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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ghly precision body measurements represent basic data required by industry and researches who wish

to utilize information about the human body. The proficiency and expertise of the measurers have a signifi-

cant influence on the error and accuracy of data when various parts from multiple subjects' bodies are mea-

sured. Therefore, in order to measure accurate body measurements (when measuring bodies directly), it is

necessary to conduct objective analyses on errors. This study calculated the Relative Technical Error of

Measurement (%TEM) using data that measured each of 24 subjects and discussed errors and methods to

reduce errors by conducting comparison analysis based on measured items and objects. The result of analy-

sis indicated that the errors based on age and gender of the objects of measurement were minor; however,

there were comparatively distinct differences in measured errors based on measured items. ‘Right and left

Shoulder Angle’ for all measured subjects displayed the greatest errors and standard deviations. ‘Height’

dimension, Lateral Malleolus Height and Head Height had big errors; in addition, ‘Circumference’, Neck

Base Circumference and Armscye Circumference also had big errors. More careful measurements of such

items with big errors require additional educational plan such as a proposal for more objective and detailed

measurement methods. Items with small errors but big standard deviations such as Waist Circumference,

Calf Circumference, Minimum Leg Circumference, Chest Circumference, Hip Circumference and Waist Cir-

cumference confirmed that errors for them greatly decreased with repeated experiments and resultant meas-

urers increased proficiency; consequently, repeated measuring experiments for these items greatly enhance

accuracy.

Key words: Technical Error of Measurement, Relative TEM, Body measurement, Manual measurements;

측정오차, 상대적 측정오차, 인체측정, 직접 측정치

I. 서 론

체형 및 사이즈에 대한 인체측정은 다수의 인체를 대

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 명의 측정자에 의해 다발

적으로 진행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보다 일관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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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측정을 위해서는 측정방법 및 측정데이터의 관리 등

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요구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BS EN 15535:2003(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ISO], 2003)의‘인체측정학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일반적 요구’와 ISO 7250:1996(ISO, 1996)의 ‘기술

적 디자인의 기초 인체치수’ 표준화를 인체측정의 기준

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화는 보다 정확한 인체

측정데이터를 확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표준화된 측정기준에 따라 인체측정이 이루어

질지라도, 모든 측정에는 항상 측정오차가 발생하게 된

다.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인체를 직접 측정하는 전통적

인 방식은 측정자의 숙련도와 내재적 변이뿐 아니라 피

험자의 자세나 심리적 영향으로 인하여 복합적으로 발생

하게 됨에 따라, 측정자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고 일정한

측정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측정오차를 관

리하여야 한다(Whang et al., 2002). 측정자에 의한 오차

를 줄이기 위하여 3차원 스캐너를 이용한 자동 측정이

대체되고는 있으나, 3차원 스캔데이터의 가상 형상은 인

체의 접힘 부위에 결측 현상이 발생하게 되거나 특이 체

형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동 측정이 어려운 단점을 가진

다(Han et al., 2006). 따라서 3차원 측정에서 보완이 어려

운 부분들은 전통적인 방식인 직접 측정방식으로 대체

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측정데이터에 대한 오차의 관리

는 여전히 중요하다.

직접 측정은 인체치수 조사사업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들의 목적을 위하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

고 있는 반면, 인체를 직접 측정할 때 발생하는 측정오

차에 대한 관리와 연구는 측정치에 대한 허용오차를 설

정하는 방법(Whang et al., 2002)이나 3차원 자동 측정

데이터와 비교(Park & Nam, 2012), 측정된 데이터 자체

를 논리적으로 편집하고 검증하는(Park et al., 2009) 수

준으로 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측정도구 및

측정방법에 의해 발생하는 오차의 경우, 국제표준화의

과정을 거쳐 인체측정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토콜(Kor-

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 [KATS], 2014)

을 확립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이고 있으나, 측정자의 숙

련도에 의해 발생하는 ‘측정자에 의한 오차’는 허용오

차를 설정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활용도 높은 인체측정데이터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측

정 시 발생하는 오차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

히 주의해야 하는 측정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이 이

루어져야 한다. 현재 국외에서 제시한 직접 측정치의 오

차 수준은 특정한 대표 항목 몇 가지에 한해서만 일부 연

구에서 주어지고 있으며(Chumlea et al., 1984; de Onis

et al., 2004; Ulijaszek & Kerr, 1999), 국내의 경우 항목

별로 오차의 수준을 제시한 연구는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체를 직접 측정하는 과정에

서 발생하는 측정자에 따른 기술적 오차를 수치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항목별로 산출된 오차 데이

터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결과를 바탕

으로, 측정 시 특히 주의가 요구되는 측정항목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측정오차(Technical error)

인체의 치수를 측정하는 경우, 그 측정결과는 많은 원

인으로부터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측정 시 발생하는 오

차는 일반적으로 ‘측정자와 피험자 내부 변이도’, ‘측정

자 간 변이도’, ‘피험자 간 변이도’로 설명할 수 있다(Wh-

ang et al., 2002).

‘측정자와 피험자 내부 변이도’는 피험자와 측정자의

측정장소, 시간 등에 영향을 받는 심리적, 생리적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오차를 의미하여, 이는 누구에게나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방법의 차이에 의한 오차로 구분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측정자 간 변이도’는 다수의 측

정자가 동일한 항목에 대한 측정을 진행하는 경우 발생

되는 측정자 간의 측정방법 차이에 따른 오차이므로, 실

험 시에는 ‘측정자 간 변이도’가 작아지도록 충분한 훈

련을 진행하거나 동일한 측정자가 같은 항목만을 측정

하도록 하는 등의 실험의 통제가 필요하다. ‘피험자 간 변

이도’는 동일한 측정자가 다수의 피험자를 측정하는 경

우 피험자의 체형적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오차로, 다수

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모든 측정실험에서 발생할 수밖

에 없다. 측정방법이 동일한 상황에서도 연령이나 성, 자

세 등 다양한 개인적 특성에 따라 그 오차의 수준은 달라

질 수 있다.

2. 측정의 기술적 오차(TEM; Technical Error of

Measurement)

측정의 기술적 오차로 정의되는 TEM은 동일한 피험

자가 독립적으로 반복하여 피험자를 측정한 결과로 얻

어진 측정데이터의 표준편차이다(Chumlea et al., 1984;

Norton et al., 1996; Perini et al., 2005) 일반적으로 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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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차의 정밀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경우 사용되므로,

동일한 측정자가 동일 대상을 반복 측정하여 그 측정치

가 얼마나 유사한지의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TEM은 각 실험에 대한 측정치들의 차이값에 대한 산

술적 데이터를 제공하여, 측정치들의 정밀도와 측정자

의 숙련 정도를 가장 잘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이

다(Eq. 1).

...... Eq. 1.

D는 동일한 피험자에 대한 반복 측정치의 차이값을

의미하며, n은 측정실험에 참여한 피험자 수(실험한 횟

수)이다. i는 편차의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반복 측정한

횟수를 말한다.

<Eq. 1>을 이용하여 구한 TEM은 다차례에 걸친 실험

측정치들의 절대적 표준편차이다. 유사한 치수의 그룹

내에서는 각각의 TEM을 비교하는 것이 의미있지만, 같

은 TEM을 갖더라도 평균 둘레가 상이한 집단들을 비교

하는 데에는 수치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균 둘레가 700mm인 항목과 70mm인 항목을 비교하는

경우, TEM이 동일하게 계산되었더라도 실제적 오차의

발생 범위는 70mm인 항목에서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 Eq. 2.

따라서 평균값의 차이가 다소 발생하는 상이한 집단

(항목)을 비교하는 경우, <Eq. 2>와 같이 각 항목별 평균

(Mean)에 대한 상대적 TEM인 %TEM을 항목 간 오차를

비교하는 값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Perini et al.,

2005).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인체를 직접 측정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측정자에 따른 기술적 오차를 수치적으로 산출하

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동일한 측정자가 동일한 피

험자를 항목별로 반복 측정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하였

다. 이러한 반복 측정치는 측정의 정밀도를 판단하는 기

술적 측정오차를 산출하는 기초데이터로 활용되었다. 측

정오차가 비교적 크게 산출되는 항목들의 경우,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영향을 받는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

여, 연령 및 성별에 따라 피험자를 구성하였다. 이때 대

상에 따라 상이해지는 측정치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TEM의 산출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1. 오차 측정실험 설계

1) 측정항목 설정

본 연구에서 오차 검토의 기준으로 반복 측정된 항목

은 <Table 1>과 같다. 실험에서 반복 측정한 항목 수는

총 39개이며, 한 피험자당 제한된 시간 내에 반복 측정이

이루어져야 했으므로, 직접 측정되는 모든 항목들을 반

복 측정하기는 어려웠으며,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비교

적 오차가 다수 발생되는 항목들에 한하여 설정되었다.

2) 측정자 교육과 측정방식

실험은 인체측정조사 대비 프로토콜(KATS, 2014)에

따라 총 70시간 이상의 측정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진 측

정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측정자는 제6차 사이즈

코리아(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KRISS], 2008)에서 제안하는 수준에 맞추어, 측정스테

이션에 따라 각각 측정자 1명과 측정보조자 1명씩을 교

육하였다. 모든 스테이션의 측정자는 각각 다른 측정항

목들을 측정하되, 특정 측정자가 특정 항목만을 담당하

여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측정자 간 발생할 수 있

는 오차(측정자 간 변이도)는 배제되도록 하였다.

3) 측정대상

39개의 항목들별로 산출된 객관적인 기술적 측정오

차의 결과가 성이나 연령에 따른차이가 발생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권에

거주하는 40대와 70대 남녀 총 24명의 피험자를 대상

으로 반복 측정실험을 하였다. 40대와 70대 모두 2014년

7~8월의 기간에 각각 남성 6명, 여성 6명을 대상으로 반

복 측정실험을 시행하였다.

4) 실험방법과 일정

모든 실험은 피험자별로 동일한 날, 같은 순서와 동

선으로 같은 측정루트를 일괄되게 반복하는 방식으로

2번씩 측정하였다. 즉, 각 피험자에 대하여 전체 항목을

모두 한 번 잰 후, 처음부터 재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실험은 40대 남성 6명과 여성 6명을 먼저 측정

후 70대 남성 6명과 여성 6명을 측정하는 순으로 진행

되었으며, 순서에 따른 숙련도 차이에 대한 오차를 감소

시키기 위해, 전체 실험이 시작되기 전 40대 대상의 피

험자들을 각각 3번씩 반복 측정하는 예비실험을 진행

TEM
ΣDi

2

2n
----------=

%TEM
TEM

Mean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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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예비실험은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기 때문

에, 본 연구의 과정 및 결과에 추가하지는 않았다. 피험

자를 40대와 70대의 연령과 남성과 여성의 성별로 구분

하여,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오차 발생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 오차 측정방법

<Eq. 1>−<Eq. 2>를 이용하여, 피험자의 연령과 성별

로 각 항목별 상대적 TEM(%TEM)을 계산하였다. 특히

%TEM은 각 항목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계

산하기 때문에 평균값에 따른 차이가 큰 ‘측정항목’뿐

아니라 기본적인 체형 차이가 있는 ‘성별’에 따른 평균

의 차이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같은 나이대

의 피험자일지라도 %TEM 계산 시에는, 남성과 여성의

경우를 분리하여 계산하였다. 40대 남성인 피험자 6명,

40대 여성인 피험자 6명, 70대 남성인 피험자 6명, 70대

여성인 피험자 6명으로 각 6명씩 구성된 4개 그룹에 대

한 측정값의 %TEM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성별, 연령에 따른 측정항목별 %TEM 비교

40대 남성과 여성, 70대 남성과 여성에 대한 %TEM의

항목별 계산값은 <Table 2>, <Fig. 1>과 같다. 단위는 %

로, <Eq. 2>를 이용하여 산출되었으며, 각 항목별 대상별

%TEM의 평균치와 표준편차 또한 보여준다.

1) 항목별 %TEM 비교

피험자 전체의 %TEM 평균치와 표준편차는 항목별

로 그 차이가 비교적 분명하게 보여진다(Fig. 1). 특히

%TEM이 크게 산출된 항목들의 경우, 표준편차 역시

비교적 크게 계산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오차가 큰 항

목일수록 연령 및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피험자별 측정

오차도 커짐을 알 수 있다.

어깨각도 항목에서 가장 큰 %TEM을 보이고, 표준편

차도 크게 계산되어, 어깨각도의 측정이 각 상황과 피

험자에 따라 가장 큰 오차를 보여줌을 알 수 있다(Table

Table 1. List of measurements

No. Dimension No. Dimension

1 Stature 21 Knee Circumference

2 Crotch Height 22 Calf Circumference

3 Axilla Height 23 Minimum Leg Circumference

4 Anterior Axillary Fold Point to Posterior Axillary Fold Point 24 Ankle Circumference

5 Bitragion Arc 25 Upper Arm Circumference

6 Head Circumference 26 Elbow Circumference

7 Head Breadth 27 Wrist Circumference

8 Head Length 28 Arm Length

9 Head Height 29 Neck Base Circumference back

10 Waist Height 30 Neck Base Circumference front

11 Lateral Malleolus Height 31 Interscye Fold front

12 Neck Circumference 32 Interscye Fold back

13 Waist Circumference 33 Neck Point to Breast Point Waistline

14 Waist Circumference Omphalion 34 Neck Point to Inferior Scapula Point to Waistline

15 Chest Circumference 35 Neck Shoulder Point to Breast Point

16 Bust Circumference 36 Cervical to Lateral Shoulder

17 Underbust Circumference (female) 37 Upper Arm Length

18 Armscye Circumference 38 Right Shoulder Angle

19 Hip Circumference 39 Left Shoulder Angle

20 Thigh Circum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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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lative TEM (%TEM) values of dimensions                                         (Unit: %)

No. Dimension
40s 70s

Mean
Standard

DeviationMale Female Male Female

1 Stature .09 .27 .73 .20 .32 .24

2 Crotch Height .82 .47 1.01 .74 .76 .19

3 Axilla Height .34 .53 .49 .53 .47 .08

4 Anterior Axillary Fold Point to Posterior Axillary Fold point .76 1.11 1.41 1.18 1.11 .23

5 Bitragion Arc .60 1.07 1.04 .88 .90 .19

6 Head Circumference .37 .36 .51 .22 .37 .10

7 Head Breadth .50 1.10 .71 .24 .64 .32

8 Head Length .32 .16 .45 .16 .28 .12

9 Head Height 2.81 1.86 .49 2.85 2.00 .96

10 Waist Height .38 .74 .18 .81 .52 .26

11 Lateral Malleolus Height 2.17 5.22 2.15 5.71 3.81 1.66

12 Neck Circumference 1.29 1.69 .74 1.22 1.23 .34

13 Waist Circumference 1.86 1.16 .74 1.06 1.21 .41

14 Waist Circumference Omphalion .86 .28 .64 1.08 .71 .29

15 Chest Circumference .41 .67 1.47 .65 .80 .40

16 Bust Circumference 1.54 .57 .35 .65 .78 .45

17 Underbust Circumference (female) - 1.34 - 1.13 1.23 .11

18 Armscye Circumference 2.67 2.52 2.44 1.42 2.26 .49

19 Hip Circumference 1.35 .24 .26 .45 .57 .46

20 Thigh Circumference .85 .68 1.23 .68 .86 .22

21 Knee Circumference 1.15 1.40 .77 .85 1.04 .25

22 Calf Circumference 1.65 1.23 .70 .79 1.09 .38

23 Minimum Leg Circumference 1.74 .91 .44 .35 .86 .55

24 Ankle Circumference 1.36 1.31 1.11 1.40 1.30 .11

25 Upper Arm Circumference 1.06 .57 .96 .55 .78 .23

26 Elbow Circumference .25 .62 .89 .69 .61 .23

27 Wrist Circumference 1.47 .27 1.18 .67 .90 .46

28 Arm Length .41 .45 .48 .84 .54 .17

29 Neck Base Circumference Back 2.30 3.61 2.14 2.22 2.57 .60

30 Neck Base Circumference Front 2.43 3.66 .83 2.54 2.36 1.01

31 Interscye Fold Front .73 .61 .57 .71 .65 .07

32 Interscye Fold Back 1.22 1.96 1.74 1.46 1.60 .28

33 Neck Point to Breast Point Waistline 1.52 3.60 2.29 1.86 2.32 .79

34 Neck Point to Inferior Scapula Point to Waistline 1.11 1.68 .52 1.66 1.24 .48

35 Neck Shoulder Point to Breast Point .75 1.60 1.06 2.20 1.40 .55

36 Cervical to Lateral Shoulder 1.06 .80 1.25 3.32 1.61 1.00

37 Upper Arm Length .79 .65 .49 .94 .72 .17

38 Right Shoulder Angle 7.86 1.72 5.86 6.08 5.38 2.25

39 Left Shoulder Angle 6.19 9.90 4.26 6.25 6.65 2.04

Mean 1.45 1.50 1.17 1.47 1.40 .13

Standard Deviation 1.49 1.75 1.09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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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높이 항목에서는 가쪽복사높이가 가장 큰 오차와 표

준편차를 보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으로부터 수

직방향으로 재는 높이의 경우 오차가 적다고 여겨왔던

기존의 연구들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특히 여

성의 경우 그 오차가 컸기 때문에, 가쪽복사높이를 랜드

마크하는 과정에서부터 교육 및 측정 시의 특별한 주의

가 요구된다.

목밑앞뒤둘레와 목옆점젖가슴허리둘레선길이, 목옆

어깨가쪽길이 역시 높은 오차율을 보이는데, 이는 항목

들은 목옆점을 랜드마크하는 공통사항이 있으므로, 목

옆점을 랜드마크하는 방법에 대한 심층적인 교육이 추

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둘레 항목

에서는 목밑둘레뿐 아니라 겨드랑둘레가 가장 높은 오

차율을 보였기 때문에, 목밑둘레와 같이 사지 연결 부위

둘레에 대한 주의도 요구되는 바이다.

비록 오차율이 크지 않지만, 큰 표준편차를 갖는 허리

둘레, 장딴지둘레, 종아리 최소둘레, 가슴둘레, 엉덩이둘

레, 허리둘레들은 타 항목들에 비하여 일정한 값을 측

정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피험자들의 특성에 따라 측정치가 다소 변화하는 양상

이 보이는 항목들이므로, 더욱 정확한 측정기준이 마련

되고 그에 따른 심층적인 추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연령 및 성별에 따른 그룹별 ANOVA 분석을 한 결과,

Fig. 1. %TEM and std. of 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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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두께와 엉덩이둘레 및 팔길이를 제외한 모든 항목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머리두께의

경우, 성별에 따라 오차율이 달라지는데 이는 남성과 여

성의 머리카락 부피 및 길이가 관여된 결과로 보여진다.

엉덩이둘레와 팔둘레는 연령과 나이에 모두의 영향을 받

으므로, 엉덩이둘레 및 팔둘레의 측정 시 측정자가 더

욱 유의하여 측정방법을 따를 필요가 있다. <Table 3> 이

외의 대다수 항목들에서는 연령 및 성별에 따른 %TEM,

즉 기술적 측정오차율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측정을 위한 측정교육 시, 명

확한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대상

에 따른 오차는 대부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2) 측정대상 그룹에 따른 %TEM의 상관관계분석

측정한 각 대상별로 그룹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Table 4>, 모든 그룹 간에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동일한 남성 그룹 간(상관계수 .85),

가장 높은 상관을 보여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각 그룹

간 상관계수가 서로 상이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으므로

오차율을 통한 측정그룹의 분명한 분류기준으로는 활

용되기 어렵다. 즉 측정하는 대상에 크게 상관없이 측정

자의 %TEM 자체는 일반적으로 유사하게 유지되며, 측

정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오차의 정도는 차이가 발생한

다. 인체측정치에 대한 허용오차 및 측정자 교육 수준의

기준 설정 시에도, 측정오차는 측정자의 항목별 숙련도

와 교육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항목별 오차 관

리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 선행연구와의 %TEM 비교

측정된 인체치수의 TEM과 %TEM에 대한 객관적 기

준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특히 항목별로 오차 정도가

달라지는 인체측정치의 특성으로, 그 기준은 특히 각 항

목별로 허용치가 주어져야 하지만, 모든 항목에 대한 허

용 %TEM을 제안한 연구는 없어, 본 연구의 결과 중 일

부만 선행연구와 비교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정확

도에 따른 허용 %TEM의 기준과 본 연구의 결과를 비

교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를 통하여, 실험의 초반 진행된 40대 남성의

엉덩이둘레와 넙다리둘레를 제외한 모든 치수들이 선

행연구의 허용 %TEM 내의 값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측정실험이 진행됨에 따른 측정자들의 숙

련도 향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비교적 오차가 크다고 여

겨지는 위의 항목들에 대하여 본 연구의 측정실험이 높

은 정확도를 보였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허리

Table 3. Results of ANOVA about %TEM from sex and age (Head Breadth, Hip Circumference, Arm Length)

Dimension Sourc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Head Breadth

Sex 00.211 1 0.211 10.533***

Age 00.012 1 0.012 00.584***

Sex*Age 00.014 1 0.014 00.676***

Error 00.401 20 0.020 -

Total 01.110 24 - -

Hip Circumference

Sex 00.552 1 0.552 06.411***

Age 00.459 1 0.459 05.333***

Sex*Age 00.687 1 0.687 07.976***

Error 01.722 20 0.086 -

Total 05.665 24 - -

Arm Length

Sex 00.814 1 0.814 03.566***

Age 05.704 1 5.704 24.989***

Sex*Age 00.829 1 0.829 03.631***

Error 04.565 20 0.228 -

Total 27.176 24 - -

*p<.01,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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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의 오차가 가장 크고 키와 엉덩이둘레의 오차가 가

장 작게 계산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같은 양상과 유사한 수치를 보임에 따라, 본 연구의 항목

별 %TEM 결과 값에 대한 치수분포 양상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직접 측정실험에 있어, 측정자에 대한

측정 교육 수준의 기준 설정과 정밀도 높은 데이터 관리

의 틀을 마련을 위한 측정오차율 계산방식 및 결과를 제

시하고 분석하였다. 반복된 실험을 통하여 산출된 TEM

과 %TEM은 측정 시 발생하는 오차를 상대적으로 비교

할 수 있는 산술치로 제공함에 따라, 측정오차가 많이 발

생하는 항목을 비교하고 측정실험에서 보다 유의해야 하

는 항목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TEM을 항목 및 대상별로 비교한 결과, 측정대상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오차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

으나, 측정항목에 따른 측정오차의 차이는 비교적 뚜렷

하게 구분되었다. 모든 대상에서 ‘오른쪽 및 왼쪽 어깨

각도’가 가장 큰 오차와 표준편차를 보였다. 이는 현재

인체측정 프로토콜(KATS, 2014) 및 BS EN ISO 20685:

2005(ISO, 2005)에서 제안하는 어깨각도 측정방식에 보

다 명확한 피험자 자세와 측정방법에 대한 기준이 설명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수차례의 훈련을 받은 측정자들

에게도 어깨각도의 측정치는 모든 대상의 실험에서 많

은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높이 항목에서는 가쪽복사높이, 머리수직길이와 둘레

항목에서는 목밑둘레, 겨드랑둘레에서 큰 %TEM이 계

산됨에 따라, 측정자들이 관련 항목을 타 항목들에 비하

여 더욱 유의하여 측정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측정교육

이 요구된다. 또한 오차율이 작지만 큰 표준편차를 갖는

허리둘레, 장딴지둘레, 종아리 최소둘레, 가슴둘레, 엉덩

이둘레, 허리둘레는 실험이 지속되어 측정자의 숙련도

가 높아짐에 따라 그 오차율이 크게 줄어든 양상을 확인

하였기 때문에, 본 항목들은 반복적인 측정실험이 정확

도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 및 성별에 따른 그룹별 ANOVA 분석을 한 결과,

머리두께와 엉덩이둘레 및 팔길이를 제외한 모든 항목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대상에 따른 오

차는 대부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한정된 시간 내에 비교적 나이가 많은 연령

을 포함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되었으므로

실험시간이 한정되면서, 측정항목을 보다 다양하게 선정

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오차가 크다고 여겨져 다수

선정된 둘레 항목 외에도 높이 및 길이, 각도, 두께, 너비

Table 4.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measurement groups

40's Male 40's Female 70's Male 70's Female

40's Male 1.00**

40's Female 0.63** 1.00**

70's Male 0.85** 0.61** 1.00**

70's Female 0.81** 0.76** 0.79** 1.00

**p<.01

Table 5. Comparison of %TEM with Ross et al.'s report

Dimension

Stanley and Deborah's report This study

R=95% R=99%
40's

Male

40's

Female

70's

Male

70's

Female
Avg.

Stature 1.26 0.56 0.09 0.27 .73 0.20 0.32

Hip Circumference 1.24 0.56 1.35 0.24 .26 0.45 0.58

Waist Circumference 2.38 1.06 1.86 1.16 .74 1.06 1.21

Calf Circumference 1.64 0.73 1.65 1.23 .70 0.79 1.09

Upper Arm Circumference 2.24 1.00 1.06 0.57 .96 0.55 0.79

From Ross et al.'s study (as cited in Ulijaszek & Kerr, 1999, p.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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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항목별로 더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지 못함으로 인

하여 각 항목별 허용오차를 선정하는 수준의 결과는 얻

지 못하였다. 또한 연령 및 피험자의 수도 한정적이었으

므로 각 피험자 그룹별 분석에도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의 결과는 측정자에 대한 측정교육 수준의 기

준 설정과 정확도 높은 데이터 관리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욱

일관되고 정확한 측정데이터의 확보를 위해서는 각 항

목별 측정치의 허용 %TEM을 제안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피험자를 대상으로 더 많은 측정항목을 반복 실험

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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