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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make the head form by setting the region of the head fbr detailed 

measurement of the head to make the type of closely fit hat and typifying the head form of Korean women's 

with each region of the head based on the measurements of each region of the head according characteristics. 

A total of 285 Korean women's in the age group of 18 to 35 years 이d. It were measured through the direct 

measurement method by selecting 67 measurement items. As a result of the findings obtained from cluster analysis 

could be classified into 3 type. Type 1（46%） is U-shaped form, that is high in head height on sides and 

circumference is smallest, whose facial region and occiput is flattest of three types. Type 2（22.4%） is inverted 

triangle form, that is flat in head ridge, low in head height on sides and wide in the frontal width. Type 3（31.6%） 

is oval form, that is largest in size, has the projected occiput and is of three-dimensional form.

Key words: head form（머리모형）, U-shaped 자형）, inverted triangle jbrm（역삼각형）, oval fbrm（타원형）.

I.서론

오늘날 스포츠 레저 산업이 발전하면서 스포츠 

레저용 모자 중에서도 머리보호의 기능을 하는 밀착 

형 모자인 헬멧은 용도가 다양해지고 수요가 증가함 

에 따라 더욱 안전성과 치수 적합성이 요구되고 있 

다.

특히 헬멧은 모자와 달리 제작 방식이 패턴을 떠 

서 봉제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형태의 틀에서 성형하 

는 방법으로 제작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정확한 

머리형태에 의한 모형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헬멧 

제작시에는 정밀한 머리의 형태가 요구되므로 치수 

의 개념이 아니라 머리 각 부위의 치수로 이루어진 

형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인간공학과 의류학 분야에서 점차 머리 및 

얼굴부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유아를 대상 

으로 한 연구"),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체 계측

교신저 ；자■ E-mail : miasuh@hanyang.ac.kr
1) 柳澤登子 외 2人, “乳兒0)頭部形態 上 帽子寸如 力二 家政學雜誌 T1 권 5호, pp. 365-368.
2) 안은주, “유아용 모자의 실태조사와 두부계측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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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 실버제품의 치수 및 설계를 위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등이 이루어져 왔으나 머 

리부위에 대한 계측부위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정 

확한 치수 설정이나 형태 파악에 이를 활용하는 데 

에는 미비한 실정이며, 머리 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 

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특수 용도 모자의 제작에 기초가 되는 

한국 성인 여자의 머리형태를 유형화한 자료나 머리 

형태를 고려한 머리모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 

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밀착형 모자 제작을 위 

하여 머리의 세밀한 측정을 위한 머리의 계측부위를 

설정하여 계측을 실시하고 머리의 각 부위를 계측한 

치수를 중심으로 한국인 성인 여자의 머리형태를 특 

성에 따라 유형화한 후, 형태를 파악하여 밀착형 특 

수모자 제작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머리모형을 

개발하여 제작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머리부위 계측치를 기초로 한 유형별 머리모형과 치 

수의 제시는 밀착형 모자류의 맞음새 적합도를 높이 

기 위하여 실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특히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안전을 위한 기능성 모자, 

특수모자 제작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사 

료된다.

n.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1) 머리의 형태 및 치수와 관련된 주요 요인을 기 

준으로 머리형태를 분류한다.

(2) 한국 여자의 유형별 머리 계측치와 형태 특성 

을 파악한다.

(3) 한국 여자의 유형별 머리모형을 개발하여 제 

작한다.

2. 연구 대상

형태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연구대상은 신체적 성장이 완료되고, 노화로 인한 

형태변형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사료되는 만 18세에 

서 만 35세까지의 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 경 

기지역을 중심으로 머리 및 얼굴에 질병이나 상해 

병력이 없는 성인 여자 300명을 할당표본 추출법에 

의해 추출하여 계측하였다. 이 중에서 자료가 누락 

된 경우를 제외하고 여자 285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 

용하였다. 계측은 예비계측을 거쳐 2003년 3월 10일 

부터 2003 년 9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피험자의 연 

령은 1997년 국민표준체위조사를 참고로 계측일 당 

시의 만 나이로 산출하였다.

3.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결과에서의 머리계측 

치와 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머리 형태를 유형화 

하였다. 또한 머리의 입체 형상 정보를 얻고 직접계 

측을 보완하기 위하여 패턴제작용 CAD 프로그램인 

PAD 시스템을 이용하였으며 유형별 머리모형을 제 

작하였다.

1) 머리의 계측부위 설정

머리의 계측기준점 및 계측부위는 국민표준체위 

조사 보고서气 日 本生命工學工業技術硏究所의 보고 

서", 미 공군의 보고서9)를 참고로 설정하였으며, 밀 

착모자 및 머 리모형제작에 필요한 부위 의 계측을 위 

하여 22개의 기준점과 67개의 계측부위를 설정하여 

직접계측한 선행 연구 자료를 사용하였다.

2) 유형별 머리형태 분석

정확한 머리모형의 제작을 이하어 叫리부위의 계 

측치 만을 가지고는 머리마루 부위의 곡선 형태 표 

현에 있어 어려움이 따르므로 치수와 함께 형태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의 계측치 결과 

를 기초로, 머리의 수평단면도와 수직단면도를 나타 

내어 형태를 규명하고 유형별 머리모형제작에 이용

3) 안영실, "모자제작을 위한 두부형태 분석,” 한양여자대학 논문집 18권 (1995), pp. 349-358.
4) 오순희, "우리나라 여성을 위한 모자패턴의 개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5) 김인순 외 3인, “3차원 측정법을 이용한 노인의 머리 및 얼굴 형태에 관한 연구,” 대한인간공학회 (2002).
6) 안영실, "모자제작에 관한 여자 머리 계측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학회 12권 5호 (2004), pp. 743-756.
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민표준체위조사 보고서 (국립 기술품질 원, 1997).
8) 日本生命工學工業技術硏究所，設計OZ長^。〉人體計測V-Op. cit., pp. 12-13.
9) Anthropology Research Project, Inc., Yellow Spring, Oh.,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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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단면도 제작은 패턴제작용 CAD프로그램인 PAD 

시스템 Ver. 3.7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치수뿐 아니라 형태가 반영된 머 

리모형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3） 유형별 머리모형 제작

유형별 머리모형 제작의 기초 자료는 군집분석 

결과 추출된 유형별 대표자의 평균치를 이용하였으 

며 형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수평단면도, 수직단면 

도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머리유형별 입 

체구조물인 머리모형을 제작하였다.

1. 설계도는 정면, 측면, 후면으로 구성하며 두개 

부위와 안면부위의 형태로 하였다.

2. 머리모형 제작의 기준이 되는 머리부위의 기준 

면과 기준선을〈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 정중선（正中線）: 인체를 좌우 대칭으로 자른 체 

표상의 선.

• 정중시상면（正中矢狀面）: 인체를 좌우 대칭으로 

자른 면으로 두개골의 시상 봉합을 지나는 면.

•전두면（前頭面）: 시상면에 직각인 수직면으로 

몸을 앞뒤로 나누는 평면, 두개골의 관상봉합을 

지나므로 관상면이라고도 함.

• 이안면（耳眼面）: 좌우의 귀구슬점을 연결한 면.

3.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로의 중심축에 철 

사로 된 심봉대를 이용하여 사각형태의 찰흙을 

붙인다.

4. 유형별 수평단면도, 정면과 측면의 수직단면도 

를 이용하여 머리모형 제작을 위 한 기준축으로 

사용하여 각 부위의 치수를 표시한 후, 조각하

여 표면이 매끄럽게 되도록 형태를 다듬는다. 

머리형태는 직접 계측한 항목의 계측치를 이 

용하는 한편 수평단면도와 수직단면도를 적용 

하여 측정과 보정을 반복하여 형태를 완성하 

였다.

5. 찰흙작업은 마르는 과정에서 수축의 우려가 있 

으므로 마르기 전에 찰흙으로 완성된 모형을 석 

고로 떠내어 석고로 된 머리모형을 만들었다.

6. 석고로 된 머리모형을 마네킹 재질인 FRP（합성 

수지）로 성형하여 제작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의 분석은 SPSS Ver.lO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요인분석자료를 기 

초로 군집분석,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m • 결과 및 논의

1. 머리부위 형태의 유형화

1）여자 머리형태 분류 및 유형별 특징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인 활용의 문제를 고려하여 

군집의 수를 3~5개로 정 하였으며, 최종 군집 수의 결 

정은 군집 수에 따른 요인 간 분산분석과 군집 수에 

따른 항목 간 분산분석을 병행하여 95% 신뢰수준으 

로 통계적인 타당성, 군집 수에 따른 피험자의 분포 

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소 군집으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징적인 머 

리형태 파악과 시장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3개의 군 

집으로 설정하였다.

여자 머리형태의 유형을 특징에 따라 3개의 군집 

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유형 1에 131명이 속하여 과 

반수에 가까운 46%가 분포되었으며 유형 2에 64명 

이 속하여 22.4%, 유형 3에 90명이 속하여 31.6%가 

분포되었다.

유형별 각 항목에 대한 평균과 분산분석 결과를 

분석하여 유형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유형별 계측치 

의 평균과 분산분석 결과는〈표 1〉과 같다.

〈표 1〉의 결과를 살펴보면, 유형별 둘레 및 길이 

항목 중에 서 귀 구슬사이 머 리 마루점 길 이 와 귀 구슬사 

이뒤통수점길이를 제외한 귀구슬사이길이 5개 항목 

에서는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형 1은 머리둘 

레가 가장 작았으나 머리마루 부위의 전후의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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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여자 머리유형에 따른 머리계측항목의 차이

유 형

머리계측항목 J''一一___
유형 1 
(n=131)

유형 2 
(n-64)

유형 3 
(n=90)

F

신장 162.57AB 161.50B 163.42A 3.37 *

체중 50.82B 51.98AB 53.28A 4.90 **

머리 둘레 1 54.48B 55.01A 55.29A 9 97 ***

귀구슬사이머리마루점길이 37.40B 36.99C 38.04A 15.33 ***

눈살점뒤통수점길이 29.18A 27.40C 28.45B 26.97 ***

눈살점머리마루점길이 15.29A 14.58B 15.30A 11.13 ***
둘레 머리마루뒤통점길이 13.89A 12.82B 13.15B 12.20 ***

길이 이마길이 6.59 6.41 6.43 1.93
X목 이마시작점뒤통수점길이 22.59A 20.99C 22.02B 22.30 ***

귀구슬사이코아래점길이 26.48 26.75 26.70 2.04

귀구슬사이턱끝점길이 28.83 28.91 28.90 0.14

귀구슬사이턱아래점길이 26.86 26.80 26.75 0.13

귀구슬사이이마시작점길이 32.52 32.34 32.63 1.00

귀구슬사이전두측두점길이 29.77 29.90 30.14 2.66

귀구슬사이뒤통수점길이 31.77B 33.13A 33.32A 22.09 ***

머리마루점뒤통수점높이 9.52 9.52 9.46 0.15

머리마루점뒷머리끝점높이 15.96 15.87 16,08 0.83

머리마루눈살점높이 8.37A 7.79B 8.37A ' 6.76 ***

머리마루점비근점높이 10.03 A 9.51B 10.02A 5.21 **

머리마루코끝점높이 13.86 13.02 13.78 9.68 ***

머리마루코아래점높이 14.83A 14.07B 14.75A 8.57 ***

머리마루입중간점높이 16.99A 16.22B 16.90A 8.13 ***
f: 머리마루점턱끝점높이 21.11A 20.25B 21.16A 15.72 ***
當모 머리마루점아래턱점높이 21.32B 20.79C 21.66A 14.34 ***

머리마루턱모서리점높이 18.36A 17.9OB 18.53A 8.92 ***

머리마루협골궁점높이 12.11A 11.47B 12.17A 12.60 ***

머리마루귀구슬점높이 13.06B 12.67C 13.34A 16.23 ***

머리마루외안각점높이 10.32A 9.45B 10.29A 16.29 ***

머리마루귀상점높이 10.27A 9.87B 10.43A 10.00 ***

머리마루귀하점높이 15.74B 15.34C 15.99A 15.06 ***

머리마루귀바깥점높이 12.22A 11.72B 12.34A 8.06 ***

얼굴길이 18.52A 18.10B 18.44A 6.35 **

직선 이마직선길이 5.85A 5.56B 5.63B 5.13 **

길이 눈살점턱끝점길이 12.74A 12.46B 12.79A 3.98 *
항목 눈살점코아래점길이 6.46 6.27 6.38 1.96

비근점턱끝점길이 11.08A 10.75B 11.13A 6.29 **

K°°5, **p〈0.01, ***q〈0.001, ABC는 Duncan test 결과임(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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疽.05, *秋0.01, ***p<0.001, ABC는 Duncan test 결과임(A>B>C).

유 형 유형 1 
(n=131)

유형 2 
(n=64)

유형 3 ,
(n=90)

F

코아래점턱끝점길이 6.28 6.19 6.41 2.31

코길 이 4.73 4.62 4.67 2.17

귀길이 5.94 5.94 6.05 2.10

뒤통수점머리마루점거리 8.33B 8.42B 8.65A 7.01 ***

뒤통수점이마시작점거리 15.27B 15.09B 15.84A 12.20 ***

뒤통수점비근점거리 17.59C 17.94B 18.28A 33,61 ***

뒤통수점코끝점거리 19.88B 20.39A 20.58A 23.95 ***

뒤통수점코아래점거리 18.43B 19.09A 19.19A 24.35 ***

뒤통수점입중간점거리 18.91B 19.50A 19.68A 18.38 ***

뒤통수점턱끝점거리 17.57B 18.51A 18.37A 16.65 ***

수펴 뒤통수점아래턱점거리 13.51B 14.37A 14.16A 12.03 ***

거리 뒤통수점턱모서리점거리 11.17B 11.70A 11.87A 9 ]5 ***

항목 뒤통수점협골궁점거리 13.50B 13.85AB 14.02A 5.26 **

뒤통수점귀구슬점거리 10.06C 10.47B 10.86A 15.01 ***

뒤통수점외안각점거리 16.15B 16.45B 16.86A 12.50 ***

뒤통수점입끝점거리 18.05B 18.76A 18.97A 21.84 ***

뒤통수점귀상점거리 8.24C 8.62B 8.95A 10.88 ***

뒤통수점귀하점거리 9.66B 10.21A 10.34A 9.32 ***

뒤통수점귀바깥점거리 6.92B 7.35A 7.67A 11.50 ***

뒤통수점뒷머리끝점거리 4.16B 4.52A 4.54A 6.11 **

머리두께 17.80C 18.14B 18.56A 36.26 ***

머리너비 15.57A 15.64A 15.18B 19.38 ***

협골궁너비 13.38B 13.74A 13.45B 8.62 ***

귀구슬사이너비 13.50B 13.82A 13.36B 12.21 ***

두께 아래턱너비 11.05B 11.29A 11.05B 3.05 *

, 턱끝점뒤통수점너비
너비

21.96B 22.28AB 22.43A 4.91 **

항목 외안각너비 9.86 9.85 9.88 0.06

내안각너비 3.29B 3.41A 3.39A 5.63 **

전두측두점너비 9.67 9.57 9.60 0.54

유양돌기간격너비 12.46 12.67 12.48 2.05

귀너비 3.14 3.13 3.19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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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 는 눈살점 뒤통수점 길 이, 이마시 작점 뒤 통수점 

길이의 항목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귀구슬사이 

뒤통수점길이는 가장 작았다. 유형 2는 눈살점뒤통 

수점길이와 귀구슬사이 머리 마루점 길 이 에서 가장 작 

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유형 3은 머리둘레와 좌우의 

형태를 알 수 있는 귀구슬사이머리마루점길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귀구슬점뒤통수점길이에 

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므로 귀구슬점을 중심으로 

한 시상면에서 머리 뒤부분의 두께가 머리두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직 높이와 직선길이항목을 살펴보면, 머리 마루 

점뒤통수점 높이, 머리 마루점뒷머리끝점높이, 눈살점 

코아래점길 이, 코아래점 턱끝점길 이, 코길이, 귀길 이 

를 제외한 항목에서 유의차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유형 2가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머리마루점귀구슬 

점높이는 유형 3이 가장 컸으나 전반적으로 유형 1, 

유형 3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수평거리 항목에서는 전 항목에서 유의차를 보이 

므로서 여자의 경우 뒤통수점으로부터의 수평거리 

가 형태 파악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평 

거리항목에서는 유형 1이 작게 나타났고 유형 3이 

크게 나타났다.

두께 • 너 비 항목에 서 는 외 안각너 비, 전두측두점 너 

비, 유양돌기간격너비, 귀너비의 항목을 제외한 항목 

에서 유의차를 나타냈다. 머리두께는 유형 1이 가장 

작았고 반면에 유형 3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턱끝 

점뒤통수점너비를 제외한 너비항목은 유형 2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Duncan test를 통한 사후 검정 결과, 세 유형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길이 항목에서는 귀구슬 

사이 머 리 마루점 길이, 눈살점 뒤통수점 길이, 이 마시작 

점뒤통수점길이로 나타났으며, 수직 높이 항목에서는 

머리 마루점 아래턱점높이, 머리 마루점귀구슬점높이, 

머리 마루점귀하점 높이, 수평거리 항목에서는 뒤통수 

점비근점거리, 뒤통수점 귀구슬점거리, 뒤통수점 귀상 

점거리, 머리두께로 나타났다.

2) 유형별 머리형태 분석

(1) 유형별 수평 단면도

수평단면도는 위에서 보았을 때 머리둘레 선상의 

머리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수평단면도를 

제시하기 위하여 유형별 머리두께, 머리너비, 뒤통수 

점머리마루점거리의 평균치를 이용하여 기초 선을 

긋고 머리둘레의 평균치를 이용하여 윤곽선을 나타 

내었다.

유형별 머리모형의 형태적 차이를 객관적으로 명 

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중합도를 도화하여 결과를 

〈그림 2〉와 같이 제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머리두께는 유형 I이 가장 작게 나 

타났으나 머리너비는 유형 2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유형 3은 너비는 작고 두께는 큰 타원형의 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2) 유형별 수직단면도 및 중합도

머리 및 얼굴 부위의 측면과 정면의 형태를 파악 

하기 위하여 수직 • 수평거리 항목의 계측치를 이용 

하여 유형별 측면 수직단면도를 나타내었으며, 너비 

항목과 머리마루점에서의 각 기준점까지의 높이 항 

목을 이용하여 정면 수직단면도를 나타내었다.

머리의 유형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면과 

정면의 수직단면 중합도를 제시하였다. 중합 시 기 

준점 은 정 면수직 단면 중합도는 귀 구슬점 을 맞추었으 

며 측면수직단면 중합 시에는 머리마루와 측면의 

형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머리마루점의 수평면과 

뒤통수점을 지나는 면과 직각을 이루는 지점을 기준 

점으로 중합시켰다.

이 결과를 통하여 측면의 세밀한 형태와 정면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유형간의 뚜렷한 차이를 

알 수 있었다.

① 여자 머리형태 유형별 수직단면도(정면 측면)

여자 머리형태의 유형별 수직단면도는〈그림 3> 

~〈그림 5〉와 같다.

② 여자 머리의 유형별 수직단면 중합도

여자 머리의 정면과 측면 수직단면 중합도는〈그 

림 6>,〈그림 7〉과 같다.

2. 유형별 머리모형 제작

여자의 머리형태를 유형별로 나누어, FRP 재질로 

실물 제작하여 완성한 여자의 머리모형을 사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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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여자 머리부위의 유형별 수평단면중합도.

〈측면〉

〈그림 3> 여자 머리 유형

정면〉

1（U자형） 수직 단면도.

〈측면〉 정면〉

〈그림 4〉여자 머리 유형 2（역삼각형） 수직 단면도.

「旬리마푸점 I
R丄

V——仲旬

I 丿「티모저리점I

「有歯1

정면〉

〈그림 5> 여자 머리 유형 3（타원형） 수직 단면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의〈그림 8> 〜〈그림 10〉은 여자유형별 정 

면, 측면, 후면의 형태이다•

그림을 살펴보면, 유형 l（u자형）은 머리둘레가 가 

장 작고 얼굴부위와 뒤통수가 세 유형 중 가장 납작 

한 형태이며, 측면의 머리높이가 높고 정면 얼굴은 

길고 위아래가 둥근 형태로 U자형의 머리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유형 2（역삼각형）는 머리마루가 평평 

하며, 측면의 머리높이는 낮고 정면의 너비가 넓은 

형태로 얼굴은 세 유형 중 가장 짧고 넓어 역삼각형 

의 머리형태임을 알 수 있었으며, 유형 3（타원형）은 

머 리 크기 가 가장 크며 뒤통수가 나오고 귀구슬점을 

기준으로 위쪽 머리마루 부분의 정면, 측면이 타원 

형으로 올라온 형태이며, 정면의 얼굴은 좁고 길며, 

측면의 머리부위는 넓게 나타남으로써 가장 입체적 

인 형태로 타원형의 머리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세 유형간의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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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측면 후면

〈그림 8> 여자 유형 1（U자형）의 머리 모형.

정면 측면 후면

〈그림 9> 여자 유형 2（역삼각형）의 머리 모형.

정면 측면 후면

〈그림 10〉여자 유형 3（타원형）의 머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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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본 연구는 머리형태와 크기파악에 중요한 머리의 

계측부위의 자료를 기초로 머리형태를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분류된 유형별 머리형태의 특성을 파악 

하고 유형별 머리모형을 실물로 제작한 후 비교하였 

다.

연구 결과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여자의 유형별 머리형태 특성

유형 1(U자형)은 머리둘레가 가장 작고 얼굴부 

위와 뒤통수가 세 유형 중 가장 납작한 형태이 

며, 측면의 머리높이가 높고 정면의 '머리마루 

부위는 보통인 형태이고, 얼굴은 길고 둥근 유 

형인 u자형의 머리형태라고 할 수 있겠다. 전 

체의 46%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여자의 대표 

유형이라 할 수 있었다.

유형 2(역삼각형)는 너비부위가 세 유형 중 가 

장 크게 나타났으며 수직 높이는 세 유형 중 가 

장 작았으며 귀구슬점 위쪽의 형태도 가장 작 

아서 머리마루가 평평하며 측면의 머리높이는 

낮고 눈살점에서 뒤통수점까지의 머리가 납작 

한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정면의 너비가 넓은 

형태이며 얼굴은 세 유형 중 가장 짧고 넓은 유 

형인 역삼각형의 머리형태라고 할 수 있겠다. 

전체 피험자 중 22.4%를 포함하고 있었다.

유형 3(타원형)은 머리둘레, 머리 및 얼굴부위 

의 수직높이, 수평거리가 가장 크고 너비항목 

은 작게 나타났으며, 머리의 앞뒤길이가 세 유 

형 중 가장 긴 유형으로 머리 크기가 가장 크며 

뒤통수가 나오고 귀구슬점을 기준으로 위쪽 머 

리마루부분의 정면, 측면이 타원형으로 올라온 

입체적인 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얼굴은 

좁고 길어서 갸름한 형태이며 측면의 두께도 

넓은 가장 입체적인 형태로 타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전체 피험자 중 31.6%를 포함하고 

있었다.

2. 유형별 머리형태의 수평단면도와 정면측면의 

수직단면도를 이용하여 유형별 머리형태를 나 

타내었으며, 유형간의 단면도를 중합시킴으로 

써 유형간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3. 유형별 머리모형 제작을 위하여 각 유형별 대 

표자의 머리부위 치수와 형태적인 특징을 나타 

내는 수평 단면도, 수직단면도를 적용하여, FRP 

재질로 머리모형을 실물 제작하고 완성한 사진 

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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