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마바지 개발을 위한 20~30대 성인여성의 하반신 유형 분류

이지은·권영아*†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의류학과, *신라대학교 패션산업학부

Lower Body Type Classification of Women Aged 20-30

for the Development of Riding Breeches

Ji-Eun Lee · Young-Ah Kwon*†

Dept. of Textile & Clothing, Graduate School, Silla University

*Div. of Fashion Industry, Silla University

접수일(2013년 8월 6일), 수정일(2013년 9월 10일), 게재확정일(2013년 11월 10일)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lower body type of women aged 20 to 30 to understand their respective charac-

teristics. The research method was restricted to the use of direct measurements data and 3D measurements

data of the Sixth Size Korea.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ANOVA, Duncan's test, discriminant analysis,

t-test, and χ
2
-test were perform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using SPSS Win 20.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Lower body type based on 3D measurements were classified into 3 types

(obese lower body, long lower body, and small lower body). Lower body type based on direct measurements

were classified into 3 types (obese lower body, thick and long lower body, and small lower body). Lower

body type based on the direct measurement of sitting pose were classified into 3 types (obese lower body,

long and thin lower body, and short lower body). The age differences in the lower body types could be

analyzed by an evaluation of the 3D simulation of the lower body.

Key words: Obese lower body, Small lower body, Thick and long lower body, Long and thin lower body,

Short lower body; 비만 하반신, 작은 하반신, 굵고 긴 하반신, 길고 마른 하반신, 짧은 하반신

I. 서 론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여가시간의 증대,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인하여 스포츠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Koo et al.(2011)의 학술보고에 따르면 국민소득

1만 달러가 넘으면 테니스인구가 양적으로 팽창하고

1만 5천 달러에 진입하면 골프인구가 늘어나고 2만 달

러를 돌파하면 골프인구가 다시 승마로 옮겨간다며 국

내에서 승마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전망하였

다. 승마인구의 대중화로 인하여 승마바지 시장이 확대

되고 있으나 현재 승마바지는 대부분 수입되고 있으며,

국내 업체에서는 영세한 자본으로 독자적인 제품 개발의

미비, 부족한 기술력 등으로 국내 소비자의 욕구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입된

승마바지는 한국인의 체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맞

음새와 착용감이 떨어져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승마운동에 따른 다양한 자세에서

의 활동성을 확보하면서 하체에 밀착되어야 하는 승마

바지 개발을 위해서는 한국인의 하반신 체형 분석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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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특히 앉은 자세에서의 하반신 체형 변화를 반영

하면서 운동기능성이 요구되는 승마바지의 패턴 설계를

위해서 선자세뿐만 아니라 앉은 자세의 하반신 체형 분

류와 하반신 체형별 치수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용 승마바지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구하고자 제6차 Size Korea의 20~30대 성인여성

의 하반신에 해당하는 3차원 인체치수 계측자료와 직접

측정 계측자료를 이용하여 선자세 및 앉은 자세에서의

성인여성 하반신 체형 유형을 분류하였고, 하반신 체형

유형에 따른 체형별 3차원 하반신 모형을 구현하여 연

령대별 하반신 체형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II. 연구방법

1. 하반신 인체측정 자료수집

1) 하반신 인체측정 항목과 계측치수 자료수집

성인여성용 승마바지 개발을 하기에 앞서 성인여성의

하반신 체형 구성요인과 연령대별 체형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승마를 통한 건강과 미용에 관심이 높고 하반신

체형별 특징 차이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는 20~39세

성인여성을 중심으로 연령대별 하반신 체형 특징을 분석

할 필요가 있다. 2010년 Size Korea “제6차 한국인 인체

치수 조사사업”의 DB에 있는 20~39세 성인여성의 하

반신 인체측정치를 연구범위로 제한하여 사용하였다.

20대 및 30대의 연령대 구분은 연령을 10년 단위로 제5차

및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사업 보고서의 연령 분

류에 준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측정항목은 2010년 Size

Korea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사업”의 20~39세 여

성 410명의 3차원 하반신 계측 높이 7항목, 길이 3항목,

둘레 9항목, 너비 4항목, 두께 4항목과 몸무게를 포함한

총 28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제6차 선자세에 해당하

는 직접 측정 하반신 인체측정치는 20~30대 여성 1279명

을 대상으로 높이 8항목, 길이 6항목, 둘레 12항목, 너비

3항목, 두께 4항목과 몸무게를 포함한 총 34항목으로 구

성하였다. 앉은 자세 분석에 사용된 직접 측정항목은 높

이 3항목, 길이 2항목, 너비 1항목, 두께 2항목을 포함한

총 8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계측항목은 선

행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반신 체형 파악과 밀착형 승마

바지 패턴 설계 시 요구되는 계측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선정한 하반신 관련된 3D 계측항목, 선자

세의 직접 계측항목, 앉은 자세 계측항목은 <Table 1>과

같다.

2. 인체계측치 분석

SPSS Win 20.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6차 한국

인 인체치수 조사자료 중 20~39세 성인여성의 3차원 인

체계측 데이터 및 직접 측정데이터의 계측항목에 대한

기술통계량으로 평균과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을 구

하였고, 3D, 선자세, 앉은 자세별 하반신 체형의 구성요

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

여 계측치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요약하였다. 요인의 수

는 Kaiser의 고유치 1.00 이상인 요인에 대하여 베리맥스

(Varimax) 방법에 의해 직교회전하여 요인의 내용을 밝

혔다. 하반신의 형태를 군집화하기 위하여 추출된 각 하

반신 체형 구성요인을 독립변수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군집의 수는 유형별 출현율을 고려하여 결정한 후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대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

하고 t-test를 실시하였고 연령대별 하반신 체형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χ
2
-검증을 실시하였다.

3. 3D 모델의 구현방법

하반신 체형 유형에 따른 3차원적 하반신 체형 특징

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OptiTex 11.0의 인

체모델링 도구를 사용하여 연령대별, 하반신 체형별로

인체치수 평균값을 3D 기본 자세에 입력하여 3차원 형

상으로 나타냈고 3차원 하반신 체형 모델의 전면, 측면,

후면의 모습의 이미지를 비교하였다. 3D 모델의 구현을

위해 사용된 3D 하반신 인체치수 항목은 배꼽수준허리

둘레, 배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넙다리둘레, 엉덩

이높이, 다리벌린샅높이, 허리높이, 배꼽수준허리높이,

무릎뼈가운데높이, 키, 장딴지둘레, 발목최대둘레, 무릎

둘레 등의 총 14항목이었다. 직접 측정 하반신 체형 모델

구현을 위해 직접 측정 하반신 인체치수 항목 중 허리

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샅높이, 배꼽수준

허리둘레, 허리높이, 엉덩이높이, 키, 무릎높이, 무릎둘

레, 무릎아래둘레, 장딴지둘레, 넙다리중간둘레, 넙다리

둘레, 발목최대둘레, 엉덩이수직길이의 총 16항목을 사

용하였다. 하반신 유형별 군집분석 결과의 군집별 평균

값을 대입시켜 인체의 정면, 측면, 후면의 3D 모델을 구

현하였다. 앉은 자세의 3D 하반신 자동 모델링 구현은 불

가능하였기에 3D 측정 인체치수 평균값과 직접 측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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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치수 항목의 평균값을 입력하여 연령대별, 체형별 선

자세 하반신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연령대별 성인여성의 3차원 하반신 체형 분류

1) 3차원 하반신 체형 구성요인

20~30대 여성의 3차원 하반신 체형을 분류하기에 앞

서 20~30대 3차원 여성의 하반신 체형 구성요인을 추출

하고자 20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의 성인여성 410명의

3차원 계측치수 데이터 28항목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베리맥스 방법으로 직교회전시켜 고유치가 1.0

이상의 것으로 4가지 요인이 선택되었으며 각 항목의 요

인적재값은 <Table 2>와 같다. 4가지 요인은 전체 변량

88.6%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모든 요인의 신뢰도를 분

석한 결과,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값이 모두 0.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요인 1은 배꼽수준허리둘레, 배둘레, 허리둘레, 배꼽

수준허리너비, 배꼽수준허리두께, 배 두께, 허리너비, 허

리두께, 배너비, 엉덩이두께, 몸무게, 엉덩이둘레, 넙다

리둘레, 엉덩이너비 등의 14항목으로 구성되어 ‘하반신

수평크기’를 나타내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고유값은

13.61로 전체 변량의 48.6%를 설명하였다.

요인 2는 엉덩이높이, 다리벌린샅높이, 허리높이, 배

꼽수준허리높이, 허리옆가쪽복사길이, 배높이, 무릎뼈

가운데높이, 키 등의 8항목으로 구성되어 ‘하반신 수직

크기’를 나타내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고유값은 7.61로

전체 변량의 27.2%를 설명하였다.

요인 3은 종아리최소둘레, 장딴지둘레, 발목최대둘레,

무릎둘레 등의 4항목으로 구성되어 ‘다리형태’를 나타

내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고유값은 2.29로 전체 변량의

8.2%를 설명하였다.

요인 4는 엉덩이수직길이, 엉덩이옆길이 등의 2항목

으로 구성되어 ‘엉덩이길이’를 나타내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고유값은 1.29로 전체 변량의 4.6%를 설명하였다.

하반신 체형에 관한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엉

덩이둘레 90~92cm에 해당하는 20~30대 성인여성 234명

Table 1. Anthropometric measurements of the lower body

3D

Height
Stature, Waist height, Abdomen height, Waist height (Omphalion), Hip height, Crotch height, Midpa-

tella height

Length Body rise, Waist to hip length, Lateral waist length

Circumference

Waist circumference, Abdomen circumference, Waist depth (Omphalion), Hip circumference, Thigh cir-

cumference, Knee circumference, Calf circumference, Minimum leg circumference, Ankle circumfer-

ence

Breadth Waist breadth, Abdomen breadth, Waist breadth (Omphalion), Hip depth

Depth Waist depth, Abdomen depth, Waist depth (Omphalion), Hip breadth

Other Weight

Direct

(Standing)

Height
Stature, Hip height, Waist height, Waist height (Omphalion), Iliac spine height, Knee height, Crotch

height, Lateral waist height

Length
Thigh vertical length, Body rise, Waist to hip length, Outside leg length, Crotch length, Crotch length

(Omphalion)

Circumference

Waist circumference, Waist depth (Omphalion), Abdomen circumference, Hip circumference, Abdomi-

nal protrusion hip circumference, Thigh circumference, Mid-thigh circumference, Knee circumference,

Low knee circumference, Calf circumference, Minimum leg circumference, Ankle circumference

Breadth Waist breadth, Waist breadth (Omphalion), Hip depth

Depth Waist depth, Waist depth (Omphalion), Hip breadth, Buttock protrusion-abdominal protrusion depth

Other Weight

Direct

(Sitting)

Height Thigh clearance, Knee height (Sitting), Popliteal height

Length Buttock-knee length, Buttock-popliteal length

Breadth Hip breadth (Sitting)

Depth Buttock-abdomen depth (Sitting), Abdominal depth (S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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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5차 한국인 3차원 인체측정치를 사용한 Choi and

Do(2008)의 연구에서 하반신의 높이요인, 하반신의 비

만요인, 무릎부터 발목까지의 둘레요인, 엉덩이부위의

형태요인, 허리부터 샅에 이르는 길이요인, 배의 형태요

인, 넙다리부위 둘레요인 등 7개 요인이고 누적기여율은

86.6%로 나타났는데 제6차 한국인 3차 인체측정치를 분

석한 본 연구결과는 구성요인의 수가 더 적지만 4개 요

인의 설명력이 88.8%로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여고생

을 대상으로 한 Choi and Do(2012)의 연구에서 하반신

기여율이 높은 수평크기요인, 하반신 높이요인, 엉덩이

길이의 3개 요인이 일치하였다. 중, 노년여성을 대상으

로 한 Kim et al.(2012)의 연구에서 허리 및 배부위 비만

정도, 하반신의 수직크기, 하지굵기 및 비만, 엉덩이크

기 및 형태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

었다.

연령대별 요인점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Table 3>,

요인 1, 요인 2, 요인 3에서 각각 두 집단 간 유의적인 차

이가 나타났다. 20대는 30대에 비하여 요인 1(하반신 수

평크기)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나 요인 2(하반신 수직

크기)와 요인 3(다리형태)의 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엉

덩이길이요인에서는 20대와 30대 연령대별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20대 여성은 30대 여성에 비하여

Table 2. Factor analysis of 3D body measurement items

Factors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umulativ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s α

Factor 1

Horizontal

measurements

Waist depth (Omphalion) .67

13.61 48.6 .93

Abdomen circumference .90

Waist circumference .95

Waist breadth (Omphalion) .94

Waist depth (Omphalion) .93

Abdomen depth .93

Waist breadth .92

Waist depth .90

Abdomen breadth .89

Hip breadth .87

Weight .85

Hip circumference .82

Thigh circumference .70

Hip depth .65

Factor 2

Vertical

measurements

Hip height .97

07.61
27.2

(75.8)
.98

Crotch height .97

Waist height .96

Waist height (Omphalion) .95

Lateral waist length .94

Abdomen height .92

Mid patella height .92

Stature .91

Factor 3

Leg

measurements

Minimum leg circumference .83

02.29
08.2

(84.0)
.90

Calf circumference .72

Ankle circumference .72

Knee circumference .69

Factor 4

Hip

measurements

Body rise .96
01.29

04.6

(88.6)
.99

Waist to hip length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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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이 가늘고 긴 반면 다리가 굵은 체형임을 알 수

있었다.

2) 3차원 하반신 체형의 유형화

성인여성의 3차원 하반신 체형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추출된 4개의 하반신 체형 구성요인점수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3차원 하

반신 체형 구성요인은 3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2개의

하반신 유형 분류 시 유형 1에 비하여 유형 2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4개의 하반신 유형 분류 시 유형 2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하여 빈도가 낮게 나

타나 3개의 하반신 유형 분류를 하였다. 3차원 하반신

유형의 빈도분석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난 것과 같다.

유형 1은 총 71명으로 전체의 17.3%를 차지하였다. 요

인 1(하반신 수평크기)과 요인 3(다리형태)의 점수가 가

장 큰 반면 요인 4(엉덩이길이)의 점수가 가장 작게 나

타났고 요인 2(하반신 수직크기)의 점수도 작게 나타났

다. 유형 1은 하반신 수평크기와 다리형태가 가장 크고

하반신 수직크기와 엉덩이길이가 작은 ‘비만 하반신’ 체

형이다. 유형 2는 총 158명으로 전체의 38.5%를 차지하

였고, 요인 2(하반신 수직크기)와 요인 4(엉덩이길이)의

점수가 가장 크지만 요인 1(하반신 수평크기)과 요인 3

(다리형태)의 점수는 세 유형의 중간점수로 나타나 ‘긴

하반신’ 체형이다. 유형 3은 181명으로 전체의 44.2%를

차지하였고, 요인 1(하반신 수평크기)과 요인 2(하반신

수직크기), 요인 3(다리형태)의 점수가 가장 작게 나타

났고, 요인 4(엉덩이길이)의 점수는 세 유형의 중간점수

로 나타나 ‘작은 하반신’ 체형이다.

중, 노년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Kim et al.(2012)에서

는 유형 1은 하체 짧고 날씬한 체형, 유형 2는 하체 짧고

통통한 체형, 유형 3은 하체가 길고 마른 체형, 유형 4는

복부 및 하지비만 체형으로 분류하였다. 20대, 30대 젊

은 여성의 3차원 인체측정 자료를 한정하여 분석한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중, 노년여성의 하반신은 하반신

비만 체형이 하반신 높이에 따라 더 세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3차원 하반신 체형의 판별분석

군집분석에 의해 분류된 3개 3차원 하반신 유형을 집

단변수로, 4개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판별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Table 6>에 나타냈다. 판별적중률은 유형

Table 3. Difference by age in 3D measurement factor scores

Statistics

Factors

20s (n=208) 30s (n=202)
t-value

Mean S.D. Mean S.D.

Horizontal measurements −.29 .84 −.30 1.06 −6.31***

Vertical measurements −.20 .99 −.20 0.98  4.12***

Leg measurements −.13 .98 −.14 1.00  2.73**

Hip measurements −.00 .94 −.00 1.06 −.06

**p<.01, ***p<.001

Table 4. The Duncan-test result of 3D lower body factor scores

Statistics

Factors

Type 1 (n=71) Type 2 (n=158) Type 3 (n=181)
F-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Horizontal measurements 1.23A 1.14 −.10B .76 −.41C .68 111.83***

Vertical measurements −.44B 0.77 −.90A .72 −.61B .65 215.62***

Leg measurements −.76A 1.16 −.15B .92 −.42C .77  46.99***

Hip measurements −.49C 1.042 −.36A .97 −.12B .90  21.90***

***p<.001

Duncan-test: A>B>C

Table 5. Characteristic of 3D lower body types

3D lower

body type
Characteristics n (%)

Type 1 Obese lower body 71 ( 17.3)

Type 2 Long lower body 158 ( 38.5)

Type 3 Small lower body 181 (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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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 97.2%, 유형 2는 100%, 유형 3은 100%로 나타나서

총 99.5%의 매우 높은 적중률을 나타냈다.

4) 성인여성의 연령대별 3차원 하반신 체형 특징

성인여성 3차원 하반신 체형과 연령대별 χ
2
-검증 결

과는 <Table 7>에 나타냈다. 3차원 하반신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유형 3이 가장 많이 분포하였고 다

음으로 유형 2, 유형 1의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20대는 유형 2 다음으로 유형 3이 높고 비만 유형이

적은 분포로 구성된 반면, 30대는 유형 3이 가장 많이 분

포하고, 20대에 비해 유형 1은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유형 2는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Table 8>는 성

인여성의 3차원 측정 하반신 인체치수 항목에 대한 세분

화된 연령대별 기술통계량 차이를 나타냈다. 20대 전반

과 20대 후반의 연령대 비교에서 엉덩이길이요인을 제

외하고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전반

은 30대 후반에 비해서 하반신 수직크기요인에 해당하

는 치수가 대체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

연령대와 3개 체형 유형에 따른 3차원적 하반신 체형 특

징 차이를 시각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OptiTex의 인체모

델 도구를 사용하여 연령대별 하반신 체형별로 인체치수

평균값을 입력하여 3차원 형상 모델로 구현하였다. 구현

된 3차원 하반신 체형 모델의 전면, 측면, 후면의 모습을

<Table 9>에 나타냈다. 같은 하반신 유형에 속하더라도

20대 여성의 하반신 형태는 전반적으로 가늘고 긴 하반

신 체형이고 30대 여성의 하반신 형태는 짧으면서 굵어

지는 하반신 체형으로 변화되어 감을 알 수 있다.

2. 직접 측정 하반신 체형

1) 직접 측정 하반신 체형 구성요인

20대, 30대 성인여성의 하반신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선자세 및 앉은 자세의 총 42항목의 하반신 직접

측정자료를 사용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Table 10>과 같

이 고유치가 1.0 이상인 값은 4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

다. 전체 변량은 79.2%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모든 요인

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값

이 모두 0.79 이상이었다.

요인 1은 배꼽수준허리두께, 허리두께, 허리둘레, 배꼽

수준허리둘레, 앉은 배두께, 앉은 엉덩이배두께, 허리너

비, 배둘레, 배꼽수준허리너비, 엉덩이돌출점-배돌출점

두께, 몸무게, 엉덩이두께, 엉덩이둘레, 배돌출점기준엉

덩이둘레, 앉은 넙다리높이, 엉덩이너비 등의 16항목으

로 구성되어 ‘하반신 수평크기’를 나타내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요인 1의 고유값은 18.70으로 전체 변량의 44.5%

를 설명하였다.

요인 2는 샅높이, 배꼽수준허리높이, 허리높이, 허리

기준선높이, 엉덩이높이, 위앞엉덩뼈가시높이, 다리가쪽

길이, 키, 앉은 무릎높이, 무릎높이, 앉은 오금높이, 앉은

엉덩이무릎수평길이, 넙다리직선길이, 앉은 엉덩이오금

수평길이 등의 14항목으로 구성되어 ‘하반신 수직크기’를

나타내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요인 2의 고유값은 10.42

Table 6. The result of discriminant analysis for 3D lower body types                 (Unit: n (%))

Actual type
Prediction type

Obese lower body Long lower body Small lower body

Obese lower body  69 ( 97.2) 001 (   1.4) 001 (   1.4)

Long lower body 00 (   0.0) 158 (100.0) 000 (   0.0)

Small lower body 00 (   0.0) 000 (   0.0) 181 (100.0)

Total prediction accuracy 99.5%

Table 7. Distribution of 3D lower body types by age                                (Unit: n (%))

Type

Age
Obese Long Small Total

20s 24 ( 11.5) 098 ( 47.1) 086 ( 41.3) 208 (100.0)

30s 47 ( 23.3) 060 ( 29.7) 095 ( 47.0) 202 (100.0)

Total 71 ( 17.3) 158 ( 38.5) 181 ( 44.1) 410 (100.0)

χ
2
=16.9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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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체 변량의 24.8%를 설명하였다.

요인 3은 무릎둘레, 무릎아래둘레, 종아리최소둘레, 장

딴지둘레, 넙다리중간둘레, 넙다리둘레, 발목최대둘레, 앉

은엉덩이너비 등의 8항목으로 구성되어 ‘다리형태’를 나

타내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요인 3의 고유값은 2.39로 전

체 변량의 5.7%를 설명하였다.

요인 4는 엉덩이수직길이, 엉덩이옆길이, 샅앞뒤길이,

배꼽수준샅앞뒤길이 등의 4항목으로 구성되어 ‘엉덩이

길이’를 나타내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요인 4의 고유값

은 1.75로 전체 변량의 4.2%를 설명하였다.

<Table 10>에 보이듯이 총 42개 항목의 하반신 직접

측정자료를 요인분석한 결과 도출된 4개의 하반신 체

형 구성요인은 <Table 2>에 보이는 28개 항목의 3D 하

반신 계측자료로 요인분석한 4개의 하반신 체형 구성

요인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직접 측정자료의 하반신 수

직크기요인을 대표하는 항목으로 샅높이가, 다리형태

Table 8. Difference verification of 3D measurement by age                                  (N=410)

Item

20-24 years

(n=119)

25-29 years

(n=89)

30-34 years

(n=106)

35-39 years

(n=96) F-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Factor

1

Waist circumference (Omphalion) 0765.16B 62.37 0764.55B 61.31 0803.39A 78.16 0814.32A 84.13 12.97***

Abdomen circumference 0796.60B 62.70 0794.36B 61.43 0832.26A 71.02 0841.28A 76.35 12.66***

Waist circumference 0690.42B 60.00 0688.30B 55.58 0722.48A 72.70 0738.31A 88.08 12.31***

Waist breadth (Omphalion) 0282.90B 20.17 0281.88B 18.90 0293.17A 22.61 0295.32A 25.95  9.88***

Waist depth (Omphalion) 0191.00B 20.73 0193.02B 20.82 0204.89A 27.53 0209.83A 28.53 14.13***

Abdomen depth 0204.96B 22.53 0206.10B 19.41 0217.12A 25.41 0221.49A 26.87 12.03***

Waist breadth 0251.48B 19.84 0248.47B 16.72 0259.69A 20.82 0264.27A 26.22 11.52***

Waist depth 0181.84B 20.88 0184.53B 20.05 0193.08A 25.65 0199.40A 29.91 12.03***

Abdomen breadth 0291.88B 19.98 0290.77B 20.06 0302.02A 21.36 0303.86A 22.80 10.35***

Hip depth 0222.45BC 18.09 0221.29C 16.86 0227.86AB 20.88 0232.16A 25.91  5.84***

Weight 0054.30B 07.28 0054.40B 06.86 0056.08AB 07.62 0056.67A 09.12 2.41

Hip circumference 0690.42A 60.00 0688.30A 55.58 0722.48A 72.70 0738.31A 88.08 1.63

Thigh circumference 0550.52AB 41.00 0551.17AB 38.77 0562.79A 42.37 0549.08B 47.30 2.32

Hip breadth 0339.74A 15.43 0339.76A 15.53 0342.86A 17.34 0341.69A 17.61 0.91

Factor

2

Hip height 0796.46A 34.64 0789.21AB 34.57 0786.37B 34.37 0776.69C 34.71  5.90***

Crotch height 0739.42A 33.97 0734.82AB 31.30 0728.58AB 31.48 0713.04C 29.82 13.28***

Waist height 1005.23A 38.38 1005.19A 38.76 0998.88B 39.23 0985.18C 36.14 6.03***

Waist height (Omphalion) 0945.70A 36.85 0940.63AB 39.89 0930.16A 36.78 0916.23B 39.55 11.92***

Lateral waist length 0951.81A 37.67 0953.41A 37.31 0945.94A 39.22 0931.34B 35.20  7.02***

Abdomen height 0917.83A 36.96 0913.59AB 38.37 0906.25B 38.35 0895.43C 42.95  6.46***

Mid patella height 0427.78A 20.21 0424.32A 16.70 0422.56A 18.13 0415.36B 17.34  8.44***

Stature 1617.65A 52.20 1616.18A 51.46 1609.79AB 50.50 1597.29B 46.78 3.38*

Factor

3

Minimum leg circumference 0199.85B 13.98 0202.48AB 13.25 0202.42AB 13.11 0204.91B 15.52 2.34

Calf circumference 0339.84A 25.51 0342.85A 22.33 0344.44A 23.29 0346.46A 27.70 1.37

Ankle circumference 0240.38A 14.82 0243.60A 14.32 0242.33A 14.86 0242.18A 15.23 0.84

Knee circumference 0346.06A 20.81 0350.47A 21.11 0347.43A 21.20 0347.51A 24.30 0.71

Factor

4

Body rise 0208.77B 14.94 0215.98A 15.27 0212.52AB 18.49 0208.49B 14.59  4.77***

Waist to hip length 0216.96BC 15.71 0224.20A 16.07 0220.20AB 19.33 0214.88C 15.92  5.50***

*p<.05, ***p<.001

Duncan-test :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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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대표 항목은 무릎둘레가 각각 가장 높은 인자부

하량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대별 요인점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Table 11>,

요인 1, 2, 3에서 각각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20대는

30대에 비하여 요인 1(수평크기)의 점수가 낮게 나타난

반면, 요인 2(수직크기)의 점수와 요인 3(다리형태)의 점

수가 높게 나타내 20대 여성은 30대 여성에 비해 하반신

이 길고 다리는 굵으면서 마른 체형임을 알 수 있다.

Table 9. 3D images according to age and 3 lower body types

Type 1 Type 2 Type 3

20s

30s

Table 10. Factor analysis of direct body measurement items

Factors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umulativ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s α

Factor 1

Horizontal

measurements

Waist depth (Omphalion) .93

18.70 44.5 .95

Waist depth .92

Waist circumference .92

Waist circumference (Omphalion) .91

Abdominal depth, Sitting .90

Buttock-abdomen depth, Sitting .88

Waist breadth .87

Abdominal circumference .86

Waist breadth (Omphalion) .85

Buttock protrusion-abdominal protrusion depth .84

Weight .75

Hip depth .74

Hip circumference .67

Abdominal protrusion hip circumference .66

Thigh clearance .58

Hip breadth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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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 측정 하반신 체형의 유형화

성인여성의 하반신 체형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직접 측

정자료를 사용하여 도출된 4개의 요인점수로 군집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2>에 나타난 것과 같이 3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2개의 하반신 유형 분류 시 유형

은 고루 잘 분포가 되었으나 유형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

Table 10. Continued

Factors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umulativ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s α

Factor 2

Vertical

measurements

Crotch height .96

10.42
24.8

(63.9)
.97

Waist height (Omphalion) .94

Waist height .94

Lateral waist height .93

Hip height .92

Iliac spine height .91

Outside leg length .91

Stature .91

Knee height, Sitting .91

Knee height .84

Popliteal height .83

Buttock-knee length .76

Thigh vertical length .71

Buttock-popliteal length .68

Factor 3

Leg

measurements

Knee circumference .80

2.39
05.7

(75.0)
.92

Low knee circumference .80

Minimum leg circumference .78

Calf circumference .78

Mid-thigh circumference .75

Thigh circumference .68

Ankle circumference .61

Hip breadth, Sitting .58

Factor 4

Hip

measurements

Body rise .79

1.75
04.2

(79.2)
.79

Waist to hip length .71

Crotch length .69

Crotch length (Omphalion) .67

Table 11. Difference by age in direct body measurement factor scores

Statistics

Factors

20s (n=595) 30s (n=684)
t-value

Mean S.D. Mean S.D.

Horizontal measurements −.39 0.81 −.34 1.03 −13.86***

Vertical measurements −.19 1.00 −.17 0.97 6.41***

Leg measurements −.13 1.00 −.12 0.99 4.47***

Hip measurements −.02 0.98 −.02 1.02 −.6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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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지 않았으며, 4개의 하반신 유형 분류 시 유형 3의 빈

도가 다른 유형에 비하여 작게 나타나 3개의 하반신 유

형으로 분류하였다. 유형 1은 293명으로 전체의 22.9%를

차지하였고, 요인 1(수평크기)의 점수가 가장 크게 나타

났으나 요인 2(수직크기)와 요인 3(다리형태)의 점수는 세

유형의 중간점수로 나타나 ‘비만 하반신’이다.

유형 2는 총 460명으로 전체의 36.0%를 차지하였고,

요인 2(수직크기)와 요인 3(다리형태)의 점수가 비교적

높은 출현율을 보인 ‘굵고 긴 하반신’이다.

유형 3은 총 526명으로 전체의 가장 많은 비율인 41.1%

를 차지하였고, 요인 1(수평크기)과 요인 2(수직크기), 요

인 3(다리형태)의 점수가 가장 낮은 반면 요인 4(엉덩이

길이)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형 3은 하반신의

수평크기와 수직크기, 다리형태가 가장 작고 엉덩이길

이가 가장 긴 ‘작은 하반신’이다.

40~6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Kim et al.(2012)의 연구

에서 유형 1 하체가 짧고 날씬한 체형, 유형 2 하체가 짧

고 통통한 체형, 유형 3 하체가 길고 마른 체형 중 유형

2의 비만형이 높은 출현을 나타내는 결과와 본 연구의

20대, 30대 하반신 체형 분류나 분포의 결과와는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성인여성의 연령대별 직접 측정 하반신 체형 특징

성인여성 하반신 체형과 연령대별 χ
2
-검증 결과는

<Table 14>에 나타냈다. 유형 내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

반적으로 유형 3 >유형 2 >유형 1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 1은 20대가 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유형 2는 20대가 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Table 15>은 직접 측정 하반신 인체치수 항목에

대한 세분화된 연령대별 기술통계량 차이를 나타냈다.

20대 전반과 20대 후반의 연령대 비교에서 엉덩이길이

요인을 제외하고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전반은 30대 후반에 비해서 하반신 수직크기요인

에 해당하는 치수가 대체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 연령대 3개 유형의 직접 측정 하반신 체형

특징을 3차원 형상으로 인체모델링한 전면, 측면, 후면

의 모습은 <Table 16>에 나타난 것과 같다. <Table 16>에

서 같은 하반신 유형이라 해도 20대 여성의 하반신에 비

해 30대 여성의 하반신이 대체로 짧고 굵은 체형임을 알

수 있다. 선자세 직접 측정치를 사용한 연령대별 하반신

체형 분석 결과는 3D 하반신 인체측정치를 사용하여 연

령대별 하반신 체형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음을

Table 12 The Duncan-test result of lower body factor scores

Type

Factors

Type 1 (n=293) Type 2 (n=460) Type 3 (n=526)
F-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Horizontal measurements −1.37A 0.79 −0.43B 0.63 −0.39B 0.60 818.14***

Vertical measurements −0.06B 1.01 −0.59A 0.88 −0.49C 0.80 183.14***

Leg measurements −0.05B 0.98 −0.64A 0.87 −0.59C 0.73 262.97***

Hip measurements −0.13B 1.01 −0.19B 1.02 −0.24A 0.93 026.42***

***p<.001

Duncan-test: A>B>C

Table 13. Characteristic of lower body types using

direct measurement items

Type Characteristics n (%)

Type 1 Obese lower body 293 ( 22.9)

Type 2 Thick and long lower body 460 ( 35.9)

Type 3 Small lower body 526 ( 41.2)

Table 14. Distribution of lower body types classified with direct body measurements by age    (Unit: n (%))

Type

Age
Obese Thick and long Small Total Prediction accuracy

20s 063 ( 10.6) 290 ( 48.7) 242 ( 40.7) 0595 (100.0)

30s 230 ( 33.6) 170 ( 24.9) 284 ( 41.5) 0684 (100.0)

Total 293 ( 22.9) 460 ( 36.0) 526 ( 41.1) 1279 (100.0)

χ
2
=124.2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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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Difference verification of direct body measurement by age                        (N=1279)

Item

20-24 years

(n=290)

25-29 years

(n=303)

30-34 years

(n=344)

35-39 years

(n=342) F-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Factor

1

Waist depth (Omphalion) 0173.52B 18.74 0175.94B 18.95 0189.97A 25.01 0189.84A 22.68 52.33***

Waist depth 0167.40B 17.84 0169.67B 18.78 0184.03A 25.46 0184.37A 23.49 54.81***

Waist circumference 0695.23C 60.64 0706.70B 60.79 0747.01A 76.02 0748.89A 71.73 51.61***

Waist circumference (Omphalion) 0743.61B 64.37 0753.97B 61.17 0791.79A 75.13 0791.04A 69.60 42.45***

Abdominal depth, Sitting 0197.81B 20.38 0200.98B 21.40 0215.26A 26.59 0218.20A 25.66 57.48***

Buttock-abdomen depth, Sitting 0208.15C 20.22 0215.44B 21.67 0230.57A 25.90 0232.75A 25.49 79.51***

Waist breadth 0245.67B 19.67 0244.96B 20.78 0255.20A 24.71 0256.11A 23.77 22.61***

Abdomen circumference 0795.95C 65.75 0812.66B 62.00 0847.78A 72.70 0853.68A 67.80 53.38***

Waist breadth (Omphalion) 0267.13B 20.66 0265.56B 21.55 0275.34A 24.96 0275.25A 23.03 16.73***

Buttock protrusion-abdominal 

protrusion depth
0226.74C 20.59 0234.66B 21.24 0246.71A 25.31 0248.49A 23.55 63.50***

Weight 0053.16B 06.92 0053.44B 06.77 0055.97A 07.74 0056.10A 07.31 15.23***

Hip depth 0210.94B 16.40 0208.60B 16.52 0214.74A 21.04 0214.77A 19.70 08.21***

Hip circumference 0913.80B 46.69 0913.76B 47.89 0929.01A 52.89 0928.46A 47.29 09.95***

Abdominal protrusion hip 

circumference
0947.41AB 49.52 0941.97B 48.76 0954.53A 56.49 0955.43A 49.69 04.87***

Thigh height, Sitting 0147.34AB 12.53 0146.88B 12.24 0148.89AB 13.09 0149.41A 12.71 02.91*

Hip breadth 0323.11AB 15.52 0321.81B 16.77 0325.33A 17.58 0325.64A 16.98 03.79**

Factor

2

Crotch height 0729.49A 36.69 0725.91B 35.41 0720.11A 33.95 0711.24A 34.64 16.49***

Waist height (Omphalion) 0941.04A 40.15 0938.58A 38.98 0927.81B 39.64 0919.49C 38.97 20.46***

Waist height 0973.51A 41.26 0973.07A 38.97 0967.41A 39.30 0959.04B 38.69 09.42***

Lateral waist height 1007.37A 41.22 1005.85A 39.40 0998.18B 39.77 0989.51C 38.97 13.63***

Hip height 0797.41A 38.57 0796.27A 38.38 0786.55B 37.03 0778.27C 35.15 18.75***

Iliac spine height 0874.32A 41.19 0869.60A 40.22 0861.06B 39.07 0853.44C 38.68 17.22***

Outside leg length 1000.98A 42.35 0990.53B 39.87 0980.58C 39.19 0972.84D 39.12 29.12***

Stature 1603.56A 53.58 1604.41A 50.91 1598.44A 53.18 1589.44B 50.43 05.68***

Knee height, Sitting 0486.44A 21.10 0482.61B 19.25 0478.51C 18.55 0475.55C 20.14 18.25***

Knee height 0413.63A 22.59 0414.64A 22.26 0411.87A 21.32 0406.08B 21.30 10.05***

Popliteal height 0382.37A 22.09 0380.90A 19.51 0379.88A 18.94 0375.50B 21.08 06.83***

Buttock-knee length 0548.40A 23.18 0547.13A 22.66 0544.72AB 23.34 0541.15B 24.63 05.91***

Thigh vertical length 0286.46A 22.78 0283.03B 20.86 0276.51C 19.28 0270.39D 18.80 38.83***

Buttock-popliteal length 0455.70A 23.68 0456.93A 23.46 0456.22A 24.09 0451.08B 24.54 04.07**

Factor

3

Knee circumference 0349.33A 19.87 0348.76A 19.56 0348.44A 21.01 0348.39A 19.57 00.14

Low knee circumference 0322.55A 19.17 0322.70A 19.11 0323.33A 20.12 0323.44A 19.26 00.17

Minimum leg circumference 0206.96AB 12.27 0205.12B 11.02 0207.27A 11.91 0207.78A 12.71 02.91*

Calf circumference 0346.31A 23.86 0343.32A 23.32 0346.13A 24.34 0346.72A 24.28 01.30

Mid-thigh circumference 0481.95B 37.83 0483.83AB 38.23 0489.24A 40.36 0484.37AB 36.73 02.93*

Thigh circumference 0546.21B 39.34 0545.97B 37.44 0555.20A 41.25 0551.86AB 37.54 04.29***

Ankle circumference 0231.22AB 11.20 0230.23C 10.37 0232.23AB 10.93 0233.26A 11.27 04.53***

Hip breadth, Sitting 0361.21B 21.79 0362.54B 22.17 0366.40A 22.54 0366.21A 21.05 04.50***

*p<.05, **p<.01, ***p<.001

Duncan-test: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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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3. 선자세 직접 측정 하반신 체형

1) 선자세 직접 측정 하반신 체형 구성요인

20~30대 성인여성 하반신 체형의 구성요인을 추출하

기 위하여 선자세의 총 34항목 측정치에 대해 요인분석

을 실시한 결과 <Table 17>과 같이 고유치가 1.0 이상인

값은 4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전체 변량은 81.3%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모든 요인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값이 모두 0.80 이상이었다.

요인 1은 배꼽수준허리두께, 허리둘레, 배꼽수준허리

둘레, 허리두께, 허리너비, 배꼽수준허리너비, 배둘레, 엉

덩이돌출점-배돌출점두께, 몸무게, 엉덩이두께, 엉덩이둘

레, 배돌출점기준엉덩이둘레, 엉덩이너비 등의 13항목으

로 구성되어 ‘하반신 수평크기’를 나타내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요인 1의 고유값은 15.48로 전체 변량의 45.5%

를 설명하였다.

요인 2는 샅높이, 배꼽수준허리높이, 허리높이, 허리

기준선높이, 엉덩이높이, 위앞엉덩뼈가시높이, 다리가쪽

길이, 키, 무릎높이, 넙다리직선길이 등의 10항목으로 구

성되어 ‘하반신 수직크기’를 나타내는 요인이라 할 수 있

다. 요인 2의 고유값은 8.30으로 전체 변량의 24.4%를 설

명하였다.

요인 3은 종아리최소둘레, 무릎아래둘레, 무릎둘레, 장

딴지둘레, 넙다리중간둘레, 발목최대둘레, 넙다리둘레

등의 7항목으로 구성되어 ‘다리형태’를 나타내는 요인

이라 할 수 있다. 요인 3의 고유값은 2.21로 전체 변량의

Table 15. Continued

Item

20-24 years

(n=290)

25-29 years

(n=303)

30-34 years

(n=344)

35-39 years

(n=342) F-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Factor

4

Body rise 0261.14A 17.03 0255.39B 17.66 0259.62A 18.21 261.29AB 18.16 07.36***

Waist to hip length 0190.21A 20.27 0186.22B 18.45 0185.49B 20.99 186.87BB 22.84 03.05*

Crotch length 0694.89B 40.05 0690.37B 34.91 0701.19A 38.41 702.36AB 36.35 07.17***

Crotch length (Omphalion) 0626.52A 37.00 0620.49B 32.33 0622.64AB 34.31 623.47AB 31.52 02.91*

*p<.05, **p<.01, ***p<.001

Duncan-test: A>B>C>D

Table 16. 3D images according to age and the lower body types classified with direct body measurements

Type 1 Type 2 Type 3

20s

3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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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를 설명하였다.

요인 4는 엉덩이수직길이, 엉덩이옆길이, 샅앞뒤길이,

배꼽수준샅앞뒤길이 등의 4항목으로 구성되어 ‘엉덩이

길이’를 나타내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요인 4의 고유값

은 1.66로 전체 변량의 4.9%를 설명하였다.

34개 항목의 선자세의 하반신 직접 측정자료로 요인

분석한 결과 도출된 4개 요인도 3차원 인체측정 자료 또

는 총 42개 항목의 직접 측정 하반신 계측자료로 요인

Table 17. Factor analysis of standing direct lower body measurement

Factors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umulativ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s α

Horizontal

measurements

Waist circumference .92

15.48 45.5 .94

Waist depth (Omphalion) .92

Waist circumference (Omphalion) .91

Waist depth .91

Waist breadth .90

Waist breadth (Omphalion) .88

Abdominal circumference .86

Buttock protrusion-abdominal protrusion depth .83

Weight .75

Hip depth .75

Hip Circumference .69

Abdominal protrusion hip circumference .68

Hip breadth .59

 Vertical

measurements

Crotch height .96

8.30
24.4

(69.9)
.97

Waist height (Omphalion) .95

Waist height .94

Lateral waist height .93

Hip height .93

Iliac spine height .92

Outside leg length .91

Stature .91

Knee height .86

Thigh vertical length .72

Leg

measurements

Minimum leg circumference .81

2.21
06.5

(76.4)
.91

Low knee circumference .80

Knee circumference .80

Calf circumference .78

Mid-thigh circumference .72

Ankle circumference .65

Thigh circumference .64

Hip

measurements

Body rise .78

1.66
04.9

(81.3)
.80

Waist to hip length .73

Crotch length .71

Crotch length (Omphalion)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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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노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Nam and Choi(1999)의 선행

연구에서는 하반신 비만, 하반신 수직크기, 하반신 횡단

형태, 허리부위의 굴곡, 넙적다리형태, 무릎부위 수직크

기, 하반신 볼륨, 엉덩이처짐의 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

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하반신의 수직크기, 하반신 횡단

형태요인이 일치하였다. 35~49세의 중년여성을 대상으

로 체형을 요인분석한 Shim(2006)의 선행연구에서는 신

체의 가로크기를 나타내는 굵기 혹은 비만인자, 신체의

세로크기에 영향을 주는 높이항목과 길이항목을 나타

내는 인자, 허리에서 엉덩이부위의 형태를 나타내는 인

자, 구간상부의 길이 혹은 상반신의 길이를 나타내는 인

자, 상반신의 너비를 나타내는 인자, 구간하부의 길이 혹

은 엉덩이길이를 나타내는 인자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

와 비교해 보면, 하반신에 해당하는 신체의 세로크기에

영향을 주는 높이항목과 길이항목을 나타내는 인자, 구

간하부의 길이 혹은 엉덩이길이를 나타내는 인자가 본

연구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연령대별 요인점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Table 18>,

요인 1, 2, 3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0대는

30대에 비하여 요인 1(수평크기)의 점수가 낮게 나타난

반면 요인 2(수직크기)의 점수와 요인 3(다리형태)의 점

수가 높게 나타나 20대는 30대에 비해 하반신이 길고

다리는 굵으면서 마른 체형임을 알 수 있었다.

2) 성인여성 선자세 하반신 체형의 유형화

성인여성의 선자세 직접 측정항목에 대한 하반신 체형

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추출된 4개의 요인점수로 3개의

유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9>에 나타

냈다. 유형 1은 263명으로 전체의 20.6%를 차지하였고,

하반신 길이와 다리형태는 보통이면서 엉덩이길이가 짧

고 수평크기가 가장 큰 ‘비만 하반신’이다. 선자세 유형 2

는 총 447명으로 전체의 34.9%를 차지하였고, 수직크기

와 엉덩이길이는 가장 길고 다리형태는 굵으나 수평크

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 ‘굵고 긴 하반신’이라고 할 수

있다. 선자세 유형 3은 총 569명으로 전체의 44.5%를 차

지하였고, 수직크기가 짧으면서 다리는 가장 가는 것으

로 나타나 ‘작은 하반신’이라고 할 수 있다(Table 20).

3) 선자세 하반신 체형의 판별분석

군집분석에 의해 분류된 3개 선자세 하반신 유형을

집단변수로, 4개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1>에 나타냈다. 판별적중률은 유

Table 18. Distribution of standing direct lower body types classified with standing in measurement by age

Statistics

Factors

20s (n=595) 30s (n=684)
t-value

Mean S.D. Mean S.D.

Horizontal measurements −.36 0.82 −.31 1.04 −12.73***

Vertical measurements −.20 1.00 −.18 0.96  6.81***

Leg measurements −.12 0.99 −.10 0.99  3.97***

Hip measurements −.03 0.97 −.02 1.02 −.82

***p<.001

Table 19. Difference by standing lower body types in factor scores

Type

Factors

Type 1 (n=263) Type 2 (n=447) Type 3 (n=569)
F-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Horizontal measurements 1.41A 0.820 −.31B 0.69 −.41B .63 688.41***

Vertical measurements  .15B 0.960 −.49A 0.94 −.46C .85 142.77***

Leg measurements −.14B 0.917 −.76A 0.85 −.55C .74 325.00***

Hip measurements −.24B 1.040 −.30A 1.02 −.12B .90 033.75***

***p<.001

Duncan-test: A>B>C

Table 20. Characteristic of standing lower body types

Type Characteristics n (%)

Type 1 Obese lower body 263 ( 20.6)

Type 2 Thick and long lower body 447 ( 34.9)

Type 3 Small lower body 569 (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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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1은 99.2%, 유형 2는 100%, 유형 3은 98.8%로 나타

나서 총 99.3%의 적중률을 나타냈다.

4) 성인여성 연령대별 하반신 체형 특징

성인여성 하반신 체형과 연령대별 χ
2
-검증 결과는

<Table 22>에 나타냈다. 유형 내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

반적으로 유형 3이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났고 다음으

로 유형 2, 유형 1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 1은 20대가

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유형 2는 20대가

30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20대는

‘굵고 긴 하반신’과 ‘작은 하반신’을 유지하다가 점차

‘비만 하반신’으로 변화되어 감을 알 수 있었다.

4. 앉은 자세 직접 측정 하반신 체형

1) 앉은 자세 직접 측정 하반신 체형 구성요인

20대, 30대 성인여성의 앉은 자세 직접 측정자료를 사

용하여 하반신 체형의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앉은

자세 직접 측정 8항목만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23>과 같이 고유치가 1.0 이상인 값은 2개의 요인

으로 추출되었다. 전체 변량은 76.5%의 설명력을 보였으

며, 모든 요인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값이 모두 0.86 이상이었다.

요인 1은 앉은 무릎높이, 앉은 오금높이, 앉은 엉덩이

무릎수평길이, 앉은 엉덩이오금수평길이의 4항목으로

구성되고 ‘앉은 수직크기’를 나타내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요인 1의 고유값은 3.72로 전체 변량의 46.6%를

설명하였다.

요인 2는 앉은 배두께, 앉은 엉덩이배두께, 앉은 넙다

리높이, 앉은 엉덩이너비 등의 4항목으로 구성되고 ‘앉

은 수평크기’를 나타내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요인 2의

고유값은 2.39로 전체 변량의 29.9%를 설명하였다.

연령대별 앉은 자세 하반신 체형 구성요인점수의 차

이를 살펴본 결과<Table 24>, 요인 1(앉은 수직크기)과

요인 2(앉은 수평크기)에서 각각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

났다. 20대는 30대에 비하여 수직크기점수가 높게 나타

난 반면 수평크기점수가 낮게 나타나 20대는 30대에 비

해 앉은 자세에서도 하반신 길이가 길고 가는 체형임을

알 수 있었다.

2) 성인여성의 앉은 자세 하반신 체형의 유형화

성인여성의 앉은 자세 하반신 체형을 유형화하기 위하

여 추출된 2개의 요인점수로 3개의 유형으로 군집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5>에 나타냈다. 유형 1은 총

309명으로 전체의 24.1%를 차지하는데, 요인 2(앉은 수

평크기)의 점수가 가장 높고, 요인 1(앉은 수직크기)의

점수는 중간으로 나타나 앉은 자세 유형 1은 ‘앉은 자세가

비만인 하반신’이라고 할 수 있다. 유형 2는 총 514명으

로 전체의 40.2%를 차지하였고, 요인 1(앉은 수직크기)

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요인 2(앉은 수평크

기)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앉은 자세가 길고 마른

하반신’이라고 할 수 있다. 유형 3은 총 456명으로 전체

의 35.7%를 차지하는데, 앉은 수직크기가 가장 짧고 수

평크기가 보통 체형으로 ‘앉은 자세가 짧은 하반신’이라

Table 21. The result of discriminant analysis for standing lower body types                (N=1279)

Actual type
Prediction type

Obese Thick and long Small

Obese 261 ( 99.2%) 000 (   0.0%) 002 (   0.8%)

Thick and long 000 (   0.0%) 447 (100.0%) 000 (   0.0%)

Small 001 (   0.2%) 006 (   1.1%) 562 ( 98.8%)

Total prediction accuracy 99.3%

Table 22. Distribution of standing lower body types by age                         (Unit: n (%))

Type

Age
Type 1 Type 2 Type 3 Total

20s 67 ( 11.3) 264 ( 44.4) 264 ( 44.4) 595 (100.0)

30s 196 ( 28.7) 183 ( 26.8) 305 ( 44.6) 684 (100.0)

Total 263 ( 20.6) 447 ( 34.9) 269 ( 44.5) 1279 (100.0)

χ
2
=75.0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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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Table 26).

3) 앉은 하반신 체형의 판별분석

군집분석으로 분류된 3개의 하반신 유형을 집단변수

로, 4개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Table 27>에 나타냈다. 판별적중률은 유형 1 99.7%,

유형 2 97.9%, 유형 3 97.6%로 나타나서 총 98.2%의 적

중률을 나타냈다.

성인여성의 연령대별 앉은 자세 하반신 체형 유형의 차

이를 살펴보고자 χ
2
-검증 결과는 <Table 28>에 나타냈

다. 앉은 자세 하반신 유형 1은 20대가 30대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은 분포를, 유형 2는 20대가 30대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앉은 자세의 인체치수가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승마바지의 패턴 개발을 위

해서 20대 여성용 바지에 ‘앉은 자세가 길고 마른 하반

신’ 사이즈의 비율을 30대 여성용 바지에 ‘앉은 자세가

비만인 하반신’ 사이즈의 비율을 각각 높게 반영해야 할

것이다.

5. 3차원 하반신과 직접 측정 하반신 유형별 차이

3차원 측정과 직접 측정의 요인분석 결과에서 공통적

으로 수평크기, 수직크기, 다리형태, 엉덩이길이의 4개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하반신 유형 군집 분류에서 차이

가 나타났다. 3차원 하반신과 직접 측정의 요인분석 결

과, 공통적으로 수평크기, 수직크기, 다리형태, 엉덩이길

Table 23. Factor analysis of sitting direct lower body measurement

Factors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umulativ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s α

Factor 1

Vertical

measurements

(Sitting)

Knee height (Sitting) .91

3.72 46.6 .90
Popliteal height .88

Buttock-knee length .84

Buttock-popliteal length .84

Factor 2

Horizontal

measurements

(Sitting)

Abdomen depth (Sitting) .93

2.39
29.9

(76.5)
.86

Buttock-abdomen depth (Sitting) .91

Thigh clearance .76

Hip width (Sitting) .73

Table 24. Difference by age in sitting direct body measurement factor scores

Statistics

Factors

20s (n=575) 30s (n=684)
t-value

Mean S.D. Mean S.D.

Vertical measurements (Sitting) −.17 .98 −.15 0.99 −05.80***

Horizontal measurements (Sitting) −.31 .87 −.27 1.03 −10.75***

***p<.001

Table 25. Difference by sitting lower body types in factor scores

Type

Factors

Type 1 (n=309) Type 2 (n=514) Type 3 (n=456)
F-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Vertical measurements (Sitting) 0.33B .89 −.65A .67 −.96C .56 693.49***

Horizontal measurements (Sitting) 1.29A .74 −.59C .57 −.21B .71 812.55***

***p<.001

Duncan-test: A>B>C

Table 26. Characteristic of sitting lower body types

Type Characteristics n (%)

Type1 Obese lower body 309 ( 24.1)

Type2 Long and thin lower body 514 ( 40.2)

Type3 Short lower body 456 ( 35.7)

– 1090 –



승마바지 개발을 위한 20~30대 성인여성의 하반신 유형 분류 77

이로 나타났다. 3차원 하반신 체형은 ‘비만 하반신’, ‘긴

하반신’, ‘작은 하반신’ 유형으로, 직접 측정 하반신 체형

은 ‘비만 하반신’, ‘굵고 긴 하반신’, ‘작은 하반신’ 유형

으로 분류되었다. ‘비만 하반신’과 ‘작은 하반신’은 공통

적으로 나타났으나, ‘긴 하반신’과 ‘굵고 긴 하반신’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직접 측정항목에서 앉은 자세

인체치수 항목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3차원 측정

의 경우 승마바지 제작 시 앉은 자세 인체치수 항목이 중

요하기 때문에 측정항목을 세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

다고 사료된다.

<Table 29>는 직접 측정자료 중 선자세 유형의 분포와

앉은 자세 유형 분포 차이를 나타냈다. 선자세의 비만 하

반신의 경우 앉은 자세의 비만 체형에 65.8%가 분포하

였고, 다음으로 길고 마른 하반신(18.3%), 짧은 하반신

(16.0%)의 순으로 분포하였다. 선자세의 굵고 긴 하반신

의 경우 앉은 자세의 길고 얇은 하반신에 60.2%가 분포

하였고, 다음으로 비만 하반신(28.%), 짧은 하반신(11.9%)

의 순으로 분포하였다. 선자세의 작은 하반신의 경우 앉

은 자세의 짧은 하반신에 63.4%가 분포하였고, 길고 마

른 하반신도 34.6%나 분포하였다. 따라서 선자세의 하반

신 유형별로 앉은 자세의 하반신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6. 승마바지 사이즈 개발을 위한 연령대별 체형별

하반신 치수

대부분의 바지 기본 신체부위로는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가 사용되고 피트성이 필요한 경우의 신체치수는

100cm를 기준으로 허리둘레 및 엉덩이둘레는 3cm, 신

장은 5cm 간격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승마바지 패턴 설

계 시 선자세에서의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신장에만 국

한시키는 것은 앉은 자세의 활동성을 고려해야 하는 승

마바지의 피트성에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직접 측정데이터 중에서 하반신 수직크기요인을 대

표하는 샅높이와 수평크기를 대표하는 허리둘레의 평균

값을 기본 사이즈로 설정하였다. 대부분의 승마바지 치

Table 27. The results of discriminant analysis for sitting lower body types                 (N=1279)

Actual type
Prediction type

Obese Long and thin Short

Obese lower body 308 ( 99.7%) 001 (   0.3%) 000 (   0.0%)

Long and thin lower body 002 (   0.4%) 503 ( 97.9%) 009 (   1.8%)

Short lower body 010 (   2.2%) 001 (   0.2%) 445 ( 97.6%)

Total prediction accuracy 98.2%

Table 28. Distribution of sitting lower types by age

Age Type 1 Type 2 Type 3 n (%)

20s 100 ( 16.8) 307 ( 51.6) 188 ( 31.6) 0595 (100.0)

30s 209 ( 30.6) 207 ( 30.3) 268 ( 39.2) 0684 (100.0)

Total 309 ( 24.1) 514 ( 40.2) 456 ( 35.7) 1279 (100.0)

χ
2
=66.067***

***p<.001

Table 29. Difference in standing lower types and sitting lower types                    (Unit: n (%))

Sitting

Standing
Obese lower body Long and thin lower body Short lower body Total

Obese lower body 173 ( 65.8) 048 ( 18.3) 042 ( 16.0) 0263 (100.0)

Thick and long lower body 125 ( 28.0) 269 ( 60.2) 053 ( 11.9) 0447 (100.0)

Small lower body 011 (   1.9) 197 ( 34.6) 361 ( 63.4) 0569 (100.0)

Total 309 ( 24.2) 514 ( 40.2) 456 ( 35.7) 1279 (100.0)

χ
2
=610.77***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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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허리둘레만을 기준으로 표기하므로 하반신 체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자세 변화에 따른 하반신 부위별 치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여 활동성과 외관에서 소비자들의

치수만족도가 낮다. 시판 승마바지의 만족도에 관한 예

비연구 결과에서 승마경력이 높을수록 승마바지 치수 중

밑위, 샅부위, 넙다리부위에서 치수만족도가 낮게 나타

났다. 이 부위는 승마바지의 패치가 부착되는 부위이며

다른 바지에는 필요 없는 승마바지 패치 설계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부위의 치수라고 할 수 있다. 넙다리중간둘

레, 무릎둘레, 종아리최소둘레는 다리의 굴곡에 따라 밀

착된 승마바지의 설계를 위해 참고해야 할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엉덩이수직길이와 앉은 무릎높이는 앉은 자

세의 승마바지 치수적합성을 위해 참고해야 할 항목이다.

직접 측정 하반신 체형을 반영하는 대표 측정항목인 배

꼽수준허리두께, 무릎둘레, 엉덩이수직길이, 선자세 하반

신 체형을 반영하는 대표 측정항목인 넙다리둘레, 앉은

자세 하반신 체형을 반영하는 대표 측정항목인 앉은 무

릎높이, 앉은 배두께로 각각 나타났으므로 하반신 유형

별 및 연령대별 참고치수로서 배꼽수준허리두께, 무릎

둘레, 엉덩이수직길이, 종아리최소둘레, 앉은 무릎높이,

앉은 배두께 등을 설정하였다. <Table 30>은 20~30대 성

인여성 하반신 유형별로 산출된 승마바지 사이즈를 나

타냈다. 이에 따라 승마바지 제작시 하반신 유형별 및 연

령별에 따라 사이즈를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제6차 국민표준체위조사(Korean Ag-

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0) 20~30대 성인

여성의 3차원 측정자료와 직접 측정자료를 사용하여 성

인여성 하반신 체형의 구성요인과 연령대별 하반신 체형

을 분류하였으며 연령대별 하반신 체형의 3차원 가상모

델을 구현하여 연령대별 체형 특성의 차이를 파악하였고,

선자세와 앉은 자세 차이에 따른 하반신 유형과 체형 특

성 차이를 확인하였다. 여성용 승마바지 설계의 기초정

보를 구하기 위한 하반신 체형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

다.

1. 3차원 측정과 직접 측정의 요인분석 결과에서 공통

적으로 수평크기, 수직크기, 다리형태, 엉덩이길이의 4개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하반신 유형 군집 분류에서 차이

가 나타났다. 3차원 측정 하반신 측정치를 사용하여 분

류하면, ‘비만 하반신’, ‘긴 하반신’, ‘작은 하반신’ 유형

으로, 총 42개 항목의 직접 측정 하반신 측정치를 사용

하여 분류하면, ‘비만 하반신’, ‘굵고 긴 하반신’, ‘작은 하

반신’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비만 하반신’과 ‘작은 하반

신’은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긴 하반신’과 ‘굵고 긴 하

반신’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직접 측정항목에서

앉은 자세 인체치수 항목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3차원

하반신 체형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주요 인체측정 항

목은 허리둘레, 엉덩이높이, 종아리최소둘레 등이며, 직

접 측정 하반신 체형을 반영하는 주요 인체측정 항목은

배꼽수준허리두께, 샅높이, 무릎둘레로 나타났다.

2. 앉은 자세 직접 측정치를 제외하고 선자세의 직접 측

정치 34개 항목만 사용하여 요인분석한 결과에서도 4개

(수평크기, 수직크기, 다리형태, 엉덩이길이)의 4개 요인

으로 분류되었다. 군집분석에 의하여 3개의 하반신 체

형(비만 하반신, 굵고 긴 하반신, 작은 하반신)으로 분류

되었다. 앉은 자세 직접 측정치를 제외한 하반신 측정치

34개 항목으로 분류한 결과와 앉은 자세를 포함한 직접

측정 하반신 측정치 42개 항목을 사용하여 분류한 결과

가 엉덩이길이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일치한 것으

로 나타났다.

3. 앉은 자세의 하반신 체형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

하여 총 8항목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수

직크기, 수평크기)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군집분석에

의하여 3개의 하반신 체형(비만 하반신, 길고 마른 하반

신, 짧은 하반신)으로 분류되었다. 앉은 자세의 하반신

체형 구성요인을 대표하는 치수항목은 앉은 무릎높이, 앉

은 배두께가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일반적으로 바지패

턴 제작 시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만 기준치수로 하고 있

는데, 승마바지 패턴 설계를 위해서는 앉은 무릎높이, 앉

은 배두께, 무릎둘레, 종아리둘레, 엉덩이높이, 샅높이 등

의 하반신 신체치수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자에 앉은 자세와 승마운동의 앉은 자세

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승마바지는 선자세는 물론

앉은 자세에서의 맞음새가 중요하기 때문에 앉은 자세

의 하반신 유형을 구성하는 대표 인체치수 항목 및 승마

바지 패치 설계를 위한 치수항목이 승마바지의 치수 개

발에 추가되어야 한다.

4. 연령대별로 20대 여성에 비해 30대의 하반신 체형

은 수직크기의 체형 구성요인은 작고 수평크기 체형 구

성요인이 크게 나타나며, 비만 하반신 집단의 출현이 높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여 20대와

30대의 연령대를 위한 승마바지의 패턴 설계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5. 하반신 인체치수 항목의 자료를 통합 반영하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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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 하반신 인체모델을 구현하였고 이를 토대로 연령

대별 하반신 체형 특징의 비교 분석이 가능하였다. 그러

나 앉은 자세에서의 하반신 인체모델링을 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향후 3차원 승마바지의 설계 및

가상착장의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연령대별 하반신 체형 특징을 고려한

승마바지 패턴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성인여성의 선자세 하반신 유형별 특징은

물론 앉은 자세의 하반신 유형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반

영할 수 있는 하반신 주요 치수항목을 승마바지 패턴 개

발 및 치수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승마

바지의 체형별 치수체계와 자세 변화에 따른 하반신 인

체치수 변형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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