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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기성(旣成, ready-made) 제품은 같거나 유사한 용도

와 품목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어 사용

자가 기대하는 규격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비규격의 불합리성을 생산자가 의도한 고유한 성질이

나 특허 등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해소하기 위한 국

가, 또는 국제 기구 차원의 표준이 지속해서 제정, 확립

되고 있다. 국내 산업 전 분야의 제품 및 시험 · 제작 방

법 등을 규정한 국가 표준인 KS규격 역시 생산 현장, 

건설 현장 및 시험 · 연구 분야 등 산업 전반에 걸쳐 2만

여 종에 이르는 규격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16개 부문의 KS규격 중 K(섬유)에는 의류제품의 성분, 

필요기능, 시험법, 치수 표준 등, 의류제품에 요구되는 

다양한 규격을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성인 남성복

의 치수(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9a), 성인 여성복의 치수(KATS, 2019b), 노

년 여성을 위한 여성복 치수(KATS, 2019d), 유아복의 

아동용 장갑의 치수 규격 설계를 위한 손 치수 분석

전 은 경
†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An Analysis of Hand Measurements for Designing Size 

Specification for Children's Gloves

Eunkyung Jeon†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University of Ulsan

Received April 16, 2021; Revised (August 1, 2021; August 12, 2021); Accepted August 27, 2021

Abstract

Most apparel products have national standards for sizing; however, for gloves, national sizing standards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This study aims to analyze children's hand dimensions and propose a size speci-

fication for children's gloves that shows children's hand-related size information. Among the 3D measure-

ments of sixth Size Korea Project, the measurement data of 19 dimensions related to the hands of 1,057 boys

and girls aged 7-13 years old were analyzed. The distribution and growth trend of hand measurements for boys

and girls demonstrated considerable mean differences and distribution trends by gender and age as per hand 

dimensions, which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it is necessary to show these results in the children's glove 

design. Based on these results, the cross-distribution maps of children's hand length and hand circumference 

were drafted; furthermore, the distribution relationship with an adult hand size was identified. Based on the 

distribution of hand sizes, the distribution of adult hand sizes overlapped with children's hand sizes was veri-

fied, and children's glove size specifications were presented. The results can be used as useful data such as 

measures for setting the size range and sizing system for children's gloves.

Key words: Children, Glove, Hand's dimension, Size specification, Size Korea data; 아동, 장갑, 손 항목, 사

이즈 체계, 사이즈코리아 데이터

†Corresponding author

E-mail: ekjeon@ulsan.ac.kr

본 연구는 2020년 울산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

되었습니다.

ⓒ 2021,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All rights reserved.

[연구논문] ISSN 1225-1151 (Print)
ISSN 2234-0793 (Onli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45, No. 6 (2021) p.923~934

https://doi.org/10.5850/JKSCT.2021.45.6.923



한국의류학회지 Vol. 45 No. 6, 2021

– 924 –

치수(KATS, 2019c) 등 각종 의류 치수 및 팬티스타킹

의 치수(KATS, 2019e), 모자의 치수(KATS, 2019f), 양

말의 치수(KATS, 2019g), 신발의 치수(KATS, 2017) 등 

섬유 · 의류 제품의 치수 산업 규격이 공시되어 있다. 

이렇게 다양한 섬유 · 의류 제품들의 KS치수 규격을 

통하여 생산자는 소비자의 인체 특성을 반영한 제품

을 제작, 공급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치수 규격의 제품을 쉽게 찾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제품 규격에도 불구하고 2020년 현재, 손 또는 범

용 장갑의 치수 관련 KS규격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작

업용 장갑, 가정용, 전기용, 의료용 고무장갑, 방호장

갑 등 산업용 장갑과 권투장갑, 오토바이용 장갑, 야구

장갑 등 스포츠 장갑, 특수 장갑에 대한 제품별 치수 및 

소재 관련 규정은 제시하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에게 

반영할 수 있는 범용 장갑이나 손 관련 치수 규격은 제

시된 바 없다. 외국의 장갑 또는 손 치수 관련 표준규

격 역시 타 규격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또한 폐지된 ISO규격(International Organiza-

tion for Standardization [ISO], 1978)은 치수의 정보 없

이 레이블에 아동의 손둘레와 손길이 치수의 기재 방

법만을 표기했을 뿐이며, 일본의 장갑용 사이즈 규격

은 19세 이상의 성인용(Japanese Standards Association 

[JSA], 2021)만 제공되고 있다. 중국의 치수 규격에는 손 

치수 규격이 있는데 성인(China People's Republic of Chi-

na National Standard, 1996)과 4~17세의 미성년(China 

People's Republic of China National Standard, 2011)의 

치수 규격이 제정되어 있다.

학령기 아동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만 6세부터 청

소년 전까지의 만 12세의 시기에 속하며 발육속도가 

빠르고 활동이 매우 왕성하다. 다양한 운동과 활동을 

즐기므로, 이 시기에는 특히 동작에 방해되지 않고 자

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의복류 및 부속물이 요구된다. 

손의 활동은 인간의 두뇌 발달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

며 손 동작의 원활한 보조가 아동의 신체적, 지적 성장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의 활동을 방해하

지 않는 장갑의 치수 규격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제품 설계에서 손 적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손 

관련 형상 및 치수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

다. 아동의 인체 치수 및 측정치 분석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전신, 상반신, 하반신 등 인체 전반을 대상으로 분

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국부 연구로는 발 관련 연

구(Choi, 2012; Jeon, 2006; Jeon & Kwon, 2007; Jeon & 

Moon, 2017; Suk et al., 2004), 머리 관련 연구(Kim et 

al., 2004) 등이 있을 뿐이며 손 관련 치수의 분석 및 치

수 규격 설계를 위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손 관련 

치수 또는 장갑에 관한 다른 대상의 연구에는 Choi and 

Kim(2004), Kwon and Choi(2005), Kim(2008) 등의 연

구가 있으나 모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학령기 

아동에 관한 연구로는 학령기 여아의 손 관련 형상 및 

치수 분석 연구(Jeon et al., 2004)가 유일하며 청소년

(14~19세)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 Chun, 2014)와 

학령기 아동을 포함한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연구(Kee, 

2011) 등이 있다. 20여 년간 아동의 손에 대한 치수 현

황 및 성장 추세를 밝히고자 한 연구가 부족한 것은 아

동의 손에 대한 관련 데이터나 제품 설계에 대한 인식

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의 연구사례를 살펴보

면 신장 등, 인체 치수 추정에서 손 항목이 사용된 법의

학적 연구들(Agnihotri et al., 2008; Pal et al., 2016)이 

탐색되어 손 항목이 인체의 타 항목 추정에 유효한 항

목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손의 항목과 치수

는 그 역할만으로도 중요한 연구 소재라 할 수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성장하는 아동의 장갑 설계를 위한 탐색

적 연구로서 동작이 크고 활발한 학령기 아동의 손 관

련 항목에 대하여 연령별 변화 추이 및 성별의 차이를 

파악하고 나아가 아동용 장갑 설계에 요구되는 아동

의 손 치수 분포를 제시함으로써 아동 장갑류의 표준

규격 설계에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및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손을 포함한 동작이 많고 손의 원

활한 사용이 신체적, 인지적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되는 학령기 아동이다. 2020년 현재, 사이즈코

리아에서 제공하고 있는 손 관련 데이터 중 측정항목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된 제6차 3차원 측정데이

터(KATS, 2010)를 사용하였으며 시판 아동 장갑의 성

별 구분이 없는 것을 감안하여 남녀 아동을 함께 분석

하였다(Table 1).

분석 자료는 7~13세 학령기 남아와 여아 1,057명의 

손 관련 19개 측정항목이다.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은 

취학연령을 감안할 때 만 6~12세에 주로 분포되나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데이터의 학령기 아동 연령은 7~13

세로 분포되어 있다. 인체치수조사 당시의 연 나이로 조

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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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제6차 인체측정데이터(KATS, 

2010)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데이터에서 제시하고 있

는 7개 연령 값을 변환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에 

치수 데이터에 기재된 연령은 6개 학령기 아동이 7개 

연령으로 분류되어 13세 아동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 관련 항목의 측정위치와 각 

명칭은 <Table 2>와 같다. 사용된 통계분석은 학령기 

아동의 각 연령에서 손 관련 항목별 성별의 차이에 대

한 t-test, 손 항목의 특성을 집약, 정의하기 위한 요인분

석, 각 연령층에서의 요인점수에 대한 유의차를 확인

하기 위한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검정 등이다. 마지막

으로 아동의 손길이와 손둘레의 급간에 따른 분포를 

성인과 함께 비교하여 아동에서 성인에 이르는 구간

의 분포 양상에 따른 실효성 있는 치수 규격을 제안하

였다. 사용된 통계패키지는 SPSS Ver. 26.0이다.

III. 연구결과및고찰

1. 학령기 아동의 성별, 연령별 손 관련 항목 치수 

경향

남녀 학령기 아동의 손 관련 19개 항목에 대하여 성

별, 연령별 치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각 연령에서 성

별에 따른 유의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

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3>에, 손길이와 손둘레의 분

포 산점도를 <Fig. 1>에 제시하였다.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손길이는 최소 118 mm에서 

최대 197 mm 사이에, 손둘레는 최소 124 mm에서 240 

mm 사이에 분포하였다. 각 연령대의 대부분 항목에서 

남아의 치수가 여아의 치수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t-test

의 검정결과는 항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손

길이와 손가락길이 항목에서는 남녀 간의 유의차를 나

타낸 항목은 많지 않았는데, 특히 7세와 12세, 13세 아

동에서는 손길이와 손가락길이 관련 모든 항목에서 

남아와 여아의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손둘

레와 손가락둘레, 손가락너비 항목에서는 대부분의 

연령에서 p<.01 수준의 성별에 따른 유의차를 나타냈

다. 가장 많은 연령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차를 나타낸 

항목은 첫째 손가락의 위쪽 관절둘레, 둘째 손가락과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의 위쪽 관절너비로서 손가

락의 아래보다 위쪽에서 학령기 아동의 성별 치수 차

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항목에서 성별 간의 유의차를 나타낸 연

령은 11세 아동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11세

까지는 손 관련 항목의 성별의 차이가 없다가 12세부

터 점차 성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 Kee(2011)의

Sex

Age 
Male Female Total

7  55 (    5.2)  71 (    6.7)  126 (  11.9)

8  99 (    9.4)  86 (    8.1)  185 (  17.5)

9  80 (    7.6)  77 (    7.3)  157 (  14.9)

10  98 (    9.3)  91 (    8.6)  189 (  17.9)

11  95 (    9.0) 111 (  10.5)  206 (  19.5)

12  70 (    6.6)  84 (    8.0)  154 (  14.6)

13  22 (    3.8)  18 (    1.7)   40 (    3.8)

Total 519 (  49.1) 538 (  50.9) 1,057 (100.0)

Table 1. Age and sex distribution of research subjects

Unit: Person (%)

Dimension
Finger

Hand
1st 2nd 3rd 4th 5th

Length

FL11

FL12

FL13

FL2 FL3 FL4 FL5 HL1

Breadth
FB21

FB22

FB31

FB32

FB41

FB42

FB51

FB52

Circumference
FC11

FC12
HC1

Table 2. Dimension of hand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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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Sex
Dimension

7 8 9 10 11 12 13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HL1
Mean 140.7 139.5 146.2 143.1 150.5 151.6 157.3 158.1 162.1 165.1 171.5 169.7 176.9 171.6 

t-value  .794 2.856** ‒.926   ‒.615 ‒2.606** ‒1.125 1.932

FL2
Mean 54.2 54.9 56.8 56.5 59.0 60.4 61.7 63.5 63.8 66.6 68.3 69.5 69.9 70.3 

t-value ‒1.053 0.445 ‒1.810 ‒2.591** ‒4.131*** ‒1.426 ‒.252

FL3
Mean 61.1 61.4 64.2 63.3 66.3 67.5 69.6 71.2 72.0 74.7 77.1 77.2 78.9 78.3 

t-value ‒.391 1.223 ‒1.582 ‒2.147* ‒3.912*** ‒.107 0.383

FL4
Mean 55.8 56.1 58.5 57.8 60.2 61.9 63.1 63.8 66.0 67.5 70.3 70.1 71.8 71.4 

t-value ‒.411 1.061 ‒2.581**   ‒.994 ‒2.057* 0.224 0.231

FL5
Mean 42.2 42.2 43.6 42.6 44.9 45.5 47.2 47.6 49.0 50.2 52.0 51.8 53.7 53.3 

t-value ‒.007 1.653 ‒1.039   ‒.617 ‒1.831 0.280 0.243

FL11
Mean 75.6 76.2 79.0 77.8 83.3 83.0 86.6 87.1 89.4 91.0 95.8 94.4 99.6 95.9 

t-value ‒.370 1.344 0.267   ‒.537 ‒1.894 1.213 1.610

FL13
Mean 34.6 34.3 36.0 36.2 37.4 37.9 39.1 40.2 40.3 42.0 43.3 43.5 45.7 44.7 

t-value   .571 ‒.312* ‒1.111 ‒1.840 ‒3.453***   ‒.416 0.606

FL12
Mean 25.5 23.8 25.4 24.2 25.7 25.1 26.7 24.9 26.7 26.2 26.8 26.3 29.3 24.9 

t-value 2.545 2.135*** 1.171 3.075** 0.941 0.909*** 4.029***

HC1
Mean 152.5 149.0 159.3 151.4 160.4 158.4 168.0 164.7 172.8 169.4 179.7 173.4 182.7 176.8 

t-value 2.632** 6.341*** 1.559 2.419* 2.663** 4.100*** 1.944

FC11
Mean 38.1 35.9 38.7 36.2 38.6 36.5 40.2 37.8 40.7 38.6 41.4 38.7 41.5 38.6 

t-value 4.742*** 5.742*** 4.629*** 5.600*** 4.817*** 5.768*** 3.156**

FC12
Mean 49.0 46.8 51.1 47.7 50.7 49.3 53.5 51.7 54.8 53.4 56.8 54.0 58.0 56.1 

t-value 4.028*** 6.420*** 2.552* 3.024** 2.504* 4.565** 1.425

FB22
Mean 14.2 13.5 14.7 13.5 14.7 14.3 15.7 15.1 16.2 15.9 16.9 16.2 17.1 16.4 

t-value 3.619*** 6.507*** 2.080* 2.629** 1.502 3.085** 1.404

FB32
Mean 13.9 13.1 14.7 13.4 14.6 14.2 15.6 15.0 16.3 15.7 16.6 15.9 16.9 16.2 

t-value 4.097*** 6.023*** 1.571 2.710** 2.863** 3.181*** 1.607

FB42
Mean 12.7 12.3 13.5 12.6 13.6 13.3 14.4 13.9 15.2 14.6 15.6 14.9 16.0 15.3 

t-value 2.575** 4.503*** 1.517 2.292* 3.274*** 3.356*** 1.569

FB52
Mean 11.9 11.4 12.4 11.5 12.4 11.8 13.1 12.5 13.6 12.9 14.0 13.3 14.4 13.7 

t-value 3.014** 6.212*** 3.701*** 3.174** 4.972*** 3.882*** 1.820

FB21
Mean 10.9 10.4 11.4 10.6 11.4 11.0 11.9 11.4 12.3 11.7 12.9 12.2 13.6 12.6 

t-value 3.296*** 6.200*** 3.594*** 3.665*** 3.916*** 4.378*** 3.240**

FB31
Mean 11.3 10.7 11.6 10.8 11.6 11.4 12.3 11.9 12.8 12.4 13.5 12.8 14.0 13.1 

t-value 4.687*** 6.080*** 1.150 2.589** 3.033** 4.717*** 2.316*

FB41
Mean 10.9 10.1 11.2 10.5 11.3 10.7 11.7 11.1 12.4 11.6 12.9 12.1 13.3 12.5 

t-value 5.272*** 4.975*** 3.851*** 4.048*** 5.799*** 4.931*** 2.830**

FB51
Mean 9.9 9.1 10.1 9.3 10.2 9.6 10.7 10.1 11.2 10.5 11.5 10.7 12.0 10.6 

t-value 4.140*** 5.694*** 4.330*** 3.848*** 4.989*** 4.468*** 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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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T-test of sex difference in hand measurement of school-aged children                Uni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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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와 상이하였다. Kee(2011)의 연구는 2008년 

기술표준원의 측정자료로, 유사한 시기에 동일 기관에

서 측정된 두 자료가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동일 항목의 측정데이터에서 다

른 결과는 표집 기간 및 표본, 측정기간과 측정시간, 측

정방법의 차이와 측정오차 등 여러 변수가 가능하므

로 본 분석에서 결과된 차이의 판단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녀의 치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의차가 

없는 손길이 관련 항목들을 살펴보면 유의차가 큰 손

둘레, 손너비 등 부피 관련 항목에 비해 5배 또는 그 이

상의 표준편차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손길이와 손가락길이는 남녀 아동에게 있어 개인차가 

심한 부위로 비교적 개인차가 적은 손가락의 부피항

목에 비해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에 따라 일관된 장갑의 길이

보다는 개인의 다양한 치수를 반영한 장갑의 길이를 

설계 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학령기 아동의 

손길이와 손둘레 치수의 분포 산점도에서는 손길이와 

손둘레가 선형관계를 유지하며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손둘레의 분포에서 여아는 보다 작은 치수

에서, 남아는 보다 큰 치수에서 비교적 많이 분포되어 

이러한 남 · 여아의 항목별 치수 분포 차이가 아동의 장

갑 디자인에서 반영되어야 할 정보로 판단된다.

 

2. 손 관련 항목을 이용한 학령기 아동의 손 구

조요인 분석

손은 인체 중 크기에 비해 가장 많은 뼈로 구성된 부

위로서 치수 적합성이 민감하게 요구되어 구조요인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여전히 손 관련 항목 및 

구조요인에 대한 특성 정보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

는 손 관련 항목들의 구조적인 정보를 요약하고 동질

적, 상호 독립적인 항목을 정의하고자 주성분 모형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고유값(Eigenvalue)이 

1.000 이상인 요인을 기준으로 추출하였으며 Varimax 

직교방법에 의한 반복 회전을 시행하였다. 남아와 여아

를 분리하여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회전 행렬을 통

하여 집약된 요인은 남·여아 모두 3개의 요인이며 각 

요인에 동일한 항목들이 유사한 적재 양상으로 집약

되었다(Table 4).

추출된 요인이 설명할 수 있는 총 분산은 남아 

80.871%, 여아 81.752%로 남아와 여아 모두 높은 설

명력으로 집약된 것을 알 수 있다. KMO 측도 및 Bar-

tlett의 구형성 검정을 통하여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Fig. 1. Size distribution of hand length and hand circumference of school-aged children.

mm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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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결과, 남아는 .944의, 여아는 .954의 매우 높은 

KMO 측도로 결과되어 표본 적합도가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또한 남아, 여아

의 분석 모두 .000의 유의확률을 보여 분석 결과가 유

효함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높은 적재량으로 집약된 

첫째 요인의 고유값은 남 · 여아 각각 7.822, 7.769로 남

아 41.171%, 여아 40.88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손둘

레(HC1), 둘째와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의 너비

(FB21~FB52)와 첫째 손가락의 둘레(FC11, FC12) 등 

11개 항목이 포함되어 손과 손가락의 부피에 관여하는 

수평 항목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손과 손가락의 수평 

치수 요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둘째 요인의 고유값은 

남 · 여아 각각 6.435, 6.646으로 남아는 전체 항목의 

33.869%를, 여아는 34.979%를 설명하고 있다. 이 두 항

목의 누적 설명력은 남 · 여아 각각 75.039%, 75.868%

에 이르며 요인 1과 요인 2만으로도 손의 구조를 설명

하는데 전체 요인설명력의 90%가 넘는 큰 비중을 차

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손길이(HL1)와 둘째, 셋째, 넷

째, 다섯째 손가락의 길이(FL2~FL5), 첫째 손가락에

서 손목에 이르는 길이(FL11), 손등 쪽에서 측정한 엄

지 위쪽 관절까지의 길이(FL13) 등, 7개 항목이 포함되

어 손과 손가락의 수직 치수 특성에 관여하는 요인으

로 정의할 수 있다. 마지막 셋째 요인에는 첫째 손가락 

시작 부분에서 둘째 손가락 시작 부분에 이르는 길이

(FL12)만이 남 · 여아 각각 1.108, 1.118의 고유값을 확

보하며 단일 항목으로 집약되어 남아는 5.832%, 여아

Factor

Dimension 

Male Female

1 2 3 1 2 3

FB32 .857 .280  .124 .851 .331  .124

FB22 .841 .353  .056 .846 .390  .099

FC12 .836 .330  .146 .830 .375  .082

FB42 .816 .387  .096 .786 .429  .106

FB31 .800 .421  .064 .809 .412  .087

HC1 .787 .530  .022 .775 .558 ‒.007

FB21 .767 .397  .024 .761 .412  .032

FB52 .765 .364  .048 .798 .372  .063

FB41 .756 .384  .015 .780 .352  .043

FC11 .753 .050 ‒.152 .665 .084 ‒.335

FB51 .725 .343  .066 .711 .338  .048

FL2 .258 .903 ‒.014 .352 .890  .003

FL3 .325 .889  .036 .371 .880  .070

FL4 .336 .875  .039 .335 .883  .053

FL5 .298 .843 ‒.045 .339 .833 ‒.056

FL11 .414 .796  .048 .379 .816  .033

HL1 .518 .790  .171 .502 .818  .135

FL13 .315 .780  .190 .317 .801  .124

FL12 .059 .078  .975 .095 .092  .949

Eigenvalue 7.822 6.435 1.108 7.769 6.646 1.118

Variance (%) 41.171 33.869 5.832 40.888 34.979 5.885

Accumulative variance (%) 41.171 75.039 80.871 40.888 75.868 81.752

KMO's measure 0.944 0.954

Significance level of Bartlett test .000 .000

Table 4. Factor analysis of hand dimensions of school-age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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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885%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단일 항목만으

로 1.000 이상의 고유값과 5.000%가 넘는 설명력을 가

져 이 항목 역시 손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무시될 수 없

는 상호 독립적인 항목임을 알 수 있다. 엄지에서 검지 

사이의 길이는 손의 동작을 조력하는 중요한 부위로 

치수가 적절하게 적용되지 않은 경우 손의 동작을 저

해할 수 있으므로 이 요인 역시 중요한 설계요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400 이하의 낮은 적재값을 가진 항

목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손둘레가 요인 1(남: .787, 여: 

.775)과 요인 2(남: .530, 여: .558)에, 손길이 또한 요인 

1(남: .518, 여: .502)과 요인 2(남: .790, 여: .818)에 각각 

높은 적재값을 나타내며 교차 적재되었다. 요인분석

에서는 적재값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2개 이상의 요인

에서 높은 적재값으로 교차 적재될 경우 이러한 항목

을 제거하고 요인분석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이는 후

속 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에 의한 오류

를 예방하고 집중 타당성 및 판별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권장되기 때문이다(Jeon, 2021). 그러나 

요인분석은 검정 통계가 아닌 요약 분석으로, 항목 특

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 없이 권장된 방법만을 고수

하는 것은 오히려 치수 설계에 기여가 큰 항목이 제거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영역별 전문적인 가치를 훼손

시킬 우려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요인에서 높은 적

재값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갑의 제작 시 가장 중

요한 항목으로 고려되는 손둘레와 손길이를 제외하지 

않고 분석에 포함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손둘레, 손

길이 항목은 수평적 요인 또는 수직적 요인 등, 상호 독

립적인 항목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손의 크기에 관여하

는 복합적인 항목으로서의 특성을 이해하고 제품 설

계 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학령기 아동의 연령별 구조요인의 차이 분석 

학령기 아동의 연령별 손 관련 치수의 차이를 분석

하기 위하여 남아와 여아의 요인분석으로부터 도출

된 각 요인점수에 대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

OVA)을 실시하였으며 연령 집단 간 유의차가 발생한 

집단 개개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Duncan-test에 의

한 다중비교검정을 시행하였다(Table 5). 손 관련 수평 

치수 특성인 요인 1과 수직 길이 특성인 요인 2에서는 

p<.001 수준의 연령별 유의차가 나타난 반면, 첫째 손

가락 시작 부위에서 둘째 손가락 시작 부위에 이르는 

길이인 요인 3에서는 연령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Duncan-test에 의한 다중비교에 의하면 손의 

길이 특성인 요인 2에서는 7세(E 집단)에서 13세(A 집

단)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차이가 명확한 것을 알 수 있

었다. 그러나 손의 부피 특성인 요인 1에서는 요인 2보

다는 집단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덜 명확하였으며 남

아의 경우 8세가 9세보다 우세한 집단에 속하는 등, 연

령에 따른 차이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성 차이도 기여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에 따른 아

동용 장갑을 설계하는 경우 연령층을 반영하거나 제

외하여야 하는 항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Age

    FactorSex

7 8 9 10 11 12 13 F-value

Male 

1 ‒.72 (D) ‒.56 (C) ‒.70 (D) ‒.39 (BC) ‒.39 (AB) ‒.17 (A) ‒.08 (A) 13.390*** 

2 ‒1.69 (E) ‒1.42 (D) ‒1.07 (C) ‒.84 (BC) ‒.61 (B) ‒.01 (A)  .21 (A) 63.977*** 

3 ‒.05 (B) ‒.07 (B) ‒.06 (B) .12 (B)  .11 (B)  .06 (B)  .58 (A)   2.422 

N (=519) 55 99 80 98 95 70 22

Female

1 ‒1.17 (C) ‒1.15 (C) ‒1.07 (C) ‒.85 (B) ‒.74 (AB) ‒.70 (AB) ‒.59 (A) 12.781*** 

2 ‒1.43 (E) ‒1.22 (E) ‒.76 (D) ‒.45 (C) ‒.09 (B) .23 (A) .39 (A) 82.011*** 

3 ‒.44 (B) ‒.35 (AB) ‒.22 (AB) ‒.26 (AB) ‒.05 (A) ‒.07 (A) ‒.33 (AB)   2.431

N (=538) 71 86 77 91 111 84 18

***p<.001

The groups as the result of Duncan-test are listed in the order of A>B>C>D>E. 

Table 5. One-way ANOVA of factor scores by ages of school-age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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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용 장갑 치수 규격 설계를 위한 분포 분

석 및 제안

장갑의 치수 규격이 제시되어 있는 JIS S 4051:2009 

(JSA, 2021)와 GB/T 16252-1996(China People's Repu-

blic of China National Standard, 1996)의 규격을 참고

하여 손길이와 손둘레 치수로부터 학령기 아동의 교

차 분포 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장갑의 치수 제안을 

시도하였다. 현재 성별, 연령별 사이즈의 구분이 없이 

판매되고 있는 시판 아동 장갑 현황을 고려하여 세분

화된 사이즈 체계보다는 현실성 있는 치수 규격을 제

안하고자 하였다. 각 분포의 급간은 10 mm로 설정하

였으며 성인의 치수 분포를 함께 제시하여 아동용 장

갑에서 성인 장갑으로 이동되는 치수 구간을 함께 제

시하였다.

남아의 손둘레, 손길이 분포와 성인 남성의 해당 항

목 분포를 중합하여 <Table 6>과 같이 제시하였다. 손

길이에서는 170 mm 구간부터, 손둘레에서는 180 mm 

구간부터 성인 남성과 동일 구간의 치수가 나타나고 

있으며 519명의 남아 중 153명이 성인 남성의 손크기

와 중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아의 손둘레, 

손길이 분포와 성인 여성의 해당 항목 분포를 중합한 

분포도는 <Table 7>과 같다. 손길이와 손둘레 모두 

160 mm 구간부터 성인 여성과 동일 구간의 치수가 발

견되고 있다. 538명의 여아 중 과반인 296명이 성인 여

성의 손크기와 중복되어 아동에만 속한 분포가 오히려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손길이 180 mm, 손

둘레 210 mm의 구간에 속하는 1개의 케이스는 성인 

여성의 분포 구간을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아동

의 치수에서 성인의 치수를 벗어나는 극단치가 존재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남 · 여아의 손길이와 손둘

레 분포는 작은 치수 구간에서는 서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큰 치수 구간에서는 그 분포의 차이가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동 장갑의 치수 규격 설계를 위하여 성별 구분 없

이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손둘레, 손길이 분포에 성인 

남성과 여성의 해당 항목 분포를 중합하여 <Table 8>

과 같이 제시하였다. 성별 구분이 없는 통합 분포 표에

서는 성인 여성의 치수 구간에서 제외되었던 여아의 

케이스가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이 구간이 성인 

남성의 치수 구간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시판 성인 장갑의 경우, 성별을 구분하여 제작, 판매되

는 제품이 일반적인 것을 고려할 때 성인 남자의 치수 

규격에 대한 적용 여부는 성인의 손 치수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다시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시판 아동용 장갑의 현황을 고려하여 성별 구

분을 두지 않으면서 큰 치수의 분포가 성인용 장갑과 

통합될 가능성을 포함한 아동용 장갑의 사이즈 규격을 

<Table 9>와 같이 제안하였다. 사이즈 체계는 세분화

된 의류보다는 융통성에 비중을 둔 팬티스타킹(KATS, 

2019e)의 치수 체계를 참고하여 제안하였다. 사이즈 S

에는 손둘레 140~150 mm, 손길이 130~140 mm의 사

이즈로 84명이 속하며 아동의 10%에 못 미치는 집단

이나 작은 손의 아동을 위해 필수적이며 유아의 손 치

수 관련 분석이 후속될 경우, 유아의 큰 사이즈와 통합

하는 규격으로 제안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손둘레 

150~170 mm, 손길이 140~170 mm의 구간에 속하는 사

이즈 M에는 과반인 524명이 속하여 아동의 손을 대표

하는 사이즈로 판단되며 제품의 용도에 따라 이 구간

의 세분화가 요구될 수 있다. 손둘레 170~190 mm, 손

길이 160~180 mm의 구간에 해당하는 사이즈 L은 성

인의 치수 분포 구간과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구간의 장갑 제작 시 성장이 빠른 아동들은 성인 장갑

의 착용도 가능하겠지만 성별 구분이 없는 아동용 빅 

사이즈 장갑으로 설계된다면 성인의 전형적인 스타일

이나 성별이 구분화된 장갑을 선호하지 않은 성인들

의 니즈 역시 해결할 수 있는 사이즈 구간으로 사료된

다. 4~17세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손 치수 규격(China 

People's Republic of China National Standard, 1996)에

서도 손길이의 구간을 110~200 mm 구간까지 설정하

여 성인 제품과의 치수 연계를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

며 본 연구에서의 제안이 실용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상의 사이즈 체계에서는 총 1,057명의 손 사이

즈 중 소외되는 7명이 존재하며 극단치를 배려하는 장

갑 설계를 위한 방안 또한 필요함을 함께 피력한다.

 

IV. 결론및제언

다양한 의류와 의류 관련 제품들의 표준규격을 통

하여 생산자는 소비자의 인체 특성을 반영한 제품을 

제작, 공급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치수 규격의 제품을 쉽게 찾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현재까지도 범용 장갑의 치수 관련 KS규격은 

제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장갑은 의류에 비해 치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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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1

HL1

140 150 160 170 180 190 200 210 220 230 240 N

130 3 2 5

140 21 26 7 54

150 22 61 43 4 130

160 1 36 70 33 1 141

170 5 31 54 26 2 118

180 2 18 24 4 48

190 1 8 11 2 22

200 1 1

210

220

N 3 46 128 153 110 60 17 2 519

Table 6. Cross-analytical distribution map of boys and

men's hand size                               Unit: mm

Boys Men

   

HC1

HL1

140 150 160 170 180 190 200 210 220 230 N

130 3 4 7

140 7 44 18 1 70

150 3 37 60 11 111

160 5 48 78 11 4 146

170 12 46 48 8 114

180 13 47 16 1 1 78

190 3 5 8

200 1 2 1 4

210

N 13 90 138 149 110 35 2 1 538

Table 7. Cross-analytical distribution map of girls and wo-

men's hand size                                 Unit: mm 

Girls Women

HC1

HL1

140 150 160 170 180 190 200 210 220 230 240 N

130 6 6 12

140 7 65 44 8 124

150 3 59 121 54 4 241

160 6 84 148 44 5 287

170 17 77 102 34 2 232

180 15 65 40 5 1 126

190 4 13 11 2 30

200 1 3 1 5

210

220

N 16 136 266 302 220 95 19 3 1,057

Table 8. Cross-analytical distribution map of children and

adults' hand size                                 Unit: mm

Children Adults

   

HC1

HL1

140 150 160 170 180 190 200 210 N

130 6 6 12

140 7 65 44 8 124

150 3 59 121 54 4 241

160 6 84 148 44 5 287

170 17 77 102 34 2 232

180 15 65 40 5 1 126

190 4 13 11 2 30

200 1 3 1 5

N 16 136 266 302 220 95 19 3 1,057

Table 9. Proposed size spec distribution of school-aged

children                                            Unit: mm

S Small M Medium L Large

Adults Excluded

S

M

L

 

허용치수 범위가 좁아 치수 적합성이 민감하게 요구

되는 피복류로서 착용감이 좋은 장갑을 제작하기 위

해서는 성장 단계별로 손의 측정치를 확보하고 이로

부터 손의 형태 및 치수 분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아동의 장갑 설계를 위한 탐색적 연구로

서 동작이 크고 활발한 학령기 아동의 손 관련 항목에 

대하여 연령별 변화 추이 및 성별의 차이를 파악하고 

아동용 장갑 설계에 요구되는 아동의 손 치수 분포를 

제시함으로써 아동 장갑의 표준규격 설계에 활용 가

능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제6차 

한국인인체치수조사(KATS, 2010)의 7~13세 학령기 

남 · 여아 1,057명의 손 관련 19개 3D 측정항목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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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령기 아동의 각 연령층에서 성별에 따른 유

의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 관련 19개 항목에 대한 t- 

test를 실시한 결과, 손 관련 길이 항목에서는 남녀 간

의 유의차를 나타낸 항목은 많지 않았으나 손 관련 둘

레와 너비 항목에서는 대부분 연령층에서 p<.01 수준

의 유의차를 보여 손 관련 항목에서 길이보다는 둘레

와 너비에서 아동의 성별차가 큰 항목임을 알 수 있었

다.

둘째, 남 · 여아의 손 관련 19개 측정항목에 대하여 

주성분 모형의 요인추출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남아와 여아 모두, 세 요인에 동일한 항목들로 

집약되었다. 요인은 각각 손과 손가락의 너비, 두께 등 

수평 치수 요인, 손과 손가락의 길이 등 수직 치수 요

인, 첫째 손가락 시작 부위에서 둘째 손가락의 시작 부

위에 이르는 길이 요인으로 판단되었다. 추출된 3개 

요인이 설명할 수 있는 총 분산은 남아 80.871%, 여아 

81.752%로 남아와 여아 모두 높은 설명력을 가지며 집

약되었다.

셋째, 아동의 손 관련 치수에 대한 연령별 차이를 

분석하고자 남아와 여아의 요인분석으로부터 도출

된 각 요인점수에 대하여 일원분산분석 및 Duncan- 

test에 의한 다중비교를 시행한 결과, 손 관련 수평 치

수 특성인 요인 1과 수직 길이 특성인 요인 2에서는 p< 

.001 수준의 연령별 유의차가 나타난 반면, 첫째 손가

락 시작 부위에서 둘째 손가락 시작 부위에 이르는 길

이인 요인 3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손

의 길이 특성인 요인 2에서는 연령별 차이가 명확하였

으나 손의 부피 특성인 요인 1에서는 요인 2보다는 연

령간의 유의차가 상대적으로 덜 명확하여 장갑 설계 

시 연령층에 따라 반영되어야 할 항목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넷째, 아동의 손길이와 손둘레 치수를 이용하여 교

차 분포 표를 제작하고 이를 성인의 분포와 함께 비교

한 결과, 아동의 손길이와 손둘레 치수 분포에서 성인

의 치수 분포와 중복되는 치수 영역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에 성인의 치수 구간을 포함하여 학령기 아동의 

장갑 사이즈 규격을 제안하였다. 유아와 아동, 성인의 

손 치수를 통합 분석하여 각 치수 구간의 중복된 부분

을 정리하고 연령대를 연장한 규격을 설계한다면 실

용적이면서도 활용 가능한 규격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장갑 및 손 항목의 치수 분석이 부족한 시

점에서 아동의 손 관련 치수 분포 양상과 함께 성인의 

치수 규격과 독립되거나 연결 가능한 치수 분포를 밝

힘으로써 향후 장갑의 표준규격 설계에 유효한 정보

를 제공하고자 시도한 부분에 그 의의를 둔다. 본 연구

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되지 않은 유용한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에서는 손 관련 

부피 항목이, 연령에 따른 차이 분석에서는 손 관련 길

이 항목이 더욱 집단 간 명확한 차이를 나타내어 아동 

장갑 설계 시 제품 용도와 대상에 따라 적용 항목을 달

리할 명분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요인분석에서 남녀

의 집약 양상의 차이가 명확한 것으로 제시되었던 성

인, 또는 인체 전반의 치수 분석과는 달리 남아와 여

아 모두 동일한 요인 집약 양상을 보여 아동 장갑의 치

수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특성의 공통성을 발견하였

다. 그러나 분석된 제6차 한국인인체치수조사(KATS, 

2010)의 19개 항목 중에는 첫째 손가락의 총 길이가 측

정되지 않았으며 첫째 손가락은 둘레, 다른 손가락은 

너비로 측정되는 등, 일관성 있는 측정항목 정보가 결

여되어 본 연구결과를 장갑 설계에 바로 적용하는 데

는 제한점이 있음을 밝힌다. 한국인인체치수조사 시 

일관된 세부 항목이 보강된다면 장갑뿐 아니라 다양

한 손 관련 제품의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학령기 아동은 통상 초등교육을 받을 의무가 발생

하는 연령, 즉 만 6세에서 만 12세까지에 해당하는 아동

으로 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데(“학령기 아동 [School 

age children]”, 2009),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령기 아동 

데이터는 7세에서 13세로 연령 값을 제시하고 있다. 이

는 제6차 한국인인체치수조사(KATS, 2010)에서 측정 

당시의 연령을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로 환산한 것으

로 추정되며 동일 측정 데이터의 연계성을 위해 연령 

값의 변환 없이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본 연구의 제한

점과 더불어 측정 당시 생년월 등의 데이터가 확보되

었다면 연구자의 연구 의도에 부합되는 연령 환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기 인체치수조사에서는 

개인정보가 보호된 수준에서의 인적 데이터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개개인의 연구로는 불가능한 전

문적이고 대규모의 한국인인체측정에서 앞서 언급한 

치수 항목 및 정보의 보강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다각

적이고 심도 있는 손 관련 연구가 후속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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