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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운동선수의 상반신 원형 개발을 위한 체형 분석

임지영

동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A Study on the Upper Bodytype of Male Sports Athletes

for the Development of Bodice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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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Fitness of clothes becomes a major concern in apparel industry. But male sports athletes had difficulties to
buy ready-made clothes of good fit. Because ready-made clothes manufactured in companies are produced accordingly to
the general person's body types.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classify athletes' upper body into several kinds
of somatotyp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upper body types of male sports athlete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ir upper body types and to provide fundamental data on the development of ready-to-wear clothing appropriate for
the upper body types. The subjects for anthropometric measurement were 189 male sports athletes of 20 to 29 year-old.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indicated that 6 factors were extracted from anthropometric measurements through analysis
and those factors comprise 73.807% of total variance. 3 clusters were categorized using 6 factor scores by cluster analysis.
Type 1 was taller than other types, had average size in circumference, width and thickness and was bending somatotype.
Type 2 exhibits a large circumference in the upper body and straight somatotype. Type 3 was characterized by short,
exhibits a large circumference in waist,abdomen and hip and swayback somatotype.

Key words : upper body somatotype, male sports athletes, bending somatotype, straight somatotype, swayback soma-
totype 

1. 서 론

2002년 이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웰빙(참살이)의 열풍으

로 현대인들은 바쁜 생활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추구하게 되

었고, 이에따라 피트니스클럽이나 요가센터, 각종 스포츠 동호

회 등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

라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조사 실태에 따르면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15세 이상 인구 중 평균 약 60.5%가 체육활동에 참여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현민, 2004). 또한 최근에는 각

종 대중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몸짱 신드롬의 영향으로

10대 청소년과 20~30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박은영, 2005). 

남성복은 형태의 정형성과 체형을 잘 드러내는 특성 때문에

착용시의 맞음새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성

복 업체는 20대의 표준 체형인 성인 남성을 위주로 기성복을

생산함으로써(김혜수, 2001) 일반인과는 다른 체형특성을 가진

운동전공자 남성의 신체치수 및 체형에는 적합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일반 남성의 경우에도 김유미(1996)와 임혜원(2000)

의 연구에 따르면 셔츠에 대한 착용감 평가 결과 팔길이와 목

둘레 부위에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운동선수

를 대상으로 한 박은영(2005)의 연구에서는 어깨부위에서 맞음

새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고 하였다. 

실제 본 연구에서 운동전공자들을 대상으로 기성복 착용실

태에 대한 설문조사(2005년 7월)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52

%가 와이셔츠 구입 후 어깨 품과 팔길이, 목둘레 등의 부위에

서 수선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기성복 치수의 문제점을 시사

하였다. 이는 운동을 함으로서 특정 부위 근육의 발달로 체형

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인데, 기성복 업체에서는 이러한 체형

의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

로 기성복을 제작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운동 전공자들은 기성

복 착용에 있어 신체 치수 부적합에 따른 기성복 착용의 불만

족, 기성복 수선 등의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

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운동전공자들 체형에 대한 연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체형별 패턴을 개발한 후

생산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남성의 체형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청년 남성(유신정·이순

원, 1991; 김구자, 1991; 박은주, 1993; 김인숙·석혜정,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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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남자고등학생(임지영 외, 2003)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으

나 운동선수의 체형특징은 일반적으로 몸통의 너비가 넓고 어

깨부위가 발달했으며 상대적으로 허리둘레는 날씬하여 역삼각

형의 체형을 이루는 것으로만 인식되어져 왔을 뿐 운동 전공자

들과 같은 특수체형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29세의 남성운동 전공자를 대상으

로 상반신 직접계측을 실시하여 상반신 체형에 관한 정보를 수

량화하고 이를 기초로 상반신 체형을 유형화하여 체형별 특성

을 파악함으로써 특수 체형의 의복적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

능적 패턴 설계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계측방법

상반신 직접계측 대상은 부산에 거주하는 20~29세의 운동

전공자 남성 189명을 대상으로 2005년 4~8월에 실시하였다.

측정용구는 수직자, 큰 수평자, 줄자, 마틴식 인체 계측기를 사

용하고, 보조용구로써 고무로 된 허리벨트, 측정 기준점을 표시

하기 위한 계측점 표시용 원형 스티커, 기록용 계측용지 등을

사용하였다.

인체 계측시 기준점과 기준선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2004b)

의 인체측정 표준용어집과 박은주(1993)의 연구에 준하였으며

마틴식 인체 계측기를 사용하여 상반신 둘레, 너비, 두께, 길이,

높이와 체중의 47개 항목을 계측하였다(Table 1).

2.2. 분석방법

계측치 분석은 SPSS PC 11.0 program을 사용하였다. 계측

항목에 대한 기술통계량으로 평균과 분산, 최대값, 최소값을 구

하였으며 계측항목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계측치가 가

지고 있는 정보를 요약하였다. 요인의 수는 Kaiser의 고유치

1.00 이상인 요인에 대하여 Varimax 방법에 의해 직교회전하여

요인의 내용을 밝혔다. 상반신 체형에 따른 유형을 군집화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각 인자를 독립변수로 하여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군집의 수는 유형별 출현율을 고려하여

최종 3개로 결정하였다. 분류된 유형들의 체형의 차이를 밝히

기 위하여 각 계측항목의 평균값에 대하여 분산분석과 S-N-K

다중범위검정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직접 계측치에 대한 기술통계량

직접계측 항목에 대한 기술통계량으로 평균, 표준편차, 최소

값, 최대값과 본 연구의 평균과 2005 사이즈코리아에서 제시한

일반 남성의 계측치 평균을 비교하여 Table 2와 Table 3에 제

시하였다.

모든 둘레항목에서 본 연구대상인 남자운동선수들의 평균 계

측치가 일반 남성의 평균 계측치보다 유의적으로 크게 나타났

다. 특히 남성 상의류 제작시 주요 인체 부위인 목둘레, 가슴

둘레, 젖가슴둘레는 P≤.001 수준에서 두 집단간 평균값의 차이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슴둘레,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배꼽

수준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등의 체간부 표준편차는 5.0 cm이상

으로 크게 나타나 특수체형을 위한 의복설계시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몸무게의 표준편차는 8.49 kg으로

가장 커 선수들간에 체형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성

인남성 19~27세 사이의 체형을 분석한 김구자(1991)의 연구결

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운동선수의 경우도 일반남성과 마찬가지

로 남성의 체형변화를 몸무게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젖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를 비교해 보면 본 연구 집

단의 평균값은 15.11 cm, 일반남성의 평균값은 12.98cm로 나타

나 운동선수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역삼각형의 체형임을 예측할

수 있고 이는 상반신 의복의 다트량과 다트위치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이다. 

너비항목 중 두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은

젖가슴너비와 겨드랑앞벽사이길이로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치가

유의적으로 크다. 상반신의 굽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겨드

랑뒤벽사이길이와 겨드랑앞벽사이길이의 차를 비교해 보면 본

연구 집단의 경우 2.58 cm이고 사이즈코리아에서 제시한 일반

남성의 경우 3.89 cm로 일반인들의 경우 상반신이 앞으로 더

굽은 체형임을 알 수 있었다. 두께항목에서는 엉덩이두께의 경

Table 1. 상반신 직접계측항목 및 계산항목

구분 내용

높이항목(8개) 1.키 2.목뒤높이 3.어깨높이 4.겨드랑높이 5.유두높이 6.허리높이 7.배꼽수준허리높이 8.엉덩이높이

두께항목(5개) 9.가슴두께 10.젖가슴두께 11.허리두께 12.배꼽수준허리두께 13.엉덩이두께

너비항목(10개) 14.목너비 15.가슴너비 16.젖가슴너비 17.허리너비 18.배꼽수준허리너비 19.엉덩이너비 20.어깨너비 21.등너비 22.겨드랑앞벽사

이길이 23.겨드랑뒤벽사이길이

둘레항목(10개)
24.목둘레 25.가슴둘레 26.젖가슴둘레 27.허리둘레 28.배꼽수준허리둘레 29.엉덩이둘레 30.겨드랑둘레 31.위팔둘레 32.팔꿈치둘

레 33.손목둘레

길이항목(13개) 34.앞I길이 35.앞II길이 36.앞중심길이 37.옆길이 38.어깨길이 39.앞어깨끝점사이길이 40.뒤I길이 41.뒤II길이 42.겨드랑깊이 43.

등길이 44.뒤어깨끝점사이길이 45.위팔길이 46.팔길이 

기 타 47.몸무게 

앞I길이: 어깨중심~유두~허리선길이, 앞II길이: 목옆점~유두~허리선길이

뒤I길이: 어깨중심~견갑골돌출점~허리선길이, 뒤II길이: 목옆점~견갑골돌출점~허리선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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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상반신 둘레, 너비, 두께항목에 대한 기술통계량                                                                                           (unit : cm)

항목
본연구 2005 사이즈코리아

t-value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둘레 목둘레 40.95 1.82 37.00 46.50 36.92 13.663***

가슴둘레 101.47 6.30 90.00 115.50 95.62 14.944***

젖가슴둘레 95.26 6.12 85.00 110.00 90.70 9.786***

허리둘레 80.15 6.51 68.20 98.30 77.72 6.212**

배꼽수준허리둘레 82.31 6.84 70.50 101.10 79.83 6.798**

엉덩이둘레 95.58 5.63 84.00 107.30 94.55 2.526*

겨드랑둘레 44.25 1.15 37.00 54.50 42.75 4.277**

위팔둘레 32.54 3.56 25.40 41.50 29.75 6.429***

팔꿈치둘레 29.68 1.69 23.00 31.00 28.00 -8.932**

손목둘레 18.32 1.18 15.00 26.00 16.23 5.230**

너비 목너비 12.57 0.74 10.60 14.70 - -

가슴너비 32.55 2.21 27.60 37.50 31.31 3.562*

젖가슴너비 29.91 2.06 25.00 37.40 30.16 -0.376

허리너비 27.01 2.13 18.20 31.30 27.22 -0.300

배꼽수준허리너비 28.47 2.47 22.00 35.10 28.49 -0.030

엉덩이너비 33.44 2.17 29.80 45.30 33.07 1.353

어깨너비 43.99 3.54 25.00 49.30 43.42 1.393

등너비 35.57 2.83 29.80 42.70 - -

겨드랑앞벽사이길이 39.27 2.52 34.00 45.30 36.33 7.104***

겨드랑뒤벽사이길이 41.85 2.96 37.00 50.00 40.22 1.050

두께 가슴두께 20.52 1.51 17.30 25.90 20.61 -0.192

젖가슴두께 21.62 1.99 17.40 26.50 21.36 0.311

허리두께 19.94 1.99 17.40 26.50 20.07 -0.168

배꼽수준허리두께 20.02 1.95 16.00 24.40 19.78 0.244

엉덩이두께 25.96 1.93 16.10 35.00 23.86 -6.107***

*P≤.05 **P≤.01 ***P≤.001

Table 3. 상반신 길이, 높이, 기타항목에 대한 기술통계량                                                               (unit : cm)

항목
본연구 2005 사이즈코리아

t-value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길이 앞I길이 42.23 2.60 36.30 49.00 - -

앞II길이 44.41 2.50 37.80 50.30 42.83 7.331***

앞중심길이 35.73 2.64 30.00 42.70 34.58 3.695**

옆길이 25.44 2.54 21.00 31.60 - -

어깨길이 16.01 1.15 13.00 19.00 13.56 5.384***

앞어깨끝점사이길이 44.24 1.85 40.50 48.90 - -

뒤I길이 44.68 2.61 38.00 52.50 - -

뒤II길이 47.16 2.75 39.00 53.50 - -

겨드랑깊이 23.81 1.53 21.25 27.50 - -

등길이 43.60 2.45 36.00 49.00 41.87 3.897**

뒤어깨끝점사이길이 46.74 2.34 42.00 53.00 43.42 2.972*

위팔길이 32.11 1.70 29.00 35.60 33.95 -3.060*

팔길이 56.18 2.49 50.00 60.50 58.33 -9.421***

높이 키 176.87 4.94 165.00 188.00 173.50 3.805**

목뒤높이 148.81 7.31 134.00 168.00 147.85 1.072

어깨높이 142.07 7.43 123.00 157.00 140.06 5.155**

겨드랑높이 135.51 7.16 117.00 148.60 128.60 17.342***

유두높이 128.56 8.17 114.00 178.00 - -

허리높이 108.41 6.70 94.00 123.00 107.43 2.138*

배꼽수준허리높이 102.86 6.49 89.00 118.50 102.26 2.107

엉덩이높이 85.29 5.84 73.00 100.00 84.86 1.109

기타(몸무게, kg) 73.25 8.49 57.00 102.00 68.90 13.057***

*P≤.05 ** P≤.01 *** P≤.001

앞I길이: 어깨중심~유두~허리선길이, 앞II길이: 목옆점~유두~허리선길이

뒤I길이: 어깨중심~견갑골돌출점~허리선길이, 뒤II길이: 목옆점~견갑골돌출점~허리선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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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운동선수 집단의 평균치가 유의적으로 크며, 너비/두께의 비

로 알아본 허리, 배꼽수준허리, 엉덩이부위의 편평율은 두 집단

의 평균값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단면의 형태는 두 집단이

유사하였다. 

길이항목중 앞길이와 앞중심길이, 등길이, 뒤어깨끝점사이길

이는 본 연구 집단의 평균값이 유의적으로 커 일반인들에 비해

상반신 길이가 긴 것을 알 수 있으나, 위팔길이와 팔길이는

2005년 사이즈코리아에서 제시한 일반남성의 평균값보다 유의

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키와 높이항목은 본 연구 집단

의 평균값이 크며 두 집단의 평균값에 유적적인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키, 어깨높이, 겨드랑높이, 허리높이이다. 

3.2. 상반신 체형 구성인자 추출 

직접계측에 의한 계측항목으로 상반신 체형을 구성하는 요

인들을 추출하기 위하여 47개 항목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6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추출된 각 요인의 요인 부하량과

고유치, 변량의 기여율, 누적 기여율을 Table 4에 제시하였다.

제 1요인의 고유값은 8.213이고 전체변량의 17.475%를 설명

하고 있다. 1요인에 부하량이 집중되어 있는 항목은 키를 비롯

한 상반신 높이항목과 위팔길이, 팔길이 항목으로 신체의 종적

크기를 나타내는 높이요인으로 볼 수 있다. 어깨높이, 허리높이,

겨드랑높이, 키는 0.8 이상의 높은 부하량을 나타내 운동전공

자 남성의 상반신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부위임을 알 수 있다.

제 2요인은 팔부위의 횡적크기와 관련된 항목과 체간부중 가

슴부위와 윗가슴부위의 둘레, 두께 및 몸무게 등의 항목으로 고

유값은 8.204이고 전체변량의 17.546%를 설명하고 있다. 

제 3요인은 고유값 7.442로 전체변량의 15.835%를 설명하고

있다. 허리, 배꼽수준허리, 엉덩이부위의 둘레, 너비, 두께 항목

과 가슴너비, 젖가슴너비 항목으로 2요인의 횡적크기 요인과는

다른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요인이라 할 수

있는 신체의 둘레, 너비, 두께 항목이 2요인과 3요인으로 분리

추출되어 성인남성 대상의 김구자(1991), 박은주(1993)의 연구

및 남자고등학생 대상의 임지영 외(2003)의 연구에서 제 1요인

으로 둘레, 두께, 너비 등의 비만요인이 추출된 것과 다른 양

상을 보이고 있다. 

제 4요인은 어깨길이, 뒤어깨끝점사이길이, 앞어깨끝점사이

길이, 목너비, 겨드랑앞벽사이길이, 어깨너비 항목으로 고유값

은 3.998, 전체변량의 8.507%를 설명하고 있다. 

제 5요인은 고유값 3.768, 전체 변량의 8.017%를 설명하고

있으며 상반신 앞길이와 옆길이 항목이 포함되었다. 

제 6요인은 상반신 뒤길이와 등길이 항목으로 고유값은

3.063, 전체변량의 6.517%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의 6개의 주성

분이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은 전체의 73.807%이며, 요인1과 요

인2, 그리고 요인3의 높이, 둘레, 두께, 너비항목이 전체 분산의

50% 이상을 설명하였다. 

3.3. 상반신 체형분류

계측치의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6개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

고 피계측자 189명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최종 군

Table 4. 상반신 직접계측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 계측항목
요인 

부하량
고유값

변량의 

기여율(%)

누적

기여율(%)

1요인어깨높이 .927

8.213 17.475 17.475

허리높이 .925

겨드랑높이 .918

배꼽수준허리높이 .889

목뒤높이 .874

키 .809

엉덩이높이 .792

유두높이 .768

위팔길이 .624

팔길이 .562

2요인 위팔둘레 .889

8.204 17.456 34.931

겨드랑둘레 .872

팔꿈치둘레 .804

가슴둘레 .800

젖가슴둘레 .799

겨드랑깊이 .798

젖가슴두께 .781

가슴두께 .665

겨드랑뒤벽사이길이 .574

등너비 .521

몸무게 .520

목둘레 .467

손목둘레 .303

3요인 배꼽수준허리너비 .841

7.442 15.835 50.776

배꼽수준허리둘레 .828

배꼽수준허리두께 .818

허리둘레 .787

허리두께 .732

허리너비 .723

엉덩이두께 .698

엉덩이둘레 .683

엉덩이너비 .593

가슴너비 .518

젖가슴너비 .461

4요인 어깨길이 .788

3.998 8.507 59.273

뒤어깨끝점사이길이 .734

앞어깨끝점사이길이 .723

목너비 .625

겨드랑앞벽사이길이 .575

어깨너비 .559

5요인 앞중심길이 .775

3.768 8.017 67.290
옆길이 .765

앞II길이 .726

앞I길이 .724

6요인 뒤I길이 .824

3.063 6.517 73.807뒤II길이 .808

등길이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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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수를 세 개로 결정하였다. 분류된 세 개의 유형은 유형1

에 58명, 유형2에 75명, 유형3에 56명이 각각 분포되었다. 상

반신 유형별로 각 계측항목에 대한 평균과 분산분석을 실시하

여 각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검정하였으며 사

후검정으로 SNK 다중범위검정을 실시하여 집단간의 관계를 분

석하였다. Table 5와 Table 6은 분류된 각 유형과 계측항목과

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 결과

를 제시한 것이다.

Table 5의 둘레항목중 목둘레와 가슴둘레, 젖가슴둘레 및 겨

드랑둘레, 위팔둘레, 팔꿈치둘레, 손목둘레는 유형2>유형3>유

형1의 순으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허리둘레, 배꼽수준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는 유형3>유형2>유형1의 순으로 평균값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둘레는 남성의 상의류 제작 및 구

입시 중요한 인체 부위로 Table 2에서 제시한 일반남성의 평균

값과는 많은 차이를 나타냈으나 본 연구결과 분류된 3개 집단

간에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슴너비와 젖

가슴너비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유형2>유형3>유형1

의 순으로 평균값이 크고, 허리, 배꼽수준허리, 엉덩이너비는 유

형3>유형2>유형1의 순으로 둘레항목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 어

깨너비와 등너비, 겨드랑앞벽사이길이, 겨드랑뒤벽사이길이는

유형2의 평균값이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

형1은 Table 1에서 제시한 일반남성의 평균값과 가장 근사한

값을 가진 유형이다.

Table 6의 길이와 높이항목은 모든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

를 나타냈다. 앞길이와 옆길이, 뒤길이는 유형1>유형2>유형3의

순으로 평균값이 높으나 어깨길이와 앞어깨끝점사이길이, 뒤어

깨끝점사이길이는 유형2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 유형2의 어

깨부위가 가장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위팔길이와 팔길이는 유

형2가 유의적으로 가장 짧으며 유형1,유형3은 집단간에 유의적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높이항목은 유형3>유형1>유형2순

으로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 Fig. 3은 각 유형별 평균치수를 나타내는 피험자의

상반신 정면과 측면사진이다. 분류된 3개 유형의 체형 특징을

요약하면 유형1은 체간부 길이가 가장 길고 두께, 너비, 둘레

는 일반남성의 체형과 가장 유사한 체형, 유형 2는 높이항목의

평균값은 가장 낮으나 체간부 상부가 세 유형중 가장 발달된

Table 5. 상반신 유형별 둘레, 너비, 두께항목에 대한 평균,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 결과                                 (unit : cm)

항목
유형1

n=58

유형2

n=75

유형3

n=56
F-value

둘레 목둘레 40.51a 41.20a 40.97a 1.249

가슴둘레 98.10b 104.25a 100.29b 10.578***

젖가슴둘레 91.80b 97.50a 95.11a 8.662***

허리둘레 76.70b 80.68a 82.95a 7.315**

배꼽수준

허리둘레
78.41b 82.81a 85.63a 9.004***

엉덩이둘레 94.38b 94.68b 98.65a 5.753**

겨드랑둘레 43.62a 44.76a 44.03a 1.228

위팔둘레 29.65b 33.30a 30.53b 13.130***

팔꿈치둘레 25.89b 27.35a 26.36b 8.187**

손목둘레 17.26a 17.42a 17.22a 0.280

너비 목너비 12.21b 12.74a 12.67a 4.898**

가슴너비 32.06a 32.79a 32.65a 0.971

젖가슴너비 29.35a 30.33a 29.78a 2.044

허리너비 26.14b 27.14ab 27.70a 4.026*

배꼽수준허리너비 27.58b 28.24b 29.81a 6.519**

엉덩이너비 32.61b 33.10b 35.25a 16.781***

어깨너비 41.31c 45.68a 43.97b 17.622***

등너비 33.60b 36.62a 35.88a 12.379***

겨드랑앞벽사이길이 38.14b 40.31a 38.69b 8.416***

겨드랑뒤벽사이길이 39.96c 43.28a 41.40b 14.296***

두께 가슴두께 20.35a 20.77a 20.27a 1.166

젖가슴두께 21.15a 21.87a 21.72a 1.178

허리두께 18.93b 20.30a 20.42a 5.609**

배꼽수준

허리두께
18.91b 20.34a 20.66a 7.342**

엉덩이두께 25.08ab 24.46b 25.72a 3.781*

S-N-K 다중범위검정 결과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유형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으며 문자의 순서는 점수크

기 순과 같다(a>b>c).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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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각형의 체형, 유형 3은 체간부 길이가 가장 짧으나 허리,

배꼽수준허리, 엉덩이가 가장 발달한 체형임음을 알 수 있다. 

인체의 측면형태를 고려한 의복설계가 적합성을 향상시키므

로(김구자, 1991) 본 연구에서는 특수체형의 의복 적합성 향상

을 위하여 임지영 외(2003)의 연구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유형

별 치수계측치를 근거로 Table 7의 상반신 앞뒤길이의 차를 산

출하였으며 이 결과에 준하여각 유형의 측면형태를 고찰하였다.

뒤I길이과 앞I길이의 차, 뒤II길이와 앞II길이의 차는 유형1>유

형2>유형3의 순으로 나타나 유형1은 유형2와 유형3에 비해 상

반신이 앞으로 굽은체형이며, 유형2는 바른체형의 특성을, 유

형3은 젖힌체형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29세의 남성운동 전공자를 대상으로 상반신

직접계측을 실시하여 상반신 체형에 관한 정보를 수량화하고

이를 기초로 상반신 체형을 유형화하여 체형별 특성을 파악함

으로서 특수 체형의 의복적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적 패

턴 설계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대 운동전공자의 상반신 계측치를 일반인의 계측치

와 비교해 본 결과 둘레항목과 길이, 높이항목에서 운동전공자

들의 평균치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체부위별로 살펴

보면 목 부위가 발달하고 목이 두꺼우며 일반인에 비해 어깨길

Table 6. 상반신 유형별 길이, 높이, 기타항목에 대한 평균,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 결과                                  (unit : cm)

항목
유형1

n=58

유형2

n=75

유형3

n=56
F-value

길이 앞I길이 43.43a 41.92b 41.46b 4.740*

앞II길이 45.38a 44.36ab 43.44b 4.368*

앞중심길이 37.16a 35.36b 34.83b 6.785**

옆길이 27.31c 25.28b 23.70a 18.929***

어깨길이 15.75b 16.54a 15.37b 11.656***

앞어깨끝점사이길이 43.62b 44.81a 43.93ab 4.393*

뒤I길이 46.25a 44.30b 43.65b 8.694***

뒤II길이 48.54a 47.02b 45.91b 7.061**

겨드랑깊이 22.95b 24.37a 23.76a 8.619***

등길이 44.89a 44.34b 42.67b 6.708**

뒤어깨끝점사이길이 45.15c 47.93a 46.40b 16.706***

위팔길이 32.48a 31.53b 32.71a 5.314**

팔길이 56.95a 55.40b 56.67a 4.410**

높이 키 178.10a 175.06b 178.03a 6.246**

목뒤높이 151.36a 145.35b 152.04a 11.221***

어깨높이 144.87a 138.34b 145.53a 13.063***

겨드랑높이 137.84a 131.70b 139.58a 15.642***

유두높이 131.63a 125.08b 131.31a 8.725***

허리높이 109.16a 105.86b 112.03a 8.318***

배꼽수준허리높이 104.85a 100.49b 105.88a 6.892**

엉덩이높이 85.81ab 83.44b 87.92a 5.471**

기타 몸무게(kg) 71.46b 72.51b 76.46a 12.745***

S-N-K 다중범위검정 결과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유형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으며 문자의 순서는 점수크

기 순과 같다(a>b>c).

*P<.05 **P<.01 ***P<.001

Fig. 1. 유형 1.  Fig. 2. 유형 2. Fig. 3. 유형 3.

  

Table 7. 상반신 앞, 뒤길이의 차                    (unit : cm)

항목
유형

유형 1 유형 2 유형 3

뒤I길이-앞I길이 2.82 2.38 2.19

뒤II길이-앞II길이 3.16 2.66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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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길고 어깨너비가 넓어서 어깨부위가 발달했으며 특히 가

슴둘레와 젖가슴둘레가 발달하였다.

둘째, 직접계측 항목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6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6개의 주요인이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은

전체의 73.8%를 차지하였다.

셋째, 6개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유형1은 체간부 길이가 가장 길고 두께,

너비, 둘레는 일반남성의 체형과 가장 유사한 체형, 유형 2는

높이항목의 평균값은 가장 낮으나 체간부 상부가 세 유형중 가

장 발달된 역삼각형의 체형, 유형 3은 체간부 길이가 가장 짧

으나 허리, 배꼽수준허리, 엉덩이가 가장 발달한 체형임음을 알

수 있다. 측면형태는 유형1은 유형2와 유형3에 비해 상반신이

앞으로 굽은체형이며, 유형2는 바른체형의 특성을, 유형3은 젖

힌체형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업체에서 생산되고 있

는 기성복은 운동선수들과 같은 특수체형의 대상자가 착용하였

을 때는 적합성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

서 특수체형의 체형분석을 통해 유형별 패턴을 제시함으로써

착용감을 높이고 기성복의 부적합에서 오는 수선비용 또한 절

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체형분류 결과를 기초 자료로 후

속 연구에서는 특수체형의 유형별 상반신 원형을 제작함으로써

기성복의 인체 적합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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