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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the head shape for the apparel industry and to suggest standard head
model for korean women. The 23 measurement items of 891 females, aged more than 18 years were used to analysis by
statistical methods.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and duncan test were performed using these data. Through factor
analysis, 5 factors were extracted upon factor scores and those factors comprised 68.76% for the total variances. 5 clusters
as their head and face shape were categorized. We decided for the type 3 to standard head shape. 24 participants were
measured using computed tomography(CT). The measured data of skin and skeleton and the standard head shapes were
illust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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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회가 산업화되고 첨단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제품의 기능성

이 중요시되어 인체에 착용되는 피복물도 사용자의 신체적 특

성과 감성적 특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주도하에서 1979년부터 약 6년마다 5차

례에 걸쳐 인체측정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체치수 정보를 지원하고 있고 이들 조사에 의한 데이터의 활

용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3차원

스캐너의 도입으로 형상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인체의 3차원

적인 형상을 더욱 상세히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04

년 사이즈코리아 측정사업의 3차원 측정에서는 전신 측정항목

은 126개로 다양한 부위를 측정하였으나, 발 측정항목 40개,

머리 측정항목 40개(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2004)로 인체 세

부 부위에 대한 산업계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현실적

으로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보완으로 2005년 한국인 머

리형상 측정조사(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2005)를 실시하였다.

2005년 머리형상 측정조사에서는 3차원 스캐너를 이용하여 머

리 부위의 형상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측정함으로써 머리형상정

보 DB를 구축하였으나 인체 외부의 연조직에 한정되었다는 한

계가 있다.

머리형태는 두개부뿐만 아니라 얼굴부위와 연결되어 매우 세

밀하고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매

우 중요한 부위이다. 산업현장의 안전모를 비롯하여 각종 마스

크, 안경 그리고 패션으로써의 모자 등의 설계에 있어서 머리

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머리의

치수와 형상정보의 활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

서 머리와 얼굴 부위에 관련된 치수 및 형상 정보에 대한 산

업계의 요구를 만족시킬 머리 유형의 분류와 유형별 정보는 물

론 인체 내부의 경조직 부위의 측정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

다. 인류학 분야에서는 한국인 얼굴 측면형태를 비례로 분석(

윤관현 외, 2002), 청년기 한국인 얼굴의 체질인류학적 측정(이

관형 외, 2000) 등의 연구가 있으나 주로 사진을 이용한 측정

에 머물러 정확한 형태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의류학 분야에

서는 모핑 기법을 이용하여 한국 성인의 3차원 표준 머리모형

을 도출하는 연구(김혜수 외, 2006), 사진 측정법에 의하여 얼

굴 부위를 측정하고 유형을 분석한 연구(김애경, 이경희, 2005),

직접 측정에 의한 머리 계측에 관한 연구(안영실, 서미아,

2004) 등 머리 부위의 측정과 유형을 분석한 연구들이 진행되

어 왔으나 3차원 컴퓨터 영상 촬영(CT)에 의하여 머리 부위의

연조직과 경조직 형상을 동시에 수집하여 측정하는 연구는 없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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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의 머리와 얼굴의 인체측정은 실제 측정, 사진 측정

및 레이저를 이용한 측정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측정방법은 측

정 계측점을 선정하기 힘들고, 피계측자의 움직임, 굴곡된 부위

의 계측의 부정확성이 있어 얼굴에 착용되는 제품의 제작에 정

확한 정보를 주지 못 하였다. 의료용 삼차원 컴퓨터 촬영을 이

용한 두부와 얼굴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측정 자료를 머리

와 얼굴 부위에 관련된 각종 제조업의 생산 설계 시 기초 자

료로 제공함으로써 제품의 인체적합성을 향상시키고 산업 경쟁

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 여성의 머리와 얼굴 유형

을 분류하고 표준형 얼굴을 대상으로 3차원 컴퓨터 영상 촬영

등의 측정을 실시하여 머리와 얼굴의 골격 연조직에 대한 상세

정보를 수집하고 표준형 얼굴에 대한 얼굴 형상 및 해부학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주관한 2005년 한국인 머리형상

측정조사의 18세 이상 성인 여성 891명의 3차원 측정 자료를

사용하였다. 성인 여성의 머리부위에 있어 연령대별 유의차를

확인한 결과 연령 증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성인 여

성 그룹 전체의 데이터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에 대한

통계처리는 SPSSWIN 12.0을 통한 통계적 분석방법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측정항목은 Table 1과 같다.

2.2. 3차원 측정치의 요인분석

2005년 한국인 머리형상 측정조사의 3차원 측정항목 중에서

좌우를 측정하는 항목의 왼쪽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선정하였

고 머리 부위의 크기에 의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머리길이

로 나누어 지수치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은 주성

분 분석을 사용하였고 요인수는 Kaiser의 고유치 1.00 이상인

요인에 대하여 스크리 도표를 참조하여 정하고, 성분행렬은

Varimax 방법에 의하여 직교회전 하였다.

2.3. 머리와 얼굴 유형 분류를 위한 군집분석

머리와 얼굴의 형태분석을 위하여 주요한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분류한 결과 5개의 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었으며, 이

주요한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성인

여성의 머리와 얼굴 유형을 분류하였다. 군집분석에 의하여 분

류된 여성의 머리와 얼굴 유형의 분류 결과를 ANOVA에 의하

여 사후검증하였다.

Table 1.  한국인 머리형상 측정조자 3차원 측정항목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2005)

번호 측정항목 정의

1 머리길이 머리마루점에서 턱끝점까지의 수직길이

2 머리마루-오른쪽귀구슬점수직길이 머리마루점에서 오른쪽귀구슬점까지의 수직거리

3 머리마루-왼쪽귀구슬점수직길이 머리마루점에서 왼쪽귀구슬점까지의 수직거리

4 머리마루-오른쪽눈초리수직길이 머리마루점에서 오른쪽눈초리점까지의 수직거리

5 머리마루-왼쪽눈초리수직길이 머리마루점에서 입술가운데점까지의 수직거리

6 머리마루-입술수직거리 머리마루점에서 입술가운데점까지의 수직거리

7 얼굴수직길이 코뿌리점에서 턱끝점까지의 수직거리

8 머리두께 눈살점에서 뒤통수 돌출점까지의 수평거리

9 오른쪽눈초리-뒤통수돌출수평길이 오른쪽눈초리점에서 뒤통수 돌출점까지의 수평거리

10 왼쪽눈초리-뒤통수돌출수평길이 왼쪽눈초리점에서 뒤통수 돌출점까지의 수평거리

11 입중심-뒤통수돌출수평길이 입중심에서 뒤통수까지의 수평거리

12 오른쪽귀구슬-뒤통수돌출수평길이 오른쪽 귀구슬점에서 뒤통수 돌출점까지의 수평거리

13 왼쪽귀구슬-뒤통수돌출수평길이 왼쪽 귀구슬점에서 뒤통수 돌출점까지의 수평거리

14 머리너비 양쪽 머리옆점 사이의 수평거리

15 귀구슬사이너비 양쪽 귀구슬점 사이의 수평거리 

16 머리둘레 눈살점과 뒤통수돌출점을 지나는 둘레

17 눈살뒤통수돌출점길이 눈살점과 머리마루점을 지나 뒤통수돌출점까지의 길이

18 귀구슬사이머리위길이 귀구슬점에서 머리마루점을 지나 반대쪽 귀구슬점까지 길이

19 아래턱사이너비 양쪽 아래턱점 사이의 수평거리

20 코길이 코뿌리점에서 코끝까지의 수직거리

21 코너비 양쪽 코방울가쪽점 사이의 수평거리

22 입너비 양쪽 입아귀점 사이의 수평거리

23 눈동자사이너비 양쪽 눈동자점 사이의 수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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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표준형 얼굴의 3차원 컴퓨터 영상 촬영

인터넷 응모를 통하여 피험자를 모집하였으며 3차원 스캔에

의한 주요부위 측정 결과가 20대 여성의 평균±표준편차 범위

에 포함되는 20대 성인 여성 21인을 피험자로 선정하였다

(Table 2). 피험자를 대상으로 머리와 얼굴에 대한 3차원 컴퓨

터 단층 방사선촬영(computer tomography ; CT)을 하였다. 전

산화단층촬영 장치(C.T. High Speed Pro-16, GE Medical

System, USA)를 사용하여 high-resolution bone algorithm,

512x512nmatrix, 120Kv, 200mA 조건하에 연속적인 횡단면을

촬영하였다. 3차원 컴퓨터 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안악면에 관

한 외과적 정보를 수집한다. 측정에 있어서 기준선은 Nasion을

통과하는 Frankfort Horizontal Plane을 수평 기준선(X- 평면)

으로 하며 각 계측 기준점, 기준선, 기준각을 설정하였다(Park

et al, 2006).

3. 연구결과

3.1. 요인분석

2005년 한국인 머리형상 측정조사의 3차원 측정항목 중에서

다중공선성을 나타내는 머리둘레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머리길이로 나누어 지수치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

은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고 요인수는 Kaiser의 고유치 1.00

이상인 요인에 대하여 스크리 도표를 참조하여 정하고, 성분행

렬은 Varimax 방법에 의하여 직교회전하였다. 요인분석한 결과

총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각 요인의 내용은 Table 3에

정리하였다. 베리멕스 회전 후 5개 요인의 고유치는 모두 1이

상이 되었으며 총 설명변량은 68.764%이다. 

요인 1에는 귀구슬뒤통수돌출수평길이, 눈초리뒤통수돌출수

평길이, 머리두께, 입중심뒤통수, 눈살뒤통수돌출길이를 머리길

이로 나눈 지수치들이 포함되어 머리와 얼굴부위의 두께에 관

련된 요인으로 설명되었다. 요인 1의 고유치는 3.797이고 전체

변량의 22.337%를 차지하였다. 요인 2에는 머리마루오른쪽눈

초리수직길이, 머리마루입술수직거리, 머리마루오른쪽귀구슬점

수직길이, 귀구슬사이머리위길이, 얼굴수직길이를 머리길이로

나눈 지수치들이 포함되어 머리와 얼굴 부위의 너비에 관련된

요인으로 설명되었다. 요인 2의 고유치는 2.699이고 전체변량

의 15.878%를 차지하였다. 요인 3에는 귀구슬사이너비, 아래턱

사이너비, 머리너비, 눈동자사이너비를 머리길이로 나눈 지수치

들이 포함되어 수직길이와 관련된 요인으로 설명되었다. 요인

3의 고유치는 2.462이고 전체변량의 14.480%를 차지하였다. 요

인 4에는 코길이를 머리길이로 나눈 지수치가 해당되어 코길

Table 2. 3차원 컴퓨터 영상 촬영을 위한 피험자 주요부위 치수(단

위:mm)

2005년 한국인 머리형상 측정조사

(20대 여성)
피험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머리길이 225.6 9.9 220.7

얼굴수직길이 109.0 6.5 116.5

머리두께 189.2 7.4 186.9

머리너비 162.5 7.6 157.2

아래턱사이너비 121.3 7.9 119.0

Table 3. 여성 머리부위 지수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측정항목
성분

1 2 3 4 5

오른쪽귀구슬뒤통수돌출수평길이/머리길이 .895 -.062 -.056 -.009 .012

오른쪽눈초리뒤통수돌출수평길이/머리길이 .870 -.131 .258 -.017 .008

머리두께/머리길이 .830 .016 .346 .000 .083

입중심뒤통수/머리길이 .820 -.125 .349 -.043 .146

눈살뒤통수돌출길이/머리길이 .587 .243 .201 .166 -.101

머리마루오른쪽눈초리수직길이/머리길이 -.067 .843 -.073 -.130 -.025

머리마루오른쪽귀구슬점수직길이/머리길이 .112 .712 -.145 -.148 -.075

얼굴수직길이/머리길이 .059 -.699 .062 .536 .048

머리마루입술수직거리/머리길이 -.237 .697 -.047 .382 .046

귀구슬사이머리위길이/머리길이 .080 .585 .419 -.037 .077

아래턱사이너비/머리길이 .122 -.044 .759 .021 .168

귀구슬사이너비/머리길이 .368 -.040 .740 -.020 .156

눈동자사이너비/머리길이 .208 -.080 .693 .119 -.182

머리너비/머리길이 .472 .039 .534 -.266 .127

코길이/머리길이 .057 -.191 .016 .880 .045

입너비/머리길이 -.067 .084 .045 .262 .760

코너비/머리길이 .165 -.123 .104 -.183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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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인으로 설명되었다. 요인 4의 고유치는 1.466이고 전체변

량의 8.624%를 차지하였다. 요인 5에는 입너비와 코너비의 지

수치가 포함되어 코/입너비요인으로 설명되었다. 요인 5의 고

유치는 1.266이고 전체변량의 7.445%를 차지하였다(Table 4). 

3.2. 군집분석

머리와 얼굴의 유형분류를 위하여 측정항목을 머리길이로 나

눈 지수치들을 분석한 결과 5개의 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었으

며, 이 요인들의 요인점수를 독립변수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

시하여 성인 여성의 머리와 얼굴 유형을 5개의 유형으로 분류

하였다.

유형별 빈도와 백분율을 살펴보면, 전체 891명 중에서 유형

1은 166명 18.63%, 유형 2는 154명 17.28%, 유형 3은 237명

26.60%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유형 4는 141명

15.82%로 가장 낮은 빈도로 나타났고, 유형 5는 193명으로 전

체의 21.66%로 나타났다.

유형에 따른 각 요인의 특성을 관찰하면(Table 5), 유형 1은

두께에 해당하는 제 1요인이 가장 큰 값으로 나타났으며 입/코

너비에 해당하는 제 5요인이 가장 작은 값으로 나타났다. 유형

2의 경우 길이에 해당하는 제 2요인이 월등히 큰 값을 나타내

었고 두께에 해당하는 제 1요인이 가장 작은 값으로 나타났다.

유형 3의 경우 입/코너비에 해당하는 제 5요인이 가장 큰 값으

로 나타났으며 너비에 해당하는 제 3요인이 가장 작은 값으로

나타났다. 유형 4는 코길이에 해당하는 제 4요인이 가장 큰 값

으로 나타났다. 유형 5는 너비에 해당하는 제 3요인이 가장 큰

값으로 나타났다. 성인 여성 머리와 얼굴의 5유형의 대표 형상

을 Fig. 1에 제시하였다.

3.3. 유형별 특성 분석

군집분석에 의하여 분류된 유형별 특성을 비교분석하기 위

하여 군집 간에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duncan test를 사용하였다. 연령과 키를 포함한 머리와 얼굴부

위의 21개 측정항목별로 5개 유형별 측정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모든 항목에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 여성 머리부위 지수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 요인의 내용 고유치 비율(%)

요인 1
머리와 얼굴부위의 전반적인 두께에 관련

된 요인
3.797 22.337

요인 2
머리와 얼굴부위의 전반적인 수직길이에 

관련된 요인
2.699 15.878

요인 3
머리와 얼굴부위의 전반적인 너비에 관련

된 요인
2.462 14.480

요인 4코길이에 관련된 요인 1.466 8.624

요인 5코와 입너비에 관련된 요인 1.266 7.445

Table 5. 여성 머리 유형별 요인 특성 비교(ANOVA, Duncan test)

요인
유형

F값
1(n=166)2(n=154)3(n=237)4(n=141)5(n=193)

두께
0.859 -0.136 0.319 -0.867 -0.389 104.160 

E C D A B ***

길이
0.068 1.155 -0.331 -0.178 -0.445 98.972 

C D AB B A ***

너비
-0.162 0.520 -0.553 -0.586 0.831 112.746 

B C A A D ***

코길이
-0.407 0.346 -0.031 0.814 -0.482 57.828 

A C B D A ***

입/코너비
-0.723 -0.059 0.775 -0.169 -0.159 81.223 

A B C B B ***

* : P≤0.05, ** : P≤0.01, *** : P≤0.001

Duncan-test 결과, P≤0.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유

형을 문자로 표시 (A<B<C<D<E)

Fig. 1. 유형별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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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여성 머리 유형별 특성치 ANOVA, Duncan-test 결과                                                               (단위:mm)

유형 유형 1 

(세모형)

n=166

유형 2

(둥근형)

n=154

유형 3

(계란형)

n=237

유형 4

(장방형)

n=141

유형 5

(네모형)

n=193

F평균

측정항목

나이
30.7 45.4 39.8 39.8 42.5

15.817***
A C B B BC

키(직접측정, 마틴계측기)
1583.1 1557.4 1576.1 1572.3 1561.6

4.851*
C A C BC AB

길이

머리길이
220.8 223.1 225.6 233.1 223.2

38.515***
A B C D B

머리마루-오른쪽귀구슬점수직길이
130.0 132.9 130.2 134.7 128.3

20.154***
B C B D A

머리마루-오른쪽눈초리수직길이
117.8 122.8 118.5 122.7 116.6

27.529***
AB C B C A

머리마루-입술수직거리
185.0 191.9 189.4 198.3 186.7

53.244***
A C B D A

얼굴수직길이
106.2 105.3 110.8 115.5 109.0

77.636***
A A C D B

귀구슬사이머리위길이
392.7 416.4 394.6 403.5 398.5

30.240***
A D AB C B

두께

머리두께
190.3 187.8 190.3 187.0 186.5

13.649***
B A B A A

오른쪽눈초리-뒤통수돌출수평길이
172.4 164.9 170.4 164.2 166.0

37.201***
D AB C A B

입중심-뒤통수
181.2 174.5 180.4 167.5 175.4

39.698***
C B C A B

오른쪽귀구슬-뒤통수돌출수평길이
92.3 84.4 90.4 84.2 83.4

67.955***
C A B A A

눈살뒤통수돌출길이
372.9 375.7 369.0 371.3 361.3

12.889***
BC C B BC A

너비

머리너비
162.2 161.0 161.8 157.0 164.4

22.337***
B B B A C

귀구슬사이너비
148.8 151.8 150.0 149.6 153.7

14.509***
A B A A C

아래턱사이너비
121.3 126.7 122.3 123.9 129.5

26.395***
A C AB B D

눈동자사이너비
59.8 61.0 58.1 60.2 61.9

27.982***
B C A BC D

코길이 코길이
47.8 49.8 50.4 54.4 48.2

71.540***
A B B C A

입/코

너비

코너비
30.2 30.7 33.9 31.0 31.9

40.175***
A AB D B C

입너비
42.3 47.3 49.3 49.2 45.0

81.184***
A C D D B

머리둘레
598.9 588.3 591.6 574.0 592.6

19.393***
C B B A B

* : P≤0.05, ** : P≤0.01, *** : P≤0.001

Duncan-test 결과, P≤0.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유형을 문자로 표시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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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은 머리 두께에 해당하는 항목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

며, 너비는 전체적으로 중간에 속하나 귀구슬사이너비와 아래

턱사이너비가 좁은 편에 속하여 갸름한 형태를 보여 세모형으

로 명명하였다. 수직길이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전체적으로 적

게 나타나 서구적인 머리형으로 볼 수 있다. 코길이는 짧으며

입/코너비는 좁다. 유형 2는 머리의 두께에 해당하는 항목에서

는 전체적으로 납작하거나 중간에 속하지만, 눈살뒤통수돌출길

이가 길어서 두상의 전면이 돌출되었을 가능성이 큰 유형이므

로 둥근형으로 명명하였다. 너비 항목들에서는 전체적으로 중

간에서 약간 넓으며 수직길이와 관련된 항목에서는 전체적으로

긴 편에 해당하나 얼굴수직길이는 짧아서 머리에 비해 얼굴이

작은 형에 속한다. 코길이는 중간에 속한다. 유형 3은 머리의

두께에 해당하는 항목에서는 전체적으로 두꺼운 편에 해당하

며, 너비 항목들에서는 전체적으로 중간에 속하나 귀구슬사이

너비와 아래턱사이너비가 좁은 얼굴이므로 계란형으로 정의하

였다. 전체적인 머리길이는 중간에 해당하지만 얼굴수직길이는

길어서 머리에 비해 얼굴이 큰 형이며 코길이는 중간에 속하며

입/코너비는 넓은 유형이다. 유형 4는 머리 두께에 해당하는 항

Fig. 2. 여성 머리유형의 Z-score

Table 7. 여성 유형별 형상의 비례적 특성

유형

분류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길이, 두께, 너비

 항목의 비례치

머리

길이

기준

머리마루-오른쪽귀구슬점수직길이/머리길이 0.589 0.595 0.577 0.578 0.575 

머리마루-오른쪽눈초리수직 길이/머리길이 0.533 0.550 0.525 0.527 0.522 

머리마루-입술수직거리/머리길이 0.838 0.860 0.839 0.851 0.837 

얼굴수직길이/머리길이 0.481 0.472 0.491 0.496 0.488 

코길이/머리길이 0.216 0.223 0.223 0.234 0.216 

머리

두께

기준

오른쪽눈초리-뒤통수돌출수평길이/머리두께 0.906 0.878 0.895 0.878 0.890 

입중심-뒤통수/머리두께 0.952 0.929 0.948 0.896 0.940 

오른쪽귀구슬-뒤통수돌출수평길이/머리두께 0.485 0.449 0.475 0.450 0.447 

머리

너비

기준

머리두께/머리너비 1.173 1.166 1.177 1.191 1.135

귀구슬사이너비/머리너비 0.917 0.943 0.927 0.952 0.935 

아래턱사이너비/머리너비 0.748 0.787 0.756 0.789 0.788 

눈동자사이너비/머리너비 0.369 0.379 0.359 0.384 0.377 

코너비/머리너비 0.186 0.191 0.210 0.198 0.194 

입너비/머리너비 0.261 0.294 0.305 0.314 0.274 

머리길이 비례치

(머리길이=1)

얼굴수직길이/머리길이 0.481 0.472 0.491 0.496 0.488 

머리두께/머리길이 0.862 0.842 0.844 0.802 0.836 

머리너비/머리길이 0.735 0.722 0.717 0.674 0.737 

아래턱사이너비/머리길이 0.549 0.568 0.542 0.532 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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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전체적으로 작게 나타나, 머리형이 납작한 편이므로 장방

형으로 명명하였다. 너비에 해당하는 항목들에서는 전체적으로

작으며 수직길이 관련 항목은 가장 크게 나타나 머리에서 길이

항목 대부분이 길며, 특히 얼굴수직길이도 길어 머리와 얼굴이

전반적으로 긴 유형이다. 코길이가 가장 길며 코너비는 중간에

속하며 입너비는 넓은 형이다. 유형 5는 두께에 해당하는 항목

이 전체적으로 작게 나타나, 머리형이 납작한 편이다. 너비에

해당하는 항목들에서는 크게 나타나 머리와 얼굴형이 전체적으

로 넓고 특히 귀구슬사이너비와 아래턱사이너비가 모두 넓어서

넓적한 유형이므로 네모형으로 명명하였다. 수직길이에 해당하

는 항목은 전체적으로 짧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얼굴의

너비는 넓고 길이는 짧은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코길이는 짧다. 

이러한 유형별 3차원 형상에 의한 머리부위 측정항목의 특

성을 다음의 식에 의한 Z-score를 이용하여 Fig. 2로 나타내었

다. 여성 전체 집단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 집단의 관계를 여

러 항목에 걸쳐 관찰하고자 하였다. Z-score 절대치의 크기는

여성 전체 집단과 유형별 집단간의 유사한 정도를 나타낸다. 성

인 여성의 유형별 비례적 특성을 Table 7에 제시하였다.

Yi : .비교 집단의 평균

:기준 집단의 평균

S.D. : 기준 집단의 표준편차

연령대별 집단의 유형별 분포를 비교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

다. Fig. 3에 따르면, 유형1은 20~29세 집단의 29.3%, 30~39

세 집단의 16.7%, 40~49세 집단의 10.7%, 50~59세 집단의

14.8%, 60세 이상 집단의 6.9%로 구성되어 20~29세 집단에서

가장 큰 분포를 나타내었다. 유형2는 20~29세 집단의 14.0%,

30~39세 집단의 11.1%, 40~49세 집단의 12.5%, 50~59세 집

Z
Yi Y–

S.D
--------------=

Y

Fig. 3. 연령대별 유형 분포

Table 8. CT 촬영 영상의 연조직과 경조직 부위별 측정치                                                             (단위:mm, deg)

연조직 경조직

측정부위 평균 표준편차 측정부위 평균 표준편차

머리길이 220.7 5.2 머리길이 218.5 4.8

머리마루-오른쪽귀구슬점수직길이 139.0 4.1 머리마루-오른porion 120.8 3.6 

머리마루-오른쪽눈초리수직길이 111.4 3.9 머리마루-오른안와아래점길이 135.3 3.7

머리마루-입술수직거리 193.7 5.5 머리마루-윗치아수직거리 195.0 6.8 

얼굴수직길이 116.5 3.7 코뿌리-턱밑거리 116.3 3.5 

윗입술-머리뒤통수거리 206.8 6.2 앞턱돌출점-뒤통수거리 169.3 6.8 

머리두께 180.9 6.3 뒤통수평면-눈살거리 169.0 6.7 

오른쪽눈초리-뒤통수돌출수평길이 165.2 6.6 뒤통수평면-오른안와아래점거리 151.3 6.2 

오른쪽귀구슬-뒤통수돌출수평길이 90.6 6.1 뒤통수평면-오른poion거리 80.7 6.6 

머리너비 157.2 5.5 머리너비 141.4 5.1

광대사이너비 144.9 3.4 광대사이너비 129.0 3.8 

귀구슬사이너비 149.0 8.9 좌우porion너비 126.2 8.5

아래턱사이너비 119.0 5.7 좌우하악각너비 92.0 5.6 

눈동자사이너비 65.2 3.5 좌우안와아래점너비 64.8 2.4

코길이 49.0 2.4 오른안와폭 43.1 1.9

코너비 31.1 3.9 오른안와수직폭 38.5 2.2

입너비 44.8 2.9 비순각도(deg) 113.0 11.9

오른하악각(deg) 148.1 8.2 오른하악각(deg) 120.2 6.1 

porion : 외이도 상연점

안와 : 두개골의 안구주위 함몰부위

비순각도 : 코와 입사이 각도

하악각 : 귀 아래쪽에 위치하는 아래턱의 꺾이는 부분



786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11권 제5호, 2009년

집단이 가장 큰 분포를 보였다. 유형3은 20~29세 집단의

27.3%, 30~39세 집단의 23.1%, 40~49세 집단의 26.8%,

50~59세 집단의 31.5%, 60세 이상 집단의 25.9%로 구성되어

50~59세 집단이 가장 큰 분포를 보였으나 5개 연령집단이 대

체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유형4는 20~29세 집단의 14.8%,

30~39세 집단의 18.8%, 40~49세 집단의 17.9%, 50~59세 집

단의 18.5%, 60세 이상 집단의 14.4%로 구성되어 모든 연령

집단에서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유형5는 20~29세 집단의

14.5%, 30~39세 집단의 33.3%, 40~49세 집단의 32.1%,

50~59세 집단의 22.2%, 60세 이상 집단의 22.7%로 구성되어

30~39세 집단과 40~49세 집단이 큰 분포를 나타내었다. 

3.4. 3차원 컴퓨터 영상 촬영(computer tomography ; CT)

에 의한 표준형 얼굴 분석

한국인 머리형상 측정조사(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2005)의

주요 항목의 표준범위에 해당하는 20대 성인 여성 21인을 대

상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의 CT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는 다수

의 피험자를 CT 촬영하기에는 자원의 한계가 있어 표준범위에

해당하는 피험자만을 선정하여 측정 정보의 대표성을 갖게 하

기 위함이다. 머리와 얼굴 부위 연조직과 경조직을 상세 측정

하여 한국인 얼굴 특성에 맞는 제품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제시하였으며(Table 8), 이들 중 유형3에 해당하는 한국

성인 여성 머리와 얼굴 대표모델의 연조직과 경조직 형상(Fig.

4)을 제시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2005년 머리형상 측정조사

의 측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머리와 얼굴부위 형상을 5유형으

로 분류하였다. 유형1은 머리두께가 두껍고 전체적으로 갸름하

며 길이가 짧은 머리형이다. 유형2는 앞이마가 돌출되며 전제

적인 길이는 길고 얼굴은 짧은 유형이다. 유형3은 두께는 두꺼

우며 너비는 좁고 얼굴은 긴 유형이다. 유형4는 머리형이 납작

하며 머리와 얼굴길이가 긴 유형이며 유형 5는 머리형이 납작

하며 너비가 넓고 길이는 전체적으로 짧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유형3을 표준형으로 선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표준형에 해당하

는 측정대상자의 CT를 촬영하여 머리와 얼굴의 골격과 연조직

에 대한 정밀한 측정을 실시하였다. CT 촬영을 통하여 머리와

얼굴 외부 형상데이터를 획득함으로써 다양한 인체 정보를 추

출하여 인체 외부적 형상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특히 인체

연조직과 경조직 형상을 함께 얻을 수 있어 인체 외부에 착용

하는 모자, 안경 등의 제조업에서 이러한 형상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머리부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측

정 또는 3D 스캐너, X-ray 촬영 등에 의해서만 이루어져 왔으

나 본 연구는 3D 스캐너에 의하여 자동 측정한 한국인 머리형

상 측정조사의 DB를 이용하여 성인 여성의 머리와 얼굴 부위

의 유형을 분류하였고 표준 범위에 속하는 측정대상자를 모집

하여 CT를 촬영하여 상세부위 정보를 측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CT 촬영을 통하여 머리와 얼굴의 형상 데이터를 획득함

으로써 인체 외부적 형상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으며 특히 인체

연조직과 경조직 형상을 함께 수집할 수 있어 인체 연조직과

연계된 경조직의 상세 부위 측정이 가능하여 안면교정 등과 같

은 외과적 시술의 근거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CT 측정 대상을 21명으로 한정하여 한국 성인

여성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연조직과 경조직

사이의 치수 관련성을 분석하지 못한 문제를 내재하고 있으나

표준형 범위에 해당하는 피험자의 CT 측정에 의하여 보다 정

교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한국 성인여성 표준형에 해당하는

연조직과 경조직의 형상 정보를 제공했다는데 의미가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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