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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izing system for Korean Standard of Disposable Protective Coveralls (DPC) uses the ISO sizing

system without modification even though the user suitability for Koreans is unverified. This study provides

useful information to improve the size standard of Korean DPC by analyzing measurement DPC data from

Korean men and women. The distribution of Korean measurements shows that the size sections were un-

suitable for Korean men and women for a protective clothing size standard. Body types were categorized

into five types based on a cluster analysis of representative men's and women's measurement factors. Two

clusters mostly consisted of men, two other clusters mostly consisted of women, and the other cluster rela-

tively evenly consisted of men and women. Therefore, characteristic body measurements and measurement

distribution differences were identifiable for men and women. In conclusion, an unmodified ISO protective

clothing size standard is unsuitable for Korean men and women and may cause fit problems. This study

shows that a Korean Standard of protective clothing is beneficial for protective clothing manufacturers and

wearers if smaller size intervals are added for women and the difference in the distribution of men and

women is reflected in the current sizing system. ISO is appropriate to use a Korean Standard in this global

era, however, it should be reviewed to provide improved Korea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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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과거에는 상상 속에서나 가능

했던 일들을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현대인은 절

대적인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고도의 산업

화 과정에서 예전에는 겪지 않았던 유해환경에 종종 노

출되어 인간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동

부에서는 유해한 액체 또는 기체의 유기화합물이 인체

에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기화합물 검정제도를 도

입하고 있으며, 작업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해 성능검정

이 된 전신 보호복 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

다(“Checking the test”, 2006). 유기화합물 보호복으로

착용되는 일회용 전신 부직포 보호복은 주로 화학약품

제조자, 도장업자, 농부, 축산업자, 살충제 살포자,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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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폐기 작업자 등의 화학생물방호를 위해, 또는 원자력

발전소 작업자와 같은 고위험군의 직업군에서 착용된다.

상하의가 달린 형태의 전신 보호복은 몸통과 사지를

커버하며 용도에 따라 후드로 머리까지 커버하는 cover-

all 형태이다. 머리 ·몸통 ·사지로 구성된 인체는 각 부

위의 형상이 달라 대부분의 의복이 상의와 하의로 구분

된다. 상해, 오염, 독성, 극기후 등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인체 전신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전신 보호복은 서로

다른 형상의 부위를 모두 커버하는 특성상, 맞음새나 활

동영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하다. 올인원 형태의 시판 일회용 부직포 보호복은 현재

ISO 규격(International Standard, 1998)에 준한 KS K ISO

13688(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07)

에 의해 그 규격이 명시되어 있다. 이 규격은 남녀구분 없

이 키, 가슴둘레, 허리둘레의 구간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

간의 적용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제조업체에서 임의

로 구간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산업계의 여성 노동자 현황을 보면 중공업 분야

에서 10,133명, 건설 분야에서 337명, 화학공업 분야에서

334명이 종사하며 원자력 발전소 역시 여성 근로자들이

자리를 잡아가는(“Women lighting Singori”, 2012) 등 남

성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던 여러 산업 영역에서 여성 노

동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Why ‘Jobs for Women’

now]”, 2013). 농림부 내 농정 관련 여성 위원의 비율 역

시 2000년 23.1%에서 2003년 35.9%로 현저히 증가하

였으며 2013년 현재 전체 농업인구의 51.3%가 여성일

정도로 농촌에서 여성의 비율 역시 급속히 증가하고 있

다(“<Woman Era in Livestock Industry>”, 2013). 이와 같

은 결과는 성별 구분 없이 남성 위주로 설계된 보호복의

사이즈 규격이 여성 착용자의 작업 효율과 안전에 부정

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작업자의 안

전과 편안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착용자의 인체 특

성으로부터 출발한 치수 체계가 우선되어야 한다.

착용자의 안전과 작업 효율 향상을 위해 작업자의 착

용 실태를 파악하고 작업복의 치수를 설계하거나 작업

복 패턴을 개발하기 위한 시도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철도 작업자의 부직포 보호복에 관련된 두 편의 연구에

서는 철도작업 보호복의 착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작업 시 불편부위와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기존 부직

포 보호복의 문제점을 보완한 5개 보호복을 제작, 온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로부터 착용자의 요구, 계절, 작

업 조건이 고려된 보호복의 형태를 제안하였다(Choi et

al., 2004a, 2004b). 보호복의 치수 관련 논문으로는 한국

소방용 방화복의 치수 체계 개발(Han et al., 2009)과 Yi

(2000)의 무진복의 치수 체계에 대한 연구 등이 있으며,

Yi(2000)의 연구에서는 손실함수를 사용하여 주문제작

되어 생산되는 다회용 무진복의 치수 적합성을 개선한

남녀의 최적 규격과 치수 간격을 제시하였다. 또한 치수

설계, 패턴 설계를 위한 인체 정보 제공을 위해 많은 연

구들이 실시되었으나 대부분 남녀의 특성을 고려, 분리

분석한 것으로 남녀 공용의 일회용 전신 보호복에 그 정

보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011년 구제역 당시, 일

회용 방역복을 착용함에 있어서 이동통제 방역원이 올바

른 치수를 선택하여 착용하기 어려움이 지적된 바 있어

(Moon & Jeon, 2012) 일회용 전신 보호복에 대한 한국인

인체 특성과 착용 조건을 고려한 치수 설계연구의 필요

성을 인지할 수 있다.

보호복 착용 요구빈도가 높은 극한 직업의 여성 비중

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남녀 공용

일회용 전신 보호복을 위해 인체 특성을 반영한 치수 설

계는 더 이상 지연될 수 없는 과제이다. 특히 일회용 전

신 보호복이 남녀 공용으로 제작됨을 감안할 때 남녀

착용자의 인체 치수를 공용 의복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

지가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을 위한 일회용 부직포 전신 보호복의 사이즈 규격 설계

를 위하여 한국인 성인 남녀의 인체 치수 데이터를 통합

분석, 일회용 전신 보호복에 요구되는 한국인 남녀의 인

체 치수 분포를 파악하고 인체 특징요인 및 인체 유형의

성별, 체형별 분포 현황을 파악하여 현 보호복 치수 규

격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동시에 남녀 공용 전신 보호복

표준 치수 규격 설정을 위한 기초정보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다양한 작업, 연령층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일회용 부직

포 전신 보호복이 요구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모집

단은 한국 성인 남녀 20~69세로 설정하여, 연령 집단, 성

별 집단의 구분 없이 분석하였다. 표본 집단은 2010년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Size Korea, 2010)에서 측

정된 직접측정 데이터 중 극단값을 제외한 남성 2,722명

과 여성 2,399명 등, 총 5,121명이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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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항목

연구대상의 139개 인체 측정부위 중 전신 보호복의 패

턴 설계 시 기준, 또는 참고 치수로 요구되는 높이 13개

항목, 길이 11개 항목, 둘레 15개 항목, 어깨각도 2개 항

목 등 총 41개 항목을 연구항목으로 선정하였다(Table 2).

단, 보호복의 조절 치수 중 가슴부위는 ISO 규격(Inter-

national Standard, 1998)에서 가슴둘레 또는 젖가슴둘레

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남자는 가슴둘레, 여자는 젖가슴

둘레를 적용하고 이 항목을 ISO와 동일하게 가슴둘레 또

는 젖가슴둘레(chest or bust circumference)로 생성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남녀 치수 데이터로부터 각 항목의 성별 평균, 표준편

차를 제시하였으며 t-test를 실시하여 남녀 간의 치수 차

이에 대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KS사이즈 규격 구간에

따른 남녀 기준 치수 항목의 치수 분포 현황을 교차표로

분석하였다. 한국인 남녀의 인체 치수 항목을 통한 체형

특성을 집약, 분석하고 체형 집단으로 유형화하는 준거

로 사용하기 위하여 남, 녀 각각의 40개 항목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마다 신뢰도 검정을 실

시하여 요인의 신뢰성을 검정하였으며 각 요인의 대표

치수를 이용 K-평균 클러스터를 실시하여 한국인 성인

남녀의 치수 차이에 따른 각 유형의 특징과 그 분포를 파

악, 치수 설계의 정보로 제시하였다. 통계처리는 PASW

20.0을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한국인 남녀의 성별 치수의 유의차 분석

전신 보호복의 패턴 설계에 적용 가능한 한국 성인 남

녀의 40개 항목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t-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 평균에서 유의확률이 0.000

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예상된 바로 이

러한 성별의 확연한 차이를 남녀 공용의 보호복 치수 설

계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는 보호복 치수 설계에 중

요한 과제가 되리라 생각한다. 남녀의 치수 차에 대한 객

관적 분석을 위해 각 부위의 치수를 평균 “0”, 표준편차

“1”로 표준화하여 성별에 따른 표준점수의 평균차를 Mo-

llison's comparison graph로 분석하였다(Table 3), (Fig. 1).

키, 목뒤높이, 어깨높이 등 높이 항목에서 남녀의 차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어깨사이길이, 발목최대둘레 등에서

남녀 간의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항목은 인체

골격이 좌우하는 치수로서 전신 보호복 치수 설계 시 남

녀의 인체 골격 차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엉

덩이둘레와 배둘레에서는 비교적 남녀 차가 적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배둘레는 미약하나마 여성의 치수가 남

성의 치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녀의 차이가 두드러진

항목 중 발목최대둘레와 허리둘레 두 부위 모두 보호복

에서 고무줄이 삽입된 부위로 고무줄로 치수의 조절이

Table 2. Measurement items of subjects

Measurement items Total

Height
Acromion H., Axilla H., Cervical H., Crotch H., Eye H., Hip H., Knee H., Lateral malleolus H., Overhead fist

reach, Shoulder H., Stature, Waist reference line H., Waist H.
13

Length
Arm L., Back interscye, Biacromion L., Bishoulder L., Crotch L., Front interscye, Shoulder L., Total L., Vertical

trunk L., Waist back L., Waist front L.
11

Circum-

ference

Abdomen C., Ankle C., Armscye C., Bust C., Chest or bust C., Chest C., Elbow C., Hip C., Knee C., Lower

knee C., Neck C., Neck base C., Upper Arm C., Waist C., Wrist C.
15

Angle Left shoulder A., Right shoulder A. 2

Total 41

Table 1. The sex/age distribution of subjects

                                                                         (Unit: Person (%))

Sex

Age group
Male Female Total

20s 864 ( 16.9) 595 ( 11.6) 1,459 ( 28.5)

30s 885 ( 17.3) 684 ( 13.4) 1,569 ( 30.6)

40s 411 (   8.0) 376 (   7.3) 787 ( 15.4)

50s 297 (   5.8) 345 (   6.7) 642 ( 12.5)

60s 265 (   5.2) 399 (   7.8) 664 ( 13.0)

Total 2,722 ( 53.2) 2,399 ( 46.8) 5,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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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지부리, 소매부리가 유

해환경과 차단되는 말단부위임을 고려할 때 동일한 치

수의 의복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위험에 더 노출될 우려

가 있다. 허리둘레 역시 적정한 양으로 고무줄이 적용되

지 않는다면 작업 시 흘러내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성의 치수 분포가 높은 구간에서는 여성의 특

성을, 남성의 치수 분포가 높은 구간에서는 남성의 특성

을 반영한 치수 설정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남성의 체형은 여성에 비해 키와 골격, 가슴

둘레, 허리둘레가 크고 배와 엉덩이는 좁은 형이다. 여

성은 키와 골격이 남성에 비해 많이 작지만, 타 부위 치

수 대비 엉덩이와 배가 두껍고 허리둘레는 가는 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남녀 동일한 사이즈로 제작된

보호복은 남녀 모두 맞음새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

2. 보호복의 치수 규격에 따른 한국인 남녀 치수

분포 분석

우리나라 보호복의 치수 규격 KS K ISO 13688(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07)은 국제 규

격 ISO 13688(International Standard, 1998)을 그대로 사

Table 3. Differences of Z-score by sex

Sex

Measurement

Male Female Mean

differenceMean Min. Max. Mean Min. Max.

Stature 0.69 −1.80 3.12 −0.78 −3.77 1.23 1.47

Cervical height 0.70 −1.71 3.18 −0.80 −3.66 1.32 1.50

Acromion height 0.68 −1.88 3.41 −0.77 −3.44 1.34 1.45

Biacromion length 0.58 −2.34 3.42 −0.65 −3.35 2.22 1.23

Arm length 0.57 −2.08 3.67 −0.66 −3.05 2.17 1.23

Crotch height 0.63 −2.00 3.87 −0.71 −3.20 1.92 1.34

Chest circumference 0.68 −1.46 3.88 −0.77 −2.62 2.72 1.45

Bust circumference 0.56 −1.66 5.60 −0.63 −2.56 2.85 1.19

Waist circumference 0.28 −2.05 6.39 −0.32 −2.71 4.41 0.61

Abdomen circumference 0.33 −2.10 5.99 −0.38 −2.38 3.92 0.71

Hip circumference −0.05 −2.68 7.42 −0.05 −2.85 5.18 −0.10

Ankle circumference 0.11 −3.17 9.72 −0.13 −2.47 4.53 0.24

Fig. 1. Mollison's comparison graph of measurements by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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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데 키는 152~194cm까지 6cm 간격으로 7개 구간

이, 가슴둘레 또는 젖가슴둘레는 76~124cm까지 4cm 간

격으로 12개 구간이, 허리둘레는 56~116cm까지 4cm 간

격으로 15개 구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남녀의 구분은 없

다. 보호복 치수의 규격구간에 대하여 한국인 성인 남

녀의 치수 분포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보호복 치수 규격

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Table 4)−(Table 5).

(젖)가슴둘레 12개 구간 중 남성은 중간 3개 구간에 68.7%

가 집중되었으며, 여성은 중하위 5개 구간에 80.1%가 고

루 분포하였다. 키 8개 구간 중 남성은 중간 2개 구간에

63.3%가, 여성은 하위 2개 구간에 76.1%가 집중되었다.

보호복의 키 최저 구간인 152cm 이하에서 성인 남성이

0.2%만 존재하였으나, 여성은 18.2%나 존재해 보호복의

하위 치수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남자의 경우, KS 규격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07)에서

제시하는 가슴둘레 12구간 중 최하위 2개 구간에 2%, 상

위 3개 구간에서 총 0.2%만이 분포했으며, 키 6개 구간

중 하위 2개, 최상위 구간에 5.6%만이 분포하고 있었다.

여자의 경우, 젖가슴둘레는 상위 4구간에 총 0.6%만, 키

는 상위 3구간에 전혀 분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Table 4. Size distribution of men's basic measurements within size standards of protective clothing

                                                                                                                                                                                               (Unit: Person (%))

Stature

Chest

circumference

-152* 152-158 158-164 164-170 170-176 176-182 182-188 188-194 Total

76-80
0 1 0 3 0 0 0 0 4

(   0.0) (   0.0) (   0.0) (   0.1) (   0.0) (   0.0) (   0.0) (   0.0) (   0.1)

80-84
0 5 10 24 10 2 1 0 52

(   0.0) (   0.2) (   0.4) (   0.9) (   0.4) (   0.1) (   0.0) (   0.0) (   1.9)

84-88
3 8 41 59 53 22 1 0 187

(   0.1) (   0.3) (   1.5) (   2.2) (   1.9) (   0.8) (   0.0) (   0.0) (   6.9)

88-92
1 19 82 171 163 70 12 1 519

(   0.0) (   0.7) (   3.0) (   6.3) (   6.0) (   2.6) (   0.4) (   0.0) ( 19.1)

92-96
2 11 97 222 211 115 11 1 670

(   0.1) (   0.4) (   3.6) (   8.2) (   7.8) (   4.2) (   0.4) (   0.0) ( 24.6)

96-100
0 9 93 201 227 126 22 3 681

(   0.0) (   0.3) (   3.4) (   7.4) (   8.3) (   4.6) (   0.8) (   0.1) (  25.0)

100-104
0 2 20 97 129 78 19 1 346

(   0.0) (   0.1) (   0.7) (   3.6) (   4.7) (   2.9) (   0.7) (   0.0) ( 12.7)

104-108
0 0 8 27 80 51 11 1 178

(   0.0) (   0.0) (   0.3) (   1.0) (   2.9) (   1.9) (   0.4) (   0.0) (   6.5)

108-112
0 0 4 12 17 20 5 0 58

(   0.0) (   0.0) (   0.1) (   0.4) (   0.6) (   0.7) (   0.2) (   0.0) (   2.1)

112-116
0 0 0 2 9 6 3 0 20

(   0.0) (   0.0) (   0.0) (   0.1) (   0.3) (   0.2) (   0.1) (   0.0) (   0.7)

116-120
0 0 0 1 4 1 0 0 6

(   0.0) (   0.0) (   0.0) (   0.0) (   0.1) (   0.0) (   0.0) (   0.0) (   0.2)

120-124
0 0 0 0 1 0 0 0 1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Total
6 55 355 819 904 491 85 7 2,722

(   0.2) (   2.0) ( 13.0) ( 30.1) ( 33.2) ( 18.0) (   3.1) (   0.3) (100.0)

More than 5%, More than 1%

*Out of the Korean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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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호복의 KS 규격이 ISO 규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한국인의 체형에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

로서 한국인의 체형에서 벗어나는 상위 극단 치수 구간

을 제외하고 하위 치수 구간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한다.

남녀 구분 없는 보호복 치수 구간에서 키와 (젖)가슴둘

레의 성별에 따른 분포를 분석한 결과<Fig 2>−<Fig. 3>,

주로 중하위 구간인 158~170cm의 2개 구간에서 남성

과 여성이 함께 분포하며 공통 분포 구간의 상위 구간에

는 주로 남성이, 그 하위 구간에는 주로 여성이 분포하

였다. (젖)가슴둘레 규격에서는 키에 비해 남녀가 공통

된 구간이 더 넓게 분포하였으나 특히 하위 구간에는 주

로 여성의 치수가 주로 분포하여 현재의 치수 규격이 남

자보다는 여자에게 더욱 맞음새의 문제를 야기할 것으

로 추측된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복의 치수 규격 설정 시

남녀의 공통적 치수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구간과 달리

Table 5. Size distribution of women's basic measurements within size standards of protective clothing

                                                                                                                                                                                               (Unit: Person (%))

Stature

Bust

circumference

-152* 152-158 158-164 164-170 170-176 176-182 182-188 188-194 Total

-76
*

7 24 33 5 3 0 0 0 72

(   0.3) (   1.0) (   1.4) (  0.2) (   0.1) (   0.0) (   0.0) (   0.0) (   3.0)

76-80
32 93 94 43 2 0 0 0 264

(   1.3) (   3.9) (   3.9) (   1.8) (   0.1) (   0.0) (   0.0) (   0.0) ( 11.0)

80-84
49 137 170 64 8 0 0 0 428

(   2.0) (   5.7) (   7.1) (   2.7) (   0.3) (   0.0) (   0.0) (   0.0) ( 17.8)

84-88
72 157 160 65 12 0 0 0 466

(   3.0) (   6.5) (   6.7) (   2.7) (   0.5) (   0.0) (   0.0) (   0.0) ( 19.4)

88-92
92 137 142 47 3 0 0 0 421

(   3.8) (   5.7) (   5.9) (   2.0) (   0.1) (   0.0) (   0.0) (   0.0) ( 17.5)

92-96
86 138 84 29 8 0 0 0 345

(   3.6) (   5.8) (   3.5) (   1.2) (   0.3) (   0.0) (   0.0) (   0.0) ( 14.4)

96-100
43 79 52 17 5 0 0 0 196

(   1.8) (   3.3) (   2.2) (   0.7) (   0.2) (   0.0) (   0.0) (   0.0) (   8.2)

100-104
38 52 26 13 0 0 0 0 129

(   1.6) (   2.2) (   1.1) (   0.5) (   0.0) (   0.0) (   0.0) (   0.0) (   5.4)

104-108
10 19 11 4 1 0 0 0 45

(   0.4) (   0.8) (   0.5) (   0.2) (   0.0) (   0.0) (   0.0) (   0.0) (   1.9)

108-112
4 10 4 1 0 0 0 0 19

(   0.2) (   0.4) (   0.2) (   0.0) (   0.0) (   0.0) (   0.0) (   0.0) (   0.8)

112-116
2 6 3 0 0 0 0 0 11

(   0.1) (   0.3) (   0.1) (   0.0) (   0.0) (   0.0) (   0.0) (   0.0) (   0.5)

116-120
0 1 0 1 0 0 0 0 2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1)

120-124
1 0 0 0 0 0 0 0 1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Total
436 853 779 289 42 0 0 0 2,399

( 18.2) ( 35.6) ( 32.5) ( 12.0) (   1.8) (   0.0) (   0.0) (   0.0) (100.0)

More than 5%, More than 1%

*Out of the Korean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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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구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국내 시판 보

호복 제품이 한국 성인 남성(20~70세)의 99%를 포함하

지만 소수의 큰 여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한국 성인여

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Jeon &

Moon, 2013)를 볼 때, 제품 규격의 준거가 되는 KS 규격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07)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요인추출을 통한 한국인 남녀 치수 항목의 특

성 집약

요인분석을 통해 한국인 남녀의 인체 치수 항목의 특

성을 집약, 분석하고 체형 집단을 유형화하는 준거로 사

용하기 위하여 일회용 보호복 설계에 요구되는 남, 녀 각

각의 40개 인체 항목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녀 동일한 인체 항목에서 공통된 요인이 추출되었다

(Table 6). 요인추출은 주성분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고유

치 기준을 1로 설정하고 Varimax 회전법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 검정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α값은 0.7 이상의 높은 값을 보여 각 요인은 신뢰할 수 있

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남녀의 인체 형상을 요약하는 주

성분의 공통점이 확인된 것은 일회용 보호복의 남녀 공

용 치수 설정을 위한 데이터의 통합사용에 긍정적인 근

거를 제공할 수 있다.

남녀 모두 최종적으로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몸

통길이를 제외한 모든 치수 항목들이 각각의 요인에 동

일하게 집약되었다. 각 항목으로부터 집약된 요인의 총

설명력 역시 남녀 각각 76.122%, 76.560%로 유사하다. 각

요인에 집약된 항목을 살펴보면 첫째 요인에는 허리높

이, 어깨가쪽높이, 어깨높이, 키 등을 포함한 높이 13개

항목과 총 길이, 팔길이의 두 항목이 포함되어 세로 골격

이 좌우하는 길이 높이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

우 몸통길이가 1요인에 집약되었으나 대부분의 항목이

1요인에 0.9 이상의 높은 부하량을 보인 데 비해 몸통길

이는 3요인에도 유사한 부하량을 보여 한 개의 요인항목

으로 생각하기에는 설명력이 부족하다. 가쪽복사높이 역

시 하나의 요인에 집약되기에는 매우 낮은 부하량(.384,

.392)을 나타내었으나 두 항목 모두 전신 의류 설계에 요

구되는 치수 항목으로 제외하지 않았다. 2요인에는 가슴

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를 포함한 14개 둘레항목과 샅

앞뒤길이가 묶여 비만의 척도가 되는 부피요인임을 알

수 있다. 3요인은 어깨가쪽사이길이, 겨드랑벽사이길이

등을 포함한 5개 가로길이가 집약되어 인체를 가로지르

는 골격에 의해 좌우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어깨길이

와 겨드랑앞벽사이길이 항목은 성별에 따라 부하량이 요

인에 분산되어 요인을 대변하는 주요 항목이 되지 못하

였다. 4요인에는 등길이와 앞중심길이가 포함되어 상반

신길이를 나타내는 항목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

와 같이 남성의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에서 4요인에 몸통

길이가 포함되었으나 1요인과 부하량의 분포가 같아 4요

인으로서의 집약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Fig. 2. Stature distribution by sex.

Fig. 3. Chest or bust circumference distribution by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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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된다. 마지막 5요인에서는 왼쪽과 오른쪽 어깨경사

각 2개 항목으로 집약되어 어깨의 경사를 나타내는 요인

임을 알 수 있다. 5개 요인이 설명하는 수준은 총 변량의

약 76%이나 1요인과 2요인만으로 약 58%(각각 57.949%,

58.853%)을 설명하며 가로 골격요인인 3요인까지는 66%

(각각 66.271%, 67.286%)로 상위 3개 요인이 남녀 공히

체형 특징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Table

7)−(Table 8).

4. 요인추출항목을 통한 남녀 체형 군집 분류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5개 요인을 대상으로 한국인 남

녀에 대한 체형 군집화를 시도하였다. 전신 보호복의 남

녀 공용 착용 현황을 감안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인

체 치수의 남녀의 일관성 있는 집약결과 역시 확인되어

남녀를 통합, 분석하였다.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요인점

수를 변수로 하는 경우 5개 요인이 동일한 비중으로 투

입되어 설명력이 높은 항목들이 집단 유형화에 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유치가 높은 1,

2요인 항목을 주로, 고유치가 낮은 3~5요인은 1개의 대

표 항목만 투입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KS 규격의

보호복의 조절 치수는 키 7개 구간, (젖)가슴둘레 12개 구

간으로 7×12의 치수 조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판

제품은 2~4개의 치수만이 공급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할

때 무조건 세분화된 치수 규격보다 산업에 적용 가능한

규격의 제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시판 제품에서 적용

가능한 사이즈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3~6개의 군집을

지정하여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의 분포,

추출된 체형 유형, 유형별 항목의 변량분석 유의차 등의

분석을 통해 최종 5개 군집으로 결정하였으며 각 군집의

항목별 치수 평균 및 Duncan의 다중 비교결과는 <Table

9>와 같다.

군집 유형에 따른 성별 분포<Table 10>, <Fig 4>−<Fig.

5>를 종합하여 분석하면 5개의 유형은 모든 요인항목

이 가장 큰 유형(3군집, 16.7%)과 가장 작은 유형(1군집,

20.7%), 이들 유형 사이에 각 요인의 특성이 다른 중간

집단인 3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3군집은 키와 둘

레치수, 가로골격요인, 몸통길이 등 모든 요인이 가장 큰

유형으로 3군집의 99.6%가 남자이다. 1군집은 키와 둘

레치수, 가로골격요인, 몸통길이 등 모든 요인이 가장 작

은 유형으로 1군집의 96.6%가 여자이다. 중간에 속한 세

개의 유형을 살펴보면 비교적 큰 키에 속하면서 골격은

발달했으나 슬림한 유형(2군집, 22.7%)에는 남녀의 분

포가 각각 91.8%, 8.2%로 나타났다. 키에 비해 둘레치

수가 발달한 체격의 유형(4군집, 18.9%)에는 남녀의 분

포가 각각 59.5%, 40.5%로 비교적 성별 분포가 고르게

나타났으며 키가 작은 편이며 골격요인 및 둘레 치수 역

시 작은 슬림한 유형(5군집, 21.0%)은 남녀 각각 17.7%,

82.3%가 분포되었다. 남자는 2, 3, 4군집에 91.7%가 포함

되었으며 여자는 1, 3, 5군집에 91.4%가 포함되어 2, 4군

집은 남자에게 주로 나타나는 유형, 1, 5군집은 여자에

게 주로 나타나는 유형이며 3군집은 남녀가 모두 포함된

Table 6. Characteristics of factor analysis result by sex

 Factor 1 2 3 4 5

Number of

factors

M 15 14 6 3 2

F 16 14 6 2 2

Measurement

Waist H.

Axilla H.

Shoulder H.

Abdomen C.

Waist C.

Chest C.

Bishoulder L.

Back interscye L.

Shoulder L.

Waist back L.

Waist front L.

Right shoulder A.

Left shoulder A.

Eigenvalue
M 13.02 10.16 03.33 02.17 01.78

F 13.33 10.21 03.37 01.99 01.71

Variance (%)
M 32.55 25.40 08.32 05.41 04.44

F 33.33 25.53 08.43 04.99 04.29

Cumulative 

variance (%)

M 32.55 57.95 66.27 71.68 76.12

F 33.33 58.85 67.29 72.28 76.56

Cronbach's α
M 00.98 00.92 00.87 00.80 00.81

F 00.98 00.92 00.87 00.76 00.72

H.: Height, C.: Circumference, L.: Length, A.: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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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Factor analysis results of men's measurement items

Factor

Measurement
1 2 3 4 5

Waist height .960 .091 .136 .002 .030

Axilla height .943 .083 .127 .204 −.043

Shoulder height .940 .167 .100 .218 −.067

Acromion height .934 .169 .115 .227 −.058

Stature .932 .117 .186 .226 .049

Cervical height .930 .139 .164 .267 .037

Eye height .930 .114 .191 .220 .051

Crotch height .925 −.071 .138 −.054 .030

Waist reference line height .923 .099 .134 .022 .022

Overhead fist reach .918 .114 .209 .174 .004

Total length .896 .179 .150 .295 .030

Hip height .895 .049 .132 −.020 .032

Knee height .792 .086 .091 −.204 .056

Arm length .783 .198 .012 .026 −.080

Lateral malleolus height .384 .233 −.036 −.005 −.051

Abdomen circumference −.067 .899 .059 .051 −.078

Waist circumference −.133 .887 .050 .078 −.074

Bust circumference .030 .883 .197 .088 −.130

Hip circumference .230 .856 .152 .084 .014

Chest circumference .096 .847 .265 .093 −.119

Upper arm circumference .049 .801 .171 .077 −.009

Neck circumference −.018 .787 .089 .010 .050

Lower knee circumference .357 .773 .057 .052 .055

Knee circumference .373 .762 .104 .067 .057

Armscye circumference .138 .749 .035 .135 −.047

Elbow circumference .102 .706 .125 .250 −.001

Neck base circumference .099 .692 .135 −.061 .116

Wrist circumference .055 .691 .029 .294 .015

Crotch length .259 .687 .089 −.072 .014

Ankle circumference .371 .612 .069 .087 −.033

Bishoulder length .272 .240 .860 .031 .181

Back interscye .179 .375 .791 .040 −.002

Shoulder length .186 .032 .766 .139 .221

Biacromion length .267 .286 .716 −.019 .059

Front interscye .230 .433 .494 .138 .091

Waist back length .342 .135 .095 .788 .053

Waist front length .201 .371 .073 .688 −.032

Vertical trunk length .534 .356 .135 .570 .053

Right shoulder angle .004 −.029 .171 .023 .888

Left shoulder angle −.038 −.057 .188 .011 .886

Eigenvalue 13.018 10.162 3.329 2.165 1.775

Cumulative variance (%) 32.545 57.949 66.271 71.684 76.122

Cronbach's α .980 .920 .870 .797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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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Factor analysis result of women's measurement items

Factor

Measurement
1 2 3 4 5

Waist height .973 −.039 .077 −.083 .011

Shoulder height .968 .016 .032 .172 −.081

Acromion height .960 .013 .069 .185 −.097

Stature .955 −.037 .133 .202 .013

Cervical height .953 −.003 .145 .231 .013

Waist reference line height .952 .009 .110 −.001 .002

Axilla height .949 −.069 .018 .180 −.091

Eye height .945 −.039 .156 .206 −.002

Overhead fist reach .940 .028 .139 .126 −.006

Crotch height .921 −.161 .126 −.033 −.039

Total length .913 .044 .178 .271 −.009

Hip height .902 −.058 .076 −.060 −.003

Knee height .841 −.019 .083 −.044 .049

Arm length .776 .236 −.074 −.080 .061

Vertical trunk length .569 .263 .078 .517 .130

Lateral malleolus height .392 .172 −.234 .005 .038

Chest circumference −.064 .897 .189 .020 .021

Bust circumference −.153 .897 .091 .015 −.023

Abdomen circumference −.149 .888 .082 −.016 .032

Wrist circumference −.226 .884 .093 .018 .034

Upper arm circumference −.191 .877 .062 .079 .044

Armscye circumference −.024 .867 −.062 .109 .019

Neck circumference −.095 .815 .133 .087 .045

Hip circumference .204 .801 .170 .106 .009

Waist circumference −.071 .795 .059 .095 −.022

Elbow circumference −.019 .795 −.014 .182 .011

Neck base circumference .047 .699 −.024 .011 .134

Lower knee circumference .271 .668 .220 .111 −.127

Knee circumference .278 .656 .150 .126 −.086

Crotch length .330 .628 −.009 −.146 .014

Ankle circumference .249 .612 .218 .040 −.057

Bishoulder length .197 .166 .906 .086 .133

Shoulder length .131 −.042 .852 .202 .030

Back interscye .118 .379 .748 .047 .059

Front interscye .067 .420 .652 .075 −.030

Biacromion length .288 .377 .539 −.050 .373

Waist back length .349 .182 .216 .787 .038

Waist front length .202 .272 .144 .757 −.100

Right shoulder angle −.061 .070 .073 −.053 .855

Left shoulder angle −.015 −.065 .104 .040 .841

Eigenvalue 13.331 10.210 3.373 1.996 1.714

Cumulative variance (%) 33.328 58.853 67.286 72.275 76.560

Cronbach's α .980 .920 .870 .760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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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Mean difference among clusters' measurements

Cluster

Measurement
1 2 3 4 5 F-value Sig.

Waist height
091.2 103.3 106.7 097.5 097.4 4616.6 .000

D B A C C

Shoulder height
123.5 139.6 144.4 132.5 131.1 6452.1 .000

E B A C D

Stature
152.0 171.3 176.4 162.6 161.1 6933.2 .000

E B A C D

Cervical height
128.3 146.3 151.3 138.4 136.5 7218.1 .000

E B A C D

Crotch height
067.3 078.5 080.4 072.6 073.0 3770.3 .000

E B A D C

Chest or bust circumference
089.9 092.2 100.7 097.1 083.4 1514.7 .000

D C A B E

Hip circumference
091.6 091.7 098.9 096.0 089.8 0710.7 .000

C C A B D

Neck circumference
032.6 036.2 038.7 036.7 032.0 1700.3 .000

D C A B E

Crotch length
069.0 072.9 080.1 074.7 069.0 1254.0 .000

D C A B D

Ankle circumference
023.2 025.5 027.0 025.2 023.3 1846.3 .000

E B A C D

Waist back length
038.4 043.8 045.3 042.0 040.1 1509.9 .000

E B A C D

Bishoulder length
036.4 041.7 043.8 040.2 037.4 1254.0 .000

E B A C D

Right shoulder angle
019.5 021.1 020.8 020.2 019.5 0036.1 .000

C A A B C

N of persons 1,061 1,163 854 970 1,073

A>B>C>D>E in multiple comparison results.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남녀 통합된 치수 데이터의 군집분

석에 의한 유형 특성과 성별 분포의 차이를 치수 설계에

반영할 때 남녀 모두 남녀 혼용의 보호복 맞음새에 만족

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 론

산업의 고도화로 인한 보호복의 착용이 급속히 증가

하고 있는 현실에서 남녀노소, 일반인이 손쉽게 구입,

착용하는 일회용 전신 보호복은 대부분 수입제품에 의

존하며 국내 치수 체계 역시 국제 보호복 규격을 그대로

사용하여 맞음새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신 보호복이 남녀 공용으로 사용되며 7×12개의 치수

조합이 가능한 KS 규격에도 불구하고 2~4개의 보호복 치

수만이 공급되고 있는 실태를 반영, 실제적으로 적용 가

능한 치수의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자 남녀의 인체 치수

의 특성 차이를 규명하고 이러한 차이를 남녀 공용 보

호복 설계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보호복의 KS 규격 구간(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07)에 대한 Size Korea(2010)

의 남녀 성인 데이터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KS의 키,

(젖)가슴둘레 구간 중 한국 성인 남녀가 분포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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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이 상당하며 특히 여자의 경우, 분포하지 않은 구간

이 과반인 반면, KS 규격에 존재하지 않는 하위 구간에

20.9%나 분포하여 보호복의 국제 규격을 우리나라 규격

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한국인의 보호복 맞음새에 심

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요인분석을 통

해 남녀 인체 각 특성을 몇 개의 주성분으로 집약한 결과,

보호복 설계에 요구되는 남녀 치수 항목은 동일한 요인

으로 집약되어 치수 설계에서 남녀의 기준 항목을 동일

하게 설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추출

된 각 요인의 항목을 변수로 3~6개의 군집을 설정, K평

균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군집으로 유형화되었

다. 5개의 체형 군집은 모든 치수가 큰 유형과 모든 치수

가 작은 유형, 각 특성에 따른 중간의 3개 유형으로 분류

되었으며 치수 상위 2개 집단에 주로 남자가, 치수 하위

2개 집단에 주로 여자가 분포하였고 작고 통통한 1개 유

형에 남녀가 고루 분포하여 이러한 유형의 특성과 성별

분포 경향을 보호복 치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국제규격(International Standard, 1998)을

Table 10. Distribution crosstable by sex and cluster type                     (Unit: Person (%))

Cluster

Sex
1 2 3 4 5 Total

M

Frequency 36 1,068 851 577 190 2,722

% within sex (   1.3) ( 39.2) ( 31.3) ( 21.2) (   7.0) (100.0)

% within cluster (   3.4) ( 91.8) ( 99.6) ( 59.5) ( 17.7) ( 53.2)

% of total (   0.7) ( 20.9) ( 16.6) ( 11.3) (   3.7) ( 53.2)

F

Frequency 1,025 95 3 393 883 2,399

% within sex ( 42.7) (   4.0) (   0.1) ( 16.4) ( 36.8) (100.0)

% within cluster ( 96.6) (   8.2) (   0.4) ( 40.5) ( 82.3) ( 46.8)

% of total ( 20.0) (   1.9) (   0.1) (   7.7) ( 17.2) ( 46.8)

Total

Frequency 1,061 1,163 854 970 1,073 5,121

% within sex ( 20.7) ( 22.7) ( 16.7) ( 18.9) ( 21.0) (100.0)

% within cluster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of total ( 20.7) ( 22.7) ( 16.7) ( 18.9) ( 21.0) (100.0)

Fig. 4. Stature and chest or bust circumference dis-

tribution of each body cluster.
Fig. 5. Stature and chest or bust circumference dis-

tribution according to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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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사용하는 우리나라 보호복 치수 규격은 한국 성

인 남녀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며 특히 한

국인의 치수에 존재하지 않는 극단 치수가 많아 효율적

이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여성을 위

한 하위 치수를 보완하고 한국인의 치수가 존재하지 않

는 불필요한 구간을 없앤 KS 규격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군집분석의 결과에서 보듯이 남녀 공용의

치수와 남자 또는 여자가 주로 분포하는 치수 규격을

파악하여 편차 간격을 조정한 보호복 치수 정보를 제시

한다면 보호복 제조업체에게는 재고 및 소비자 불만을

줄여, 보다 효용가치 있는 치수 제공이 가능할 것이며 보

호복 사용자에게는 보호복 맞음새를 통한 만족도 증가

뿐 아니라 안전 및 작업 효율성 모두 향상된 결과를 가

져오는 등,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만족하는 치수 설계

가 가능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류 치수 규격의 기본 정보가 되

는 Size Korea(2010)의 한국인 성인 남녀 데이터를 사용

하여 기존의 보호복 치수 규격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

점을 제안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범국가적 체위조

사 결과는 그 자료의 신뢰성을 입증 받아 한국인의 특성

을 규명하는 데 좋은 지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한

결과 또한 전신 보호복에 요구되는 한국인의 인체 특성

을 분석한 것으로 국제 규격이 우리나라 성인 남녀 인체

치수 규격으로 부적합한 부분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러나 글로벌 시대에 한국인의 치수 규격을 독자적으로

개정하는 것보다는 국제 규격이 KS 규격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보완, 공지되어야 할 자료를 제시하는 것도 함

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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