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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men's mesurement and index to provide the 
fundamental information for the clothing design which can reflect the characteristic of 
their bodies. The items of study were composed 34 items in mesurement and 31 items i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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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thropometric database used for this study was the 1992 national anthropometric 
survey of Koreans.

The range of sample was 1,059 men from 25 to 55 years old.
The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s.
1) Men showed statue to waist height was 5 to 3, statue to trochanter height was 2 to 

9 and waist height to torso was 5 to 2.1.
2) We have obtained 8 factors from the result of fator analysis in index.

3) As the result of cluster analysis about somatotype, men were typed two which 
were contrary to each other. And as the result of t-test between type 1 and type 2( 
upper body (factor 5), fat factors (factor 2, 6), and body-propotion (factor 4) were 
intent to each other.

Therefore type 1 was peculiar about the factors of 2, 5, 6, and type 2 was about factor
4.

I.서 론

고도의 산업성장과 더불어 모든 생활양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기성복에 대한 소비자 

의 욕구는 더 한층 높아가고 있으며, 각 개인의 생활과 가치관이 다양해짐에 따라 남성의류에 

있어서도 와이셔츠와 신사복뿐만 아니라 케쥬얼웨어와 레저웨어 등의 일상복에 이르기까지 

질적 향상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기성복산업에서는 

치수 적합성이 우수한 합리적인 의복설계 및 대량생산을 위하여 소비자의 체형과 관련된 인 

체의 형태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의복설계를 위한 체형에 관한 연구 

(이순원, 1971； 김지순, 1985； 김구자, 1991； 유신정, 1991)는 다각적으로 계속되어져 왔으나, 

그 연구 대상의 연령이나 대상 지역이 한정적이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어 

려움이 없지 않다.

우리 나라에서는 1979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류 • 가구류 • 신발 • 설비 등의 산업제품 

설계의 기본이 되는 표준 인체 측정 자료를 산출해 왔으며, 이 조사는 표준 인체 측정 자료의 

보급과 활용을 통해 힌국인의 몸에 맞는 제품을 생산함과 동시에 사회학 • 영양학 • 체육학 • 

인간공학 등 관련 학문의 발전과 국민 체위 향상 및 식생활 개선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런 취지속에 실시된 인체 측정 조사 연구가 그 가치를 발하기 

위해서는 그 활용도를 높혀야 하는데, 이러한 자료를 의류산업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 

기 위해서는 의복의 착장대상이 되는 인체를 통해 의복설계시 기초가 되는 체형에 관해서 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1992 인체 측정 자료가운데 남성복의 착장대상인 성인 남자의 인체 부위 

측정 자료 분석을 통해 체형을 파악하고자 한다. 성인 남자의 의복 설계를 위해서는 단순 계 

측치에 의한 체형 분석이 아닌 지수치를 이용한 좀 더 세분화된 체형분석을 통하여 인체의 형 

태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두 계측치간의 상대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지수치 

는 인체 파악의 한 방법으로, 의복원형 및 그레이딩의 설계에 있어서 기초자료로써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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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25세 이상의 성인 남자의 인체 측정 자료 중 의류 치수 설정 및 의복구성을 위한 인체 

부위 측정항목을 선정하여, 이들 항목에서 신체의 크기요소를 제거한 지수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복 설계를 위한 한국 남자의 체형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n.연구방법

1. 연구대상

1992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업진흥청의 인체측정 조사 연구 대상자 중 25세에서 55세 

의 성인남자 1,059명의 측정 자료를 이용하였다.

2. 연구항목

1992 인체측정은 의류제품뿐만 아니라 산업제품 전반에 걸쳐서 적용하기 위한 측정자료이 

므로, 본 연구에서는 의류치수 설정 및 의복구성을 위한 인체 부위를 선정하기 위하여 의류치 

수설정 및 체형분석, 원형제작에 관련된 선행연구와 산업체 치수수집, 의복구성학에 관한 문 

헌（이순원, 1971； 김구자, 1991； 남윤자 • 이형숙, 1995）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체형 분석을 위한 계측 항목으로 34항목을 선정하여 높이 • 길이 항목은 신장에 대하여, 둘 

레 항목은 가슴둘레에 대하여, 너비 • 두께항목은 가슴너비에 대하여 각각 연구 항목으로 설 

정하였다.

각 항목은〈표 1〉과 같다.

높이 • 길이 항목은 정중선 방향과 일치하는 항목으로, 둘레항목은 체표면을 따라 측정 시 

작과 끝이 일치되는 항목으로, 너 비 두께 항목은 정중선 방향과 교차하는 항목으로 분류하였 

으며, 각 항목에서 크기 의 요소를 가장 많이 가지는 키, 가슴둘레, 가슴너비를 지수화 변수로 

사용했다.

〈표1> 연구항목

항 목 지수 항목

높이 • 길이항목 / 키 목뒤높이 /키, 허리높이 /키, 회음높이 /키,대퇴돌기높이 /키, 

무릎마디안쪽높이 /키, 뒤허리 발뒤꿈치길이 /키, 앞중심길이 

/키, 등길이 /키, 둔부길이 /키, 소매길이 /키, 화장/키, 밑위 

앞뒤길이 /키

둘레항목 / 가슴둘레 목둘레/가슴둘레, 진동둘레 /가슴둘레, 윗팔둘레 /가슴둘레, 

아래팔둘레/가슴둘레, 허리둘레/가슴둘러）, 배둘레/가슴둘 

러】, 엉덩이둘레/가슴둘러】, 넓적다리둘레/가슴둘러〕, 장딴지 

둘레 /가슴둘레

너 비 • 두께 항목 / 가슴너 비 어깨너비/가슴너비, 몸통너비/가슴너비, 허리너비/가슴너 

비, 엉덩이너비 /가슴너비,가슴두께/가슴너비, 배두께/가슴 

너비, 엉덩이두께/가슴너비, 어깨길이/가슴너비, 앞품/가 

슴너비, 뒤품/가슴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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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인체 부위 측정치 34항목과 지수치 31항목에 대한 평균(天)과 표준편차 

(SD)를 산출하였고, 성인 남자의 체형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요인 분 

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체형을 유형화 흐卜기 위해 군집 분석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각 유형별 

로 인체 부위 측정치 34항목과 지수치 31항목에 대한 평균(天)을 산출하였다. 위 통계는 

SPSS/PC+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皿. 연구결과 및분석

1. 지수치에 의한 신체 특징

지수치에 대한 평균(五)과 표준편차(SD)는〈표 2〉와 같다.

높이 • 길이 지수항목의 비는 목뒷높이 /키(85.9%), 뒤허리발뒤꿈치길이 /키(62.5%), 허 

리높이 /키(60.5%), 대퇴돌기높이 /키(48.5%), 화장/키(45.0%), 회음높이 /키(44.2%), 밑 

위앞뒤길이/키(43.6%), 소매길이/키(31.2%), 무릎마디안쪽높이/키(27.4%), 등길이/키 

(26.2%), 앞중심길이 /키(21.3%), 둔부길이 /키(17.2%) 로 각각 나타났다. 키에 대한 허리 

높이는 60.5%로 약 3/5에 해당되었다. 한편 상의와 하의의 기준이 되는 허리를 경계로한 상 

처】 (목뒤높이-허리높이)와 호卜체 (허리높이)의 인체의 비례는 약 2 : 5로 나타났다. 둘레 지수항 

목의 비는 엉덩이둘레/가슴둘레(101.1%), 배둘레/가슴둘레(92.2%), 허리둘레/가슴둘레 

(88.6%), 넓 적다리 둘레 /가슴둘레 (58.2%), 진동둘레 /가슴둘레 (45.4%), 목둘레 /가슴둘레 

(40.0%), 장딴지둘레/가슴둘레 (39.5%), 윗팔둘레/가슴둘레 (31.9%), 아래팔둘레/가슴둘 

레 (28.5%)로 각각 나타났다. 가슴둘레에 대한 허리둘레는 약 88%로서 가슴둘레 : 허리둘레 

는 1 ： 1에 못미치고, 엉덩이 둘레는 101%로서 가슴둘레 : 엉덩이 둘레는 약 1 : 1로 나타났 

다. 그밖에 상체에서 목둘레는 40%, 진동둘레는 45.4%로 진동둘레가 5.4%정도 크게 나타났 

다. 또 하체에서 넓적다리 둘레는 58.2%로, 장딴지 둘레는 39.5%로서 넓적다리 둘레가 18. 
7% 더 크게 나타났다.

너비 • 두께 지수항목의 비는 몸통너비 /가슴너비(153.4%), 뒤품/가슴너비(139. 7%), 어 

깨너비 /가슴너비(127.3%), 앞품/가슴너비(123.2%), 엉덩이너비 /가슴너비(108.5%), 허리 

너비/가슴너비(93.2%), 엉덩이두께/가슴너비(75.0%), 가슴두께/가슴너비(73.8%), 배두 

께 /가슴너비(722%), 어깨길이 /가슴너비(52.0%)로 각각 나타났다. 가슴너비에 대한 어깨 

너비의 비는 127.3%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허리너비비는 1보다 작게 나타났고, 엉덩이너비 

비는 1보다 크게 나타났다. 가슴두꺼】, 배두꺼】, 엉덩이두께의 비는 엉덩이두께의 비가 75%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가슴두께의 비가 73.8%로 72.2%인 배두께의 비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성인 남자는 평균적으로 키 허리높이의 비례가 5:3, 허리를 경계로 한 하체(허리높이) : 

상체(목뒤높이-허리높이)의 비례가 5:2.1 인 인체 비례를 가지고 있으며, 어깨부위가 넓고, 허 

리, 배, 엉덩이의 둘레차가 적고 굴곡이 적은 체형으로 나타났다.

2. 지수치에 의한 신체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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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신체 치수에 대한 분석 결과

측정치 지수치

항 목 X (cm) SD 항 목 X (%) SD

키 168.4 5.2
목뒤높이/키 85.9 .018

목뒤 높이 144.5 5.2

허리 높이 101.9 3.9 허리높이/키 60.5 .015

회음높이 74.5 3.4 회음높이 /키 44.2 .015

대퇴돌기높이 81.7 3.7 대퇴돌기높이/키 48.5 .018

무릎마디안쪽높이 46.2 2.7 무릎마디안쪽높이/키 27.4 .014

뒤허리발뒤꿈치길이 105.2 4.2 뒤허리발뒤꿈치길이/키 62.5 .017

앞중심길 이 35.7 2.3 앞중심길이 /키 21.3 .015

등길이 44.0 2.4 등길이 /키 26.2 ,013

둔부길이 28.9 2.2 둔부길이 /키 17.2 .014

소매길 이 52.5 2.3 소매길이 /키 31.2 .011

화장 75.7 2.8 화장/키 45.0 .013

밑위앞뒤길이 73.1 4.6 밑위 앞뒤길이 /키 43.6 .029

가슴둘레 91.3 5.6
목둘레/가슴둘레 40.0 .018

목둘레 36.5 1.9

진동둘레 41.3 2.8 진동둘레/가슴둘레 45.4 .027

윗 팔둘레 29.1 2.3 윗팔둘레/가슴둘레 31.9 .018
아래 팔둘레 26.0 1.6 아래팔둘레/가슴둘레 28.5 .017
허 리 둘레 80.5 7.2 허리둘레/가슴둘레 88.6 .051

배 둘레 83.8 6.3 배둘레/가슴둘레 92.2 .049
엉덩이둘레 92.2 4.9 엉덩이둘레/가슴둘레 101.1 .042
넓적다리둘레 53.1 4.0 넓적다리둘레/가슴둘레 58.2 .034
장딴지 둘레 36.2 2.4 장딴지둘레/가슴둘레 39.5 .028

가슴너비 29.7 1.8
어깨너비/가슴너비 127.3 .083

어깨너비 37.8 2.0

몸통너비 45.4 2.8 몸통너비/가슴너비 153.4 .081

허리 너비 27.6 2.2 허리너비/가슴너비 93.2 .061
엉덩이너비 32.2 1.6 엉덩이너비/가슴너비 108.5 .062

가슴두께 21.8 1.9 가슴두께/가슴너비 73.8 .059
배두께 21.3 2.2 배두께/가슴너비 72.2 .066
엉덩이두께 22.2 2.4 엉덩이두께/가슴너비 75.0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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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계속

측정치 지수치

항 목 X (cm) SD 항 목 X (%) SD
어깨길이 15.4 1.4 어깨길이/가슴너비 52.0 .059
앞품 36.6 3.0 앞품/가슴너비 123.2 .124
뒤품 41.4 3.8 뒤품/가슴너비 139.7 .154

지수치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별 적재량 및 추출된 요인의 고유치 및 분산, 

누적 분산은〈표 3〉과 같다.

〈표 3> 직교회전에 의해 얻어진 요인 및 요인 적재량

요인

항목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5 요인 6 요인 7 요인 8 공통

어깨길이/가슴너비 .89337 .04778 .05592 .00514 06684 .06446 .00830 .00616 .81228
앞품/가슴너비 ,81572 ,01615 .10509 .05205 .13317 .00912 .21889 .15563 .76937
뒤품/가슴너비 .78156 .02864 .10493 .02323 .17009 .04725 .34757 .14923 .79744
어깨너비/가슴너비 .65548 .20766 .22477 .00820 .34202 .11377 .35725 .02340 .78146
엉덩이너비/가슴너비 .53124 .27799 .48590 .01368 .12888 .12038 .23914 .17266 .71388
엉덩이둘레/가슴둘레 .10994 .77303 .01538 .03811 .12582 .33920 ,04870 ,02819 ,74540
장딴지둘레/가슴둘레 .01243 .71030 .12943 .06201 .11220 .01677 .07953 .06703 .54896

넓적다리둘레/가슴둘레 .11622 .70019 .04524 .04475 .09951 .05020 .03599 .21471 .56765
아래팔둘레/가슴둘레 .14564 .65460 .02204 ,02770 .03447 .01346 ,03452 .09239 .46206
목둘레/가슴둘레 .13168 .61124 .02524 .03228 ,17574 ,21086 .02359 ,11034 .48071

윗팔둘레/가슴둘레 .09070 .59940 .22905 .01462 .04311 .06146 .14349 .25817 .51306

진동둘레/가슴둘레 .05223 .55558 .05809 .09721 .12196 .00902 .30329 .38798 .58169

가슴두께/가슴너비 .08139 .12237 .79989 .01077 .05709 .08864 .08188 .03356 .68048

엉덩이 두께/가슴너비 .16856 .16672 .76271 .03514 ,04743 .01193 .08302 .23108 .70185

배두께/가슴너비 .02086 ,03728 .73212 .02848 17580. .42904 .00133 .17030 .78261

허리너비 /가슴너비 .18597 .01050 .72230 .04436 .10662 .36465 .13284 .06864 .72509

몸통너비/가슴너비 .41902 .11962 .62247 .03274 .00477 .03752 .04390 .16512 .60906

허리 높이/키 .20326 .04588 ,12137 •78215 .07725 .04808 .12545 .30083 .78443

대퇴돌기높이/키 .06624 .04235 .00943 .70682 .24047 ,05095 ,02587 .13367 .58483

회음높이 /키 .03809 .01250 .09136 .67970 .18417 .03286 .41135 ,07625 .68197

뒤허리발뒤꿈치길이/키 .23050 .04217 .09750 .64559 .16151 .06625 .23943 .31120 .6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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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요인

항목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8 공통

소매길이 /키 .26210 .09177 .16279 ,60801 .20037 .02186 .24793 .11628 .58890

화장/키 .15532 .10419 .05540 .58256 ,43388 .00095 ,06752 .12698 .58636

목뒷높이 /키 .23885 .02043 ,03393 ,57668 .44391 .00806 .43386 .04051 .77817

앞 중심길이 /키 .05333 .07874 .03298 .11236 .79401 .18886 .00313 .00156 .68889

등길이 /키 .03185 .03148 .13320 .09077 .73387 .06163 .06923 .27282 .64958

배둘레/가슴둘레 .05539 .21448 .07677 .02761 .00731 .85412 .13546 .05783 .80700
허리둘레/가슴둘레 .12237 .15002 .34587 .04297 .20217 .77345 .21311 .08363 .85047

무릎안쪽높이 /키 .16860 .01111 .03559 .31913 .04000 .00361 .79377 .09054 .77155
둔부길이 /키 .12676 .08951 ,00930 .06788 .20163 .05018 .31593 .73927 .71827

밑위 앞뒤길이 /키 ,23815 .05374 .23579 .12299 .07272 .12221 .32723 .72763 .78707

고유치 4.89 3.94 3.41 3.03 2.14 1.46 1.27 1.09

분산 (%) 15.8 12.7 11.0 9.8 6.9 4.7 4.1 3.5

누적분산(%) 15.8 28.5 39.5 49.2 56.1 60.8 64.9 68.4

요인은 고유치가 1.0 이상인 8개의 요인으로 결정하였으며, 8가지 요인은 전체의 68.4%를 

설명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제 1요인은 너비 지수 항목들로 구성된 인체의 너비를 나타내는 요인 

으로서, 고유치는 4.89이고 전체변량의 15.8%를 차지하고, 제 2요인은 둘레 항목을 나타내는 

요인이며 대부분 사지의 굵기를 나타내는 항목으로서 고유치가 3.94이고 전체변량의 12.7% 
를 차지하였다. 제 3요인은 허리너비와 몸통너비를 제외하고는 두께를 나타내는 요인으로서, 

고유치는 3.41 이고 전체변량의 11.0%를 차지하고, 제 4요인은 팔길이와 높이의 지수 항목들 

로 구성된 인체의 높이와 길이를 나타내는 요인으로서, 고유치는 3.03이고 전체변량의 9.8% 
를 차지하였다.

특징적으로 앞중심 길이, 등길이가 제 5요인으로 나타나 고유치는 2」 a체변량의

6.9%를, 배둘레, 허리둘레는 제 6요인으로 나타나 고유치는 1.46이며 전체변% I 4.7%를 각 

각 차지하였고, 제 7요인은 하퇴길이 지수항목으로 고유치는 1.27이며 전체변량의 4.1%를, 

제 8요인은 둔부 부위의 길이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고유치는 1.09이며 전체변량의 3.5%를 각 

각 차지하고 있다.

요인 1, 2, 3, 4는 인체의 너비, 둘레, 두께, 높이 길이를 나타내는 요인의 순으로 되어 있으 

며, 특히 5, 6, 7, 8요인은 둘레 길이를 나타내는 항목이나 세부적 인체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 남자의 체형은 의류치수 설정이나 의복 제작에 있어 높이 길이요인보다도 견 

부와 둔부의 너비, 체간의 너비 • 두께, 사지의 굵기, 둔부의 길이의 지수항목들로 구성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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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두꺼〕, 둘레 요인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 앞중심길이, 등길이, 배둘레, 허리둘레, 

무릎안쪽높이, 둔부길이, 밑위앞뒤길이 등의 세부적인 인체 특징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3. 지수치에 의한 신체유형 분석

주성분분석에서 얻은 8개의 주성분을 이용하여 군집유형이 뚜렷하면서 군집의 분류가 적합 

한 군집을 선정하고자 시도하여 전체 지수항목에 대한 군집의 수는 3, 4, 5로 순차적으로 늘 

려 분석한 후〈표 4〉와 같이 5개의 집단으로 군집화하여 각 군집의 사례수(표 5)를 살펴보았 

다. 그 결과〈표 6〉과 같이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졌다.

두가지 유형은 전체 요인 사이에서는 2, 4, 5, 7요인이 두드러지고 1, 3, 6, 8요인이 약하게 

나타나고, 두 유형 사이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유형 1은 유형 2에 비해 

상체길이와 비만의 요인인 1, 5, 6, 7, 8요인이 크고, 이와 반대로 유형 2는 사지의 굵기를 나 

타내는 제 2요인, 체간의 비례를 나타내는 제 3요인, 신장의 요인인 제 4요인이 유형 1에 비호!] 

크게 나타났다. 서로 상반되는 두 유형간의 치이를 유의 수준 0.05로 검정한 결과는〈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의 67.2%> 차지하는 제 1유형이 제 2유형에 비해 키는 크 

고 가슴둘레와 가슴너비는 작은 체형으로서, 두 유형간의 차이검정에서 그 유의성이 크게 인

〈표 4〉 군집수 유형수에 따른 요인 간의 변량분석 결과

유형수 

요인

3개 유형 4개 유형 5개 유형

F P F P F P

요인 1 84.4708 .000 59.1540 .000 47.0641 .000

요인 2 .5367 .585 26.3497 .000 73.5564 .000

요인 3 121.3117 .000 88.5962 .000 67.6947 .000

요인 4 395.7676 .000 264.1428 .000 250.7360 .000

요인 5 73.4885 .000 67.4979 .000 140.4046 .000

요인 6 2.3000 .101 6.6259 .000 6.5416 .000

요인 7 4.0998 .017 3.0055 .030 39.0364 .000

요인 8 18.0772 .000 12.0408 .000 12.6594 .000

〈표5〉 유형 수별 사례 수

유형수 3개 유형 4개 유형 5개 유형

군칩 C1 C2 C3 C1 C2 C3 C4 C1 C2 C3 C4 C5
사례 수 

(%)

1057
(99.8)

1
(0.09)

1 
(0.09)

1 
(0.09)

1 
(0.09)

2 
(0.19)

1055
(99.6)

1 
(0.09)

2 
(0.19)

1 
(0.09)

343
(32.4)

712
(67.2)

총 사례 수 

(%)

1059
(100)

1059
(100)

105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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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군집분석에 의한 성인 남자체형 

의 유형분류

유형

요인
제 1 유형 제 2 유형

요인 1 .1087 -.0771

요인 2 -.5447 .2792

요인 3 -.0978 .0224

요인 4 -.3702 .1476

요인 5 .6223 一.3012

요인 6 .1069 -.0549

요인 7 .4996 一.2427

요인 8 .1591 -.0821

분산 (%) 32.4 67.2

누적 분산 (%) 32.4 99.6

정되는 요인들은 제 2, 4, 5, 7 요인이었으며, 

이 가운데 제 2요인은 지수화 변수에 의해 그 

유의성이 인정되는 요인이었다. 또한 제 6요 

인은 지수화 변수에 의해 그 차이가 삭감된 

요인이었다.

따라서 남자체형은 상체가 길고 비만의 요 

인이 큰 체형과 신장의 요인이 큰 체형의 2가 

지로 유형화되 었다.

"결 론

현대는 생활 양식의 변화와 더불어 남성의 

가치관이 다양해진 기성복시대로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남성복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는 신체 적 합성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야 한 

다. 그러므로 대량 생산에 있어 착장 대상과

〈표 7> 체형 유형에 따른 요인별 항목간의 신체 치수 분석 결과

측 정 치 지 수 치

항 목

제 1 유혐 제 2 유형

황 号
체 1 유형 제 2 유형

X(cm) SD t X(cm) SD X(%) SD t X(%) SD

요인 1

어깨길이 15.8 14.1 *** 15.2 13.0

요안 1

어깨길이/가슴너비 52.9 .057 *** 51.4 .055

앞품 37.1 27.8 *** 36.2 31.2 앞품/가슴너비 123.9 .104 122.7 .123

41.8 342 * 41.2 40.9 뒤 품/가슴녀비 139.6 .129 139.4 .156

어께나비 37.9 21.7 37.7 20.3 田 깨나비/가슴녀비 126.4 .077 * 127.6 076
엉벙이너비 32.3 16.3 32.1 17.0 엉벙이나비/가슴너비 107.8 .050 ** 108.7 .056

요인 2

엉덩이둘레 92.5 52.5 922 49.1

요■인 2

엉덩이둘레/가슴돝레 99.4 .037 *** 102.0 .040
장딴지 둘레 36.3 25.1 36.1 24.0 장딴지 물헤/가슴둘페 39.0 .021 *** 39.9 .022
넓적다리둘레 52.9 40.5 53.3 39.6 넓적다리둘레/가슴둘레 56.8 ,030 *** 58.9 .032
아래 팔둘레 26.0 22.3 26.1 15.8 아해팔둘레/가슴둘퉤 27.9 ,021 *** 28.8 .014

목둘례 36.5 21.0 36.6 19.6 목둘레/가슴둘레 39.2 .017 *** 40.4 ,017
윗팔둘레 29.3 24.7 29.0 22.9 윗 팔들레/가■含둘레 31.4 .018 *** 32.1 .017

진동둘레 40.7 28.4 *** 41.8 29.6 진동둘레/가슴둘레 43.7 .022 *** 46.2 .025

요인 3

가슘두께 22.2 22.2 * 21.8 19.1

&인 3

가슴무께/가含녀비 73.8 .060 73.7 .054
엉덩이두깨 22.3 24.8 22.3 24.1 엉덩이두켸/가슴너비 74.3 .066 * 75.3 .065
배두깨 21.9 25.4 *** 21.2 21.8 배두께/가台녀비 73.0 .069 ** 71.7 .060
혀리너비 27.9 24.2 * 27.6 22.0 허리나비/가슴녀비 92.9 .057 93.2 .055

몸통느 Y

허리 높이

45.7

100.7

30.3

395 ***

45.4

102.4

27.8

39.6

몸흐너비/가$셔비 _ 

허리 높이/키

152.5

60.1

.070

.011

*

***
153.6

60.7

.071

,012
대퇴 돌기 높이 80.0 43.5 *** 82.3 36.9 태뢰돌기높이/키 47.8 .020 *** 48.8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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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계속

측 정 치 지 수 치

항 목

제 1 유형 제 2 유형

항 목
제 1 유헝 제 2 유형

X(an) SD
一

X(an)
一

X(%) SD t X(%) SD

요인 4

회음높미 73.6 35.0 *** 74.8 35.0

요민 4

회음노이/키 44.0 .014 *** 44.4 .014
뒤허리발뒤꿈치길이 104.2 43.5 *** 105.6 42.1 뒤허리발퓌꿈치길이/키 62.2 .015 *** 62.6 .016
소매길 이 52.2 23.8 * 52.5 23.6 소매길 미/키 31.2 ,010 31.2 .010
화장 75.6 28.9 75.7 28.7 화장/키 45.2 .011 *** 44.9 .012
목뒷 높이 143.3 51.2 *** 145.0 53.0 목뒷 높이/키 85.6 .014 *** 86.0 .013

요인 5
앞중심길 이 37.1 23.6 *** 35.1 24.0

-요인 5
앞충심길 이/키 22.1 ,013 *** 20.8 .013

등길 이 44.8 22.4 *** 43.7 25.7 등길 아/키 26.7 .011 *** 25.9 .013

요인 6
배 둘레 86.1 68.6 *** 83.3 60.5

&인 6
배 둘레/가슴둘레 92.4 .051 92.0 .048

허리둘레 82.7 80,0 *** 80.2 70.0 허리 물테/가슴둘테 88.6 .054 88.5 .048
요인 7 무長안쪽높이 46.6 27.7 ** 46.0 27.9 立인 7 무豈안旁높이/키 27.8 .013 *** 27.3 .014

요인 8
둔부길 이 28.9 21.0 29.0 23.7

요인 8
문부깉이/키 17.2 .012 17.2 .014

밀위앞뒤길이 72.2 44.4 *** 73.8 49.6 빌珀 앞뒤길 이/키 43.1 .026 *** 43.8 .030

지수화 

변수

키 167.5 52.9 ** 168.7 52.2 * < 0.05
** < 0.01

*** < 0.001

가스둘레 93.2 55,9 *** 90.6 547

가슴너비 30.0 18.6 ** 29.6 18.3

관련된 체형 파악은 무엇보다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의류뿐만 아니라 산업제품 전반에 걸쳐 활용할 목적에서 실시된 1992 인체측 

정 조사연구 자료를 좀 더 세분화시켜, 남성복 설계를 위한 체형 분석의 일환으로 25세 이상의 

성인 남자의 체형을 재분석하였다. 측정 항목 84항목 중 34항목을 선정하여 높이 . 길이 항목 

은 키를 고정변수로, 둘레 항목은 가슴둘레를 고정변수로, 너비 • 두께항목은 가슴너비를 고정 

변수로 한 지수치 31항목에 대한 기초 통계량 산출 및 요인 분석, 군집분석 결과에 따른 유형 

간의 차이 검정을 한 결과 성인 남자의 체형은 다음과 같다.

1） 신체치수에 따른 체형분석 결과 성인 남자는 키와 허리높이의 비례가 5:3, 키와 대퇴돌 

기의 높이가 약 2:1, 하체（허리높이）와 상체（목뒤높이-허리높이）의 비례가 5:2.1 의 인체 

비례를 가지며, 견부의 지수치가 크고 허리, 배, 엉덩이의 지수치 차가 적은, 굴곡이 적은 

체형이 었다.

2） 지수치에 대한 요인 분석결과 제 1요인은 견부와 둔부의 너비지수 항목에 의한 체격을 

나타내는 요인, 제 2요인은 사지의 굵기를 나타내는 요인, 제 3요인은 체간의 너비와 두 

께를 나타내는 요인, 제 4요인은 인체비례를 나타내는 신장 요인, 제 5요인은 상체 길이 

를 나타내는 요인, 제 6요인은 요부의 둘레를 나타내는 요인, 제 7요인은 하퇴길이, 제 8 
요인은 둔부의 길이를 나타내는 요인이 얻어졌다. 그 결과로 성인 남자의 체형 특징은 요 

인 1, 2, 3, 6, 8의 인체의 횡적 크기를 나타내는 비만의 요인과 요인 4, 5, 7의 인체의 종 

적 크기 및 비례를 나타내는 신장요인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겠다.

3） 체형 특징에 따라 군집분석한 결과 성인 남자 체형은 서로 상반되는 특징을 지닌 두 유형 

으로서, 이들 유형간의 차이 검정에서 유형 1은 유형 2에 비해 키가 작고 가슴둘레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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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너비가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 유의성이 인정되는 요인은 상체길이와 비만의 요인 

인 제 2, 5, 6 요인과 신장의 요인인 제 4 요인으로서 성인 남자 체형은 상체길이가 길고 

비만요인이 큰 체형과 신장요인이 큰 체형의 2개로 유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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