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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 여성의 손 계측연구

-장갑의 치수 설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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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sizing system for women's glove. The combination of 

anthropometric and engineering aspects of glove pattern-making is difficult protein in engineering clothing. And 

the traditional measurements is not enough for glove. Therefore, to develop the hand measurement method and 
dimension for glove, a comprehensive list of candidate measurements was reviewed and the manufacturers (Their 

career was over the 15years.) were interviewed on the method of glove pattern-making. This study was conducted 

traditional and creative 88 two-dimensional anthropometric measurements and 4 photometric measurements for 

glove pattern-making. In addition, 16 creative measurements were instrumented using a special hand measuring 

board for measuring of landmark locations on the hand. The subjects were 260 women's right hand in the age 

group of 18 to 35 years old in Korea.

Key words: measurement of male Korean hand, men's glove, sizing system.

I•서론

인간의 생활양식, 환경, 사회가 급격히 변함에 따 

라 인체의 일부인 손은 장갑을 착용하여 손의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데, 장갑은 주로 손의 방한, 보호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액세서리 역할도 크다. 

장갑은 단순한 방한, 보호의 기능에서 각종 레저스 

포츠용 장갑은 물론, 고도의 정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특수한 장갑이 필요하게 되는 등 용도가 다

十 교신저자 E-mail: yoyoryu@orgio.net 

양해지고, 세분화 된 기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 

수요 또한 증가할 전망에 있다.

장갑의 구성 요소에는 무엇보다도 손의 치수가 

전제되어야 하고, 정밀한 작업 수행에 필요한 특수 

용도의 장갑은 더욱 세밀하고 정확한 치수가 필요하 

다. 여러 가지 장갑 중에 손가락이 구분되어 구성된 

장갑(glove)의 경우, 손가락 사이즈 및 손의 세부 치 

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계측 

부위의 선정도 중요하다• 그러나 치수와 형태를 동 

시에 파악할 수 있는 3D 스캐닝을 활용하여 손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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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손의 계측자세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하고, 또한 손가락 사이의 접 

촉면이 스캐닝되기 위해서는 각 손가락을 벌리고 계 

즉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계즉자세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손 치수는 인체치수와 마찬가지로 인종별, 성별 

등에 따라 각기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윤훈용'）은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손 부위 치수 비교에서 미국 

의 손 치수가 우리나라보다 크고, 일본의 치수와도 

16부위가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조사하였 

고, 서원석2）의 연구에서 한국 성인 손의 신경의 발달 

이 타민족과는 다르게 다양하게 발달하고 있음을 밝 

혔다. 이렇듯 손에 대한 연구는 재활 의학 분야의 일 

부 분야와 인간공학을 위한 한국성인의 손 계측에 

관한 보고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의류 분야 

의 손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장갑 치수 설정을 위한 

上肢 계측 연구', 시판 장갑을 토대로 한 디자인연구 

4와 장갑의 재료에 따른 보온 효과를 비교한 연구° 

가 있을 뿐이다. 이 중 장갑치수설정을 연구한 문영 

옥6）의 계측 연구는 1970년도 계측 자료이고, 손의 치 

수를 장갑패턴에 적용한 결과가 적어 이를 활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매우 섬세하고 다양한 손 

의 각 부위들에 대한 구체적 인 계측자료를 획 득하여 

이를 토대로 가장 손에 밀착되어 고도의 첨단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특수용도의 밀착형 장갑을 위한 장 

갑 치수를 설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n. 이론적 배경

1. 손의 특징과 계측

인체의 여러 부위 중에서도 특히, 사람의 손은 물 

건을 쥐는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피 

드백 하는 대단히 민감하고 정확한 감각수용기관"으 

로 동물들의 제한적인 기능과는 차별되는 인간을 특 

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부위이다.

인체의 일부로써 손 계측 방법은 먼저 인체계측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체 

를 관찰하는 데 필요한 측정법에는 길이와 두께, 너 

비를 직접 측정하는 1차원적인 방법, 인체를 면（面） 

으로 파악하여 관찰하는 2차원적인 방법, 입체 그대 

로 자료를 채취하는 3차원적인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계측의 목적에 따라 이들을 이용한다.

선행되어진 손 계측은 주로 인간공학적인 도구나 

공간 설계에 이용될 목적에 따라 계측 기준과 부위 

가 다르게 설정되어온 것을 알 수 있는데 미공군의 

계측8）은 1차원적 방법으로 남자 1,774명, 여자 2,208 

명（8종류 유색인종, 1,265종류의 민족）으로 구분한 

미공군을 대상으로 총 132부위의 인체 계측에서 8부 

위의 손의 계측을 실행하였고, 미항공우주국（NASA） 

에서는 인체계측에 관한 지침서에서 손 관련 부위를 

13부위 제시하고 있다.

日本의 生命工學工業技術硏究所에서는 1991-1992 

년 동안 청년기와 노년기로 나누어 인체계측을 실시 

한 중 손의 계측 항목 23부위 계측하였다.

그러나 미공군과 NASA는 계측 항목이 공통적이 

지 않으며 손의 모든 부위를 계측하지 않고 제한된 

손의 계측 치수이며, 일본의 계측자료 역시 인간공 

학적 제품설계를 위한 계즉 항목에 중심을 둔 계즉 

으로 손의 모든 부위에 대한 계측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을 상대로 인체 계즉이

1） 윤훈용, 윤우순, 이병근, "한국성인여성의 손 부위 측정치에 관한 연구”, （대한인간공학회 춘계학술발표 CD- 
Rom, 2002）, pp. 1-4.

2） 서원석, "한국 성인 손의 신경에 대한 국소 해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pp. 23-46.
3） 문영옥, "女子 大學生의 上肢 計測에 관한 硏究 -장갑 치수 설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 1970）, pp. 1-48.
4） 조정숙, ”市販되고 있는 國產 장갑에 관한 硏究“,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8）, pp. 1-36.
5） 이아미, "女性用 掌匣에 대한 被服衛生學的 硏究",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5）, pp. 1-42.
6） 文英玉，Ibid., pp. 1-48.
7） I- A. Kapandji, 심문균 외 4인 공역, 관절생리학」상지 （현문사, 1998）, p. 166.
8） Anthropology research project, INC. Yellow spring, OH, Anthropometric survey of U.S. army personal: Methods ana 

statistics 1988 （U.S. Department of Commerce Nationa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SEP, 1989）, pp. 1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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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단위로 이루어져 왔다. 韓國標準科學硏究 

院에서 조사한 국민표준체위조사에 의한 손의 계측 

은 9부위로 다른 나라와 기관에서 계측한 자료보다 

제한되어 있고, 손의 각 부위를 정밀하게 계측하여 

손의 형태를 파악하거나 유형화한 자료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2. 장갑 산업 현황

오늘날 국제표준（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
dardization）9 10̂]^^ 의복의 사이즈 규정（ISO 3635）에 

따라 장갑의 계측 부위를 손둘레（knuckle 지점）와 손 

길이로 정하고, 치수 규정은 cm 단위를 사용하고, 계 

측의 신뢰성은 착용자의 의도된 계측부위까지 포함 

하여 손둘레 （knuckle지점）, 손길이로 설명한다고 하 

였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확한 치수 제 

시는 되어 있지 않다.

9) ISO 4418, Size designation of clothes -Gloves, ISO, 1999.
10) KS M 6633, 가정용 고무장갑, 1999., KS M 6643, 공업용 보호장갑, 1997.

KS G 3110, 가정용 염화 비닐장갑, 1992., KS A 4036, X선 방호장갑, 1997.

우리나라의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종류별 장갑 

치수들을 살펴보면 의료용 고무장갑을 제외하고는 

치수 단위가 3~5개로 범위가 좁고, 치수 한계에 대한 

기준도 손가락 너비, 중지의 길이로 단편적이다.

우리나라에 장갑이 생산되기 시작한 시기는 일제 

시대 때부터이고 장갑의 생산은 수요가 많고 수출에 

알맞은 주문 상품으로만 주력하여 생산해 오고 있으 

므로 한국인의 손에 대한 계측 자료를 장갑에 활용 

하여 제작하는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또한 제 

작되고 있는 장갑의 종류는 모터사이클용, 스키용, 

등산용, 방한용, 골프용, 작업용 외에 기타 특수한 장 

갑들이 제작되고 있었는데 그 사이즈 체계를 살펴보 

면, 대부분 한 개의 사이즈로 제작되고 있었고, 골프 

장갑을 비롯한 일부 스포츠용 장갑에서는 여자용 사 

이즈로 S, M, L와 남자용 사이즈로 S, M, L가 제 작되 

고 XS과 XL가 생산되기도 하였다. 숫자로 5~9호를 

土간격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8~26호로 표시하 

기도 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표 1〉과 같다.

우리나라 장갑 제조업체에서 제작되는 장갑의 사 

이즈별 완성치수는 객관적인 비교 조사가 어려웠는 

데 그 이유는 의복의 경우와 같이 인체 치수에 근거

한 장갑 패턴이 사용되고 있지 않고, 종류별 여유량 

그리고 완성 장갑의 사이즈별 치수 자료가 체계화되 

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장갑 패턴 제작은 과거로부 

터 사용하던 장갑 패턴을 응용하거나 바이 어가 보내 

준 샘플 장갑을 분해하여 패턴을 제작하는 실정으로 

패턴 제작이 손의 치수와 형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그림 1, 2〉와 같이 견본 장갑을 하나 두 

고 경험에 의해 늘리거나 줄여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림 1> 장갑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장 

갑 패턴 （손등과 손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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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장갑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장 

갑패턴 （제1지와 손가락 결대）.

m. 연구 방법 및 절차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장갑 패턴을 위한 손계측 

부위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제시되고 있는 한국인 손 계측 자료들은 상세한 정 

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 

로 장갑 제작 및 사이즈 개발을 위한 새로운 손 계측 

부위의 설정과 이를 위한 계측기구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본 연구의 구체적 

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M. 장갑패턴개발을 위한 손 계측 부위 중 새로운 

계측부위를 설정한다.

1-2. 손 계측 기구를 개발한다.

1-3. 우리나라 성인여자의 손의 치수와 형태를 파 

악한다.

1-4. 장갑의 사이즈체계를 정립한다.

연구대상은 신체적 성장이 다 이뤄지고, 노화에 

의한 인체변형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사료되는 한국 

표준기술연구원에서 청년기로 구분한 만 18세에서 

만 35세까지의 손 및 팔에 질병이나 상해 병력이 없 

는 성인 여자 300명을 할당표본 추출법에 의해 추출 

하여, 역시 한국 표준기술연구원에서 수도권으로 정 

하는 （서울, 경기,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계측하였고, 

자료가 누락되거나 간접계측방법 과정 중 사진이 잘 

못 찍힌 경우를 제외하고 여자 2기명의 자료가 분석 

에 사용되었다.

1. 연구 방법

1） 손의 계측기준점

손의 계측 기준점의 표시는 3 mm 지름의 인체에 

무해한 스티커로 총 41개의 기준점을 표시하였으며 

다음〈그림 3>,〈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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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측 부위 그림 및 설명

No 계측 부위 그림 No 계측 부위 그림

XI 손길이

X6 손바닥제5지길이

X2 손바닥 제1지길이

X3 손바닥 제2지길이

X4 손바닥 제3지길이

X5 손바닥 제4지길이

길 

이 

항 

목 

A 
직 

접 

계

V

길 

이 

항 

목 

A 
직 

접 

계 

츠

V

X16
제1지 지선점 -지절마 

디구별점 길이

X17 제2지 지선점-지절마 

디구별점 길이

X18 제3지 지선점-지절마 

디구별점 길이

X19
저】4지 지선점 -지절마 

디구별점 길이

X20
제5지 지선점-지절마 

디구별점 길이

X25 손등 제1지길이

X26 손등 제2지길이

X27 손등 제3지길이

X28 손등 제4지길이

X29 손등 제5지길이

X30 제 1지기절마디길이

X31 제2지기절마디길이

X32 제3지기절마디길이

X33 제4지기절마디길이

X34 저〕5지기 절마디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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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이 

항 

목 

A 

직 

접 

계 
츠

V

너 

비 

항 

목 

A 

직 

접 

계 

츠

V

X35 손등 손길이

X44

X45
요측중수점에서 척측 

중수점까지의 수직너 

비

요즉중수점에서 척즉 

중수점까지의 너비의 

길이

제 1-2지 〒지간 구별 

점에서 제 2-3지의 수 

지간 구별점까지의 투 

영길이

X46

무지 붙이고 손의 최대

X47 너비

(vertical)

너 

비 

항 

목 

A 

직 

접 

계 
츠

V

X48 제 1지 말절손가락 너비

X49 제 2지 말절손가락 너비

X50 제 3지 말절손가락 너비

X51 제 4지 말절손가락 너비

X52 제 5지 말절손가락 너비

X53 제2지 중절손가락 너비

X54 제3지 중절손가락 너비

X55 저】4지 중절손가락 너비

X56 제5지 중절손가락 너비

X57 손목너비

X58 손둘레

레 

항 

목 

A 

직 

접 

계 
츠

V

X59

X60

제1지를 포함한 

손둘레

손목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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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새로 설정한 계측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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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점을 지나는 수평선

〈그림 4〉손의 계측 자세

2) 손의 계측 자세

다음〈그림 4〉와 같이 자세 1은 지선점과 손목 구 

별점을 일직선상에 두고 저〕1지를 70° 벌린 자세이고 

자세 2는 제 1지를 붙이는 자세로 정하였다. 제 1지를 

70。로 유지하는 자세는 제1지를 무리하지 않도록 자 

연스럽게 벌리는 모양으로, 이는 수차례의 예비 계 

측을 통하여 가장 적정한 각도로 정한 것이다. 편의 

상 이하의 본문에서는 지선점과 손목 구별점을 일직 

선으로 '지나는 선을 지선점을 지나는 수직선이라 

하고, 이선과 수직으로 지나는 선을 '지선점을 지나 

는 수평선으로 칭한다.

3) 손의 계측 부위 설정

손의 계측 부위는 문헌연구와 장갑제조업체의 조 

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손 계측 부위 이외에 새로 

운 계측부위를 포함하여 총 90부위를 계측하였다. 

그 내용은〈표 2〉와 같이 직접계측방법으로 길이항 

목 43부위, 둘레항목 22부위, 너비항목 14부위, 두께 

항목 7부위를 설정하여 총 86부위를 계측하였고, 간 

접계측방법으로 손의 외곽선에 의한 각도를 4부위 

계측하였다. 이외에 키와 체중을 계측하였다. 문헌 

연구에서 장갑제조업체의 장갑패턴 제작 시 필요한 

것으로 밝혀진 손계측 부위 중 수지간 구별점의 위 

치는 종전의 계측에서 시도된 적이 없으며, 손가락 

길이는 각 손가락마다 각각의 기준에서부터 길이가 

측정되므로 장갑 패턴에 적용시키는 것이 어려운 부 

위이다. 따라서 손가락 길이와 수지간 구별점의 위 

치를 이차원적인 평면 장갑패턴에 옮기기 위하여 지 

선점을 지나는 수평선을 기준으로 계측하는 새로운 

계측 부위를 설정하였다. 새롭게 설정된 계측부위는 

모두 21부위로써 직접계측부위 17부위, 간접 계측부 

위는 4부위였다. 손 계측 부위 외에 인체 계측치로 

키와 체중을 계측하였다.

4) 손의 계측기구 개발

손의 계측 자세를 유지하고 새롭게 설정된 손부 

위의 계측과 안정된 계측치수를 얻을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그림 5〉와 같은 손 계측 기구를 개발하 

였다. 계측기구는 바닥면에 1 mm 간격의 모눈 눈금 

을 표시하였고, 지선점을 지나는 수평선과 지선점을 

지나는 수직선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계측기 

한쪽 면에 직각의 보조대를 설치하였다. 손의 자세 

유지를 위한 계즉기구로는 계즉자세에서 상기한 바 

와 같이 자세 1인 제 1지와 제2지가 7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짧은 삼각기둥형태로 제작하였다. 이 계측기 

구의 모서리는 각각 90°, 20°, 70。로 제작하였고, 나 

머지 한 개의 계측기구는 손의 직각너비를 계측하기 

위해 모든 면이 90。로 이루어진 직육면체형으로 제 

작하였다.〈그림 6〉은 지선점을 지나는 수평선에서 

수지간 구별점까지의 길이를 즉정하는 예이다.

여러번 실행한 예비계측으로 비모수 검증(wli- 

coxon two sampl test)을 한 결과, 새롭게 개발된 계측 

기구는 새롭게 설정된 계측부위의 계측 외에도 안정 

된 계측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계측기구임을 입증할 

수 있었다.

〈그림 5> 개발한 손 계측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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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계측기구를 사용한 자세1의 직접계측방법

5) 계측 방법

① 직접 계측

손의 치수를 계측하기 위하여〈그림 5〉에서 제시 

한 바와 같은 새로 개발된 계측기구와 마틴계측기의 

캘리퍼스, 줄자, 반지 치수기를 사용하여 직접 계측 

하였다.〈그림 7〉에서 제시한 반지 치수기는 손가락 

둘레와 너비치수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림 7> 반지 치수기.

② 간접 계측

손의 입체 형상으로의 정보를 얻고 직접 계측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진 계측을 통하여 간접 계측을 실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손과 카메라 렌즈에 따른 

굴곡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멀리 떨어져 계측되어야 

하므로 줌(zoom)기능이 우수한 디지털 카메라를 사 

용하여 사진 촬영하여 계측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직접계측에서 누락된 각 손가락 길이 등을 보완하고 

손의 외곽형태를 측정하였다. 본 실험의 설계에 사 

용된 카메 라는 NIKON 사의 COOLPIX 4500모델 이 며 

손과 카메라와의 거리는 1 M 떨어뜨려 3배 줌(zoom) 

을 사용하여 제3지 지절점을 중앙에 두고 촬영하였 

다. 손은 자세 2를 유지하고, 1 cm 간격으로 눈금이 

그려진 격자보드 위에 올려져 촬영되었다. 이것은 

예비계측에서 눈금이 그려진 보드를 여러 번 촬영한 

결과로 보드의 중앙과 변부의 눈금 오차가 있는 지 

를 확인한 뒤 정한 계측방법이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 및 분석은 SASS 8.2version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신뢰도 검 

증, 비모수 검정(wlicoxon two samp] test), 기술통계,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손의 치수와 형태

한국 성인 여자의 손계측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이 길이항목으로 평균 손바닥쪽 손길이 

는 16.9 cm, 손등쪽 손길이는 16.3 cm였다. 여자의 손 

바닥 쪽 손가락 길이는 평균 저U지의 길이가 5.3 cm, 

저)2지의 길이가 6.4 cm, 저)3지의 길이가 7.1 cm, 제4지 

의 길이가 6.6 cm, 제5지의 길이가 5.2 cm이다. 이를 

살펴보면 제2지와 저)5지의 길이의 차이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계측기준점이 손가락 구별점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3지의 길이를 한국 산업규격이 

정하는 종류별 장갑의 치수를〈표 1〉과 대조해 보면 

여자의 평균은 호칭 S, 1에 해당됨을 알 수 있었다. 그 

러나 한국산업규격에서 정 하는 장갑의 치수는 장갑의 

완성치수이고 본 연구 결과는 손계측 치수이므로 이 

에 해당되는 장갑치수는 다를 것으로 사료된다. 손등 

쪽 손가락 길이는 평균 저U지의 길이가 5.4 cm, 제2지 

의 길이가 7.6 cm, 제3지의 길이가 8.7 cm, 제4지의 길 

이가 8.2 cm, 제5지의 길이가 6.3 cm였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설정되어 계측되어진 지선점 

에서 각 수지간격구별점까지의 투영거리의 결과를 

살펴보면 손등쪽의 길이가 손바닥쪽의 길이보다 길 

게 나타났는데 그 평균의 차이가 각각 0.8〜 1.5 cm였 

다. 장갑 제조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손등과 손바닥 

의 수지간 구별점을 약 1 cm 차이가 나도록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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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한국 성인 여자의 손계측 기술통계량 （단위 : cm） （여자 n=271）

항목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항 목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XI
손바닥 
손길이

16.93 0.77 14.80 18.8

길
이
항
목

X23
1지 긴 길이

10.24 0.66 8.30 12.1

X2
제 1지길 이

5.34 0.52 4.20 8.3
X24
1~2~2・3 수지구
별점 거리

4.13 0.42 3.20 5.95

X3
제2지길이

6.40 0.39 5.20 7.98 X25 
손등1지길 이

5.36 0.46 3.70 6.98

X4
제3지길 이

7.13 0.41 5.80 8.5 X26 
손등2지길 이

7.61 0.47 6.40 9.2

X5
제4지길 이

6.61 0.39 5.30 8.1 X27
손등3지길 이

8.65 0.51 7.10 9.88

X6
제 5지길 이

5.24 0.42 3.90 6.4 X28 
손등4지길 이 8.18 0.51 6.80 9.9

X7
1 지기절길이

2.55 0.37 1.80 4.3 X29 
손등5지길 이

6.32 0.50 5.00 8.4

X8
2지기절길이

2.18 0.28 1.17 3.4 X30 
손등1 지절

2.69 0.32 1.95 3.8

X9
3지기절길이

2.42 0.30 1.05 3.72 X31 
손등2지절

3.29 0.28 2.70 4.4

X10
4지기절길이

2.13 0.27 1.07 3.5 X32 
손등3지절

3.77 0.32 3.00 5.05

XII
5지기절길이

1.64 0.24 1.00 2.65 X33 
손등4지절

3.46 0.31 2.35 5.1

X12
지선 점 1 - 2 지수 
지간

10.68 0/71 8.82 13.52 X34 
손등5지절

2.73 0.32 2.00 3.72

X13
지선 점 2 - 3 지수
지간

7.32 0.51 5.52 8.87 X35 
손등손길이

16.31 0.89 13.35 18.8

X14
지선점 3-4 지수 
지간

7.24 0.49 5.72 8.82
X36
손등 지선점〜 
지수지간구별점

11.70 0.74 9.67 14.57

X15
지 선점 4 - 5 지 수 
지간

8.07 0.56 6.22 9.62
X37
손등지선점 ~2-3 
지수지간구별점

7.94 0.48 6.42 9.19

X16
1 지지절길이

2.79 0.49 1.20 5.85
X38
손등지 선점〜3-4 
지수지간구별점

7.90 0.50 6.42 9.82

X17
2지지절길이

4.70 0.37 3.35 6.25
X39
손등지선점〜 4-5 
지수지간구별점

8.81 0.52 7.72 10.02

X18
3지지절길이

4.71 0.36 3.35 6.25 X40
X37과 X36의 차 3.76 0.53 1.45 6.85

X19
4지지절 길이

4,48 0.35 3.01 5.9 X41
손등지 선점〜저|2지 1.01 0.27 0.12 1.87

X20
5지지절 길이

3.60 0.37 2.14 4.9 X42
손등지선점〜제 4지 0.90 0.25 0.17 1.87

X21
X13 과X12 의 차 3.36 0.47 1.25 5.55 X43 

손등지 선 점 ~제 5 지 3.52 0.43 2.22 4.72

X22 
손바닥 길이 9.80 0.56 7.83 11.75

너
비
항
목

X44 
손 너비 7.53 0.36 6.50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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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항목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너
비
항
목

X45 
수직 손 너비

7.27 0.41 5.70 9.45

들 

레 

항 

목

X69
5지중절둘레

4.26 0.29 3.70 5.20

X46
무지최대너비 9.26 0.46 7.10 10.4 X70

1 지기절둘레
5.98 0.35 5.25 7.20

X47
1지포함 수직 
너비

8.84 0.49 6.80 10.15 X71
2지기절둘레

5.88 0.35 5.20 7.00

X48
1지말절너비

1.86 0.13 1.45 2.80 X72
3지기절둘레

5.82 0.35 5.00 7.00

X49
2지말절너비

1.49 0.10 1.25 1.80 X73
4지기절둘레

5.52 0.34 4.60 6.80

X50
3지말절너비

1.49 0.09 1.25 1.90 X74
5지기절둘레

4.95 0.34 4.20 6.05

X51
4지말절너비

1.37 0.09 1.15 1.70 X75
1지 반지치수

17.06 2.59 8 25

X52
5지말절너비

1.24 0.09 1.00 1.50 X76
2지 반지치수

14.42 2.60 9 23

X53
2지기절너비

1.71 0.10 1.45 2.00 X77
3지 반지치수

14.61 2.55 8 22

X54
3지기절너비

1.71 0.10 1.45 2.00 X78
4지 반지치수

11.38 2.75 5 20

X55
4지기절너비

1.60 0.10 1.30 1.90 X79
5지 반지치수

5.39 2.49 0.5 14

X56
5지기절너비

1.40 0.09 1.15 1.70

두 

께 

항 

목

X80
1-2 수지 간깊이

1.87 0.33 0.80 2.60

X57 
손목너비

5.35 0.31 4.50 6.90 X81
2-3 수지간깊이

1.19 0.23 0.65 2.20

둘
레
항
목

X58 
손둘레

18.00 0.88 16.00 21.60 X82
34수지 간깊이

1.15 0.21 0.65 2.00

X59
1 지포함손둘레

22.00 1.32 19.70 33.00 X83
4-5 수지간깊이

1.05 0.23 0.50 1.95

X60 
손목둘레

15.14 0.80 13.00 17.55 X84
손둘레두께

2.71 0.26 2.15 3.90

X61
1지말절둘레

5.18 0.44 4.10 6.55 X85
1 지손둘레두께

3.90 0.32 2.95 5.00

X62
2지말절둘레

4.31 0.31 3.60 5.20 X86 
움푹두께

2.46 0.30 1.00 3.35

X63
3지말절둘레

4.40 0.30 3.70 5.70 키
X91 
키

163.02 4.70 151.00 183.00

X64
4지말절둘레

4.12 0.26 3.45 5.00
체

중

X92 
체중 (kg) 52.33 5.76 35.00 78.00

X65
5지말절둘레

3.66 0.29 3.00 4.80

각

도

X95
요측 1각도 (°)

43.75 6.76 21.80 68.00

X66
2지중절둘레

4.96 0.31 4.05 6.00 X96
요측 2각도 (°)

66.50 4.72 47.00 87.00

X67
3지중절둘레

5.09 0.30 4.40 6.70 X97
척측 1각도 (°)

66.44 4.03 55.00 77.00

X68
4지중절둘레

4.69 0.30 4.00 5.80 X98
척측 2각도 (°)

80.14 3.09 67.00 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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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각 수지간 구별점 

마다 손등과 손바닥의 지선점을 지나는 수평선에서 

각 수지간 구별점까지의 길이편차는 각각 다르게 나 

타났으므로 이를 사용할 때는 손가락마다 다른 치수 

로 사용되는 것이 합리적임을 알 수 있었다.

둘레항목을 살펴보면 저］1지를 제외한 손둘레의 

평균 치수가 18 cm로 최대치수와 최소치수의 범위 

가 5 cm 이상으로 다른 부위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이로써 손의 치수는 길이항목보다 둘레항목이 더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손가락기 

절둘레를 살펴보면 저U지는 6 cm, 제2지는 5.9 cm, 

제3지 는 5.8 cm, 제4지 는 5.5 cm, 제5지 는 5 cm로 제 

1지와 저】2지, 제3지의 둘레는 비슷한 크기로 나타 

났다.

반지치수와 손가락 기절둘레의 치수를 살펴보면 

비슷한 치수를 나타내었다. 손가락의 마디는 굵고 

손가락둘레가 가느다란 피험자의 경우, 손가락 둘레 

보다 반지치수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예상한 것 

과 다른 결과인데 반지 치수의 선택은 착용자의 기 

호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손가락 둘레이 치수보다 

작은 치수를 선택하여 착용하는 경우가 자료에 반영 

되었기 때문에 나타는 결과로 생각되어진다. 반지를 

주로 착용하게 되는 저〕4지의 평균 반지 치수는 11力 

호（54.5 mm） 였다.

너비항목을 살펴보면 손의 최대너비의 평균은 9.3 

cm였고, 요측중수점과 척측중수점을 지나는 손너비 

는 7.5 cm였다. 손가락 너비를 살펴보면 제1지가 1.9 

cm, 저］2지와 3지가 1.5 cm이고, 제4지는 1.4 cm, 제5 

지는 1.2 cm였다.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계즉한 손등과 손바닥 사 

이의 수지간구별점의 간격은 제2~3지 간격과 제 3M 

지 간격이 비슷했고 제4~5지 간격은 약간 줄어들었 

으나 그 차이가 미비했다.

두께 항목의 결과를 살펴보면 손두께 의 평균은 2.7 

cm였고, 제1지를 포함한 손두께의 평균은 3.9 cm로 

나타나서, 1지를 포함한 두께가 손두께보다 약 1.2 

cm 큰 결과를 나타내었다.

간접계측으로 계측한 손의 각도를 살펴보면 요측 

저）1각도가 평균 43.75。이고, 척측제 1각도 평균 66.44° 

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접계측의 결과는 매우 다양 

하여 유형별 그룹이 의미있게 구분되지 않았다.

2. 손의 요인분석

손의 형태 및 치수와 관련된 인자를 추출하기 위 

해 계측자료들을 반복주측인자법으로 요인분석 하였 

다.

다음〈표 4〉의 요인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제 1요 

인으로는 길이 항목, 제 2요인으로는 둘레항목, 제 3 

요인으로는 손가락 너비항목으로 나타났다. 저］1요인 

의 설명력이 제일 큰 인자로 저】3지 길이가 나타났으 

며 이는 4지 길이나 손바닥 손길이보가 0.05 설명력 

이 더 크다. 제2요인의 설명력이 제일 큰 인자로 제2 

지의 기절둘레가 큰 설명력을 가지는 인자로는 나타 

났다.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계측방법이 보다 손쉽고 활 

용하기 쉬운 항목으로 선택하는 것이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 제1요인의 제1인자로 제2지 

의 기절둘레를, 제2요인의 저인자로 저）3지 길이（손 

바닥）를 분할하여 손 치수 그룹을 나누었다.

계측한 손치수를 저】2지의 둘레항목과 저）3지의 길 

이항목을 분할하여 그룹을 나누었다. 그룹별 치수의 

범위와 빈도는〈표 5〉와 같다.

3. 장갑의 사이즈 체계 설정

본 연구에서는 장갑 제조업체와 장갑 구매자가 

장갑 치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 

갑업체의 생산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장갑의 사 

이즈 체계를 설정하고 이를 기초치수체계로 제시하 

였다. 제시한 항목들은 요인분석결과 추출된 인자들 

을 중심으로 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밝힌 바 있는 장 

갑 치수 지시서의 항목들도 참고로 하여 선정하였다.

제2지기절둘레와 제3지 길이를 분할하여 9개로 

나눈 여자의 그룹별 손치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 

치수의 범위를 저〕2지 둘레-제3지 길이 순으로 표현 

하는 사이즈 체계를 만들었다. 즉 56-69 사이즈는 제 

2지 둘레가 5.6 cm이고, 저）3지 길이가 6.9 cm 치수 이 

하가 되는 손을 위한 장갑의 사이즈 표기이다. 이를 

살펴보면 치수간 치수의 범위가 불규칙함을 알 수 

있는데. 둘레는 0.3 cm, 0.3 cm, 0.9 cm 범위이고, 길 

이는 차례로 1 cm, 0.3 cm, 1.1 cm 범위인 사이즈 체 

계이다. 사이즈간 편차를 살펴보면 저）3지 길이의 편 

차는 0.3-0.5 cm로 여자의 저］2지 둘레의 편차는 큰사 

이즈로 갈수록 편차가 커진다. 다음〈표 6〉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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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 3지길이X4

손등2・3지구별점X37

제4지길 이X5

XI

X27

X38

제2지길 이X3

X14

X39

X26

X35

X13

X28

X12

X15

X36

제5지길 이

X29

X19

X17

X18

X32

X23

X33

제 1지길이X2

손등2지절길이X31

5지의 지절 길이X20

손바닥 길이X22

손바닥 손길이 

손등3지길 이 

손등 3-4 지구별점

X6

X91

요인 부하량

〈표 4> 한국 성인 여자 손 계측부위의 요인분석 결과

내용

0.04 0.07

0.08 -0.08

0.12 0.04

0.20 0.04

0.10 0.09

-0.030.05

0.090.14

0.06-0.04

0.000.06

0.14 0.07

-0.020.10

0.02 0.02

0.020.14

0.05 0.00

길이0.110.05

-0.190.15

-0.010.11

0.24 -0.05

-0.050.15

-0.050.15

0.130.02

0.040.17

0.14 0.12

-0.150.07

0.220.04

0.26 -0.11

0.010.24

-0.06

-0.09

0.21

0.08

항목
No

X71

X74

X68

X67

X72

X70

X73

요인 부하량

항목
내용

3지수지간구별점 

손등 4-5 지구별看 

손등2지길 이 

조등손길이 一 

2지수지간구별점 

손등4지길 이 

1 지수지간구별점 

4지수지간구별점 

손등」2지구별점

키

손등5지길이 '

4지의 지절 길이

2지지절길이

3지의 지절 길이

손등3지절길이

1지 긴 길이

손등4지절길 이

X79

X78

X76

X66

X77

X64

X69

X75

X60

X62

X63

X65

X61

X58

X92

X46

X85

X53

X49

X51

X54

X55

고유치 24.99

변량기여율

누적기여율

0.62

X50

X56

X52

X57

0.62

2지기절둘레 

5지기절蓦레 

4지중절둘레 

3지중절둘斯 

3지기절둘레 

1 지기절둘레 

4지기절둘레 

5지 반지 

4지 반지 

2지 반지 

2지중절둘레 

3지 반지 

4지말절둘레 

5지중절둘레一 

1지 반지 

손목들레 

2지말절둘레 

3지말절둘레 

5지말절둘레 

1지말절둘레 

손둘레 

줘좋

1지최대 너비길이

1 지손둘레두께

2지중절너비

2지말절너비

4지말절너비

3지중절너비

4지중절너비

3지말절너비

5지중절너비

5지말절너비 

손목너비 

고유치

변량기여율

누적기여율

0.12

0.12

0.02

0.05

0.19

0.06

0.19

0.22

0.25

0.24

0.03

0.30

-0.06

0.00

0.19

0.35

-0.07

-0.13

-0.05

-0.07

0.34

0.33

0.46

0.14

0.23

0.16

0.08

0.23

0.11

0.15

0.12

0.11

0.36

0.50

0.44

0.42

0.43

0.40

0.43

0.43

0.42

0.41

11.92

0.30

0.92

0.14

0.07

1 -0.03

0.06

0.19

0.10

0.13

0.08

0.14

0.18

0.06

0.22

0.04

0.00

0.25

0.17

0.14

0.11

0.03

0.04

0.08

0.13

0.17

둘레

0.11

3.26

0.08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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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국 성인여자의 손 치수 그룹별 빈도

（단위: 명）

\ 요인 

그룹毒、

그룹별 손 치수 범위

빈도제2지 둘레 

（단위 cm）
제3지길 이 

（단위 cm）

AO 6.2〜 6.8 17

AP
5.2 〜5.55

6.9〜 7.05 24

AQ 7.1〜 7.3 11

AR 7.4〜 8.1 13

BO 6.2〜 6.8 13

BP
5.6 〜5.8

6.9〜 7.05 16

BQ 7.1〜 7.3 13

BR 7.4〜 8.1 13

CO 6.2〜 6.8 14

CP
5.85 〜6.0

6.9 ~ 7.05 25

CQ 7.1〜 7.3 14

CR 7.4〜 8.1 29

DO 6.2〜 6.8 7

DP
6.1 〜6.9

6.9〜 7.05 17

DQ 7.1〜 7.3 17

DR 7.4〜 8.1 28

즈 체계의 표시와 손치수의 범위이다. 다음〈표 7> 

은 새롭게 제시되는 여자 장갑의 사이즈체계에 대한 

각 평균 손치수와 빈도이다.

이를 살펴보면 빈도가 69-85 사이즈에 몰려 51명 

이 분포하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처음 계측한 

지선점을 지나는 수평선에서 2지, 3지, 4지, 5지 손가 

락 끝점까지의 비가 56-69 사이즈에서 약 0.94 cm, 

0.0 cm, 0.92 cm, 3.38 cm이고, 69-60 사이즈에서 0.93 

cm, 0.0 cm, 0.81 cm, 3.37 cm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장갑 제조업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 

고 있는 1.4 cm, 0.0 cm, 0.7 cm, 2.8 cm의 비와 매우 

다른 결과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성인 남녀 

의 지선점을 지나는 수평선에서부터 손가락 끝점까 

지의 길이는 제2지와 제3지의 길이가 비슷하고 지선 

점에서 수지간 구별점까지의 길이 역시 제2~3 수지 

간 구별점과 저）3-4 수지간구별점의 위치가 지선점을 

지나는 수평선에서 비슷한 길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손의 각 부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측자료를 획득하여 밀착형 장갑제작에 필요한 장 

갑치수와 사이즈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장갑을 위한 손 계측 부위 설정을 위하여 기 

존의 손 계측 부위 외에 새로운 계측 부위를 설정하 

였다. 그 내용은 직접계측방법으로 지선점을 지나는 

수평선을 기준으로 각 손가락 끝점까지의 길이와 지 

선점을 지나는 수평선을 기준으로 각 손가락구별점 

까지의 길이, 손등과 손바닥의 수지간 구별점의 간 

격 등 총 17부위를 설정하였고, 간접계측방법으로 

손의 외곽선 각도를 측정하기 위한 4부위를 설정하 

였다.

둘째, 손의 계측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새로 설정한 손 계측부위를 계측하기 위하여 새로운 

손 계측기구를 개발하였다. 계측기구는 지선점과 손 

목구별점을 일직선상에 두고 이 선과 수직인 선이 

지선점을 지나도록 자세를 유지시킬 수 있는 손 계 

측기구와 저】1지를 70° 벌려 유지할 수 있는 계측기

〈표 6> 한국 성인 여자 장갑 사이즈 체계와 손치수 범위

사이즈 
손치 수범 «*** 56-69 60-69 69-69 56-73 60-73 69-73 56-85 60-85 69-85

저】2지 둘레 （단위: cm） 53〜5.6 5.7~6.0 6.0-6.9 5.3〜5.6 5.7〜6.0 6.0 〜6.9 53-5.6 5.7〜6,0 6.0〜6.9

제3지 길이 （단위: cm） 5".9 5.8 〜6.9 5.8 〜6.9 7.0 〜7.3 7.0〜7.3 7.0〜7.3 7.4 〜8.5 7.4 〜8.5 7.4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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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cm）〈표 7> 한국 성인여자 장갑의 사이즈별 손 참고치수

No
必］의즈j 56-69 60-69 69-69 56-73 60-73 69-73 56-85 60-85 69-85

명칭 31 명 28 명 26 명 33 명 28 명 34 명 19 명 21 명 51 명

XI 바닥손길이 16.22 16.32 1637 16.79 16.84 17.07 17.42 17.40 17.65

X2 제 1지길이 5.05 5.08 5.16 5.44 5.20 5.40 5.48 5.50 5.62

X3 제2지길 이 6.07 6.04 6.10 6.32 6.40 6.42 6.62 6.71 6.79

X4 제3지길 이 6.68 6.73 6.66 7.10 7.09 7.11 7.56 7.58 7.55

X5 제4지길 이 6.19 6.32 6.29 6.58 6.55 6.62 6.89 6.96 6.99

X6 제5지길 이 4.91 5.00 4.96 5.15 5.21 5.33 5.48 5.41 5.55

X12 지선 점〜 1-2 지수지 간 10.19 10.08 10.23 10.65 10.68 10.55 11.22 11.30 11.18

X13 지선 점〜2-3 지수지 간 6.95 6.85 6.95 7.32 7.37 7.24 7.74 7.75 7.70

X14 지선점〜3~4지수지 간 6.87 6.80 6.83 7.22 7.25 7.13 7.75 7.70 7.60

X15 지선 점-4-5 지수지 간 7.62 7.60 7.77 8.03 8.13 7.92 8.52 8.56 8.51

X21 X13 과X12 의 차 3.24 3.23 3.28 3.34 3.31 3.31 3.47 3.55 3.48

X23 1지 긴 길이 9.85 I 9.83 9.95 10.17 10.05 10.29 10.41 10.46 10.81

X24 1-2~2-3수지구별점 거리 3.87 4.01 4.14 4.03 4.21 4.24 4.19 4.33 4.20

X25 손등1지길이 5.16 5.24 5.20 5.26 5.23 5.56 5.43 5.52 5.56

X35 손등손길이 15.62 15.76 15.64 16.33 16.06 16.42 16.85 16.91 16.97

X36 손등지 선점~1-2 지수지 간 11.17 11.17 11.35 11.73 11.53 11.77 12.02 12.31 12.15

X37 손등지 선 점 ~2-3 지 수지 간 7.54 7.54 7.50 7.97 7.88 7.89 8.27 8.35 8.37

X38 손등지 선 점 ~3-4지 수지 간 7.49 7.50 7.52 7.87 7.90 7.79 8.27 8.39 8.35

X39 손등지선점K지수지간 8.35 8.38 8.36 8.84 8.83 8.76 9.06 9.37 9.26

X40 X37과 X36의 차 3.63 3.63 3.84 3.76 3.65 3.89 3.72 3.95 3.77

X41 손등지선점〜제2지 끝점 0.95 0.94 0.93 1.08 0.95 1.01 1.07 1.07 1.08

X42 손등지선점〜제4지 끝점 0.86 0.82 0.81 0.92 0.92 0.89 1.02 1.03 0.93

X43 손등지선점〜제5지 끝점 3.35 3.38 337 3.53 3.56 3.52 3.59 3.81 3.62

X44 손 너비 7.22 7.33 7.51 7.40 7.45 7.67 7.58 7.52 7.88

X53 2지기절너비 1.64 1.66 1.74 1.63 1.71 1.78 1.71 1.69 1.78

X54 3지기절너비 1.66 1.64 1.73 1.64 1.69 1.78 1.71 1.71 1.78

X55 4지기절너비 1.55 1.55 1.63 1.54 1.58 1.63 1.56 1.61 1.66

X56 5지기절너비 1.36 1.36 1.42 1.36 1.39 1.46 1.38 1.37 1.44

X58 손둘레 17.32 17.59 18.21 17.72 17.60 18.41 17.76 17.97 18.78

X70 1 지기절둘레 5.68 5.88 6.29 5.70 5.88 6.25 5.63 5.90 6.25

X71 2지기절둘레 5.49 5.80 6.23 5.48 5.80 6.20 5.50 5.82 6.24

X72 3지기절둘레 5.47 5.71 6.06 5.50 5.70 6.13 5.52 5.80 6.14

X73 이지기 절둘레 5.20 5.38 5.68 5.24 5.46 5.86 5.20 5.49 5.85

X74 5지기절둘레 4.63 4.89 5.18 4.64 4.87 5.23 4.66 4.86 5.24

X85 1지포함 손두께 3.75 3.81 4.05 3.79 3.78 4.07 3.64 3.89 4.07

276



제 12 권 제 2 호 류경옥•서미아 79

구, 그리고 손의 직각너비를 잴 때 사용하는 모든 면 

이 90。인 손 계측기구를 개발하여 제작하였다. 계측 

기구 타당성은 이 계측기구의 사용 여부에 따라 반 

복 계측한 편차를 비모수 검정한 결과, 개발된 계측 

기구를 사용하여 손을 계측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 

고 정확한 계측임이 입증되었다.

셋째, 한국인 성인여자의 손 계측 결과 손길이는 

16.9 cm였고, 손둘레의 평균치수는 18 cm였다. 제3지 

길이의 평균은 7.13 cm였고 새로운 계측부위의 계측 

치는 지선점을 지나는 수평선을 기준으로 저】2지, 제3 

지, 제4지, 제5지 손가락끝점까지의 길이는 1.01 cm, 

0.0 cm, 0.9 cm, 3.52 cm로 나타났다. 이는 장갑 제조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1.4 cm, 0.0 cm, 0.7 cm, 2.8 

cm와 비교할 때 매우 다른 결과로 기성장갑의 손가 

락 길이는 우리나라 성인 여자에게는 부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손 계측부위의 요인분석 결과, 저］1요인으 

로는 둘레와 너비항목이, 저〕2요인으로는 길이 항목 

으로 나타났는데 제1요인의 가장 설명 변수가 큰 인 

자로 저)2지 기절둘레가, 제2요인의 가장 큰 설명변 

수를 가진 인자로 제3지 길이가 도출되었다. 이 두 

인자는 장갑 치수의 중요한 항목일 뿐 아니라 다른 

부위를 대표하는 정도가 크므로 장갑의 치수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부위로 밝혀졌다.

손 계측부위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손등쪽 손길 

이와 손바닥쪽 손길이의 상관계수는 0.90, 키와의 상 

관계수는 0.80으로 매우 큰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너비항목에서는 손의 너비는 1지를 포함한 손의 최 

대너비와 상관이 0.89로 너비항목은 너비항목들끼리 

관계가 많았고, 손 둘레와도 상관계수가 0.88로 많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지간간격과 각도 등 

은 다른 손 부위와 상관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넷째, 손 치수 그룹을 제3지 길이와 제2지 둘레를 

기준으로 나누어 9개의 장갑 치수를 제시하였다. 사 

이즈 표시는 제3지 길이-제2지 둘레 순으로 표시하 

였고 사이즈 간 치수의 편차는 제3지 길이에서 0.3 

~0.4 cm, 저)2지 둘레에서 0.3-0.5 cm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손 계측 자료에 의한 장갑의 완성치수와 

사이즈 체계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계측대상이 수도권에 거 

주하는 18세~35세의 청년기 성인여자로 한정되었으 

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전체 남녀의 손 계 

측치로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손에 대한 다양한 기초자료 및 

선행 연구가 없는 실정에서 각 세부항목의 손 계측 

부위를 계측하고 제시하였으므로 기초 자료로써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되며, 구체적인 손의 계측자료를 

기초로 하여 제시한 장갑의 사이즈 체계는 합리적인 

장갑 제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장갑제작을 위한 기초 자료를 위해 연 

구되어졌으나 이 결과들은 손과 관련된 모든 연구에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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