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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seball is a life sport that gives vitality to people. However, currently available leg guards do not have

a variety of sizes and it is very difficult to purchase a leg guard that is suitable for the size of a specific con-

sumer.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ize system of a leg guard sold in the market and suggested a

grading deviation suitable for the legs of Korean male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ost

brands were sold only in three size systems as children's, teenagers, and adults. Adult size systems were

not subdivided. Second, Korean male legs were classified into Group 1 (large girth and height and lower

body muscle) and Group 2 (small girth and height and low underbody muscle). Third, the size system is

based on vertical items such as height and mid-thigh circumference. Each group produced 10 sizes. The

smallest height or the largest height was also found to be about 4.5 to 5.0cm smaller or larger than the sam-

ple size for each group. The total length of the leg guard was about 2.5cm when the height was increased

or decreased by one size. It was confirmed that the deviation of the circumference of the mid-thigh should

be about 2.0cm larger or smaller than the sample size even if the height is the same. The deviation of the

knee circumference and ankle circumference was smaller than the other circumference. In conclusion, the

dimension combinations of the leg guard must be set differently to provide a leg guard with high size suitabi-

lity according to leg type.

Key words: Leg guards, Lower body, Type classification, Grading deviation, Sizing system; 다리보호대,

하체, 유형분류, 그레이딩 편차, 사이즈 체계

I. 서 론

대부분의 제품은 높은 생산성을 위해 시스템화하여 대

량으로 제조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인

체가 직접 착용하는 의복이나 용품의 경우에는 다른 제

품과는 달리 이로 인해 치수에 대한 불만족인 사이즈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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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이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복분야에서는 대량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도 점차 개별적 소비자

의 요구와 만족도를 향상시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Anderson et al.,

1997). 의복의 대량생산 시스템이 확대되면서 각 업체별

로 기성복 사이즈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

한 체형커버용 그레이딩 체계를 정립하고 그에 따라 제

품을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는 의류업체마다 판매 대상의 성

별과 연령대가 다르기 때문에 사이즈 호수, 호수별 치수

범위, 그레이딩 편차 등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

적으로 그 값을 산출하는 근거가 제공되지 않아 과학적

이거나 체계적인지 알 수 없는 현실이다(Sohn & Hong,

2005). 게다가 연령대별로 체중의 증가나 감소에 따른

체형변형을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지금

까지 의복의 그레이딩을 다룬 연구는 구성분야 전체 연

구 중 적은 편으로 지속적인 연구주제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개별적 소비자

의 요구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으로는 기준

표준 샘플을 확립하고 구매 의사가 있는 소비자가 매장

을 방문하면 인체사이즈 측정한 후 MTM(Made-To-Me-

asure) 방식으로 주문제작하여 의복을 제공하는 방식이

남성복 분야에서 한정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지금까지

의복의 그레이딩을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Jo and Choi

(2002)는 20~70대의 여성의 연령별 ·체형별 참고부위

치수와 그레이딩 편차를 제안하였으며, Sohn and Hong

(2005)은 중년 전 ·후기 여성과 중년 비만여성을 대상으

로 체형특성을 살펴보고, 중년 비만여성을 위한 치수조

합 및 그레이딩 룰 값을 산출하였다. Zakaria(2011)는 말

레이시아 청소년의 인체치수를 바탕으로 체형을 분석

하고 각 체형을 키와 둘레항목을 기준으로 정의한 후,

사이즈 체계를 정립하였다. Mpampa et al.(2010)은 의

복의 대량맞춤화를 위한 사이즈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인체치수로부터 7개의 체형그룹을 정의하고, 남성 셔츠,

코트, 바지의 치수체계를 개발하였다. 그 밖에 농업기계

운전에 필요한 안전장치의 사이즈와 디자인을 위해 3D

인체측정 데이터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사이즈 체계를

개발(Hsiao, 2013)하거나, 발에 착용되는 제품의 사이즈

와 그레이딩 체계 개발을 위해 발의 3D 치수와 형상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으로 정확도가 높은 치수체계를 개

발(Luximon et al., 2012)한 연구도 있다. 또한 Suh et al.

(2006)은 3차원 인체스캔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의 체

표면 전개도를 이용해 기성복 재킷 맞춤 패턴으로 변형

시켜 개인의 체형특성을 반영한 기성복 패턴 제작방법

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의복 그레이딩이나

MTM을 주제로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연령과 성별 등

타겟 소비자의 직접 인체계측 또는 3D 스캔을 통한 간

접 인체계측으로 대상 소비자의 인체특성 파악이 선행

된 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그레이딩이나 MTM 편차를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인체에 착용되는 다양한 용품

중 스포츠 보호용품의 경우에는 사이즈 적합성이 스포

츠 능력뿐만 아니라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

요하지만 의복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결방안 모색이 적

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구매자가 한정되어 있고 해외

브랜드의 점유율이 높아 국내 스포츠 보호용품 시장의

규모가 작은 환경적 배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기

도 하다. 인체 특정 부위 전체를 감싸는 형태가 아닌 스

포츠 용품의 경우에는 제품이 착용되는 인체부위에 집

중하여 해당 인체부위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기존과

는 다른 그레이딩 편차를 도출할 필요성이 크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내 연구에서 스포츠 보호용품

의 그레이딩에 관해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

라 해외 브랜드를 선호하는 소비자 특성으로 그들이 착

용하는 제품이 과연 한국인의 인체치수에 적합한가에

관한 의문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

판 다리보호대의 사이즈 체계를 조사하고 Korean Ag-

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2010) 인체

치수 데이터를 이용해 다리보호대가 착용되는 하지의

체형을 분석하였으며 각 체형에 따른 사이즈 조합으로

사이즈 차트를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다리보호대의

그레이딩 편차를 제안하여 한국인의 체형과 치수에 최

적화된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인

체치수를 지닌 국내 소비자의 치수를 커버하면서 그들

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시판 다리보호대 사이즈 체계 조사

시판 중인 다리보호대의 사이즈 체계를 확인하기 위

해, 국외 인터넷 쇼핑몰(https://www.amazon.com)에서 ‘leg

guard’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11개 브랜드의 제품을 선정

한 후 쇼핑몰에 기재된 정보를 통해 사이즈 체계를 분석

하였다. 선정된 브랜드는 ‘Easton’, ‘Diamond’, ‘Nike’,

‘Wilson’, ‘AllStar’, ‘Schutt’, ‘Markwort’, ‘MacGreg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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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s’, ‘Rawlings’, ‘Champro Sports’였으며 각 브랜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다리보호대의 사이즈 체계와 치

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한국 남성 하지의 체형분석

한국인 남성 하지 체형에 따른 사이즈 체계를 확립하

기 위해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보고서(KATS, 2010)

데이터를 활용하여 체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20~

49세 남성 2,169명의 신체항목에서 다리보호대 제작에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였다. 부위별 항목으로 둘레 9항

목, 높이 6항목, 길이 1항목, 키, 몸무게, BMI, 근육발달

정도 2항목이 사용되었다. 하지 체형 구성 인자를 추출

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체형에 따른 유형을 군

집화하기 위하여 각 인자를 독립변수로 K-평균 군집분

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군집으로 분류된 체형유형 집단

간 차이검증을 위해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t-test

를 실시하였다. 통계분석 프로그램은 SPSS(Version 22)

를 이용하였다.

3. 사이즈 조합 범위 및 치수체계 결정

선행연구(Jo & Choi, 2002; Sohn & Hong, 2005)에

의하면 여성복의 경우 사이즈 체계의 범위는 한국산업

규격 치수(KS K 0051-1990)와 의류업체 조사결과를 근

거로 상 ·하의 각각 결정적인 기본 부위를 가지고 정해

진 간격에 따라 구간을 나눈 후 각 구간의 빈도를 산출

해 결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의의 경우 ‘키와 엉덩이

둘레’를 기본으로 이원빈도분포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다리보호대는 허벅지 중간까지 착용되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키’와 둘레치수 중 가장 큰 항목인 ‘넙다리중간

둘레’를 적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키’는

한국산업규격(KS K 0051-1990)에서 규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5cm 편차로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넙다리중간둘

레는 각 체형그룹의 인체치수 데이터별로 ±2 표준편차

를 기준으로 이원빈도분포표를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체

형그룹 1의 ±2 표준편차 값은 6cm, 그룹 2는 5cm로 나타

났다. 일반적으로 사이즈 구간을 [평균-SD], [평균+SD]

로 사용하나(Gupta & Gangadhar, 2004), Mpampa et al.

(2010)에 의하면 더욱 다양한 인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평균-2SD], [평균+2SD]를 채택해 사이즈 구간을 설정

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넙다리중간둘레를 ±2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사이즈 구간을 설정하였다. 의복

과 달리 인체둘레의 일부만 감싸 착용하는 다리보호대

의 경우 사이즈 구간이 큰 것이 보다 많은 체형을 커버하

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지

의 체형그룹별 이원빈도분석 결과 2% 이상의 빈도를

나타내는 치수조합을 다빈도 치수분포로 정하였으며 최

다빈도구간을 샘플사이즈로 하였다.

4. 다리보호대에 적합한 그레이딩 편차 산출

앞서 ‘키’와 ‘넙다리중간둘레’ 편차 범위를 중심으로

산출한 그레이딩 값은 정자세 시의 인체치수 전체를 고

려한 치수이다. 그러나 다리보호대는 하의와 달리 인체

를 둘레방향으로 모두 감싸서 착용되어지지 않기 때문

에 다리보호대가 인체를 감싸는 영역만을 고려한 치수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Lee et al.(2015)의

120도 무릎굴곡 시 인체의 곡률과 치수를 고려해 개발

한 다리보호대의 후속연구로 120도 무릎굴곡상태의 피

부길이 변화를 다시 한 번 고려하여 최종적인 그레이딩

편차 제안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먼저 다리보호대가 인

체를 감싸는 커버율을 <Eq. 1>에 의해 <Fig. 1>에서 보

여지는 허벅지, 무릎, 정강이의 각 파트의 중간에서 계

산하였다. 커버율을 계산한 후 <Eq. 2>를 적용해 하체에

서 다리보호대 영역에 해당되는 부위에 대한 그레이딩

편차를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정자세 대비 120도 무

릎굴곡 시 피부길이 변화에 따른 그레이딩 편차는 Lee

et al.(2015)의 연구결과를 참고로 <Eq. 3>으로 산출하

였다.

Step 1:

% coverage=LGHL/WBC×100 ...... Eq. 1.

Step 2:

Grading rule considering leg guards coverage (GRL)=

Whole lower body circumference×% coverage ...... Eq. 2.

 

Step 3:

Final grading rule considering skin length deformation

(FGRL)

HLSP:GRL=HLKF:FGRL

FGRL=GRL×HLKF HLSP ...... Eq. 3.

LGHL: Leg guards horizontal length

WBC: Whole lower body circum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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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SP: Horizontal length from inside to out side on

standing posture

HLKF: Horizontal length from inside to outside on

120° knee flexion

III. 연구결과

1. 시판 다리보호대 사이즈 체계 조사

11개의 브랜드의 다리보호대 사이즈 체계를 조사한 결

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모든 브랜드의 다리보호

대 치수측정 지점이 무릎의 중앙에서 정강이의 끝(from

the middle of the knee cap to the bottom of the shin)으

로 나타났다. 또한 구매자도 제품과 동일한 위치에서 자

신의 인체치수 길이를 확인하고 다리보호대의 치수를

선택하도록 되어있었다.

브랜드에 따라 1가지 사이즈만 판매하거나 3, 4, 5단

계 등 다른 사이즈 체계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사

이즈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었고 무릎보호대 중

앙으로부터 발목까지 길이를 제시한 numeric 사이즈로

나타내고 있었다. S, M, L, XL 등의 알파(alpha) 사이즈

로도 판매되고 있었다. ‘Easton’, ‘Wilson’, ‘AllStar’, ‘Raw-

lings’의 제품은 16~17inch를 성인용 제품으로 판매하였

고, 그보다 짧은 길이의 치수는 청소년용, 유소년, 어린

이용 제품으로 구분하거나 나이를 사이즈 구분의 참고

항목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볼

때 성인치수는 세부화되지 않고 한 가지 치수만으로 판

매하는 브랜드가 대부분이며 ‘Diamond’, ‘Nike’, ‘Sch-

utt’, ‘Adams’의 4개 브랜드에서만 성인치수를 2~4단계

로 치수를 전개해 판매하고 있었다.

2. 남성 하지 체형 분석결과

남성 하지 치수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

ble 2>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요인의 수는 3개가 추출되

었으며, 요인 전체의 누적기여율은 80.221%로 나타났다.

요인 1의 고유치는 8.411이었고, 몸무게와 BMI, 둘레

9항목이 포함되어 ‘하체크기’를 설명하였다(전체 변량의

40.050% 설명). 요인 2의 고유치는 6.495이었고, 높이

7항목과 키가 포함되어 ‘하체높이’를 설명하였다(전체

변량의 30.928% 설명). 요인 3의 고유치는 1.941이었고,

전체 변량의 9.242%를 설명하였다. 이는 근육의 발달량

2항목만을 포함하여 ‘하체근육’을 나타냈다. 그리고 요

인에 따른 체형은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체형을 최소 그룹으로 분류

하는 일반적인 분류기준에 근거하면서(Park & Suh, 1998)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은 사이즈 체계를 제공하기 위함

이었다. 각 그룹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룹 1은(922명) 3개

의 요인에서 그룹 2에 비해 둘레와 높이항목들이 크고

하체근육이 발달한 집단이었으며 그룹 2는(1,186명) 그

Fig. 1. Location for % coverage calculation (left) and location for deformation of skin length

when standing posture and 120° knee flexion (middle and right).

From Lee et al. (2015). pp. 55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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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 1에 비해 둘레와 높이항목이 작고 하체근육이 덜 발

달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3. 사이즈 조합 범위 및 치수체계 설정

사이즈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분류된 두 체형그

룹별로 각각 키와 넙다리중간둘레를 기준으로 이원빈

도분포표를 작성하였다(Table 4). 선행연구(Jo & Choi,

2002; Sohn & Hong, 2005)를 근거로 하지의 체형그룹

별로 이원빈도분석과 이원분포표에서 2% 이상의 빈도

를 나타내는 치수조합을 다빈도 치수분포로 정하였다.

그룹 1은 키와 넙다리둘레의 치수조합이 171.6~176.5cm/

Table 1. Size system for leg guards brands on the market

Brand name Size Alpha size Length (Ankle-Knee)

Easton

16inch (Adult)

-

40.64cm

14inch (Intermediate) 35.56cm

12.5inch (Youth) 32.38cm

11.5inch (Junior youth) 29.21cm

Diamond

18.5inch 

-

46.99cm

17inch 43.18cm

15.5inch 39.37cm

Nike

19inch XL/TG 48.26cm

18inch L/G 45.72cm

17inch M/M 43.18cm

16inch S/P 40.64cm

15inch XS/TP 38.10cm

Wilson

17inch (Adult) L/XL 43.18cm

15inch (Intermediate) M 38.10cm

13inch (Youth) S 33.02cm

AllStar

16inch (Adult)

-

40.64cm

14.5inch (Age 12-16) 36.83cm

13inch (Age 9-12) 33.02cm

11.5inch (Age 7-9) 29.21cm

Schutt

17inch

-

43.18cm

16inch 40.64cm

14inch 35.56cm

Markwort 17inch - 43.18cm

MacGregor 16inch - 40.64cm

Adams

17inch

-

43.18cm

16inch 40.64cm

14inch 35.56cm

Rawlings

16inch (Adult)

-

40.64cm

14inch (Intermediate) 35.56cm

13inch (Youth) 33.02cm

Champro Sports 16.5inch

-

41.91cm

TAG

Adult No information

Intermediate No information

Youth No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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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ctor analysis results of the leg

Factor name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Lower body

size

Weight .935

8.411
40.050

(40.050)
.901

Thigh circumference .921

Mid-thigh circumference .917

Hip circumference .915

Calf circumference .897

Knee circumference .866

Lower knee circumference .864

Waist circumference .855

BMI .825

Minimum leg circumference .811

Ankle circumference .696

Lower body

height

Waist height .961

6.495
30.928

(70.978)
.950

Outside leg length .943

Crotch height .937

Waist height .928

Stature .915

Hip height .912

Knee height .790

Lateral malleolus height .372

Lower body

muscle

Development of the lower body muscles (R) .917
1.941

09.242

(80.221)
.896

Development of the lower body muscles (L) .916

49.4~55.6cm의 치수조합에서 17.2%로 최다빈도구간으

로 나타났으며 그룹 2는 168.9~173.8cm/49.6~55.0cm가

17.3%로 최다빈도구간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치수조합

에서 치수구간의 최대값을 반올림하여 대표값으로 하여

분류하였다. 최대값은 사이즈 구간의 경계에 있는 값으

로 이를 대표값으로 나타내면, 소비자가 치수 간 경계에

해당하는 값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 사이즈 선택 시

편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룹 1의 치수

체계는 키-넙다리중간둘레 대표값을 기준 호수로 하여

‘167-56’, ‘167-62’, ‘172-56’, ‘172-62’, ‘177-56’, ‘177-62’,

‘182-56’, ‘182-62’, ‘187-56’, ‘187-62’의 총 10개의 사이

즈로 설정하였다. 그룹 2의 치수체계도 ‘164-50’, ‘164-55’,

‘169-50’, ‘169-55’, ‘174-50’, ‘174-55’, ‘179-50’, ‘179-55’,

‘184-50’, ‘184-55’의 총 10개의 사이즈로 전개되었다. 이

렇게 설정된 기준으로 다리보호대 착용 시 커버되는 인

체 참고치수에 대하여 각 항목의 평균과 편차를 그룹별

로 설정하였다. 이 때 그레이딩 시 기준이 되는 표준 샘

플 사이즈로는 이원빈도분포표에서 최다빈도구간으로

나타난 177-56, 174-55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레이딩

시 필요한 넙다리구간의 높이는 <Eq. 4>를 이용해 산출

하였다.

Height between waist and knee=

(waist height−knee height)/2 ...... Eq. 4.

그룹 1의 각 항목의 평균과 편차 결과는 <Table 6>에

나타냈다. 표준 사이즈를 기준으로 높이항목에서는 키

기준 호수가 달라짐에 따라 무릎높이는 –3.3~+3.1cm 편

차, 넙다리구간높이는 –2.2~+1.7cm 편차로 나타났다. 둘

레항목을 살펴보면, 키 기준 호수에 관계없이 넙다리중

간둘레 기준 호수가 56일 경우의 넙다리중간둘레 편차

는 –0.1~+0.3cm로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넙다리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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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 기준 호수가 62일 경우에는 넙다리중간둘레 편차

가 +3.8~+4.4cm 정도 커짐을 확인하였다. 무릎둘레의

편차는 기준 호수 56에서 –0.9~+1.2cm, 기준 호수 62에

서는 +0.7~+1.9cm로 나타났으며, 장딴지둘레는 기준 호

수 56에서는 –0.1~+0.3cm 편차, 기준 호수 62에서는 +1.7

~+2.4cm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목최대둘레는 기준 호수

56에서는 –0.5~+1.0cm, 기준 호수 62에서는 –0.2~+1.1cm

로 넙다리중간둘레 기준 호수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룹 2의 각 항목의 평균과 편차 결과는 <Table 7>에

나타냈다. 그룹 2도 그룹 1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

를 보였다. 키 기준 호수에 영향을 받는 무릎높이는 넙

다리구간과 관계없이 −3.3~+3.0cm의 편차로 나타났으

며, 넙다리구간높이 편차도 –1.7~+1.7cm로 그룹 1의 편

차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둘레항목의 편차는

넙다리중간둘레 기준 호수 50과 55에 따라 편차가 다르

게 나타났다. 넙다리중간둘레는 기준 호수 50에서 –3.3

~–3.9cm로 모두 표준 샘플 사이즈보다 작아졌으며, 기

준 호수 55에서는 –0.1~+0.4cm로 편차가 크지 않았다.

무릎둘레 편차는 기준 호수 50에서는 –1.9~+0cm, 기준

호수 55에서는 –1.2~+0.6cm으로 나타났다. 장딴지둘레

의 편차는 기준 호수 50에서는 –2.5~–1.1cm로 모두 작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준 호수 55에서는 –0.3~

+0.1cm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발목최대둘레의 편차는

기준 호수 50에서는 –1.4~+0.4cm, 기준 호수 55에서는

–0.5~+0.6cm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그룹 1은 ‘177-56’

가 표준 샘플 사이즈로 177cm보다 키가 작아져도 넙다

리중간둘레 62가 기준 호수이면 넙다리중간둘레, 무릎

둘레, 장딴지둘레에서 음이 아닌 양의 편차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준 샘플 사이즈보다 키가

커지면 둘레항목이 모두 양의 편차가 나타남을 알 수 있

다. 그룹 2는 ‘174-55’가 표준 샘플 사이즈로, 이보다 키

가 작은 구간에서는 모두 음의 편차로 나타났다. 그러나

키가 큰 구간에서도 넙다리중간둘레 50이 기준 호수이

면 넙다리중간둘레, 무릎둘레, 장딴지둘레 등이 음의 편

Table 3. Comparison of measurement lists of the lower body                  (Unit: cm, kg)

Item
Group 1 Group 2

t
Mean (S.D.) Mean (S.D.)

Lower body

size

Weight 080.98 (8.35) 065.36 (5.86) 48.297***

Thigh circumference 059.87 (3.23) 053.50 (2.95) 47.214***

Mid-thigh circumference 055.58 (3.14) 049.51 (2.72) 46.594***

Hip circumference 099.07 (4.67) 090.90 (3.54) 44.176***

Calf circumference 040.36 (2.09) 036.36 (1.75) 46.748***

Knee circumference 039.07 (1.70) 036.02 (1.38) 44.430***

Lower knee circumference 036.55 (1.57) 033.68 (1.34) 44.325***

Waist circumference 089.70 (7.31) 078.09 (5.97) 39.159***

BMI 003.09 (0.34) 002.35 (0.53) 39.156***

Minimum leg circumference 023.22 (1.11) 021.43 (0.92) 39.562***

Ankle circumference 026.93 (1.10) 025.39 (1.03) 33.117***

Lower body

height

Waist height 104.41 (4.34) 103.05 (4.39) 07.086***

Outside leg length 105.74 (4.46) 104.13 (4.45) 08.230***

Crotch height 078.35 (3.85) 078.29 (3.91) 00.337***

Waist height 108.45 (4.68) 106.93 (4.49) 07.557***

Stature 173.50 (5.59) 171.11 (5.81) 09.520***

Hip height 086.01 (4.03) 085.18 (4.26) 04.561***

Knee height 044.68 (2.58) 044.07 (2.74) 05.210***

Lateral malleolus height 007.16 (0.48) 006.95 (0.46) 10.045***

Lower body

muscle

Development of the lower body muscles (R) 002.12 (0.33) 002.06 (0.36) 03.572***

Development of the lower body muscles (L) 002.09 (0.31) 002.05 (0.34) 02.790***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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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requency distribution table of height and midthigh circumference for setting size combinations by body

type group                                                                                                                                                    (Unit: cm)

Group 1

Midthigh circumference ≤49.3 49.4-55.6 55.7-61.8 61.9≤ Total

Height n (%) n (%) n (%) n (%) N (%)

≤151.5 0 (000.1) 1 (000.1) 0 (000.0) 0 (000.0) 1 (000.2)

151.6-156.5 0 (000.1) 0 (000.0) 0 (000.0) 0 (000.0) 0 (000.1)

156.6-161.5 0 (000.8) 12 (001.3) 2 (000.2) 0 (000.0) 14 (002.3)

161.6-166.5 1 (000.0) 55 (   6.0) 30 (   3.3) 2 (000.2) 88 (009.4)

166.6-171.5 1 (000.1) 133 ( 14.4) 86 (   9.3) 5 (000.5) 225 (024.4)

171.6-176.5 7 (000.8) 159 ( 17.2) 141 ( 15.3) 13 (001.4) 320 (034.7)

176.6-181.5 0 (000.0) 108 ( 11.7) 94 ( 10.2) 8 (000.9) 210 (022.8)

181.6-186.5 0 (000.0) 20 (   2.2) 32 (   3.5) 4 (000.4) 56 (006.1)

186.6≤ 1 (000.1) 5 (000.5) 2 (000.2) 0 (000.0) 8 (000.9)

Total 10 (002.1) 493 (053.4) 387 (042.0) 32 (003.4) 922 (100.9)

Group 2

Midthigh circumference ≤44.1 44.2-49.5 49.6-55.0 55.1≤ Total

Height n (%) n (%) n (%) n (%) N (%)

≤153.8 0 (000.0) 1 (000.1) 0 (000.0) 0 (000.0) 1 (000.1)

153.9-158.8 1 (000.1) 10 (000.8) 7 (000.6) 0 (000.0) 18 (001.5)

158.9-163.8 6 (000.5) 48 (004.0) 52 (004.4) 1 (000.1) 107 (009.0)

163.9-168.8 20 (   1.7) 129 ( 10.9) 148 ( 12.5) 4 (000.3) 301 (025.4)

168.9-173.8 15 (   1.3) 158 ( 13.3) 205 ( 17.3) 3 (000.3) 381 (032.1)

173.9-178.8 8 (   0.7) 103 (   8.7) 157 ( 13.2) 3 (000.3) 271 (022.8)

178.9-183.8 2 (   0.2) 38 (   3.2) 47 (   4.0) 0 (000.0) 87 (007.3)

183.9-188.8 0 (000.0) 5 (000.4) 12 (001.0) 0 (000.0) 17 (001.4)

188.9≤ 0 (000.0) 2 (000.2) 1 (000.1) 0 (000.0) 3 (000.3)

Total 52 (004.5) 494 (041.6) 629 (053.1) 11 (001.0) 1,186 (099.9)

 Distribution area showing frequency more than 2%

Table 5. Size chart by body type group                                                  (Unit: cm)

Group 1

Representative value of

mid-thigh circumference

Representative value of height

56 62

167 167-56 167-62

172 172-56 172-62

177 177-56 177-62

182 182-56 182-62

187 187-56 187-62

Group 2

Representative value of

mid-thigh circumference

Representative value of height

50 55

164 164-50 164-55

169 169-50 169-55

174 174-50 174-55

179 179-50 179-55

184 184-50 1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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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나타났다. 또한 그룹 1이 표준 샘플 사이즈보다 큰

구간에서 편차의 절대값이 그룹 2보다 작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는 그룹 1이 높이와 둘레항목이 크며,

근육이 발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인체치수 간의 평균

값 차이도 큰 것으로 사료된다.

4. 다리보호대에 적합한 그레이딩 편차 적용

지금까지 도출된 그레이딩 편차는 인체의 둘레치수

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둘레방향으로 전체를 피복하

지 않는 다리보호대의 그레이딩 편차로 적용하기엔 무

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리보호대 설계 시 피

부길이 변화를 고려한 Lee et al.(2015)의 연구를 참고로

다리보호대의 인체커버율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는 <Ta-

ble 8>과 같다. 각 다리보호대 파트에서 중앙의 위치에

해당하는 % 커버율을 살펴보면 허벅지는 43.2%, 무릎

49.1%, 정강이 67.3%로 허벅지보다 정강이 쪽으로 인체

를 더욱 많이 커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인

체치수 항목별로 정자세에서 120° 무릎굴곡 시 피부길

이 신장은 넙다리중간둘레는 27.8cm에서 28.8cm로 4.0%

Table 6. Body dimension average and deviation of body type group 1 by item              (Unit: cm)

Height
Mid-thigh

circumference
n

Knee

height

Thigh section

height

Mid-thigh

circumference

Knee

circumference

Shin

circumference

Max. ankle

circumference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167
56 55 42.1 (−2.8) 27.9 (−2.2) 53.3 (−.1) 37.6 (−.9) 39.2 (−.1) 26.2 (−.5)

62 30 41.6 (−3.3) 28.5 (−1.6) 57.8 (4.4) 39.2 ( .7) 41.2 (1.9) 26.5 (−.2)

172
56 133 43.5 (−1.4) 29.0 (−1.1) 53.6 ( .2) 38.0 (−.5) 39.3 ( .0) 26.4 (−.3)

62 86 43.2 (−1.7) 29.3 (−.7) 57.4 (3.8) 39.3 ( .8) 41.0 (1.7) 26.6 (−.1)

177
56 159 44.9 ( .0) 30.0 ( .0) 53.4 ( .0) 38.5 ( .0) 39.3 ( .0) 26.7 ( .0)

62 141 44.7 (−.2) 30.1 ( .1) 57.6 (4.2) 39.7 ( .0) 41.3 (2.0) 27.2 ( .5)

182
56 108 46.3 (1.4) 30.8 ( .8) 53.6 ( .2) 38.7 ( .2) 39.6 ( .3) 27.1 ( .4)

62 94 46.3 (1.4) 30.9 ( .9) 57.9 (4.3) 40.2 (1.7) 41.7 (2.4) 27.6 ( .9)

187
56 20 48.0 (3.1) 31.6 (1.6) 53.7 ( .3) 39.7 (1.2) 39.6 ( .3) 27.7 (1.0)

62 32 47.8 (2.9) 31.7 (1.7) 57.9 (4.2) 40.4 (1.9) 41.2 (1.9) 27.8 (1.1)

 Standard sample size

Table 7. Body dimension average and deviation of body type group 2 by item            (Unit: cm)

Height
Thigh

circumference
n

Knee

height

Thigh section

height

Mid-thigh

circumference

Knee

circumference

Shin

circumference

Max. ankle

circumference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164
50 48 41.2 (−2.8) 27.9 (−1.7) 47.4 (−3.9) 34.7 (−1.9) 34.8 (−2.5) 24.3 (−1.4)

55 52 40.7 (−3.3) 28.1 (−1.5) 51.2 (−.1) 35.4 (−1.2) 37.0 (−.3) 25.2 (−.5)

169
50 129 42.4 (−1.6) 28.7 (−.9) 47.5 (−3.8) 34.9 (−1.7) 35.4 (−1.9) 24.8 (−.9)

55 148 42.6 (−1.4) 28.6 (−1.0) 51.4 ( .1) 36.2 (−.4) 37.1 (−.2) 25.2 (−.5)

174
50 158 44.2 ( .2) 29.5 (−.1) 47.7 (−3.6) 35.4 (−1.2) 35.6 (−1.7) 25.1 (−.6)

55 205 44.0 ( .0) 29.6 ( .0) 51.3 ( .0) 36.6 ( .0) 37.3 ( .0) 25.7 ( .0)

179
50 103 46.0 (2.0) 30.3 ( .7) 47.8 (−3.5) 36.1 (−.5) 35.7 (−1.6) 25.6 (−.1)

55 157 46.0 (2.0) 30.4 ( .8) 51.5 ( .2) 37.1 ( .5) 37.4 ( .1) 25.9 ( .2)

184
50 38 47.0 (3.0) 31.3 (1.7) 48.0 (−3.3) 36.6 ( .0) 36.2 (−1.1) 26.1 ( .4)

55 47 46.8 (2.8) 31.3 (1.7) 51.7 ( .4) 37.2 ( .6) 37.3 ( .0) 26.3 ( .6)

 Standard sampl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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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무릎둘레는 23.0cm에서 25.6cm로 12.0% 증가, 장

딴지둘레는 20.9cm에서 20.8cm로 0.1% 감소, 발목둘레

와 가까운 정강이 가장 아래 둘레는 13.2cm에서 14.1cm

로 7.0% 증가하였다. 이를 근거로 계산된 각 커버율을

둘레치수 항목인 넙다리중간둘레, 무릎둘레, 장딴지둘레,

발목최대둘레에 곱해서 그레이딩 수치를 일차적으로 도

출하고 <Eq. 2>−<Eq. 3>를 이용해 120° 무릎굴곡 시 피

부길이 변화를 반영하여 최종 그레이딩 편차를 계산하였

다(Table 9). 일반적으로 의복의 그레이딩 시 편차가 0.5

~1.0cm 이하인 경우에는 그레이딩 룰에 반영하지 않지

Table 8. Coverage % of leg guards on lower body

Parts Whole lower body circumference (WLBC; cm) Leg guards horizontal length (LGHL; cm) Coverage (%)

Thigh

Top 49.23 21.52 43.71

Middle 44.47 19.20 43.18

Bottom 41.00 15.70 38.29

Knee

Top 40.90 14.54 35.56

Middle 39.31 19.31 49.13

Bottom 35.09 15.28 43.55

Shin

Top 35.37 22.04 62.30

Middle 34.96 23.52 67.28

Bottom 22.98 15.43 67.13

Table 9. Grading deviation of the leg protector considering the % coverage and skin length deformation depend-

ing on the knee flexion                                                                                                                                              (Unit: cm)

Size chart
Knee

height

Thigh section

height

Mid-thigh

circumference

Knee

circumference

Shin

circumference

Max. ankle

circumferenceHeight
Thigh

circumference

Group 1

167
56 −2.8 −2.2 0.0 −0.5 −0.1 −0.4

62 −3.3 −1.6 2.0 0.4 1.3 −0.1

172
56 −1.4 −1.1 0.1 −0.3 0.0 −0.2

62 −1.7 −0.7 1.7 0.4 1.1 −0.1

177
56 0.0 0.0 0.0 0.0 0.0 0.0

62 −0.2 0.1 1.9 0.0 1.3 0.4

182
56 1.4 0.8 0.1 0.1 0.2 0.3

62 1.4 0.9 1.9 0.9 1.6 0.6

187
56 3.1 1.6 0.1 0.7 0.2 0.7

62 2.9 1.7 1.9 1.0 1.3 0.8

Group 2

164
50 −2.8 −1.7 −1.8 −1.0 −1.7 −1.0

55 −3.3 −1.5 0.0 −0.7 −0.2 −0.4

169
50 −1.6 −0.9 −1.7 −0.9 −1.3 −0.6

55 −1.4 −1.0 0.0 −0.2 −0.1 −0.4

174
50 0.2 −0.1 −1.6 −0.7 −1.1 −0.4

55 0.0 0.0 0.0 0.0 0.0 0.0

179
50 2.0 0.7 −1.6 −0.3 −1.1 −0.1

55 2.0 0.8 0.1 0.3 0.1 0.1

184
50 3.0 1.7 −1.5 0.0 −0.7 0.3

55 2.8 1.7 0.2 0.3 0.0 0.4

 Standard sample size

 Adopted grading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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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다리보호대는 다리의 일부만을 커버하여 착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절대값이 0.5cm 이상인 편

차는 모두 적용하였다. <Table 9>에 음영으로 처리된 부

분은 최종적으로 채택된 그레이딩 편차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채택되지 않은 부분의 편차는 그레이딩 시 적용되

지 않기 때문에 샘플 사이즈의 치수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예를 들어, ‘167-56’ 그레이딩은 샘플 사이즈인

‘177-56’의 치수에서 무릎높이는 –2.8cm, 넙다리구간높

이는 –2.2cm, 무릎둘레 –0.5cm의 편차만이 적용되고 나

머지 항목의 치수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체형

그룹 1, 2 모두 샘플 사이즈가 포함된 키 구간에서는 높

이항목에서 그레이딩 편차가 없이 둘레치수로만 그레이

딩된다. 무릎높이와 넙다리구간높이 편차의 합이 곧 다

리보호대 전체 길이 편차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룹 1,

2 모두 키가 가장 작은 구간 또는 키가 가장 큰 구간은

샘플 사이즈보다 4.5~5.0cm 가량 작아지거나 커지는 것

을 확인하였다. 또한 키가 한 구간씩 커지거나 작아질

때 다리보호대 전체 길이는 약 2.5cm의 편차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다리보호대의 길

이 편차를 사이즈별로 약 1inch로 두고 있는 시판 브랜드

들은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성인이라 할

지라도 키에 따라 최대 10.0cm 이상 다리보호대 착용

시 사이즈 부적합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리보호대 사이즈 체계에 있어서 길이방향의

편차를 두고 생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둘레항목

의 편차는 같은 키 구간에서도 넙다리중간둘레 같은 경

우에 샘플 사이즈보다 2.0cm 가량 커지거나 작아져야 함

을 확인하였다. 무릎둘레와 발목둘레는 다른 둘레 편차

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 둘레방향 그레이딩 시

넙다리와 정강이부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

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스포츠 보호장비인 다리보호대의 치수적합

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레이딩 편차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KATS(2010)의 인체치수 데이터를 이용한 하

지의 체형분석, 키와 넙다리둘레를 중심으로 이원빈도

분포 및 다리보호대 설계를 위한 참고 인체치수 항목의

최다빈도구간 분석을 통해 그레이딩 편차를 도출하였

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판 다리보호대의 사이즈 체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아동용, 청소년용, 성인용으로 사

이즈를 구분할 뿐 성인용 치수를 세분화하여 판매하지

않았다. 둘째, 한국인 남성의 하지는 두 군집으로 분류

되었으며, 그룹 1은 둘레와 높이항목들이 크고 하체근육

Fig. 2. Grading chart by each body typ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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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달한 집단이었고, 그룹 2는 둘레와 높이항목이 작

고 하체근육이 덜 발달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이

즈 체계는 수직항목인 키와 다리보호대가 착용되는 영

역에서 최대수평항목인 넙다리둘레를 기준으로 사이즈

를 구분하였다. 그 결과, 그룹 1의 치수체계는 신장-넙다

리중간둘레를 기준 호수로 하여 ‘167-56’, ‘167-62’, ‘172-

56’, ‘172-62’, ‘177-56’, ‘177-62’, ‘182-56’, ‘182-62’, ‘187-

56’, ‘187-62’의 총 10개의 사이즈였다. 그룹 2의 치수체

계는 ‘164-50’, ‘164-55’, ‘169-50’, ‘169-55’, ‘174-50’, ‘174-

55’, ‘179-50’, ‘179-55’, ‘184-50’, ‘184-55’의 총 10개의

사이즈로 전개되었다. 각 체형과 사이즈 구간에서 도출

된 편차를 정리하면 <Fig. 2>와 같으며, 체형별로 치수

적합성이 높은 다리보호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편차가

다르게 설정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리보호대가 착용되는 영

역에 대한 심도 있는 인체치수 분석으로 키와 넙다리중

간둘레 치수조합에 의한 세분화된 치수체계를 제안하였

으며 이를 통해 보다 모든 한국인 체형에 적합하고 착

용감이 우수한 다리보호대의 그레이딩 기초자료를 제공

하였다. 이는 다리보호대 생산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의 방법론은 인체에 착용되는 다양한 용품의 사

이즈 체계 개발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

후 좀 더 효율적인 사이즈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사이즈

의 단순화와 그레이딩 룰 값에 의해 3차원 그레이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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