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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dimension of hand pattern-making for Korean glove. The glove 
pattern-making has difficult problem in combination of anthropometric and engineering aspects. In addition, existing 
dimension data are not enough for glove pattern-making. Therefore, to develop the dimension for glove this study 
comprehensive list of candidate hand data was reviewed and the manufacturers(career over the 15 years) were 
interviewed on the method of glove. The result of comparing between the structures in hand and existing glove 
pattern, there draw deduction from follows. Pattern-making for glove need size of hand length, thumb length, index 
finger length, middle finger length, ring finger length, hand circumference, thumb～ring finger circumference and 
maximum hand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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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체의 일부인 손은 장갑을 착용하여 손의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데, 장갑은 주로 손의 방한, 보
호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액세서리의 역할도 크

다. 인간의 생활양식, 환경, 사회의 변함에 따라 장갑

은 단순 방한과 보호의 기능에서 각종 레저․스포츠

용은 물론 고도의 정밀 작업을 수행할 특수 장갑이

필요하게 되는 등 용도가 다양해지고 세분화된 기능

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 수요 또한 증가할 전망이

다.
장갑의 구성요소에서 무엇보다 손의 치수가 전제

되어야 하고, 정밀한 작업 수행에 필요한 특수 용도

의 장갑은 더욱 세밀하고 정확한 치수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장갑 중에 손가락이 구분되어 구성된 장

갑(glove)의 경우, 손가락 사이즈 및 손의 세부 치수

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계측부

위의 선정도 중요하다. 그러나 치수와 형태를 동시

에 파악할 수 있는 3D 스캐닝을 활용하여 계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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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손의 자세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하고, 또한 손가락 사이의 접촉면이 스캐

닝되기 위해서는 각 손가락을 벌리고 계측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계측기준의 문제가 있다. 
손 치수는 인체치수와 마찬가지로 인종별, 성별

등에 따라 각기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윤훈용1)은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손 부위 치수 비교에서 미국

의 손 치수가 우리나라보다 크고, 일본의 치수와도

16부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밝혔고, 서
원석

2)
의 연구에서 한국 성인 손의 신경의 발달이 타

민족과는 다르게 다양하게 발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렇듯 손에 대한 연구는 재활 의학 분야의 일

부 분야와 인간공학을 위한 한국 성인의 손 계측에

관한 보고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져왔고, 의류 분야의

손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문영옥3)의 장갑 치수 설정

을 위한 上肢 계측 연구, 조정숙
4)
의 디자인 연구, 이

아미의 재료에 따른 보온 효과를 비교한 연구가 있

을 뿐이다. 이 중 문영옥의 연구는 1970년도의 계측

자료이고, 치수를 장갑에 적용하여 활용한 결과가

적어 이를 활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2001년과 2003년 실시한 사이즈코리아5)의 계측에서

손 관련 항목은 9항목으로 장갑(glove)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편, 류경옥과 서미아6～8)의 연구에서 한국 성인

남녀의 손 치수에 대한 자세한 계측결과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류경옥이 제시한 한국인 손 치수를

분석하고 장갑을 제조하는 업체조사를 통하여 직접

적으로 필요한 손 부위를 연관 지어 장갑에 필요한

계측부위를 알아내고자 한다. 이로써 본 연구는 섬

세하고 다양한 손의 각 부위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

료와 장갑 패턴 제작의 선행 작업들을 토대로 장갑

패턴 제작을 위한 손의 계측항목을 설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손의 특징과 계측
사람의 손은 물건을 쥐는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

라 필요한 정보를 피드백하는 대단히 민감하고 정확

한 감각수용기관
9)
으로 동물들의 제한적인 기능과는

차별되는 인간을 특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

큼 중요한 부위이다.
인체의 일부로써 손 계측 방법은 먼저 인체계측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체

를 계측하는 측정법에는 계측의 목적에 따라 각각 1
차, 2차 혹은 3차원적으로 계측된다.

선행되어진 손 계측 중 미 공군의 계측10)은 1차원

적인 방법으로 미공군을 대상으로 1988년에 실시한

총 132부위의 인체계측 항목 중 8부위의 손 계측을

실시하였고, 미항공우주국(NASA)에서는 인체계측

에 관한 지침서에서 13부위 항목의 손 관련 부위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生命工學工業技術硏究所에서는 1991년에

서 1992년까지 청년기와 노년기로 나누어 인체계측

을 실시 한 중 손의 계측항목 23부위를 계측하였다.
그러나 미공군과 NASA는 계측항목이 공통적인

항목으로 정해지지 않고, 제한된 부분적인 손의 계

측치수이며, 일본의 자료 역시 인간공학적 제품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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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위한 계측항목에 중심을 둔 계측으로 손의

모든 부위에 대한 예측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을 상대로 인체 계측이 일

정기간 단위로 이뤄져왔다. 최근 2003년에 韓國 標

準科學硏究院에서 조사한 국민표준체위조사에 의한

손의 계측 역시 항목이 9부위로 제한적이고 손의 각

부위를 정밀하게 계측하여 손의 형태를 파악하거나

유형화한 자료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류경옥
11～13)

의 연구에서 한국 성인 남녀의 손 치수에 대한

자세한 계측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오늘날 국제표준(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14)
에서는 의복의 사이즈 규정(ISO 

3635)에 따라 장갑의 계측부위를 손둘레(knuckle)와 
손길이로 정하고, 치수규정은 cm 단위를 사용하고, 
계측의 신뢰성은 착용자의 의도된 계측부위까지 포

함하여 손둘레, 손길이로 설명한다고 하였다. 그러

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확한 치수 제시는 되어

있지 않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장갑 패턴을 위한 손계측

부위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류경

옥과 서미아의 연구를 제외하고, 한국인 손 자료들

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장갑업체의 생산 규모는 방한용과

스포츠용의 경우, 세계적인 규모로 근래에는 국내의

공장들이 중국으로 이전하여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규모의 업체는 대부분 미주, 일본, 유럽에서 주문받

은 수출용 장갑의 생산을 하고 있다. 국내 패션 장갑

의 경우 상표명은 여러 가지이나, 생산은 두 세 곳에

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타 주방용 고무장갑, 
작업용 장갑 등이 중소기업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갑 패터너 경력이 15년 이상된 3명
에게 질문하여 얻은 업체수와 규모를 바탕으로 국내

생산규모 5위 안에 드는 수출용 장갑업체 3곳, 백화

점에 매장을 가지고 있는 패션 장갑업체 2곳, 대형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무장갑 생산업체 1곳의

실태를 조사하고, 6명의 패터너와의 질적 면담을 통

해 장갑 패턴의 제작법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갑업체의 패턴 제작 현

황과 손의 구조를 바탕으로 장갑 패턴 제작을 위한

필요치수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우리나라 산업에서 사용되는 장갑 패턴 제작법

과 치수를 알아본다.
2. 손의 구조를 파악한다.
3. 장갑 패턴 제작을 위해 필요한 계측항목을 제

시한다.

Ⅳ. 결과 및 고찰
1. 장갑의 사이즈 체계
우리나라의 한국산업규격15)에서 정한 종류별 장

갑 치수들을 살펴보면 의료용 고무장갑을 제외하

고는 치수 단위가 3～5개로 범위가 좁고, 치수 한

계에 대한 기준도 손가락 너비, 중지의 길이로 단편

적이다.
우리나라에는 일제시대부터장갑이 생산되었고, 수

출에 알맞은 주문 상품으로만 생산되어오고 한국인

의 손 자료를 활용한 장갑 제작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특수한 일부 장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 개

의 사이즈로 제작되거나 여자용 S, M, L와 남자용

S, M, L가 제작되고 XS과 XL 사이즈가 생산되기도

한다. 2005년 6월에서부터 12월까지 조사한 결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장갑 사이즈의 표시를〈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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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리나라 시판 장갑의 사이즈 체계

사이즈 표시

골프용

남자 장갑
22 23 24 25 26

골프용

여자 장갑
18 19 20 21 22

남자 장갑
7  

XS
7½

S
8

M
8½

L
9

XL

여자 장갑
5  

XS
5½

S
6 

M
6½

L
7

XL

2. 장갑의 패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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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으로 생각된다. 장갑 패턴 제작은

과거로부터 사용하던 장갑 패턴을 응용하거나 바이

어가 보내준 샘플 장갑을 분해하여 패턴을 제작하는

<그림 1> 장갑 제조업체의 치수 지시서 1.

  

실정으로 패턴 제작이 손의 치수와 형태에서 출

발하는 것이 아니라 견본 장갑을 하나 두고 늘리거

나 줄여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림 1, 2〉는 한 장갑 제조업체의 치수지시서

로 같은 디자인과 소재를 사용한 장갑의 첫번째 생

산과 다시 재생산으로 네번째 생산의 생산에 사용한

치수지시서이다. 이를 살펴보면 두 개의 치수지시서

의 세부치수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장갑 제조업

체에서는 치수 변화의 이유를 장갑을 주문한 바이어

<그림 2> 장갑 제조업체의 치수 지시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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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구라고 설명할 뿐 손의 치수를 근거로 하여 제

작하는 정확한 여분 등의 치수 근거를 설명하지 못

하였다.
위에서 밝힌 6개의 장갑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장갑 치수지시서와 완성 패턴들의 치수를 조사한 결

과, 각각의 용도별, 소재별, 디자인별 완성 사이즈는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사이즈 별로 손가락 길이와

둘레는 0.2～0.3cm, 손 둘레는 0.5～1cm, 손 길이는

0.7～1cm 정도씩 증감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불규

칙적이고 변화의 범위 정도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장갑 제조업체에서는 손 치수나 장갑 패

턴에 대한 기초 자료가 거의 없고 경험에 의존하여

장갑을 제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갑 패턴 제작에 필요한 손 치수 부위를 알아보

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 장갑 패턴 제작은 손 치수

정보의 부재와 더불어 패턴 제작이 손 치수에 근거

하여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패터너들은 장

갑 패턴의 필요치수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손가락 길이와 너비의

비, 각 수지간 구별점의 차이, 엄지구멍이 시작되는

위치 등이 패턴 수정에 중요한 부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 결과 국내 시판용의 장갑 제작에는 장갑 패턴

제작을 위한 한국인의 손 치수 적용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KS규
격에서 정한 장갑 치수가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

었으며, 군납용 장갑의 경우는 다른 종류의 장갑 치

수보다 크게 제작되어 무조건 착용 가능하도록 제작

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패터너들은 한국 사람의 손 
치수가 장갑 제작에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체계적인 패턴 제작법의 부재로 손 치수를 장갑 패

턴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의 장갑 소비는 구미, 유럽, 일본에 비해 그 수

요가 적어 국내 시판용 장갑 시장은 낙후되어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 밖에 장갑 패턴 제작과 교정에 의복구성에 사

용되는 인대와 같은 장갑용 손 모형은 사용되지 않

고 있었는데 제작과정의 마무리에 사용하는 장갑의

열세팅을 위한 손 모형 틀이 있었으나, 표준 손 치수

와 형태를 갖춘 것이 아니라 단지 손가락 부위의 봉

제를 평평하게 하기 위한 다리미 역할로 사용되고

<그림 3> 제조업체의 기본적인 장갑 패턴

         (손등과 손바닥).

<그림 4> 제조업체의 기본적인 장갑 패턴

         (제1지와 손가락 결대).

있었다. 또한 실제 장갑 제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

는 장갑 패턴의 형태를 조사해 본 결과 가장 많이 사

용되는 공통적인 장갑의 패턴의 형태를 얻을 수 있

었는데, 대부분의 제조업체에서〈그림 3, 4〉와 같은

기본적인 형틀에 해당되는 패턴을 기준으로 하여 이

를 응용하거나 경우에 따라 변형시켜 사용하고 있었

다.〈그림 3, 4〉는 mm 단위의 모눈종이에 표시하여

그 사이즈를 밝혔다. 여기에 사용된 치수는 봉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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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I. A. Kapandji, 심문균 역, 관절생리학-1.상지, (서울: 현문사, 1988), p. 169.
17) P. H. Abrahams, R. T. Hutchings and S. C. Marks, 안창식 역, McMinn's의 인체해부학 도해, (서울: 신흥메드

사이언스, 1998), p. 127.

갑 대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 치수로 패터너들은 기

계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근거는 찾을 수 없다.

3. 손의 구조
손은 손가락 다섯 개와 더불어 손등과 손바닥 면

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체적인 명칭은〈그림 5〉16)와

<그림 5> 손의 각 부위 명칭.

<표 2> 손의 구조

구분 No 명칭 설명

손
손바닥
(Palmar)

중심
․

무지구
․

소지구

1 중심(Hollow)
굴근건, 혈관, 신경을 함유하고 2개의 횡주름에 의해

경계되는 손바닥과 손의 오목한 면인 손바닥 오목면

(hollow)을 칭한다.

2
외측 무지 기저부

(Thenar eminance fundus)

완만하게볼록튀어나온 무지구(thenar eminance)는 내

측의 근위손금(무지대립을 위한 손금으로 알려져 있

다)에 의해 구분된다. 

3
소지구

(Hypothenar atrophy)
내측의 무지구만큼융기되지 않고 소지(little finger)의
고유근(intrinsic muscle)을 함유한다.

4
수지수장손금

(Digito-palmar crease)
중수 지절 관절의 원위 10～15mm에 위치하고 손바닥

과 손가락을 구별하는 손금이다.  

5
수지간 간격

(Interdigital cleft)
4개의 손가락은 나눠져 있는데, 이는 손등쪽이 더깊

다.

6
근위지절간 수지굴곡손금

(Proximal interphalangeal crease)
이중으로 되어 있고, 제1지절과 제2지절을 구분한다.  

7 원위지절간 수지굴곡손금 말절의 손바닥면의 근위부 경계이다.

8
무지부 수지간 간격

(Interdigital cleft)
무지(thumb)는 더욱 넓고깊은 수지간 간격에 의해 다

른 손가락과 구별한다. 

9
무지수장손금

(Pollici-parmar crease)
무지가 무지구에 부착되는 부분에는 중수지절관절

(matacarpophalangeal joint)을 감싸고 있는 곳이다. 

10
지절간 손금

(Phalangea palmar print)
근위지절과 제 2지절의 손바닥면의 구분되는데 지절

관절 바로 왼쪽에 위치하는 손금이다.

같고, 각 부위에 대한 설명은〈표 2〉17)
에서 제시하

는 바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수지간 간격(interdigital cleft)은 손

바닥과 손등에 걸쳐 위치하며, 그 모양이 손등 쪽이

더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의 손 계측에서

길이 항목의 대부분은 손등 쪽에서 이뤄지고 있는

데, 손을 계측하거나 장갑 제작 시 손등과 손바닥 쪽

의 수지간 간격이 기준이 되는 길이 항목도 각각 계

측해야함을 알 수 있다.

4. 장갑의 패턴과 손 구조와의 관계
장갑 패턴 제작을 위한 손 계측 역시 의복 패턴 제

작을 위한 인체계측 과정을 따른다. 따라서 장갑 패

턴 제작 시 알아야 할 계측항목을 설정하는 것은 손

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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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구분 No 명칭 설명

손
손등

(Dorsal)

손의
背側面
․

손가락의
背側面

11
신근건

(Vagina tendinis musculus)

손과 손가락을 연결하는 것으로 튀어 올라와 보여지

는데 얇고 가동의 피부로 둘러 쌓여 있으며, 손등

(dorsum of the hand)에 있다.

12
중수골두

(Head of the metacarpals)
딱딱하고 둥근 배측의 약간 깊은 수지간 간격(interdi-
gital clefts)에의해손등과각손가락의경계가형성된다.

13
수지간 간격

(Interdigital clefts)
손가락 배측의 사이 간격이다.

14
해부학적 코담배갑

(Anatomical sunffbox)

손목과 무지의 결합부에서 가쪽으로는 긴 엄지 벌림

근과 짧은 엄지벌림근, 안쪽으로 긴엄지 폄근 사이의

공간으로 생긴 약간 움푹 팬 곳을 가르킴. 이 부위에

는 손목쪽으로 요골경상돌기가튀어나와 있다. 손목

의 배측면에는 촉골경상돌기. 

15
근위지절간 손금

(Proximal interphalangeal crease)
손가락의후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지절 간 관

절을 덮고 있는 부분에 형성한다. 

16
손톱주위면

(Periungual margins)
손톱주위면은 손톱을둘러싸고 손톱은 원위지절에 있

다.

장갑 패턴 제작을 위한 손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살펴보았다.〈그림 3, 4〉에서 제시한 장갑

제조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패턴의 모

양과 비교하여 손을 고찰하였다.
〈그림 6〉은 손의 구조와 장갑 패턴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A는 손가락 끝점, B는 손등쪽 수

지간 구별점, C는 손바닥 수지간 구별점에 해당되는

손과 장갑의 결대의 관계이다. 장갑의 손등과 손바

닥에서 손가락 구분의 비는 각 손가락 너비의 비를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각 손가락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장갑 제작 시 손가락의 봉

제선이 틀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D는 손가락

너비와 장갑의 손가락 구분과의 관계이다. E는 제2
지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장갑 구성에서 각 손가락들

은 손가락 사이에 손등 부분, 손바닥 부분, 양옆으로

결대 부분으로 손가락 둘레를 나타낸다. 
제2지와 제5지의 경우 요측과 척측의 결대 부분

은 손둘레에 포함되므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장갑

의 패턴에서 제2지와 제5지의 너비가 큰 것은 손둘

레에 포함되어 있는 제2지와 제5지의 결대 분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F, K와 G는 역시 손등과

손바닥의 수지간 구별점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손등과 손바닥의 수지간 구별점은 그 길이가 다르

므로 각기 따로 계측되어야 한다. H는 제1지의 손

등쪽 수지간 구별점이다. 그러나 H점의 시작이 장

감패턴의 손바닥쪽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제1
지의 구조가 손바닥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에 연

류 함이다. 제1지의 패턴에서 I는 손가락 길이의 표

시인데, 각 손가락은 각기 중수골을 가지고 중수골

에 이어서 기절골, 중절골, 말절골로 연결된다. 따라

서 손가락 길이의 계측은 각기 다른 기준에서 이루

어져야 한다. 각각 기준이 다르게 측정된 손가락 길

이를 장갑 패턴에 옮기는 것은 장갑 패턴 제작 시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준을 만

들어 같은 기준에서 각 손가락의 위치를 계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수지간 구별점의 계측

역시 새로운 기준에 의하여 계측되어야 한다. J는
제1지의 길이이며, 이는 제1지와 몸판 장갑의 각도

에 따라 길이가 달라진다. L, M은 장갑 패턴에서

제1지의 운동량에 대한 면적을 표현하기 위해 절개

되는 부분이다. 이는 수장손금이 위치하는 제1지와

제2지의 수지간 구별점과 제2지의 손가락이 구별

점의 중간 수준에 위치한다. N은 제1지의 운동량이

제1지 장갑 패턴에 표현된 분량과 손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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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손의 구조와 장갑 패턴과의 관계.

5. 장갑 제작을 위한 계측부위
본 연구에서 계측부위에 대한 정의는 류경옥(2004) 

연구에서 사용한 기준과 계측부위를 따랐다. 계측기

준점과 자세는〈그림 7, 8〉과 같다. 
〈그림 8〉의 계측자세1은 엄지손가락을 70˚ 벌리

도 있는 자세이고, 계측자세2는 엄지손가락은 자연

스럽게 붙인 자세이다. 실예의 그림은 자세1로 손등

지선점에서 제2～3지 수지간 구별점까지 투영길이

를 재고 있는 모습이다.
이상으로 문헌연구와 이상의 고찰을 통해 손과 장

갑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로 장갑 패턴 설계 시 필 <그림 7> 손의 계측 기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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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손의 계측 자세와 실예.

<표 3> 장갑 패턴을 위한 필요 손 부위

No 계측 부위 설명 그림

길
이
항
목
∧
직
접
계
측
∨

X1 손길이
지선점을 지나는 수직선상의 지선점에서

손목구별점까지의 최대 직선 길이(자세1)   

X4
손바닥

제3지길이

손바닥쪽의 제3지의 손가락 구별점에서

지선점까지의 직선 길이(자세1)

X12
손바닥) 지선점에서 제1～2지
수지간 구별점까지 투영길이

손바닥쪽 제1～2지 수지간 구별점에서 지선점을

지나는 수직선까지의 직선 길이(자세2) 

X13
손바닥) 지선점에서 제 2～3지
수지간 구별점까지 투영길이

손바닥쪽 제2～3지 수지간 구별점에서 지선점을

지나는 수직선까지의 직선 길이(자세2)

X14
손바닥) 지선점에서 제 3～4지
수지간 구별점까지 투영길이

손바닥쪽 제3～4지 수지간 구별점에서 지선점을

지나는 수직선까지의 직선 길이(자세2)

X15
손바닥) 지선점에서 제4～5지
수지간 구별점까지 투영길이

손바닥쪽 제4～5지 수지간 구별점에서 지선점을

지나는 수직선까지의 직선 길이(자세2)

X23 제1지 긴 길이

제 1지를 바르게 죽 펴고 제 1지 손가락

끝점에서 요측 손목너비점까지 직선길이

(자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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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No 계측 부위 설명 그림

길
이
항
목
∧
직
접
계
측
∨

X25 손등 제1지 길이
제1지의 지절점에서 제1지 손가락 끝점까지의

직선 길이(자세1)

X36
손등 지선점에서 제1～2지
수지간 구별점까지 투영길이

손등쪽 지선점을 지나는 수직선에서 제1～2지
수지간 구별점까지 길이까지의 직선 길이(자세2)

X37
손등 지선점에서 제2～3지
수지간 구별점까지 투영길이

손등쪽 지선점을 지나는 수직선에서 제2～3지
수지간 구별점까지 길이까지의 직선 길이(자세2)

X38
손등 지선점에서 제3～4지
수지간 구별점까지 투영길이

손등쪽 지선점을 지나는 수직선에서 제3～4지
수지간 구별점까지 길이까지의 직선 길이(자세2)

X39
손등 지선점에서 제4～5지
수지간 구별점까지 투영길이

손등쪽 지선점을 지나는 수직선에서 제4～5지
수지간 구별점까지 길이까지의 직선 길이(자세2)

X41
지선점에서 제2지 손가락 끝

점까지의 투영길이

지선점을 지나는 수평선에서 제2지 손가락끝점까지

의 최단길이

X42
지선점에서 제4지 손가락 끝

점까지의 투영길이

지선점을 지나는 수평선에서 제4지 손가락끝점까지

의 최단길이

X43
지선점에서 제5지 손가락 끝

점까지의 투영길이

지선점을 지나는 수평선에서 제5지 손가락끝점까지

의 최단길이

너
비
항
목
∧
직
접
계
측
∨

X45
요측중수점에서 척측중수점

까지의 수직너비

지선점을 지나는 수직선에 직교하여 척측중수점과

요측중수점까지의 투영거리(자세 1)

X49 제2지 말절손가락 너비 제2지의 말절골 마디의 너비

X50 제3지 말절손가락 너비 제3지의 말절골 마디의 너비

X51 제4지 말절손가락 너비 제4지의 말절골 마디의 너비

X52 제5지 말절손가락 너비 제5지의 말절골 마디의 너비

X53 제2지 중절손가락 너비 제1지의 중절골 마디의 너비

X54 제3지 중절손가락 너비 제1지의 중절골 마디의 너비

X55 제4지 중절손가락 너비 제1지의 중절골 마디의 너비

X56 제5지 중절손가락 너비 제1지의 중절골 마디의 너비



144 한국인을 위한 장갑 패턴 고찰 (1) 복식문화연구

－ 876 －

<표 3> 계속

No 계측 부위 설명 그림

너
비
항
목
∧
직
접
계
측
∨

X58 손둘레
제1지를 제외하고 요측중수점과 척측중수점을

지나는 손의 최대 둘레(자세 1)

둘
레
항
목
∧
직
접
계
측
∨

X66 제2지 중절최대둘레 제2지의 중절골 가운데 부분의 수평 둘레

X67 제3지 중절최대둘레 제3지의 중절골 가운데 부분의 수평 둘레

X68 제4지 중절최대둘레 제4지의 중절골 가운데 부분의 수평 둘레

X69 제5지 중절최대둘레 제5지의 중절골 가운데 부분의 수평 둘레

X70 제1지 기절최대둘레 제1지의 기절골 가운데 부분의 최대 둘레

X71 제2지 기절최대둘레 제2지의 기절골 가운데 부분의 최대 둘레

X72 제3지 기절최대둘레 제3지의 기절골 가운데 부분의 최대 둘레

X73 제4지 기절최대둘레 제4지의 기절골 가운데 부분의 최대 둘레

X74 제5지 기절최대둘레 제5지의 기절골 가운데 부분의 최대 둘레

두
께
항
목
∧
직
접
계
측
∨

X80
수지간 간격깊이

(1지2지 사이)
1지와 2지의 사이의 손등쪽 수지간 구별점과

손바닥쪽 수지간 구별점의 길이

X85 제1지를 포함한 손두께
제1지를 포함하여 잰 손의 측면 두께

(자세2)

요한 부위를〈표 3〉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에서 No 
및 모든 정의는 류경옥의 것을 따랐다.

Ⅴ. 결  론
이상으로 장갑 패턴 제작법을 위해 장갑업체의 패

턴 제작법과 선행 연구, 손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장갑업체의 패턴 제작은 손 치수를 이용한 패

턴 제작법이 아닌 한 가지 본이라고 할 수 있는 패턴

을 두고 경험에 의해 수정을 하며 사용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장갑 제작에 필요한 손 치

수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갑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갑 패턴과 손의 구

조를 고찰한 결과, 장갑 패턴 제작을 위한 계측은 길

이항목 15, 너비항목 9, 둘레항목 9, 두께항목 2 부위

로 모두 36 항목이 도출되었다. 이는 매우 많은 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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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다 간소화 될 수 있는 방

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계측항목은 정적 손자세만

을 고려한 것으로 장갑 원형 설계 시의 최소 필요치

수라 할 수 있다. 장갑을 위한 패턴 제작법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계측

항목을 중심으로 기초 장갑 원형 설계를 위한 후속

연구를 이어나가려한다. 또한 손과 관련된 많은 연

구에 응용되어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나아가 앞으

로 손의 움직임과 피부의 변화를 고찰한 계측부위까

지 고려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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