므로 추후 분석을 통해 특성을 밝힐 필요가

있다.

2. 체형구분기준 추출을 위한 요인별 상관관계 분

석

요인분석 결과, 크게 신체굵기 요인과 신체 상하길이

또는 그 비율요인으로 대분되었으므로 이 두 특징을 대

표하는 치수를 추출하여 체형구분기준으로 활용하기 위

해 요인별 구성치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신체굵기 요인의 경우<Table 4>, 팔과 다리 관련 둘레

치수들 간의 상호상관을 제외하면 가슴둘레가 상체의 허

리둘레(.872) 및 위팔둘레(.853)와 상관이 가장 높았고,

엉덩이둘레는 하체의 넙다리둘레(.915), 무릎둘레(.829),

Table 1. Distribution of main body sizes of 13-18 years old girls                      (Unit: mm)

Size Age Mean S.D. Min. Max. 5% 25% 75% 95%

Stature

13-15 1,576 57 1,448 1,725 1,480 1,536 1,614 1,672

16-18 1,602 58 1,446 1,769 1,510 1,560 1,644 1,701

Total 1,589 59 1,446 1,769 1,490 1,544 1,630 1,685

Waist L.

13-15 374 22 308 437 337 359 390 412

16-18 387 21 327 449 353 373 402 420

Total 380 23 308 449 343 365 396 416

Waist H.

13-15 972 40 870 1,073 907 944 1,001 1,037

16-18 983 43 865 1,127 915 955 1,012 1,058

Total 977 42 865 1,127 911 948 1,006 1,046

Bishoulder L.

13-15 374 26 290 441 332 356 392 418

16-18 376 27 310 454 332 355 396 419

Total 373 26 302 457 330 355 391 416

Bust C.

13-15 810 78 664 1,027 695 750 865 952

16-18 840 73 657 1,040 737 785 887 976

Total 825 77 657 1,040 705 768 875 966

Waist C.

13-15 682 76 540 954 571 627 732 810

16-18 699 70 539 934 600 645 745 823

Total 690 73 539 954 584 635 740 820

Hip C.

13-15 893 67 748 1,065 787 847 938 1,008

16-18 930 59 785 1,104 840 883 970 1,032

Total 911 66 748 1,104 799 865 955 1,021

C.: Circumference, H.: Height, L.: Length

Table 2. Total variance explained

Component

Initial eigenvalues Extrac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Rota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Total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Total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Total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1 10.947 42.105 42.105 10.947 42.105 42.105 8.203 31.549 31.549

2 05.441 20.929 63.034 05.441 20.929 63.034 7.248 27.878 59.427

3 02.827 10.874 73.907 02.827 10.874 73.907 3.062 11.777 71.205

4 02.202 08.470 82.378 02.202 08.470 82.378 2.523 09.705 80.910

5 01.085 04.173 86.551 01.085 04.173 86.551 1.467 05.641 86.551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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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딴지둘레(.852), 샅앞뒤길이(.770)와 상관이 가장 높았

다. 따라서 상체의 가슴둘레와 하체의 엉덩이둘레를 대

표항목으로 볼 수 있다.

신체길이 요인의 경우<Table 5>, 모든 부위 간 유의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각 부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부위는 목뒤높이(.978)와 어깨높이(.966)가 키와 상관이

가장 높았고 목뒤높이(.930), 샅높이(.892), 무릎높이(.840)

는 허리높이와 상관이 가장 높았으며 팔길이는 어깨높이

(.806)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키는 목뒤높이

와 어깨높이를 대표하고 허리높이는 샅높이와 무릎높이

를 대표한다고 하겠다. 팔길이도 어깨높이와 상관이 가장

높았으나(.806) 허리높이(.799)와의 상관과 차이가 크지

않아 허리높이로 대표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키와 허

리높이를 신체길이 요인의 대표항목이라 하겠다. 또한

키와 허리높이는 소비자에게 비교적 친숙하고 측정이

용이한 부위이므로 소비자들의 가상모델 선택 및 활용

편의성을 고려할 때 키와 허리높이를 대표항목으로 추

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 외 상체길이비율과 사지길이비율 요인은 모두 신

체의 길이비율이란 특성을 가지므로 상관관계를 같이 분

석하였다(Table 6). 이 중 등길이와 등길이지수는 같은

부위에 대한 상관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등길이(.276),

Table 3. Component matrix of factor loadings

Factor Size
Component

1 2 3 4 5

Body

thickness

Thigh C. .934 .101 .066 .058 .004

Upper arm C. .918 .007 .197 .058 .025

Hip C. .896 .246 .126 .083 .046

Bust C. .896 .095 .175 .019 .069

Calf C. .890 .118 .149 .067 .013

Waist C. .865 .092 .222 .024 .150

Knee C. .854 .208 .166 .005 .024

Crotch L. .790 .318 .069 .157 .309

Elbow C. .785 .150 .133 .115 .177

Vertical

body length

Cervical H. .213 .959 .103 .101 .019

Stature .208 .955 .066 .080 .096

Shoulder H. .248 .949 .021 .046 .025

Waist H. .186 .946 .052 .242 .000

Crotch H. .096 .909 .148 .177 .242

Knee H. .053 .848 .104 .213 .111

Arm L. .321 .777 .187 .036 .414

Body rise .546 .613 .090 .328 .301

Shoulder

characteristic

Bishoulder L. R. .130 .270 .917 .060 .064

Bishoulder L. .232 .247 .898 .098 .111

Interscye, front .430 .181 .733 .021 .034

Interscye, back .446 .272 .573 .180 .036

Proportion

of upperbody

Waist back L. (vertical) R. .061 .033 .161 .928 .019

Waist H. R. .013 .314 .015 .833 .222

Waist back L. .214 .591 .215 .633 .059

Proportion

of limb

Arm L. R. .258 .086 .374 .150 .765

Crotch H. R. .448 .357 .176 .423 .556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C.: Circumference, H.: Height, L.: Length, R.: Ratio to st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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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등길이지수(.720), 팔길이지수(.342) 및 샅높이지

수(.586)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허리높이지수를 대표

항목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신체굵기 요인에서는 상체의 가슴둘레, 하

체의 엉덩이둘레, 신체길이 요인에서는 키와 허리높이 그

리고 신체길이비율 요인에서는 키에 대한 허리높이지수

가 각 요인을 대표하는 항목임을 알 수 있다. 이 중 키와

허리높이는 키에 대한 허리높이지수의 계산항목이므로

최종적으로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키에 대한 허리높이

지수를 체형구분기준으로 볼 수 있다.

Table 4. Corelation within the factor of body thickness

Size

Size
Bust C. Waist C. Hip C.

Upper arm 

C.
Elbow C. Thigh C. Knee C. Calf C. Crotch L.

Bustt C. 1.000 .872** .835** .853** .718** .834** .751** .795** .701**

Waist C. .872** 1.000 .810** .843** .729** .819** .765** .780** .627**

Hip C. .835** .810** 1.000 .845** .707** .915** .829** .852** .770**

Upper arm C. .853** .843** .845** 1.000 .782** .872** .812** .851** .663**

Elbow C. .718** .729** .707** .782** 1.000 .721** .725** .734** .549**

Thigh C. .834** .819** .915** .872** .721** 1.000 .843** .866** .735**

Knee C. .751** .765** .829** .812** .725** .843** 1.000 .858** .688**

Calf C. .795** .780** .852** .851** .734** .866** .858** 1.000 .683**

Crotch L. .701** .627** .770** .663** .549** .735** .688** .683** 1.000

**p<.01

C.: Circumference, L.: Length

Table 5. Correlation within factor of length and height

Size

Size
Stature Cervical H. Shoulder H. Waist H. Crotch H. Knee H. Arm L. Body rise

Stature 1.000 .978** .966** .930** .833** .788** .772** .726**

Cervical H. .978** 1.000 .966** .936** .851** .784** .780** .736**

Shoulder H. .966** .966** 1.000 .930** .824** .792** .806** .728**

Waist H. .930** .936** .930** 1.000 .892** .840** .799** .604**

Crotch H. .833** .851** .824** .892** 1.000 .821** .716** .310**

Knee H. .788** .784** .792** .840** .821** 1.000 .688** .416**

Arm L. .772** .780** .806** .799** .716** .688** 1.000 .573**

Body rise .726** .736** .728** .604** .310** .416** .573** 1.000

**p<.01

H.: Height, L.: Length

Table 6. Correlations within waist height proportion factor and limb proportion factor

Size

Size
Waist back L. Waist back L. R. Waist H. R. Arm L. R. Crotch H. R.

Waist back L. 1.000 .589** .276** .141** .123**

Waist back L. R. .589** 1.000 .720** .200** .333**

Waist H. R. .276** .720** 1.000 .342** .586**

Arm H. R. .141** .200** .342** 1.000 .205**

**p<.01

H.: Height, L.: Length, R.: Ratio to st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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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형구분 및 체형별 치수특성 분석

가상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소비자 체형을 보다 객관적

으로 구분하기 위해 체형집단 간 유의차를 보이는 최소

집단수보다는 체형 간 신체특성 차이가 뚜렷한 동시에 체

형 내 대상자들의 신체크기가 달라도 체형특성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집단을 구분하였다. 각 체형구성원들의 신체

크기는 여자 청소년복의 치수(KAST, 2009)에 따라 구분

하였다.

요인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 기준치수로 추출된

‘키에 대한 허리높이지수’와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차이(드롭)’를 활용해 ‘신체길이비율 체형’과 ‘정면실루

엣 체형’을 구분하였다. 허리높이지수와 드롭의 분포는

<Table 7>과 같다.

1) 신체길이비율 체형

키에 대한 허리높이지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 및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최초 군집수를 5로 정해 군집을 구

분하였다. 각 군집 내 대상자들의 허리높이지수와 이를

구성하는 키 및 허리높이가 의류호칭(키호칭)에 따라 유

의적 차이를 보이는지 재검증하였다. 5군집 모두에서

신체크기에 따른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5군집

모두에서 키호칭에 따라 키와 허리높이는 달라지나 허

리높이지수는 달라지지 않아 체형특성이 그대로 유지된

다고 하겠다. 이에 모델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

형집단수를 4군집으로 축소하여 재분석하였다. 이 경우

도 키호칭 집단 간 허리높이지수의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유의수준이 p=.056으로 유의성 판단기준 .05에

매우 가까워 유의차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

하여 보다 명확한 5군집을 최종 군집수로 정했다. 군집

별 대상자수 및 키, 허리높이, 키에 대한 허리높이지수

의 분포는 <Table 8>, <Fig. 1>과 같다. 집단별 대상자수

는 1군집 86명, 2군집 194명, 3군집 252명, 4군집 204명,

5군집 107명이었다.

허리높이지수 체형집단 간 부위별 치수특징을 살펴보

면<Table 9>, 허리높이지수가 커질수록 키, 어깨높이, 허

리높이, 무릎높이, 팔길이, 샅앞뒤길이가 유의적으로 증

가하였다. 특히 어깨높이, 허리높이, 무릎높이의 증가가

매우 뚜렷하였고 키와 팔길이의 증가는 이에 못 미쳤다.

Table 7. Distribution of drop & waist height ratio

Mean S.D. Min. Max. 5% 25% 75% 95%

Waist H. R. 61.5 1.0 58.7 64.0 59.9 60.8 62.2 63.1

Drop (mm) 86 42 39 227 17 55 116 155

H.: Height, R.: Ratio to stature

Table 8. F-value of stature, waist height & waist height ratio according to stature dimension of clothing sizing

system at each clustering

Cluster

Size
1 (n=86) 2 (n=194) 3 (n=252) 4 (n=204) 5 (n=107)

Waist height ratio 000.917*** 000.931*** 000.429*** 002.031*** 001.962***

Stature 235.253*** 581.784*** 818.809*** 696.304*** 305.678***

Waist height 181.226*** 481.420*** 689.184*** 597.202*** 249.907***

***p<.001

Fig. 1. Distribution of waist height ratio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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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등길이와 연령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따라서 허리높이비율이 클수록 키에 비해 등길이

가 짧고 다리가 긴 체형이며 연령이 낮은 집단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어깨사이길이, 겨드랑뒤벽사이길이를 비롯해 가

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위팔둘레, 넙다리둘레, 종

아리둘레 등 중요 둘레치수는 체형집단 간 유의차를 보

이지 않았다. 중요 둘레치수에서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Kang, 2016)와

다른 결과이다. 청소년은 성인여성에 비해 2차 성징이 완

료되지 않아 둘레치수 편차가 작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증가에 따른 중요 치수변화는 <Table 10>과 같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허리높이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둘레치수 중 엉덩이둘레 증가량이 가장 컸고 다음

으로 가슴둘레 증가량이 커 연령이 증가할수록 드롭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허리둘레는 연령에 따른 변화

특성이 거의 없었다.

2) 몸통정면실루엣 체형

몸통정면실루엣 체형도 드롭의 최소값, 최대값 및 표

준편차를 고려해 5군집으로 구분한 후 각 군집마다 대상

자들의 신체크기(가슴둘레호칭)에 따른 드롭 차이를 유

의적으로 검증하여 최종 군집을 정하였다. 5군집 중 1개

집단에서 드롭이 신체크기에 따라 유의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이 집단을 2개로 세분한 후 가슴둘레호칭에 따른

유의차를 재검증하였으나 1개 집단에서 다시 유의차가

나타났다. 따라서 유의차를 보인 최초 집단을 2집단 대

신 3집단으로 나누어 재검증하였다. 모든 집단에서 가슴

둘레호칭에 따라 드롭이 유의적으로 달라지지 않아 최

Table 9. Body sizes of waist height ratio groups

Cluster

Size
1 2 3 4 5 Total F

Waist H. R. 59.8
a

60.7
b

61.4
c

62.2
d

63.1
e

61.5 2941.453***

Stature 1,568
a

1,585
b

1,587
b

1,597
bc

1,603
c

1,589 5.619***

Shoulder H. 1,261
a

1,282
b

1,286
bc

1,298
cd

1,309
d

1,288 12.707***

Waist H. 938
a

962
b

975
c

993
d

1,012
e

977 68.390***

Hip H. 764 785 794 812 825 797 2.107

Knee H. 400
a

414
b

419
b

426
c

433
d

419 41.114***

Waist back L. 390
c

387
c

380
b

376
b

370
a

380 16.522***

Bishoulder L. 376 379 373 374 374 375 1.522

Interscye, front 309
ab

313
b

306
a

307
a

306
a

308 3.265*

Interscye, back 362 367 363 365 364 364 1.147

Arm L. 521
a

536
b

541
b

548
c

553
c

541 25.954***

Bust C. 809 832 820 829 826 825 1.810

Waist C. 674 695 685 695 695 690 1.974

Hip C. 905 919 907 911 910 911 1.103

Upper arm C. 249 253 248 248 250 250 1.055

Elbow C. 246 251 247 248 249 249 1.548

Thigh C. 546 554 546 548 549 549 .755

Knee C. 351 356 352 355 357 354 1.076

Calf C. 344 348 344 344 343 345 .994

Crotch L. 671
a

684
b

685
b

693
bc

701
c

688 6.781***

Age 16.1
c

15.9
c

15.5
b

15.2
ab

14.9
a

15.5 10.198***

***p<.001

Denotes a statistically different group: a<b<c<d<e

C.: Circumference, H.: Height, L.: Length, R.: Ratio to st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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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군집으로 정했다. 따라서 7군집으로 구분하면 집단

간 몸통정면실루엣 특성이 뚜렷이 구분되는 동시에 집

단 내 대상자들의 신체크기(가슴둘레호칭)와 상관없이

그 특성이 그대로 유지됨을 알 수 있다.

각 군집별 드롭, 가슴둘레 및 엉덩이둘레의 분포는

<Table 11>, <Fig. 2>와 같으며 각 군집별 대상자수는 1군

집 75명, 2군집 181명, 3군집 266명, 4군집 72명, 5군집

71명, 6군집 93명, 7군집 85명이다. 드롭이 가장 큰(가슴

둘레에 비해 엉덩이둘레가 가장 큰) 1군집은 A형 실루

엣, 가장 작은 7군집은 엉덩이둘레가 가슴둘레보다 약간

크지만 그 차이가 가장 적어 H형 실루엣으로 볼 수 있다.

드롭체형 간 치수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Table

12>,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팔둘레, 넙다리둘

레 등 중요 둘레치수를 포함하여 키, 어깨높이, 허리높

이, 무릎높이, 등길이, 겨드랑앞벽사이길이, 겨드랑뒤벽

사이길이 등 대부분에서 유의차를 보였으나 어깨가쪽길

이와 팔길이에선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드롭이 작

을수록 가슴둘레와 허리둘레가 뚜렷이 커졌고 위팔둘레,

팔꿈치둘레, 넙다리둘레, 무릎둘레, 종아리둘레 및 겨드

랑앞벽사이길이, 겨드랑뒤벽사이길이도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키, 어깨높이, 무릎높이, 허리높이는 약간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드롭이 가장 큰 1군집은

키가 크고 가슴이 덜 발달하고 허리가 가늘지만 엉덩이

는 큰 체형, 드롭이 가장 작은 7군집은 가슴이 발달하고

허리둘레가 굵어 상체가 발달한 반면 키는 약간 작은 체

형이라 하겠다. 연령도 군집 간 유의차를 보였으나 사후

Table 10. F-value of main sizes between age groups

Group

Size

Age
F

13 14 15 16 17 18 Mean

Stature 1,558 1,581 1,589 1,591 1,606 1,610 1,589 15.111***

Waist height 964 975 977 977 985 987 977 05.205***

Waist height ratio 61.9 61.6 61.5 61.4 61.3 61.3 61.5 08.120***

Bust circumference 792 816 820 836 842 842 825 09.251***

Waist circumferencd 679 688 679 699 697 700 690 02.549***

Hip circumference 871 902 904 919 932 940 911 21.849***

Drop 78 86 84 82 90 98 86 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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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Distribution of drop groups.

Table 11. F-value of drop according to bust dimension of clothing sizing system at each clustering

Cluster

Size

1

(n=75)

2

(n=181)

3

(n=266)

4

(n=72)

5

(n=71)

6

(n=93)

7

(n=85)

Drop .880 .937 .787 .920 .821 .693 1.525

Bust 352.073*** 776.212*** 1752.085*** 411.830*** 624.843*** 708.705*** 561.417***

Hip 80.244*** 344.729*** 584.772*** 328.917*** 508.165*** 587.528*** 129.35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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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뚜렷하게 다

른 집단으로 구분되지 않아 허리높이지수 체형에 비해

드롭체형 간 연령차는 크지 않다고 하겠다.

4. 체형별 분포분석

신체길이비율(허리높이지수) 체형과 몸통정면실루엣

(드롭) 체형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Table 13>, 총 35개

집단 중 최다분포 체형(76명)은 드롭이 91mm로 전체 평

균(86mm)보다 약간 크고 허리높이지수가 61.4%로 전

체 평균(61.5%)과 유사한 체형이었다. 5% 이상의 다분포

집단은 5개였으며 허리높이지수는 60.7~62.2%로 중간

이었으나 드롭은 91~125mm로 평균이나 최다분포 체형

보다 큰 집단들이었다. 드롭이 평균보다 큰 집단의 분포

가 많은 이유는 2차 성징에 따른 가슴발달이 청소년기

후반에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체형집단들의 누적분포율을 분석하여<Table 14> 소비

자 커버율에 따른 가상모델 개발범위를 파악하였다. 5%

이상의 다분포 체형 5개의 소비자 커버율은 36.8%였고

3% 이상인 체형은 9개(51.7%), 2% 이상은 23개(86.9%)

였다. 한편, 90% 이상의 소비자 체형에 적합한 가상모델

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31개의 가상모델이 필요했다.

5. 다분포 체형의 가상모델 설계 및 치수비교

청소년용 가상모델 설계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

해 총 35개 체형집단 중 대상자 50명 이상인 다분포 체형

의 가상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신체치수 및 기존 가상모

델(Clo)치수와 비교하여 문제점 및 개선점을 분석하였

다. 50명 이상의 다분포 체형은 4개였고<Table 13>, 체형

Table 12. Body sizes of drop groups                                                    (Unit: mm)

Cluster

Size
1 2 3 4 5 6 7 Total F

Drop 161
g

125
f

091
e

066
d

055
c

041
b

015
a

86 2200.256***

Stature 1,617
c

1,599
b

1,584
ab

1,579
a

1,585
ab

1,583
ab

1,578
a

1,589 5.103***

Shoulder H. 1,308
b

1,294
ab

1,285
a

1,278
a

1,286
a

1,284
a

1,284
a

1,288 3.078**

Waist H. 993
c

983
bc

974
ab

969
a

977
ab

974
ab

973
ab

977 3.377**

Hip H. 806 801 794 793 798 797 794 797 1.528

Knee H. 425
b

422
ab

417
a

416
a

419
a

418
a

418
a

419 2.242*

Waist back L. 388
b

382
ab

379
a

379
a

380
a

379
a

375
a

380 2.662*

Bishoulder L. 376 375 371 377 378 379 377 375 1.736

Interscye, front 309
ab

306
a

305
a

308
ab

308
ab

313
bc

316
c

308 3.200**

Interscye, back 358
a

360
a

360
a

365
ab

370
bc

374
c

378
c

364 9.195***

Arm L. 548 542 538 538 543 541 543 541 1.492

Bust C. 773
a

788
a

809
b

829
c

855
d

878
e

910
f

825 58.322***

Waist C. 670
a

666
a

678
a

681
a

704
b

728
c

750
d

690 22.465***

Hip C. 934
d

913
abc

900
ab

895
a

910
abc

919
bcd

925
cd

911 4.614***

Upper arm C. 244
ab

243
b

246
ab

250
ab

252
bc

260
c

268
d

250 12.489***

Elbow C. 247
ab

244
a

246
ab

248
ab

250
b

256
c

258
c

249 9.174***

Thigh C. 552
ab

543
a

542
a

541
a

551
ab

561
bc

569
c

549 5.228***

Knee C. 358
bcd

352
abc

350
ab

349
a

357
abc

359
cd

365
d

354 5.282***

Calf C. 347
ab

341
a

340
a

341
a

345
a

354
bc

359
c

345 7.212***

Crotch L. 694
ab

683
a

681
a

681
a

684
a

699
b

706
b

688 5.326***

Age 15.9
c

15.8
bc

15.3
ab

15.5
abc

15.4
abc

15.4
abc

15.1
a

15.5 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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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notes a statistically different group: a<b<c<d<e<f

C.: Circumference, H.: Height, L.: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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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은 드롭이 125mm, 허리높이비율이 61.4%인 체형

(집단 1, n=62), 드롭이 91mm이면서 허리높이비율이 각

각 60.7%(집단 2, n=62), 61.4%(집단 3, n=76), 62.2%(집

단 4. n=62)인 체형들이었다.

먼저, 기존 가상모델의 치수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소

비자는 다양한 부위별 치수를 입력하여 가상모델을 형성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키와 허리둘레 등 대표

치수를(Choi, 2013; Kang, 2016) 입력하여 자동으로 형

성되는 모델치수의 치수문제점을 파악하였다(Table 15)
(Table 16). 4체형 모두 목뒤높이와 엉덩이둘레를 제외하

고 모든 부위에서 신체치수와 뚜렷한 유의차를 보여 기

존 모델의 소비자 활용 시 치수문제를 예상할 수 있었다.

Table 13. Distribution of somatotype                                               (Unit: n (%))

Drop group

Waist

H. R. group

1

(161mm)

2

(125mm)

3

(91mm)

4

(66mm)

5

(55mm)

6

(41mm)

7

(15mm)

Total

(86mm)

1 (59.8) 9 (001.1) 20 (002.4) 30 (003.6) 9 (001.1) 5 (000.6) 10 (001.2) 3 (000.4) 86 (010.2)

2 (60.7) 22 (002.6) 32 (003.8) 62 (   7.4) 18 (002.1) 13 (001.5) 24 (002.8) 23 (002.7) 194 (023.0)

3 (61.4) 22 (002.6) 62 (   7.4) 76 (   9.0) 20 (002.4) 23 (002.7) 22 (002.6) 27 (003.2) 252 (029.9)

4 (62.2) 12 (001.4) 47 (   5.6) 62 (   7.4) 20 (002.4) 22 (002.6) 22 (002.6) 19 (002.3) 204 (024.2)

5 (63.1) 10 (001.2) 20 (002.4) 36 (004.3) 5 (000.6) 8 (000.9) 15 (001.8) 13 (001.5) 107 (012.7)

Total (61.5) 75 (008.9) 181 (021.5) 266 (031.6) 72(008.5) 71 (008.4) 93 (011.0) 85 (010.1) 843 (100.0)

 Shaded cell denotes over 5%

H: Height, R: Ratio to stature

Table 14. Summary of cumulative distribution and somatotype numbers

n (C.D. of over 5%) n (C.D. of over 3%) n (C.D. of over 2%) n (C.D. of over 1%)

5 (36.8%) 9 (51.7%) 23 (86.9%) 31 (94.5%)

C.D.: Cumulative Distribution

Table 15. Comparison of body sizes and Clo model sizes

Group

Size

1 (n=62) 2 (n=62) 3 (n=76) 4 (n=62) 

Body Clo. t Body Clo. t Body Clo. t Body Clo. t

Cervical H. 1,345 1,345 .066*** 1,342 1,343 .094*** 1,343 1,339 .391*** 1,345 1,340 .642***

Waist H. 978 974 .582*** 965 972 1.002*** 974 969 .783*** 986 970 2.614***

Knee H. 421 432 3.302*** 416 431 4.573*** 418 430 3.979*** 421 430 2.950***

Waist back

(vertical) L.
367 371 2.013*** 378 371 2.626*** 369 371 .938*** 359 371 6.390***

Bishoulder L. 369 337 9.069*** 377 341 10.375*** 371 339 10.095*** 364 339 6.617***

Interscye, front 300 295 1.851*** 311 302 2.862*** 305 298 2.500*** 301 299 .898***

Interscye, back 358 310 15.231*** 365 316 15.981*** 360 313 15.530*** 352 313 11.506***

Arm L. (adjusted) 517 477 10.169*** 511 476 8.533*** 517 474 18.262*** 520 475 11.455***

Bust C. 779 835 6.988*** 819 856 3.260*** 805 845 4.080*** 802 847 3.617***

Hip C. 903 881 2.270*** 911 913 .110*** 895 896 .056*** 892 899 .467***

Upper arm C. 239 248 2.963*** 247 257 2.116*** 244 253 2.205*** 243 253 2.173***

Thigh C. 538 461 9.539*** 547 475 8.129*** 537 465 9.191*** 538 466 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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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ircumference, H.: Height, L.: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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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및 높이항목에서는 4체형 모두 기존 모델이 신

체보다 허리높이는 약간 낮고 등길이는 약간 길게 표현

되어 허리높이비율이 왜곡됨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정도

는 허리높이비율이 큰, 즉 다리가 긴 체형일수록 더 심

Table 16. Comparison Clo model size and body size of 4 main somatotype

< Type 1 > < Type 2 >

< Type 3 > < Type 4 >

Line denotes body

Dotted line denotes Clo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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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는 기존 가상모델이 성인여성을 기준으로 설계

되어 청소년기의 성장특성에 따른 허리높이비율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어깨와 겨드

랑앞(뒤)벽사이길이는 모두 신체보다 매우 작게 표현되

었고 특히 어깨사이길이와 겨드랑뒤벽사이길이의 왜곡

이 심했다. 팔길이도 선행연구(Kang, 2014a, 2014b)와 마

찬가지로 신체치수보다 매우 짧게 표현되었으며 이는

치수측정법 차이에 따른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둘레치수에서는 가슴둘레와 넙다리둘레의 왜곡이 가

장 심각했다. 어깨사이길이와 겨드랑앞(뒤)벽사이길이가

신체보다 좁게 표현됨에도 불구하고 가슴둘레가 매우 크

게 왜곡된 것은 가슴볼륨이 과장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

여주는 결과이다. 반면 넙다리둘레는 신체보다 매우 가

늘게 표현되었다. 이는 연령증가에 따라 허벅지가 가늘

어지는 성인여성의 특성과 달리 청소년기에 허벅지가 발

달하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을 의미하며 기존 가상모

델이 청소년용에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

와 같이 기존 성인용 가상모델 활용에 따른 치수문제점

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청소년 신체특성에 적합한 가

상모델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분포 4체형의 가상모델을 설계하고 그 타당성을 검

증하기 위해 각 요인을 구성하는 치수들을 회귀분석하

여 가상모델을 설계한 후 이를 신체치수와 비교하였다

(Table 17). 모든 체형, 모든 부위에서 가상모델치수와 신

체치수가 매우 유사하여 유의차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

다. 따라서 여자 청소년의 체형별 가상모델 설계방법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고 하겠다.

IV. 결론 및 제언

소비자 착용경험을 위한 가상모델은 소비자가 활용하

기 쉬운 치수로 적합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활용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상모델의 실제 활용을

위해 소비자 체형을 효율적으로 구분하고 이에 부합하는

가상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인터

넷 및 모바일 의류쇼핑의 주집단인 여자 청소년 체형에

적합한 가상모델을 설계함으로써 기존 성인용 가상모델

활용에 따른 치수문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설계

한 가상모델을 기존 가상모델치수 및 신체치수와 비교하

Table 17. Comparison of body sizes and new model sizes

Group

Size

1 (n=62) 2 (n=62) 3 (n=76) 4 (n=62) 

Body New t Body New t Body New t Body New t

Cervical H. 1,345 1,345 .000 1,342 1,342 .000 1,343 1,345 .000 1,345 1,345 .000

Shoulder H. 1,288 1,288 .000 1,287 1,287 .000 1,285 1,288 .000 1,289 1,289 .000

Waist H. 978 978 .000 965 965 .000 974 978 .000 986 986 .000

Crotch H. 733 733 .000 721 721 .000 726 733 .000 740 740 .000

Knee H. 421 421 .000 416 416 .000 418 421 .000 421 421 .000

Waist back L. 378 378 .000 388 388 .000 382 378 .000 372 372 .000

Waist back

(vertical) L.
367 367 .000 378 378 .000 369 367 .000 359 359 .000

Bishoulder L. 369 369 .000 377 377 .000 371 369 .000 364 364 .000

Interscye, front 300 300 .000 311 311 .000 305 300 .000 301 301 .000

Interscye, back 358 358 .000 365 365 .000 360 358 .000 352 352 .000

Arm L. 541 541 .000 534 534 .000 541 541 .000 543 543 .000

Arm L. (adjusted) 517 517 .000 511 511 .000 517 517 .000 520 520 .000

Bust C. 779 779 .000 819 819 .000 805 779 .000 802 802 .000

Hip C. 903 903 .000 911 911 .000 895 903 .000 892 892 .000

Upper arm C. 239 239 .000 247 247 .000 244 239 .000 243 243 .000

Thigh C. 538 538 .000 547 547 .000 537 538 .000 538 538 .000

Crutch L. 679 679 .000 681 681 .000 678 679 .000 682 682 .000

C.: Circumference, H.: Height, L.: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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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가상모델 설계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대

상자는 제6차 사이즈코리아 직접계측자료(KATS, 2010)

의 만 12~18세 여자 청소년 843명이었다.

체형구분기준 설정을 위해 높이 6항목, 길이 7항목, 둘

레 8항목 및 키에 대한 지수 5항목을 요인분석하여 5요

인을 추출한 결과, 어깨형태 요인을 제외하면 크게 신체

굵기 특성과 신체 상하길이 및 그 비율특성으로 대분된

다. 따라서 두 요인의 대표치수를 추출하기 위해 각 요인

별 구성치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신체굵기 요인

은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 신체길이 요인은 키와 허리

높이, 신체길이비율 요인은 키에 대한 허리높이지수가

대표항목으로 추출되었다. 키와 허리높이는 키에 대한

허리높이지수의 계산항목이므로 최종적으로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키에 대한 허리높이지수를 체형구분기준으

로 볼 수 있다.

키에 대한 허리높이지수(신체길이비율 체형)와 가슴

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차이인 드롭(정면실루엣 체형)으

로 체형을 구분하였다. 이때, 체형집단수의 객관성을 높

이기 위해 유의차를 보인 최소집단수보다는 집단 간 체

형특성이 유의적으로 다른 동시에 체형별 대상자들의 신

체크기(키호칭, 가슴둘레호칭)에 따라 체형특성이 유의

적으로 달라지지 않도록 집단을 세분하였다.

허리높이지수 체형은 5군집으로 구분되었고 허리높이

지수가 클수록 키에 비해 등길이가 짧고 다리가 길고 특

히 무릎높이가 높았으며 연령은 어린 편이었다. 가슴둘

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등 중요 둘레치수의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성인여성에 비해 2차 성징이 완

료되지 않아 둘레치수 편차가 작기 때문이라 하겠다. 드

롭체형은 7군집으로 구분되었고 드롭이 큰 체형은(A형)

키가 크고 가슴이 덜 발달하고 허리가 가늘지만 엉덩이

는 큰 체형, 드롭이 작은 체형은(H형) 가슴이 발달하고 허

리둘레가 굵어 상체가 발달한 반면 키는 약간 작은 체형

이었으며 연령차는 뚜렷하지 않았다. 이렇듯 허리높이지

수와 드롭으로 체형을 구분함으로써 신체비례 특성과 여

성적 성숙도에 따른 특성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있었으며 이는 키로 체형을 구분하여 연령별 청소

년기의 성장특성을 파악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결과이

므로 이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가상모델 개발 및 활용을 위해 소비자 커버율에

따른 가상모델 개발범위를 분석한 결과, 약 50% 이상의

소비자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9개, 80% 이상은 23개의 가

상모델이 필요했다.

기존 가상모델 활용에 따른 치수문제를 분석하기 위

해 키와 허리둘레로 형성한 기존 모델치수를 다분포 4체

형의 신체치수와 비교한 결과, 기존 모델은 등길이가 길

고 허리높이가 낮았으며 이는 다리가 긴 체형일수록 심

했다. 또한, 어깨 및 겨드랑뒤벽사이길이가 좁게 표현됨

에도 불구하고 가슴둘레가 매우 컸고 넙다리둘레는 매우

작았다. 따라서 기존 모델은 청소년기 신체특성, 즉 허리

높이비율 특성, 2차 성징 발현특성, 허벅지 발달특성 등

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모델을 통한 가상착의경험은 실제 착용과 달라져 맞음

새 확인에 문제가 예상되었다.

기존 가상모델의 치수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분포 4

체형에 적합한 가상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신체치수와 비

교하였다. 모든 부위에서 가상모델치수와 신체치수 간

유의차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여자 청소년을 위

한 가상모델 설계방법의 타당성이 검증되었으며 동시에

기존 가상모델의 체형별 치수문제도 개선할 수 있어 그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가상모델 활용에 초

점을 두고 가상모델 선택에 적합한 체형구분기준을 모

색했을 뿐 아니라 신체크기에 따라 체형특성이 달라지지

않도록 집단을 세분했기 때문에 청소년용 가상모델 개

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또한 체형별 가상모델 설계 및 치수검증을 통해 청소년

체형에 적합한 가상모델 개발가능성을 높인 점에 연구

의 의의를 둘 수 있다. 다만, 허리높이지수와 드롭으로 모

델체형을 선택한 후 개인의 키와 허리둘레를 입력하여

모델치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와 문제

점은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여자 청소년들

은 의류의 인터넷 쇼핑이나 모바일 쇼핑에 가장 친숙한

집단으로 가상모델 활용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

으므로 그들을 위한 가상모델 활용 환경이 빠르기 구축

되어 의류치수 선택의 편의성이 향상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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