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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ody measurement was first made with the subjects of 193 males in their 20s residing in

the Ningbo area, Zhejiang Province in China. In this first report, lower body shapes were

classified and discriminated by using anthropometric measurement indices and lower body

analysis. The following sums up the research:

1. Compared with the average values of Korean males in their 20s, the Chinese subjects

were characterized with thinner waist, more flat hip, and smaller midthigh.

2. The subjects of Chinese males in their 20s showed three types of lower bodies:

H-Round Type (25.91%) thick waist-abdomen, round cross-section waist-abdomen, and―

small waist-hip difference.

A-Trapezoid Type (34.72%) small width of omphalion waist-abdomen, average―

cross-section waist-abdomen, and large waist-hip difference.

A-Balance Type (39.38%) average width of omphalion waist-abdomen, flat cross-section―

waist-abdomen, and large waist-hip difference.

3. Seven useful variables for the categorization of the subjects' lower body types were

chosen through stepwise discriminant analysis, and the hit ratio of discrimination was

96.89%.

Key Words 중국 남성 절강성 영파시: Chinese males ( ), Zhejiang Province ( ), Ningbo ( ),

하반신 형태 직접측정lower body shapes ( ), anthropometric measurement ( )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제 권 호10 5

106

서 론.Ⅰ

세계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년 교역규모가2001

세계 위인 중국이 년이 되면 세계 위의 교10 2020 2

역 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

억 인구를 바탕으로 의류 소비국으로서 또13 ,

생산기지로서 글로벌 마켓으로서의 중국의 무한,

한 잠재가능성은 향후 의류 선진 국가들의 국제경

쟁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2).

년 시장점유율에 있어서 여성복은 중국 의2005

류 시장의 로 년 이래로 상승하여35% 2000 0.4%

퍼센트 측면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남성복은 점유율로, 22%

년 이래로 로 상승으로 한계 수익에 도2000 0.9%

달하였고 현재 의류시장 점유율 위이다 판매고, 2 .

의 경우 남성복 분야가 로 가장 빠른 성장세61.7%

를 보이며 남성복 언더웨어 나이트웨어 여성복, , & ,

세 분야의 수익은 전체 의류 마켓의 에 해당54.3%

한다3) 중국 도시의 남성복 소비량은 연평균. 11%

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년 소비량은 최저, 2005

억 벌로 예측할 수 있다17.54 4).

년 월 한중 수교이후 중국에 대한 투자 및1992 8 ․
수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의류학 분야의 선행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 의

류소비자 특성 연구5),6),7),8) 체형 연구, 9),10) 의류치,

수규격 연구11) 원형 연구, 12),13) 등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인의 체형연구와 의류치수규격.

및 원형제작 등의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대부분의 연구가 여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

국 남성을 대상으로 한 하반신 체형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14)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소

비자가 선호하는 패션은 중국 프랑스(25%) >

이탈리아 한국 기타(22%), (22%) > (12%) > (19%)

순이었으며 한국 상품 보유율에 있어서는 셔츠,

액세서리 바지 신(15.2%) > (14.8%) > (12.3%) >

발 순으로 나타났고 한국 패션 선호도에(10.7%) ,

있어서는 대 대 대20 (13.7%) > 30 (10.9%) > 40

순으로 나타나 대 연령에서의 선호가 높은(8%) 20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심부자 등15)의 중국 남성 기성복 정장에 관한 실

태 조사에 의하면 기성복 중 잘 맞지 않는 아이템

으로는 정장바지 정장재킷이 가장 높았으며 가장,

적합성이 낮은 의복 치수는 허리둘레로 조사되었

다 또한 재킷에 비하여 바지에 대한 만족도가 다.

소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수정도 요구되며 대, 30

이상의 연령그룹보다 대 그룹에서의 치수만족도20

가 떨어지므로 연령그룹에 따른 사이즈스펙 개발

도 요구된다고 하였다.

인체 중 하반신은 근육 및 지방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으로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는 부위16)로 특

히 같은 크기를 가진 집단 내에서도 허리둘레선에

서 대퇴부에 이르는 하반신의 형태는 다양하며 크,

기 차에 의한 체형분류는 이러한 하반신 형태를 제

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하였다17).

석혜정18)은 대 남성 체형 연구에서 절대치는20

단지 특정 부위의 크기만을 표시한 것이지만 지수,

치는 지수를 계산함으로써 인체의 프로포션을 나

타내 인체를 구성하므로 지수치로 변환하는 것이

절대치의 경우보다 형태를 나타내는 요인이 더 쉽

게 도출된다고 하였다 또한 최유경. 19)은 맞음새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성복 치수 규격을 설정하기 위

해서는 체형의 형태적 유형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형태적 특징을 반영시켜 유형별로 치수 구

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성복 치수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형을 형태적 요인이 포함되도

록 세분화한 후 크기를 고려한 체형 파악이 필요하

다.

유해경20)은 중국 의류소비자 특성 고찰에서 중

국은 다양한 소비 계층과 지역차이가 존재하여 세

분화가 필수적인 시장이라서 세분화에 따른 표적

시장 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target market)

구체적인 정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년 중국 의류 수출 강은 광동성 절강성2004 5 , ,

강소성 상해 산동성이며 이 강의 수출은 전체, , , 5

수출의 이며 이중 절강성이 를 차지한다74% , 17% .

년 중국 의류의 수출은 절강성과 강소성이 각1999

위였으나 현재는 이미 상해를 제치고 위를3,4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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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으며 광동성을 쫒고 있는 추세이다 특.

히 절강성 패션은 영파 온주 항주가 이끌고 있는, ,

데 영파와 온주는 남성패션에 우세하고 항주는 여,

성패션을 경제 성장의 포인트로 선택하고 있다 또.

한 영파는 주요 수출 도시이며 세계 남성 패션의,

중요한 생산기지 중 하나이다21).

이상에서와 같이 중국 남성에 대한 하반신 체형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특히 한국 상품 가운데,

높은 보유율을 보이는 바지가 맞음새 측면에서 가

장 적합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대. 20

연령 그룹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비해 치수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령대에서의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하반신의 형태적 특징을.

반영시켜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절대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크기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측정치를 지수화 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

다.

본 연구는 중국 의류 수출 강 지역인 절강성 영5

파 지역에 거주하는 대 남성을 대상으로 하반신20

체형 특징을 파악하고자 차적으로 직접측정치의1

지수치를 사용하여 하반신 형태를 유형화 하고, 2

차적으로는 간접측정치를 사용하여 하반신 형태를

분류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의 하반신 형태 분.

류 결과를 토대로 각 유형별 크기에 의한 체형 분

류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중국 수출용 바지 패

턴 제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번 차 연구에서는 중국 영파 지역에 거1

주하는 만 세 남성 명을 대상으로 인체20~29 193

측정을 실시하고 하반신 체형 분석과 직접측정치,

의 지수치를 사용하여 하반신 형태를 유형화하여

판별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

다.

중국 남성의 하반신에 대한 인체 측정치의 특1.

징을 분석한다.

중국 남성의 인체 측정치를 한국 남성의 평균2.

값을 기준으로 체형 특징을 비교검토한다.․

중국 남성의 하반신 체형을 형태적으로 유형3.

화하기 위하여 직접측정치의 지수치를 사용하여

체형요인을 추출하여 유형화하고 체형별 형태 특

징을 비교고찰한다.․
판별분석을 이용하여 하반신 체형 판별에 중4.

요도가 높은 항목을 선별하고 개인의 하반신 체형,

을 분류된 유형으로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분류함

수식을 제시한다.

연구내용 및 방법.Ⅱ

연구대상1.

본 연구는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중국2005 7 26 31

절강성 영파 지역에 거주하는 남성 명의 인체200

를 측정하였으며 자료 중 측정치가 미비하거나 불,

충분한 명을 제외한 명의 측정 자료를 사용하7 193

였다.

측정방법 및 항목2.

직접측정은 식 측정자를 이용하여 인체치Martin

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제 차 한국인 인체치수조5

사22)에 설정된 측정항목 및 측정법에 준하여 측정

하였다 직접측정항목 항목 지수항목 항목으. 45 , 18

로 총 항목이었으며 측정항목의 내용은 표63 < 1>

과 같다.

자료분석3.

자료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을SPSS/Win(ver12.0)

사용하였으며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 평균, , , K-

군집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 판별분석을 실시하, ,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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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직접측정 및 지수항목< 1>

구 분 항 목

직접

측정

항목

항목(45 )

높이항목

항목(10 )

키 허리높이 배꼽수준허리높이 배높이 엉덩이높이1. , 2. , 3. , 4. , 5. ,

샅높이 볼기고랑점높이 무릎중앙높이 장딴지높이6. , 7. , 8. , 9. ,

가쪽복사높이10.

둘레항목

항목(9 )

허리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11. , 12. , 13. , 14. ,

넙다리둘레 넙다리중간둘레 무릎둘레 장딴지둘레15. , 16. , 17. , 18. ,

발목둘레19.

길이항목

항목(8 )

엉덩이옆길이 엉덩이수직길이 둔부길이 무릎길이20. , 21. , 22. , 23. ,

허리수준 복사점길이 다리가쪽길이 샅앞뒤길이24. - , 25. , 26. ,

배꼽수준샅앞뒤길이27.

너비항목

항목(9 )

허리너비 배꼽수준허리너비 배너비 엉덩이너비28. , 29. , 30. , 31. ,

볼기고랑위치너비 넙다리너비 무릎너비 장딴지너비32. , 33. , 34. , 35. ,

발목너비36.

두께항목

항목(8 )

허리두께 배꼽수준허리두께 배두께 엉덩이두께37. , 38. , 39. , 40. ,

넙다리두께 무릎두께 장딴지두께 발목두께41. , 42. , 43. , 44.

기 타 몸무게45.

지수항목

항목(18 )

높이지수

항목(4 )

배꼽수준허리높이 엉덩이높이 키 배꼽수준허리높이 샅높이 키1. ( - )/ , 2. ( - )/ ,

엉덩이높이 배꼽수준허리높이 샅높이 배꼽수준허리높이3. / , 4. /

둘레지수

항목(3 )

엉덩이둘레 허리둘레 키 엉덩이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키5. ( - )/ , 6. ( - )/ ,

엉덩이둘레 배둘레 키7. ( - )/

길이지수

항목(4 )

엉덩이옆길이 키 둔부길이 키 샅앞뒤길이 키8. / , 9. / , 10. /

배꼽수준샅앞뒤길이 키11. /

너비지수

항목(3 )

엉덩이너비 허리너비 키 엉덩이너비 배꼽수준허리너비 키12. ( - )/ , 13. ( - )/ ,

엉덩이너비 배너비 키14. ( - )/

편평율

항목(4 )

허리두께 허리너비 배꼽수준허리두께 배꼽수준허리너비15. / , 16. / ,

배두께 배너비 엉덩이두께 엉덩이너비17. / , 18. /

결과 및 고찰.Ⅳ

중국 남성의 인체 측정치 분석1.

직접측정치에 대한 기술통계량1)

측정대상자 명에 대한 직접측정항목인 항193 45

목의 기술통계량과 변이계수(CV : Coefficient of

는 표 와 같다Variation) < 2> .

표 에서 보면 직접측정항목 중에서는 높이항< 2>

목보다 길이항목의 변이계수 값이 크며 특히 엉덩,

이옆길이와 샅앞뒤길이의 변이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너비항목보다는 두께항목의 변이계수.

값이 크며 허리두께 배꼽수준허리두께 배두께, , , ,

넙다리두께의 변이계수 값이 이상으로 높게10.0

나타났다 또한 허리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배둘. , ,

레 넙다리둘레 넙다리중간둘레에서 이상의 변, , 7.0

이계수 값을 가져 두께항목과 일치하는 둘레항목

에서도 개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높이 및 너비항목 보다는

두께 둘레 및 길이항목에서 개인차가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홍은희. 23)의 연구결과 골격의 구조와 상

관이 높은 높이 너비항목보다 근육이나 피하지방,

의 부착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 두께 둘레 및 길,

이항목에서 개인차가 더 크게 나타나 본 연구와 비

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허리에서 배 사이.

의 변이계수 값이 크게 나타난 것은 심부자24) 등이

중국 남성의 기성복 정장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허

리둘레가 치수 적합성이 가장 낮은 부위로 나타난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부위에서 개인차가

큰 것이 맞음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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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직접측정치에 대한 기술통계량< 2> (n=193)
단위 : ,㎝ ㎏

구분 통계량
항목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변이계수*

높이항목

항목(10 )

키 169.59 4.79 156.9 182.8 2.83

허리높이 105.35 3.53 94.2 114.4 3.35

배꼽수준허리높이 99.84 3.45 90.3 109.9 3.46

배높이 98.57 3.73 87.8 107.2 3.79

엉덩이높이 83.61 3.34 75.3 92.2 4.00

샅높이 77.45 3.06 68.3 84.1 3.95

볼기고랑점높이 74.99 3.08 65.9 82.8 4.11

무릎중앙높이 44.87 1.90 40.3 49.0 4.23

장딴지높이 32.18 1.66 27.5 36.8 5.16

가쪽복사높이 6.68 0.49 5.8 8.5 7.30

둘레항목

항목(9 )

허리둘레 73.22 5.45 59.4 94.5 7.44

배꼽수준허리둘레 75.56 5.74 62.5 98.7 7.59

배둘레 76.17 5.76 63.3 98.8 7.56

엉덩이둘레 90.45 4.23 77.8 103.5 4.68

넙다리둘레 53.32 3.92 43.8 63.6 7.35

넙다리중간둘레 46.08 3.56 38.0 58.0 7.72

무릎둘레 36.04 1.59 32.5 40.8 4.42

장딴지둘레 35.79 2.26 30.2 43.2 6.30

발목둘레 23.91 1.13 21.5 28.5 4.73

길이항목

항목(8 )

엉덩이옆길이 22.80 1.91 18.0 29.8 8.38

엉덩이수직길이 27.89 1.63 22.9 33.3 5.86

둔부길이 31.90 1.76 27.0 37.0 5.50

무릎길이 60.12 2.50 52.7 69.8 4.16

허리수준 복사점길이- 101.02 3.49 89.7 109.2 3.45

다리가쪽길이 106.41 3.77 94.6 115.3 3.54

샅앞뒤길이 74.98 5.21 60.6 92.6 6.95

배꼽수준샅앞뒤길이 63.96 3.66 55.0 77.0 5.72

너비항목

항목(9 )

허리너비 25.09 1.66 21.4 31.3 6.60

배꼽수준허리너비 26.89 1.85 21.8 34.2 6.88

배너비 27.14 1.73 21.8 33.6 6.36

엉덩이너비 31.67 1.26 28.1 36.2 3.98

볼기고랑위치너비 31.60 1.43 27.6 35.9 4.52

넙다리너비 15.03 1.04 12.4 17.6 6.90

무릎너비 10.30 0.61 8.7 12.4 5.88

장딴지너비 10.41 0.82 8.3 13.0 7.85

발목너비 5.40 0.32 4.7 6.6 5.93

두께항목

항목(8 )

허리두께 19.14 2.05 14.8 26.3 10.69

배꼽수준허리두께 18.85 1.89 14.7 26.0 10.01

배두께 19.04 1.91 14.9 26.2 10.01

엉덩이두께 21.57 1.60 17.9 26.9 7.43

넙다리두께 15.60 1.58 12.0 19.8 10.10

무릎두께 11.58 0.58 10.3 13.3 5.02

장딴지두께 10.99 0.70 9.1 13.6 6.39

발목두께 7.48 0.38 6.6 8.7 5.12

기 타 몸무게 61.03 7.00 45.0 84.8 11.47

변이계수* (CV: Coefficient of Variation)=
표준편차

평균
×100 **음영은 변이계수가 이상인 값을 나타낸다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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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남성의 인체 측정치 비교 결과2) ․
중국과 한국의 대 남성의 인체 측정치를 비교20

해 보기위해 제 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자료5

와 비교 가능한 항목인 높이 항목(Size Korea) 6 ,

둘레 항목 길이 항목 너비 항목 두께 항목7 , 5 , 3 , 3 ,

기타 몸무게 항목으로 총 항목에 대해 한국( ) 1 25

남성 대를 기준집단으로 모리슨 관계편차절선에20

의해 비교한 결과는 표 과 같다< 3> .

표 모리슨 관계편차절선에 의한 한중 측정치 비교< 3> ․
단위 : ,㎝ ㎏

구분

항목

한국 전국 측정치*

(n=679)

본 연구
측정치**
(n=193)

모리슨 관계편차절선
모리슨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2 -1 M 1 2σ σ σ σ

키 173.15 5.57 169.59 -0.64

허리높이 107.04 4.45 105.35 -0.38

배꼽수준허리높이 102.01 4.13 99.84 -0.53

엉덩이높이 84.95 3.70 83.61 -0.36

샅높이 79.38 3.65 77.45 -0.53

가쪽복사높이 6.89 0.50 6.68 -0.42

허리둘레 78.57 6.99 73.22 -0.77

배꼽수준허리둘레 80.51 7.29 75.56 -0.68

엉덩이둘레 94.66 5.35 90.45 -0.79

넙다리둘레 56.45 4.57 53.32 -0.68

넙다리중간둘레 51.62 4.14 46.08 -1.34

무릎둘레 37.06 2.07 36.04 -0.49

장딴지둘레 37.68 2.65 35.79 -0.71

엉덩이옆길이 21.17 2.38 22.80 0.68

엉덩이수직길이 27.65 2.84 27.89 0.08

다리가쪽길이 107.22 4.88 106.41 -0.17

샅앞뒤길이 76.64 5.91 74.98 -0.28

배꼽수준샅앞뒤길이 66.29 4.47 63.96 -0.52

허리너비 28.13 2.59 25.09 -1.17

배꼽수준허리너비 28.68 2.32 26.89 -0.77

엉덩이너비 33.14 1.67 31.67 -0.88

허리두께 20.39 2.36 19.14 -0.53

배꼽수준허리두께 20.08 2.25 18.85 -0.55

엉덩이두께 23.95 2.15 21.57 -1.11

몸무게 69.80 9.60 61.03 -0.91

기준집단 한국 전국 측정치 세* M ( ) : (Size Korea, 20~29 , 2004)
** 비교집단 본 연구 측정치 중국 세( ) : ( , 20~29 , 2005)

모리슨 값*** = 비교집단의 평균치 기준집단의 평균치-
기준집단의 표준편차

음영은 모리슨 값이 이하인 값을 나타낸다-1.00 .

표 에서 보면 엉덩이옆길이와 엉덩이수직길< 3>

이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한국 남성 평균에 비해

중국 남성이 작은 값을 가진다 중국 남성의 엉덩.

이옆길이가 길게 나타난 것은 너비항목 중 허리너

비의 모리슨 값이 로 한국 남성에 비해-1.17

이하의 편차범위를 나타내어 중국 남성은 허-1.00

리위치가 가장 들어간 부위로 한국 남성보다 잘록

한 형태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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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 남성의 엉덩이두께가 의 모리슨-1.11

값으로 한국 남성에 비해 엉덩이가 납작한 편에 속

하며 넙다리중간둘레의 모리슨 값이 로 넙, -1.34

다리 가운데 부위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남성은 넙다리

중간둘레 허리너비 엉덩이두께가 작아서 한국 남, ,

성에 비해 허리가 잘록하면서 엉덩이가 납작하고

넙다리 가운데 부위가 작은 하반신 체형 특징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신 체형 분류2.

중국 남성 하반신 체형을 구성하는 형태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하반신 직접측정치의 지수치를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얻어진 요인점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군집분석

을 실시하여 체형을 유형화하였으며 분류된 유형,

들의 지수치와 직접측정치에 대해 일원배치 분산

분석과 사후검정으로 를 실시하여 하Duncan-test

반신 체형을 유형별로 고찰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

과 같다.

하반신 체형 구성요인 추출1)

직접측정치에 의해 하반신 체형을 유형화 할 때

다리의 형태가 체형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허리에서 샅까지의 하반신 체간부를

중심으로 형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크기의 영향을.

가능한 배제하고 하반신의 형태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직접측정치의 높이 너비 둘레항목을 키로, ,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높이항목에 있어서 상반신,

과 하반신 구분은 남성의 바지 착용 시 실제 허리

위치인 배꼽수준허리높이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두께와 관련된 항목은 이미 둘레 및 너비에

서 반영되었으므로 두께항목은 너비항목으로 나눈

편평율을 사용하여 단면형태를 파악하도록 하였

다.

따라서 요인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높이지수 4

항목 너비지수 항목 길이지수 항목 둘레지수, 3 , 4 ,

항목 편평율 항목으로 총 항목으로 구성되었3 , 4 18

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모형을 이용하고 고유치가,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법에 의1.00 , Varimax

한 직교회전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처음 요.

인분석에 사용하였던 항목 중 항목의 요인이 선15

별되었으며 하반신 체형의 형태 구성 요인들을,

표 에 제시하였다< 4> .

요인은 개로 구성되었고 총설명력은4 , 83.81%

이었다.

요인 은 키에 대한 너비와 둘레항목으로 허리1

와 엉덩이 사이의 너비차 및 드롭치에 의한 수평형

태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하반신

체간부의 정면 형태 및 허리와 엉덩이 사이의 둘레

대비를 나타내는 것으로 고유값은 이고 설명, 5.64 ,

변량은 이다37.58% .

요인 는 키와 배꼽수준허리높이에 대한 높이항2

목으로 배꼽수준허리와 샅 사이의 수직형태를 나

타내는 요인으로 해석되고 엉덩이의 처짐 정도와

밑위길이의 차이를 알 수 있으며 고유값은 이, 4.06

고 설명변량은 이다, 27.09% .

요인 은 허리 배꼽수준허리 배 부위에서 너비3 , ,

에 대한 두께의 돌출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치인 편

평율 두께 너비 로 허리와 배 사이의 단면형태를( / )

나타내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하복부의 단면형

태가 납작하거나 둥근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으로,

고유값은 이고 설명변량은 이다1.71 , 11.43% .

요인 는 키에 대한 엉덩이옆길이 샅앞뒤길이4 , ,

둔부길이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엉덩이 체표의 길

이형태를 설명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고유값,

은 이며 설명변량은 이다1.16 , 7.71% .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허리와 엉덩이 사이의‘

수평형태 인 요인 과 배꼽수준허리와 샅 사이의’ 1 ‘

수직형태 인 요인 의 누적기여율이 로 중’ 2 64.67%

국 청년 남성의 하반신 체형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

인임을 알 수 있다.

하반신 체형 분류2)

하반신을 몇 가지 형태 유형으로 분류하기 위해 요

인분석 결과 얻어진 개 요인의 요인점수를 독립4

변수로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의.

측정방법은 유클리디안 제곱거리(squared Euclid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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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수치에 의한 요인분석 결과< 4>

요인명

항목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공통도(h2)

수평형태 수직형태 단면형태 길이형태

엉덩이너비 배꼽수준허리너비 키( - )/ 0.88 0.17 0.08 -0.23 0.86

엉덩이너비 배너비 키( - )/ 0.87 0.08 0.15 -0.16 0.81

엉덩이둘레 배둘레 키( - )/ 0.86 0.07 -0.37 -0.09 0.88

엉덩이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키( - )/ 0.85 0.11 -0.40 -0.08 0.89

엉덩이둘레 허리둘레 키( - )/ 0.75 0.00 -0.50 -0.06 0.82

배꼽수준허리높이 샅높이 키( - )/ 0.00 0.95 0.11 -0.06 0.91

샅높이 배꼽수준허리높이/ -0.03 -0.92 -0.18 0.01 0.88

배꼽수준허리높이 엉덩이높이 키( - )/ 0.19 0.87 -0.05 0.30 0.88

엉덩이높이 배꼽수준허리높이/ -0.21 -0.85 0.02 -0.34 0.89

배꼽수준허리두께 배꼽수준허리너비/ -0.09 0.12 0.92 0.20 0.91

배두께 배너비/ -0.16 0.04 0.90 0.23 0.89

허리두께 허리너비/ -0.13 0.12 0.78 0.34 0.76

엉덩이옆길이 키/ -0.09 0.26 0.20 0.83 0.80

샅앞뒤길이 키/ -0.34 -0.05 0.37 0.71 0.76

둔부길이 키/ -0.19 0.17 0.31 0.69 0.64

고유치 5.64 4.06 1.71 1.16

변량기여율(%) 37.58 27.09 11.43 7.71

누적기여율(%) 37.58 64.67 76.10 83.81

척도를 사용하여 거리가 가까운 대상을distance)

동일집단으로 편입시키도록 하였다 하나의 표본.

이 하나의 군집에만 속할 수 있도록 상호배제적 군

집 평균 군집분석 을 사용하였으며 군집수를(K- ) ,

순차적으로 증가시켜 군집별 기준 변수값의 유의

성을 검토하였다 군집의 수는 군집 내 대상들이.

동질적이면서 군집 간에는 차이가 있는 범위에서

군집의 출현율과 연구 결과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치수설정과 원형설계를 위한 군집의 수가 지나

치게 세분화되면 실질적인 적용이 어려우므로 임

의로 군집수를 개로 정하여 출현율을 검토하2~5

여 분석한 결과는 표 그림 과 같다< 5>, < 1> .

군집의 수를 개로 하였을 때는 출현율이2

와 이며 요인 배꼽수준허리와43.01% 56.99% , 2(‘

샅 사이의 수직형태 와 요인 엉덩이 체표의 길’) 4(‘

이형태 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적합’)

하지 못하다.

군집의 수가 개일 경우에는3 25.91%, 34.72%,

의 출현율을 보이며 모든 요인에서 집단간39.38% ,

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각 유형을 결정.

하는데 있어서 각 요인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의미

하는 값의 경우 허리와 배 사이의 단면형태F- ‘ ’ >

배꼽수준허리와 샅 사이의 수직형태 허리와‘ ’ > ‘

엉덩이 사이의 수평형태 엉덩이 체표의 길이형’ > ‘

태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

군집수가 개인 경우는4 24.35%, 25.39%,

이며 중요도는 허리와 배 사이29.02%, 21.24% , ‘

의 단면형태 배꼽수준허리와 샅 사이의 수직형’ > ‘

태 허리와 엉덩이 사이의 수평형태 엉덩이’ > ‘ ’ > ‘

체표의 길이형태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

군집수가 개인 경우에는5 19.17%, 17.62%,

의 출현율로 모든 집단21.24%, 17.10%, 24.87%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중요도는 배꼽, ‘

수준허리와 샅 사이의 수직형태 허리와 배 사’ > ‘

이의 단면형태 엉덩이 체표의 길이형태 허’ > ‘ ’ > ‘

리와 엉덩이 사이의 수평형태 요인 순으로 나타났’

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집단의 수가 셋인 경우 집

단내 대상들이 동질적이며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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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군집수에 따른 요인간의 분산분석 결과< 5>

군집수

요인

2 3 4 5
요인내용

값F- 값F- 값F- 값F-

요인 1 28.93*** 25.61*** 29.17*** 27.02*** 허리와 엉덩이 사이의 수평형태

요인 2 1.71 45.15*** 47.50*** 64.18*** 배꼽수준허리와 샅 사이의 수직형태

요인 3 220.80*** 72.87*** 98.97*** 62.49*** 허리와 배 사이의 단면형태

요인 4 0.29 21.08*** 16.54*** 27.23*** 엉덩이 체표의 길이형태

*** : p .001≤

43.01%

25.91%

24.35%

19.17%

56.99%

34.72%

25.39%

17.62%

39.38%

29.02%

21.24%

21.24%

17.10% 24.87%

0% 20% 40% 60% 80% 100%

2개

3개

4개

5개

군집수

분포율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그림 군집수에 따른 유형별 인원의 분포< 1>

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 군집으로 분류하는3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군집을 결,

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는 허리와 배 사이의 단면형‘

태 를 나타내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최종적으로 하반신 체형을 개의 군집으3

로 유형화하였으며 유형 은 명 유형, 1 50 (25.91%),

는 명 유형 은 명 의 분2 67 (34.72%), 3 76 (39.38%)

포를 나타낸다.

하반신 유형별 특징 비교3)

요인점수에 의해 분류된 하반신 유형별 형태 특

징을 살펴보기 위해 요인점수와 요인분석에 사용

된 항목에 대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사후검정

으로 를 실시하였다 유형별 요인점Duncan-test .

수의 평균값에 대한 검정 결과는 표 유형별< 6>,

요인점수의 패턴화는 그림 유형별 요인분석< 2>,

에 사용된 항목의 평균값에 대한 검정 결과는 표<

유형별 인체 측정치의 평균값에 대한 검정 결7>,

과는 표 과 같다< 8> .

분산분석 결과 요인점수는 전 항목이 유형간 p

수준에서 유의차가 인정되었으며 요인분석.001 ,≤

에 사용된 항목에서는 엉덩이옆길이 키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유형간 수준에서 유의적인p .001≤

차이를 나타내었다.

유형 은 단면형태를 나타내는 요인 의 요인점1 3

수가 가장 높아서 유형 중 허리와 배 사이의 편평

율이 가장 큰 것으로 하복부가 둥근 단면형태를 보

인다 수평형태를 나타내는 요인 의 요인점수가. 1

가장 낮고 허리와 엉덩이 사이의 너비차 및 드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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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유형별 요인점수의 평균값 비교< 6>

유형

요인

유형 1
(n=50)

유형 2
(n=67)

유형 3
(n=76)

값F- 요인내용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요인 1 -0.77B 0.89 0.35A 0.87 0.20A 0.91 25.61*** 허리와 엉덩이 사이의 수평형태

요인 2 -0.41B 0.89 0.78A 0.86 -0.41B 0.75 45.15*** 배꼽수준허리와 샅 사이의 수직형태

요인 3 0.86A 0.71 0.22B 0.77 -0.76C 0.77 72.87*** 허리와 배 사이의 단면형태

요인 4 0.41A 0.97 -0.56B 0.88 0.13A 0.90 21.08*** 엉덩이 체표의 길이형태

*** : p .001≤
결과 유의한 차가 있는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다A > B > C : Duncan-test .

-1.0

0.0

1.0

요인 1

수평형태

요인 2

수직형태

요인 3

단면형태

요인 4

길이형태

유형1

-1.0

0.0

1.0

요인 1

수평형태

요인 2

수직형태

요인 3

단면형태

요인 4

길이형태

유형2

-1.0

1.0

요인 1

수평형태

요인 2

수직형태

요인 3

단면형태

요인 4

길이형태

유형3

그림 유형별 요인점수의 패턴화< 2>

치가 작아서 허리에서 엉덩이까지가 가장 밋밋한

형태이며 특히 엉덩이너비 배너비 키가 유형중, ( - )/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가 음의 값으로. 2

낮은 요인점수를 가져 배꼽수준허리와 샅 사이의

수직형태가 작은 편에 속하며 밑위길이를 나타내

는 배꼽수준허리높이 샅높이 키가 중간정도로( - )/

평균에 속한다 또한 배꼽수준허리높이 엉덩이높. ( -

이 키가 가장 작고 엉덩이높이 배꼽수준허리높이)/ /

가 가장 커서 유형 중 엉덩이가 솟은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요인 의 요인점수가 가장 높아서 엉덩이. 4

체표의 길이형태가 긴 편에 속하며 키에 대한 샅,

앞뒤길이가 유형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측.

정항목을 비교해 보면 허리와 배 사이의 둘레 너,

비 두께항목의 값이 가장 커서 허리와 배 사이가,

굵은 체형이다 따라서 이 유형은 허리와 배 사이.

가 굵고 하복부가 둥글며 허리에서 엉덩이까지의,

차이가 작은 형태로 이상의 하반신 형태 유형을

둥근형 이라 명명하였다‘H- ’ .

유형 는 요인 의 요인 점수가 가장 높아서 배2 2

꼽수준허리와 샅 사이의 수직형태가 큰 편에 속하

며 배꼽수준허리높이 엉덩이높이 키가 가장 크, ( - )/

고 엉덩이높이 배꼽수준허리높이가 가장 작아서/

유형 중 엉덩이가 가장 처진 편에 속한다 또한 밑.

위길이를 나타내는 배꼽수준허리높이 샅높이 키( - )/

가 가장 커서 밑위길이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요.

인 의 요인점수가 가장 낮아서 엉덩이 체표의 길4

이형태가 짧은 편에 속하며 키에 대한 샅앞뒤길이,

가 유형중 가장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수평형태인.

요인 의 요인점수가 가장 높은 값을 가지며 허리1 ,

와 엉덩이 사이의 너비차 및 드롭치가 커서 허리에

서 엉덩이까지 굴곡이 있는 형태를 보인다 요인. 3

의 요인점수가 중간정도에 속하며 허리와 배 사이

의 단면형태가 세 유형 중 평균에 가까운 체형이

다 측정항목을 비교해 보면 배꼽수준허리너비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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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비가 가장 작아서 배꼽수준허리와 배 사이의 너

비가 작은 체형이다 따라서 이 유형은 배꼽수준허.

리와 배 사이 너비가 작고 하복부의 단면형태는 평

균에 가까우면서 허리에서 엉덩이까지의 차이가

큰 형태로 이상의 하반신 형태 유형을 사다리‘A-

형 이라 명명하였다’ .

유형 은 요인 의 요인점수가 높아서 유형 와3 1 2

같이 허리와 엉덩이 사이의 너비차 및 드롭치가 커

서 굴곡이 있는 형태이지만 엉덩이너비 배너비, ( - )/

키가 중간정도에 속해서 유형 보다는 정면의 굴2

곡이 평균에 가까운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요인. 4

의 요인점수가 높지만 평균에 가까워 엉덩이 체표

의 길이형태가 평균에 속하며 키에 대한 샅앞뒤길,

이가 평균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의 요. 3

인점수가 가장 낮아서 다른 유형에 비해 편평율이

작아 허리와 배 사이의 하복부가 납작한 단면형태

표 유형별 요인분석에 사용된 항목의 평균값 비교< 7>

유형

항목

유형 1

(n=50)

유형 2

(n=67)

유형 3

(n=76)
값F-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엉덩이너비 배꼽수준허리너비 키( - )/ 0.023B 0.006 0.033A 0.006 0.028A 0.007 33.76***

엉덩이너비 배너비 키( - )/ 0.022C 0.006 0.030A 0.006 0.026B 0.007 22.64***

엉덩이둘레 배둘레 키( - )/ 0.062B 0.020 0.091A 0.016 0.092A 0.019 49.94***

엉덩이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키( - )/ 0.065B 0.020 0.095A 0.015 0.097A 0.017 59.79***

엉덩이둘레 허리둘레 키( - )/ 0.081B 0.018 0.106A 0.016 0.111A 0.017 49.05***

배꼽수준허리높이 샅높이 키( - )/ 0.130B 0.006 0.138A 0.006 0.128B 0.005 52.57***

샅높이 배꼽수준허리높이/ 0.778B 0.010 0.767C 0.010 0.782A 0.009 48.09***

배꼽수준허리높이 엉덩이높이 키( - )/ 0.091C 0.008 0.101A 0.009 0.094B 0.008 21.25***

엉덩이높이 배꼽수준허리높이/ 0.845A 0.014 0.829C 0.014 0.840B 0.014 18.82***

배꼽수준허리두께 배꼽수준허리너비/ 0.743A 0.033 0.707B 0.041 0.667C 0.036 63.51***

배두께 배너비/ 0.748A 0.035 0.704B 0.039 0.668C 0.037 69.24***

허리두께 허리너비/ 0.803A 0.055 0.763B 0.048 0.736C 0.049 27.49***

엉덩이옆길이 키/ 0.137A 0.012 0.132B 0.010 0.135AB 0.011 3.22*

샅앞뒤길이 키/ 0.463A 0.026 0.427C 0.025 0.442B 0.032 22.48***

둔부길이 키/ 0.193A 0.011 0.185B 0.009 0.188B 0.009 8.28***

* : p .05, *** : p .001≤ ≤

결과 유의한 차가 있는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다A > B > C : Duncan-test .

를 보인다 요인 가 낮은 요인점수를 가지며 배. 2 , (

꼽수준허리높이 엉덩이높이 키와 엉덩이높이 배- )/ /

꼽수준허리높이가 중간 정도로 키에 대한 엉덩이

높이가 평균에 속하고 또한 밑위길이를 나타내는,

배꼽수준허리높이 샅높이 키도 중간값을 가져( - )/

평균에 가까운 체형이다 측정항목을 비교해 보면.

배꼽수준허리너비 배너비가 중간정도로 배꼽수준,

허리와 배 사이의 너비가 평균적인 체형이다 따라.

서 이 유형은 배꼽수준허리와 배 사이 너비가 평균

적이고 하복부의 단면형태가 납작하면서 허리에서

엉덩이까지의 차이가 큰 형태로 이상의 하반신 형

태 유형을 균형형 이라 명명하였다‘A- ’ .

이상의 유형별 하반신 체형의 특징과 분포는

표 와 같고 하반신 체형의 각 유형을 대표하< 9> ,

는 모습은 사진 에 제시하였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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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유형별 인체 측정치의 평균값 비교< 8> 단위 : ,㎝ ㎏

구 분
유형

항목

유형 1 (n=50) 유형 2 (n=67) 유형 3 (n=76)
값F-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높이항목

항목(10 )

키 169.30 5.28 169.26 4.65 170.06 4.60 0.60

허리높이 106.18A 3.85 104.20B 3.26 105.81A 3.32 5.87**

배꼽수준허리높이 99.21 3.76 99.99 3.35 100.12 3.33 1.13

배높이 98.12 3.95 98.23 3.70 99.18 3.58 1.66

엉덩이높이 83.84 3.74 82.94 3.06 84.05 3.25 2.17

샅높이 77.22B 3.21 76.69B 2.84 78.29A 2.97 5.31**

볼기고랑점높이 74.96 3.20 74.48 2.91 75.46 3.11 1.82

무릎중앙높이 44.63 2.14 44.83 1.81 45.07 1.81 0.83

장딴지높이 31.85 1.76 32.19 1.48 32.38 1.73 1.56

가쪽복사높이 6.71 0.52 6.64 0.50 6.71 0.46 0.44

둘레항목

항목(9 )

허리둘레 77.96A 5.62 71.21B 3.90 71.86B 4.63 35.06***

배꼽수준허리둘레 80.79A 6.20 73.05B 4.08 74.33B 4.36 40.97***

배둘레 81.23A 6.18 73.65B 4.11 75.06B 4.58 37.52***

엉덩이둘레 91.76A 4.81 89.10B 3.69 90.79A 3.98 6.38**

넙다리둘레 54.78A 3.41 51.67B 3.41 53.82A 4.17 11.03***

넙다리중간둘레 47.13A 3.22 44.84B 3.21 46.48A 3.78 7.17**

무릎둘레 36.35A 1.72 35.62B 1.44 36.20A 1.58 3.71*

장딴지둘레 36.05A 2.00 35.24B 2.10 36.11A 2.47 3.16*

발목둘레 24.09 1.36 23.74 0.98 23.93 1.08 1.39

길이항목

항목(8 )

엉덩이옆길이 23.22A 2.01 22.37B 1.79 22.91AB 1.89 3.08*

엉덩이수직길이 28.96A 1.67 27.52B 1.45 27.53B 1.46 16.59***

둔부길이 32.61A 1.85 31.39B 1.73 31.89B 1.55 7.46***

무릎길이 60.98A 2.80 59.22B 2.29 60.35A 2.24 8.19***

허리수준 복사점길이- 101.45A 3.72 100.12B 3.46 101.54A 3.23 3.52*

다리가쪽길이 107.06A 4.03 105.31B 3.60 106.96A 3.57 4.57*

샅앞뒤길이 78.33A 4.57 72.30C 4.01 75.15B 5.28 23.71***

배꼽수준샅앞뒤길이 64.40 3.27 63.88 3.35 63.76 4.15 0.49

너비항목

항목(9 )

허리너비 26.35A 1.73 24.42B 1.32 24.84B 1.42 26.34***

배꼽수준허리너비 27.99A 2.08 25.94C 1.47 27.00B 1.55 21.61***

배너비 28.04A 1.94 26.34C 1.47 27.25B 1.46 16.47***

엉덩이너비 31.79 1.51 31.48 1.26 31.75 1.07 1.20

볼기고랑위치너비 31.79 1.52 31.33 1.38 31.71 1.39 1.84

넙다리너비 15.19A 1.09 14.77B 0.98 15.16A 1.02 3.36*

무릎너비 10.55A 0.71 10.08C 0.51 10.33B 0.55 9.40***

장딴지너비 10.51A 0.75 10.21B 0.71 10.54A 0.92 3.39*

발목너비 5.50A 0.38 5.39AB 0.31 5.34B 0.28 3.73*

두께항목

항목(8 )

허리두께 21.16A 2.02 18.62B 1.45 18.28B 1.58 50.64***

배꼽수준허리두께 20.78A 1.79 18.34B 1.33 18.02B 1.43 57.24***

배두께 20.98A 1.83 18.53B 1.33 18.22B 1.46 55.28***

엉덩이두께 22.51A 1.54 20.85C 1.30 21.59B 1.58 18.21***

넙다리두께 16.13A 1.34 14.90B 1.28 15.87A 1.74 11.71***

무릎두께 11.56 0.63 11.51 0.55 11.66 0.57 1.18

장딴지두께 11.04 0.64 10.90 0.68 11.05 0.76 0.97

발목두께 7.54 0.38 7.44 0.36 7.49 0.40 1.02

기타항목 몸무게 64.09A 7.85 58.82B 6.27 60.98B 6.32 8.77***
* : p .05, ** : p .01, *** : p .001≤ ≤ ≤

결과 유의한 차가 있는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다A > B > C : Duncan-t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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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하반신 유형별 체형 특징과 분포< 9>

유 형

유형명( )
체형 특징 분 포

유형 1

둥근형(H- )

허리와 엉덩이 사이의 너비차 및 드롭치가 작고 허리와 배 사이가 굵어서 허-

리에서 엉덩이까지 차이가 작은 밋밋한 형태.

밑위길이가 평균적이며 엉덩이가 솟은 형태- , .

허리와 배 사이의 편평율이 커서 하복부의 단면이 둥근 형태- .

샅앞뒤길이가 긴 형태- .

n=50

(25.91%)

유형 2

사다리형(A- )

허리와 엉덩이 사이의 너비차 및 드롭치가 크고 배꼽수준허리와 배 사이의 너-

비가 작아서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차이가 큰 형태.

밑위길이가 길며 엉덩이가 처진 형태- , .

허리와 배 사이의 편평율이 중간정도로 하복부의 단면이 평균적인 형태- .

샅앞뒤길이가 짧은 형태- .

n=67

(34.72%)

유형 3

균형형(A- )

- 허리와 엉덩이 사이의 너비차 및 드롭치가 크고 배꼽수준허리와 배 사이의 너비가

평균적으로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차이가 크지만 유형 에 비해 균형적인 형태2 .

밑위길이와 엉덩이높이가 평균적인 형태- .

허리와 배 사이의 편평율이 작아서 하복부의 단면이 납작한 형태- .

샅앞뒤길이가 평균적인 형태- .

n=76

(39.38%)

앞면 옆면 뒤면( ) ( ) ( )

유형 1

둥근형(H- )

항 목
평 균

(n=50)

높이차 배꼽수준허리높이 엉덩이높이1. ( - ) 15.37

밑위길이 배꼽수준허리높이 샅높이2. ( - ) 21.99

너비차 엉덩이너비 배꼽수준허리너비3. ( - ) 3.81

하드롭 엉덩이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4. ( - ) 10.97

편평율 배두께 배너비5. ( / ) 0.75

둔부길이6. 35.61

샅앞뒤길이7. 78.33

앞면 옆면 뒤면( ) ( ) ( )

유형 2

사다리형(A- )

항 목
평 균

(n=67)

높이차 배꼽수준허리높이 엉덩이높이1. ( - ) 17.05

밑위길이 배꼽수준허리높이 샅높이2. ( - ) 23.30

너비차 엉덩이너비 배꼽수준허리너비3. ( - ) 5.54

하드롭 엉덩이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4. ( - ) 16.05

편평율 배두께 배너비5. ( / ) 0.70

둔부길이6. 31.39

샅앞뒤길이7. 72.30

단위 :㎝
사진 하반신 체형의 각 유형을 대표하는 모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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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옆면 뒤면( ) ( ) ( )

유형 3

균형형(A- )

항 목
평 균

(n=76)

높이차 배꼽수준허리높이 엉덩이높이1. ( - ) 16.06

밑위길이 배꼽수준허리높이 샅높이2. ( - ) 21.83

너비차 엉덩이너비 배꼽수준허리너비3. ( - ) 4.75

하드롭 엉덩이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4. ( - ) 16.46

편평율 배두께 배너비5. ( / ) 0.67

둔부길이6. 31.89

샅앞뒤길이7. 75.15

단위 :㎝
사진 계속< 1>

하반신 체형 판별3.

군집분석에 의해 분류된 유형을 종속변인으로3

요인분석에 의해 선별된 항목을 독립변인으로15

표 하반신 유형 판별을 위한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계수와 값 및 판별적중률< 10> F

분석

판별변수

표준화 정준판별함수계수 Wilks'

Lambda
값F- 판별적중률

함수 1 함수 2

배꼽수준허리높이 엉덩이높이 키( - )/ -.44 .30 0.58 69.24*** 유형1 →

100.00%

유형2 →

95.52%

유형3 →

96.05%

적중률 →

96.89%

배꼽수준허리높이 샅높이 키( - )/ 1.04 .43 0.38 59.62***

엉덩이너비 배꼽수준허리너비 키( - )/ .47 .35 0.28 56.70***

엉덩이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키( - )/ -.67 .27 0.21 54.36***

배두께 배너비/ .85 -.37 0.19 47.32***

둔부길이 키/ -.42 -.26 0.18 42.49***

샅앞뒤길이 키/ -.50 -.11 0.16 38.66***

*** : p .001≤

단계적 판별분석을 실시하여 항목이 선별되었으7

며 정준판별함수에서 계수의 절대값 크기가 변수,

들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판별

함수의 계수를 표준화시켰으며 하반신 유형 판별,

을 위한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계수와 값 및 판F

별적중률은 표 정준판별함수 통계값은 표< 10>, <

와 같다11> .

표 에서 보면 체형 유형을 판별하는데 유용< 10>

한 변수인 항목 모두 유형간 수준에서7 p .001≤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표 에서 하반신 유형 판별을 위한 정준판별< 11>

함수는 개가 산출되었다 판별함수 의 고유치가2 . 1

로 높은 판별력을 가지면서 전체 분산의1.89

를 설명하고 있으며 판별함수 의 고유치63.06% , 2

는 로 전체 분산의 를 설명하고 있다1.11 36.94% .

표 에 제시된 표준화된 판별함수는 원래의 측< 10>

정 자료를 평균 표준편차 로 변수들의 단위를=0, =1

통일하여 표준화하여 사용할 경우에 적용할 수 있

는 것으로 측정대상자의 체형을 판별하고자 할 때

측정치를 표준화하여 판별함수에 대입하여야 한

다 여기서 판별함수계수는 절댓값이 클수록 판별.

력이 큰 것을 나타내는데 판별함수 과 에서 선, 1 2

택된 판별변수 중 계수가 높은 항목은 두 함수 모

두 배꼽수준허리높이 샅높이 키인 것으로 나타( - )/

났다.

또한 개 항목의 판별적중률에 있어서 유형 은7 1

유형 는 유형 은 로100.00%, 2 95.52%, 3 96.05%

나타나서 총 의 적중률을 나타내었다9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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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하반신 유형 판별을 위한 정준판별함수 통계값< 11>

정준판별함수 고유값 분산의 % 누적 % 정준상관계수 Wilks' Lambda X2

정준판별함수1 1.89 63.06 63.06 0.81 0.16 338.31***

정준판별함수2 1.11 36.94 100.00 0.73 0.47 139.59***

*** : p .001≤

표 하반신 유형 판별을 위한 분류함수계수< 12>

분류함수계수

판별변수
유형 1 유형 2 유형 3

배꼽수준허리높이 엉덩이높이 키( - )/ -2036.49 -1961.96 -1840.08

배꼽수준허리높이 샅높이 키( - )/ 5402.80 5681.08 5072.74

엉덩이너비 배꼽수준허리너비 키( - )/ 734.09 904.26 646.23

엉덩이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키( - )/ 378.24 404.41 504.34

배두께 배너비/ 521.05 504.00 445.51

둔부길이 키/ 580.16 491.10 641.62

샅앞뒤길이 키/ 92.47 74.68 130.71

상수( ) -552.18 -566.21 -511.21

* 판별대상자의 측정값을 각 유형별 분류함수식에 대입하여 가장 높은 분류점수를 가지는 유형으로 판별한다.

판별대상자의 유형을 판별하는 방법으로는 판별

함수 이용법과 분류함수 이용법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분류함수계수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 각 판

별대상자의 측정치들에 대한 분류점수를 계산하

고 계산된 분류점수 값들을 비교하여 점수가 가장,

큰 유형으로 대상자를 분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

다 하반신 체형 판별을 위해 사용된 분류함수계수.

의 선형 판별함수계수 는 표 와 같고(Fisher ) < 12> ,

분류함수계수를 사용하여 각 유형에 대한 분류함

수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둥근형 의 분류함수식1(H- ) 2036.49＝ －

배꼽수준허리높이 엉덩이높이 키{( - )/ } 5402.80＋

배꼽수준허리높이 샅높이 키 엉덩{( - )/ } 734.09{(＋

이너비 배꼽수준허리너비 키 엉덩이- )/ } 378.24{(＋

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키 배두께 배- )/ } 521.05{ /＋

너비 둔부길이 키 샅앞뒤길이} 580.16{ / } 92.47{ /＋ ＋

키} 552.18－

유형 사다리형 의 분류함수식2(A- ) 1961.96＝ －

배꼽수준허리높이 엉덩이높이 키{( - )/ } 5681.08＋

배꼽수준허리높이 샅높이 키 엉덩{( - )/ } 904.26{(＋

이너비 배꼽수준허리너비 키 엉덩이- )/ } 404.41{(＋

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키 배두께 배- )/ } 504.00{ /＋

너비 둔부길이 키 샅앞뒤길이} 491.10{ / } 74.68{ /＋ ＋

키} 566.21－

유형 균형형 의 분류함수식3(A- ) 1840.08＝ －

배꼽수준허리높이 엉덩이높이 키{( - )/ } 5072.74＋

배꼽수준허리높이 샅높이 키 엉덩{( - )/ } 646.23{(＋

이너비 배꼽수준허리너비 키 엉덩이- )/ } 504.34{(＋

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키 배두께 배- )/ } 445.51{ /＋

너비 둔부길이 키 샅앞뒤길} 641.62{ / } 130.71{＋ ＋

이 키/ } 511.21－

위에 제시된 각 유형별 분류함수식을 이용하여

판별대상자의 측정값을 그대로 대입하여 계산된

분류점수 값들을 비교하여 점수가 높은 유형에 판

별대상자를 분류함으로써 개인의 하반신 체형 유

형을 알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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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Ⅲ

본 연구는 중국 영파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29

세 남성 명을 대상으로 인체측정을 실시하고193 ,

차 연구로 하반신 체형 분석과 직접측정치의 지1

수치를 사용하여 하반신 형태를 유형화하여 판별

하고자 하며 분석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중국 남성의 인체 측정치 분석1.

중국 남성은 높이 및 너비항목 보다는 두께1) ,

길이 및 둘레항목에서 개인차가 컸으며 특히 허리,

에서 배 사이의 변이계수 값이 크게 나타나 이 부

위가 바지 착용시 맞음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 남성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비교해2) 20

보면 중국 남성은 넙다리중간둘레 허리너비 엉덩, ,

이두께가 작아서 한국 남성에 비해 허리가 잘록하

면서 엉덩이가 납작하고 넙다리 가운데 부위가 작

은 하반신 체형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신 체형 분류2.

중국 남성의 하반신 체형을 크기 요인이 배제1)

된 형태 요인으로 분류하기 위해 직접측정치의 지

수치를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하반신 형태 요인은 개로 구성되었으며 요인4 , 1

은 허리와 엉덩이 사이의 수평형태 요인 는 배꼽, 2

수준허리와 샅 사이의 수직형태 요인 은 허리와, 3

배 사이의 단면형태 요인 는 엉덩이 체표의 길이, 4

형태 요인으로 총설명력은 로 나타났다83.81% .

요인점수에 의한 군집분석 결과 중국 남성의2)

하반신 체형은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각3 ,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유형 둥근형 은 전체의 를 차지하며1(H- ) 25.91%

허리와 배 사이가 굵고 하복부가 둥글며 허리에서,

엉덩이까지의 차이가 작은 형태이다.

유형 사다리형 는 전체의 를 차지하2(A- ) 34.72%

며 배꼽수준허리와 배 사이 너비가 작고 하복부의

단면형태는 평균에 가까우면서 허리에서 엉덩이까

지의 차이가 큰 형태이다.

유형 균형형 은 전체의 를 차지하며3(A- ) 39.38%

배꼽수준허리와 배 사이 너비가 평균적이고 하복

부의 단면형태가 납작하면서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의 차이가 큰 형태이다.

하반신 체형 판별3.

단계적 판별분석을 실시하여 하반신 체형 유형1)

을 판별하는데 유용한 변수로 배꼽수준허리높이( -

엉덩이높이 키 배꼽수준허리높이 샅높이 키)/ , ( - )/ ,

엉덩이너비 배꼽수준허리너비 키 엉덩이둘레( - )/ , ( -

배꼽수준허리둘레 키 배두께 배너비 둔부길이)/ , / , /

키 샅앞뒤길이 키의 총 항목이 선별되었으며 판, / 7 ,

별적중률은 로 나타났다96.89% .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계수를 사용하여 변수2)

들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나타낸 결과 판별함수,

1과 2 모두 배꼽수준허리높이 샅높이 키의 설명( - )/

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하반신 체형을 분류된 유형으로 쉽게3)

판별할 수 있도록 분류함수계수를 사용하여 각 유

형별 분류함수식을 제시하였다.

이상으로 하반신 형태 유형화는 직접측정치의

지수치를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크기에 대한 요

인을 배제할 수 있었으며 다리의 형태가 체형분류,

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허리에서 샅

까지의 하반신 체간부를 중심으로 형태를 유형화

하고 직접측정치만을 사용하여 개인의 하반신 유

형별 체형 판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후속.

되는 차 연구에서는 간접측정치만을 사용하여 형2

태 특징을 파악해 봄으로써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의 하반신 형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되어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중국의 절강성 영파 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표본수가 많지 않으므로 이를 중국,

전체 대 남성에 일반화 시키는 데는 다소 무리20

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

는 시장세분화를 통하여 다양한 지역의 피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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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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