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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ead and face are the most complicated structures of the human body. However, unlike apparel pro-

ducts, many of the head and face related products are produced in unisex or one-size-fits-al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practical analysis that reflects these size structures. This study analyzed head and

face measurements of men, women, and both men and women; its purpose lying in clarifying the differen-

ces and commonalities between the measurements of men and women and discovering the possibility of

integrating analysis on measurements of men and women. 3D face and head measurement data of men and

women from 20 to 29 years-old from Size Korea's 6th human body size data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The mutual 9 factors were extracted as the results of the three factor analyses (both men and women) sep-

arately and men and women integrated. However in the cluster analysis based on the 9 factors, men and

women showed mutu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t landscape in group types and distribution. The common-

al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observed in this study should be applied to the sizes of head

and face products.

Key words: Head and face, Men and women, Measurements, Size Korea, 3D; 머리 및 얼굴, 성인 남녀,

치수, 사이즈 코리아, 3D

I. 서 론

머리는 척추동물의 부위 중 가장 복잡한 구조를 지닌

신체기관으로 외관상 모발로 덮여 있는 머리 뒤 부위와

얼굴을 포함하며 눈, 코, 귀, 입과 같은 기관과 뇌가 함께

존재하는 부위로 정의된다(“head”, n.d.). 최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추세와 함께 여가 활동, 특히 야외 활동이 증

가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미세먼지, 자외선 등 유해환경

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면서 얼굴 관련 보호구의 관심 역

시 확대되고 있다.

머리 및 얼굴 관련 제품은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

으나 올바른 맞음새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머리의 폭, 길

이 등의 사이즈, 이목구비의 크기, 비율과 위치, 얼굴의

대칭 구조와 두상 유형 등 다양한 정보가 요구된다. 이러

한 인체형상의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상 분포

를 가정할 수 있는 측정대상의 수량적 확보, 정밀하고 과

학적인 측정, 측정데이터의 전문적인 분석 및 가공이 필

수적인데, 이를 연구자 개인이나 제품 제작업체가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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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인체측정치의 가공자료는 의

류뿐 아니라 건물, 가구, 장비, 잡화 등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 및 제품에서 요구되므로 국가 차원에서의

표준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나라에서는 인

체측정치의 정확하고 표준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서 대

규모 사이즈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

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제1차 조사를 시작으로 5~7년

간격으로 정부출연기관 주도하에 한국인 인체치수를 측

정하여 제공하여 왔으며, 2003년부터는 직접측정과 함

께 3차원 측정을 병행하여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인

체가공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머리 및 얼굴 관련 측정은

첫 인체치수조사사업에서는 3개 항목 측정에 불과하였

다. 그러나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3D 측정기술이

도입된 제5차(2003년) 인체치수조사에서는 직접측정 8개,

3차원 측정 40개 항목을, 제6차(2010년) 인체치수조사에

서는 직접측정 8개, 3차원 측정 45개 항목을 측정하는 등,

머리 및 얼굴 관련 측정항목이 대폭 증가하여(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8), 머

리 및 얼굴 관련 분석을 시도하는 연구자나 관련 제품을

제작하는 제작자에게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유용한 데이터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머리 및 얼굴 관

련 제품이 늘어날수록 이러한 제품들의 사이즈 적합성

에 대한 불만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륜자동

차 충돌 시 부상 및 사망 확률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안

전모의 사이즈 적합성을 강조한 기사(Jeon, 2016)는 머

리 사이즈 적합성의 중요성을 인지시켰으며 최근 야외

훈련 시 군인들에게 지급된 보건용 마스크의 사이즈 부

적합(Kim, 2018) 문제가 제기되어 여전히 얼굴 관련 제

품의 사이즈 불일치가 문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머리 및 얼굴에 착용하는 보호용, 미용용, 기타 용도

의 제품은 매우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머리 윗부분에

착용되는 안전모와 모자, 눈과 귀, 코에 착용되는 보안

경, 수경, 선글라스를 포함한 안경, 호흡기의 보호를 위

해 착용되는 마스크와 귀에 착용되는 이어폰, 헤드셋, 귀

마개 및 목에서 머리까지의 형상을 감싸는 방한용 두건,

후드 등 머리와 얼굴 각 부위에 착용하는 제품의 안전

및 효율성을 위해서는 용도에 요구되는 사이즈 맞음새

가 필수적이며 맞음새가 만족되었을 때 그 최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최근 3D 얼굴 인식에 의한 잠금 및 해제

기능(Face ID)을 보유한 스마트 기기의 출시 또한 산업

계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얼굴의 정확한 사이징 및 유형

화의 요구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머리 및 얼굴의 사이즈 적합성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

여 머리 및 얼굴 부위의 측정치를 분석한 연구들이 활발

히 발표되고 있으나 인체 중 가장 복잡한 구조인 머리

의 형상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결론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머리 및 얼굴 관련 초기의 연구들(Kim & Lee,

2004; Song & Park, 2004; Yi & Kim, 2007)에서는 머리

항목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 측정을 실시하고 측정치

와 시각적 형태로부터 계란형, 둥근형, 사각형 등 4~6개

로 두상 유형을 분류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이후 신뢰성

이 확보된 대규모 한국인 인체측정데이터가 제공되면서

머리의 측정치를 요약하여 구조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증가하였는데 H. S. Kim et al.(2005), Kim et al.

(2006), Choi et al.(2009, 2010) 등의 연구에서는 여성 또

는 남성의 머리 및 얼굴 관련 측정치로부터 원자료, 또

는 변환된 지수를 이용하여 여성 또는 남성의 머리 및 얼

굴 구조요인을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이와는 달리 Kang

(2015)의 유해환경 차단용 마스크 제품 연구 및 I. Kim et

al.(2005)의 수영모 맞음새 개선 연구 등은 남녀 구분 없

이 모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머리 및 얼굴 관련 측정치로부터의 구조특성을 파

악, 분석한 연구들이 남자와 여자를 각각의 케이스로 분

리하여 연구한 것과 대조적으로 머리 및 얼굴 관련 제품

특성 및 소비자 반응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남녀를 함께

분석한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비자 관련

연구들에서는 성별 구분 없이 제작, 판매되고 있는 머리

관련 제품의 시장 현황을 반영한 데 반해, 머리의 복잡

한 구조요인을 밝히는 데는 통합분석의 어려움이 인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복, 신발 등 다른 의류 제품

과는 달리 많은 머리 관련 제품에서 남녀 구분 없이 유

니섹스 또는 단일 치수로 제작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머리 및 얼굴 치수에서 성별

을 분리하거나 상세한 치수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제품

제작에 적용 가능한 정보로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남녀의 머리 관련 측정치에서의 공통성과 차

이점을 파악하고 제품에서 남녀 사이즈를 통합, 또는 분

리 제작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의의가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머리 및 얼굴

관련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

여 머리 및 얼굴 측정치 분석에서 남녀 분리 및 통합분

석을 통하여 얼굴과 머리 부위의 구조 및 크기 요인에서

남녀 간의 차이요인 및 공통요인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이에 따른 연구절차 및 결과를 제시하여 향후 남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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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분석이 요구되는 상황에 유용한 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20대 남녀의 머리로 제6차 3차원 측

정데이터(KATS, 2010)의 20~29세 남녀 434케이스의 머

리 및 얼굴 관련 45개 항목의 측정치를 데이터로 사용

하였다. Size Korea(KATS, 2010)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사전적 정의에서는 머리가 얼굴을 포함하나 통상적으

로 머리란 머리의 뒷부분, 또는 머리 전체 형태를 이르

는 두상으로 인지하는 반면, 얼굴은 머리 앞부분의 이목

구비가 존재하는 면으로 인지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머

리 및 얼굴’로 용어를 사용하였다.

데이터 탐색을 통해 각 측정치에 missing data가 있는

케이스 및 극단값, 이상값이 존재하는 케이스를 필터링

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케이스는 남자 209명, 여자

196명 등 총 405명의 케이스이며 좌우가 있는 항목의 경

우 우측을 사용하여 좌측 항목을 제외하고 총 41개 항목

<Table 1>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머리 및 얼굴 측정치의 구조특성과 크

기특성의 분석을 통해 공통된 요인과 차이요인을 밝히

고자 하였다. 남녀 각각의 케이스 및 통합케이스에 대하

여 요인분석의 주성분 추출방법을 실시하여 구조요인의

차이 및 공통성을 분석하였으며, 크기특성의 차이는 t-

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머리 및 얼굴 측정

치의 구조상의 공통요인이 확인되었으며, 크기에 있어

서는 남녀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발견되어 남녀 통합 구

조요인을 이용,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군집

의 머리 및 얼굴의 각 부위의 크기를 통한 남녀 특징은

일원분산분석 및 다중비교분석을 남녀의 분포특성을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사용된 통계프로그램

은 SPSS Ver.24.0 이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3차원 형상데이터를 통한 머리 및 얼굴 구성요

인 분석

자료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내용을 건지기 위해 현대

인은 개념적 또는 수리적 요인분석을 하며 살아간다. 요

인분석은 다수 또는 대량의 자료를 처리해서 이론적으

로, 또는 내용적으로 의미 있는 소수의 변수를 추출하는

Table 1. 3D dimensional measurements for head and

face

No. Measurements

1 Nose height

2 Nose length

3 Head circumference

4 Head height

5 Gonial angle to top of head

6, 7 Tragion to top of head

8 Stomion to top of head

9 Subnasale to top of head

10 Pronasale to top of head

11 Sellion to top of head

12 Glabella to top of head

13 Menton-sellion length

14, 15 Ectocanthus to top of head

16 Subnasale-sellion length

17 Menton-subnasale length

18 Glabella arc of head

19, 20 Ectocanthus to wall

21 Tragion to glabella

22 Pronasale to wall

23 Center of lip to wall

24 Menton to wall

25 Sellion to wall

26 Otobasion superius to sellion

27, 28 Tragion to wall

29 Ectocanthus to tragion

30 Tragion to stomion

31 Sagital arc

32 Bitragion arc

33 Arc ; Tragion-menton-tragion

34 Arc ; Tragion-sellion-tragion

35 Arc ; Tragion-subnasale-tragion

36 Length ; Side neck-wall-side neck

37 Head breadth

38 Biocular breadth

39 Interpupilary breadth

40 Interocular breadth

41 Interotobasion superius breadth

42 Intertragion breadth

43 Nasal breadth

44 Lip length

45 Mandibular angle brea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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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방법이다(Lee, 1995). 머리 및 얼굴 형상은 인체에서

가장 관심이 큰 부위인 반면, 세부적인 측정항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각 부위의 관계, 비율 등 분석된 정보

를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그러므로 머리 및 얼굴에 대한

구조요인의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학술 및 산업 측

면에서 유용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대 남자와 여자에 대하여 머리 및 얼

굴의 3차원 측정항목을 통해 형상을 구성하는 요인을 도

출하고자 수리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들에

서 시행된 방법과 같이 남자와 여자를 분리한 케이스와

함께 남녀를 통합한 케이스의 3개 케이스를 요인분석

하였다. 이는 마스크, 모자, 안경 등 머리 및 얼굴 관련

많은 제품에서 남녀 구분이 없는 사이즈 체계로 제작됨

을 감안하여 구조요인의 특성을 탐색하고 실제 제품에

의 분리 또는 통합 요인추출의 적합성을 판단하고자 함

이다.

머리 및 얼굴 관련 계측항목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

ponent analysis)을, 요인회전방식은 베리맥스(Varimax)

방법을 실행하였다. 적재량이 0.4 이하인 항목, 둘 이상의

요인에 적재된 적재량의 차이가 0.3 이하로 교차적재된

항목들을 제거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구조특성의 공통성

과 차이점을 찾고자 하였다. 다만 머리 및 얼굴의 형상 파

악에 중요한 항목은 적재값에 관계없이 요인분석에 포

함하였는데 이는 후속분석을 위한 효율적인 결과보다는

그 항목의 구조적 요인을 밝히는 것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자 함이다.

요인추출단계에서 8개 항목(턱끝뒤통수돌출수평길이,

귀구슬뒤통수돌출수평길이, 눈구석사이너비, 귀구슬입

술직선길이, 귀구슬사이턱끝(호)길이, 귀구슬사이코뿌리

(호)길이, 귀구슬사이코밑(호)길이, 아래턱사이너비)이 제

외되어, 최종 33개 항목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Ei-

genvalue 1.00 이상의 값을 기준으로 남녀 각각 및 통합

케이스를 요인분석한 결과, 3개 분석에서 모두 9개 요인

으로 집약되었다. Scree test 결과 3개 요인분석에서의 각

요인의 Eigenvalue 수준이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두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인이 머리 및 얼굴의 요

인구조를 설명하는 비중 있는 항목들로 집약되었으며

3~9번째 요인의 Eigenvalue를 모두 합쳤을 때 상위 2개 요

인의 설명력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Fig. 1).

<Fig. 2>와 <Table 2>는 남녀 분리 및 통합케이스에서

추출된 9개 요인을 통합케이스를 기준으로 재배열하여

3개 분석의 각 요인에 공통으로 집약된 변수, 함께 집약

되지 못한 단독 변수, Eigenvalue, 설명력(설명분산) 등을

비교하고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KMO 측도 및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통하여 확인한 것이다. 최종 분석에 사용

된 33개 항목 중 32개 항목은 성별에 따른 3개 요인분석

에서 일관되게 동일 요인으로 집약되었으며 1개 항목이

케이스에 따라 다른 집약현상을 나타냈다. 33개 항목으

로부터 집약된 9개 요인은 2개의 세로길이 요인, 4개의

가로길이 요인, 기타 길이 및 크기를 나타내는 3개 요인

으로 구분되었다. 가장 높은 적재량으로 집약된 첫 번째

요인에는 9개의 항목이, 요인 2에는 6개의 가로길이가

성별 집단별 3개 요인분석에서 공통으로 집약되었다. 요

인 1의 Eigenvalue는 모두 8.00 이상으로 전체 항목을

100.0%로 하였을 때 23.7~24.4%의 설명력을 가진다. 요

인 2의 Eigenvalue는 4.66~5.60으로 전체 항목의 13.7~

16.5%를 설명하였으며 1, 2 두 요인의 설명력은 약 40%

에 이른다. 3번째 요인부터는 남녀 통합분석의 요인 3

(3.22)을 제외하고는 모두 3.00 이하의 비교적 낮은 Ei-

Fig. 1. Scree graph in order of Eigenvalue of 9 fac-

tors by gender.
Fig. 2. Eigenvalue and variance of common factors

by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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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value를 나타냈다. 가장 설명력이 높은 첫 번째, 두

번째 요인과 가장 설명력이 낮은 여덟 번째와 마지막 요

인에서는 남녀 개별분석 및 통합분석에서 모두 같은 순

위로 집약되었다. 세 번째 요인에서 일곱 번째에 이르

는 5개 요인은 케이스에 따라 다소 순위의 차이는 있었

으나 Eigenvalue가 1.00 이하의 차이로 각 요인은 근소

한 차이로 순위가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총 분산은

남자 85.9%, 여자 86.2%, 남녀 통합케이스 89.1%로 9개

의 요인이 33개 항목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집

약되었으며 남녀 통합분석 결과에서 설명력이 상승한 것

을 알 수 있다. 각 요인분석을 판단하기 위하여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남녀 분리 요인

분석에서 .800에 가까운 KMO 측도를 나타냈으며 특히

남녀 통합분석에서는 .800을 넘는 높은 값으로 표본 적

합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

과 역시 세 개 분석 모두 .000의 유의확률을 나타내 측정

변수 간의 상관계수행렬이 단위행렬이 아니며 본 분석

이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남녀 개별 및 통합 요인분석에서 9개 요인에 집약된

항목들을 중심으로 각 요인의 구조특성을 분석하였으

며, 각 요인에 집약된 항목들을 이미지로 대응시켰다

(Table 3), (Fig. 3). 가장 높은 적재량으로 집약된 첫 번째

요인에는 머리마루코뿌리수직길이, 머리마루눈살수직

길이, 머리마루오른쪽눈초리수직길이, 머리마루코끝수

직길이, 머리마루코밑수직길이, 머리마루입술수직길이,

머리수직길이, 머리마루아래턱뼈수직길이 등, 머리마루

에서 얼굴의 각 부위에 이르는 8개의 수직길이와 눈살

머리마루뒤통수호길이를 포함한 9개 항목이 남녀 개별

및 통합 요인분석에 모두 집약되었다. 이들 9개 항목은

머리마루로부터 시작되는 세로길이로 머리의 위쪽 크

기를 좌우하는 머리의 세로길이로 정의할 수 있다. 여자

케이스의 분석에서는 코높이가 .493의 비교적 높지 않은

적재량을 가지며 요인 1에 적재되었으나 남자 또 남녀

통합 요인분석에서는 요인 1에 적재되지 않았다. 9개의

요인 중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요인 1은 머리마루

로부터 시작되는 머리수직길이로서 이목구비의 수직위

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필요한 항목들이라 할 수 있으

며 머리 전체를 방한, 또는 보호하면서 작업, 활동하는

보호구에서 눈, 귀, 호흡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정보로 사용될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에서는 남녀 개별 및 통합 요인분석에서

동일한 6개 항목이 집약되었다. 이들 항목은 오른쪽눈

초리뒤통수돌출수평길이, 코뿌리뒤통수돌출수평길이,

코끝뒤통수돌출수평길이, 입중심뒤통수돌출수평길이,

눈살뒤통수돌출수평길이의 머리뒤통수로부터 얼굴의 각

부위에 이르는 5개의 수평거리항목과 머리둘레를 포함

하는 6개 항목으로 뒤통수로부터 얼굴 각 부위에 이르는

가로길이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요인 2는 뒤통수로부터 머리, 눈, 코, 입 등의 가로방향

의 직선거리 및 둘레로 얼굴에 사용되는 제품 중 방독

마스크, 수경 등과 같이 뒤통수에 걸치는 제품의 정확한

치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요인 역시 남녀 개별 및 통합 요인분석에서 동

일 항목이 집약되었다. 집약된 귀바퀴사이너비, 귀구슬

사이너비, 머리너비 등 3개의 너비항목은 모두 얼굴 앞

면에서 측정되는 항목으로 머리, 특히 머리 단면의 너비

특성을 설명하며 헤드폰, 안경 등 머리와 귀의 너비를

요구하는 제품에 활용될 수 있다.

다음 요인에는 코길이, 코뿌리코끝수직길이가 속하였

으며 남자 및 남녀 통합케이스에서는 코높이도 함께 속

Table 2. Abstracts from factor analysis of head and

face data for men and women

Factor
No. of common V.*

No. of alone V.

Eigenvalue

Variance (%)

Men Women M/W**

1
9

1 (F)

08.31

24.40

08.04

23.70

08.13

23.90

2
6 04.66

13.70

05.59

16.40

05.60

16.50

3
3 02.97

08.70

02.64

07.80

03.22

09.50

4
2

1 (M, MF)

02.63

07.70

02.26

06.70

02.63

07.70

5
3 02.71

08.00

02.69

07.90

02.58

07.60

6
3 02.13

06.30

02.50

07.40

02.20

06.50

7
2 02.30

06.80

02.17

06.40

02.17

06.40

8
2 02.04

06.00

01.99

05.90

01.95

05.70

9
2 01.45

04.30

01.43

04.20

01.81

05.30

Total
32

1

29.20

85.90

29.32

86.20

30.29

89.10

KMO's measure

Significance level of Bartlett 

test

.786

.000

.789

.000

.865

.000

*V.: Variable, **M/W: Men &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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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코의 크기 및 형상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코의 형태를 정확히 재현, 또는 반영해야 하는 제품의 유

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요인 1의 수직거리

와 함께 마스크 제품의 호흡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

Table 3. Characteristics of factors on head and face data for men and women

Factor characteristics No. Variables
Factor loading

Men Women M/W*

Vertical length of the head

11 Sellion to top of head .962 .969 .975

12 Glabella to top of head .939 .953 .958

14 Ectocanthus to top of head .930 .941 .928

9 Subnasale to top of head .924 .935 .922

10 Pronasale to top of head .930 .930 .920

8 Stomion to top of head .918 .907 .885

4 Head height .873 .841 .808

31 Sagital arc .747 .664 .690

5 Gonial angle to top of head .673 .594 .596

1 Nose height .329 .493 .415

Horizontal length from the back

of the head to facial parts

25 Sellion to wall .892 .924 .917

19 Ectocanthus to wall .893 .933 .881

22 Pronasale to wall .847 .913 .841

23 Center of lip to wall .801 .828 .834

18 Sagital arc of head .849 .893 .641

3 Head circumference .595 .731 .641

Breadth of the head

41 Inter-otobasion superius breadth .848 .913 .869

42 Intertragion breadth .878 .850 .832

37 Head breadth .806 .758 .768

Size of the nose

2 Nose length .922 .913 .898

16 Subnasale-sellion length .882 .863 .832

1 Nose height .581 .103 .562

Width of the side of the face

29 Ectocanthus to tragion .875 .841 .870

26 Otobasion superius to sellion .904 .884 .828

21 Tragion to glabella .860 .868 .818

Arc of the head

6 Tragion to top of head .803 .862 .819

32 Bitragion arc .814 .830 .787

36 Side neck-wall-side neck .463 .590 .434

Distance of eyes
39 Interpupilary breadth .853 .949 .857

38 Biocular breadth .739 .754 .756

Vertical length of the lower face
17 Menton-subnasale length .919 .886 .871

13 Subnasale-sellion length .837 .827 .757

Width of nose & mouth
44 Lip length .733 .843 .587

43 Nasal breadth .776 .368 .374

Accumulative variance (%) 85.9 86.2 89.1

*M/W: Men &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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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보로 사용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요인에는 남녀 개별 및 통합 요인분석 모두

눈초리귀구슬수평길이, 코뿌리귀바퀴위뿌리수평길이,

눈살귀구슬수평길이의 3개 항목이 집약되었다. 이 항목

들은 귀구슬, 또는 귓바퀴로부터 눈, 코에 이르는 가로

직선길이 즉, 두께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얼굴의 두께요

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요인의 특성은 코나 눈에서

귀에 걸치는 제품의 치수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 번째 요인 역시 남녀 개별 및 통합 요인분석 모두

동일한 3개 항목이 집약되었다. 집약된 항목들은 머리

마루오른쪽귀구슬점수직길이, 귀구슬사이머리마루호길

이, 목옆머리마루목옆길이로 목으로부터 얼굴을 지나 머

리의 단면 라인을 따르는 체표길이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모자나 후드 등 머리의 곡면의 형상과 길이를 파악하는

정보로 사용할 수 있다.

일곱 번째 요인에서 3개 분석에 일관되게 집약된 눈동

자사이너비, 눈초리사이너비의 2개 항목은 눈의 간격 및

크기 요인이라 정의할 수 있다. 안경 및 수경 등 렌즈 크

기와 간격이 요구되는 제품과 눈의 위치를 제외하는 마

스크 팩, 방한 두건 등의 제품에서 눈의 위치, 눈의 간격,

눈의 크기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여덟 번째 요인에서는 남녀 개별 및 통합 요인분석에

서 코밑턱끝수직길이, 코뿌리턱끝수직길이의 2개 항목

이 동일하게 집약되었다. 이 항목들은 코에서 턱까지의

얼굴 아래 수직길이 관련 항목으로 코 아래 길이요인으

로 정의할 수 있다. 턱 부분을 가리는 스포츠, 미용 관련

마스크나 턱의 밀착이 요구되는 방호용 마스크 등에서

턱의 크기와 길이를 파악할 수 있으며, 호흡기로부터 턱

까지의 밀착이 요구되는 제품의 관련 정보로도 이용될

수 있다.

마지막 요인에서는 코너비, 입너비의 2개 항목이 모

든 요인분석에서 동일하게 포함되었으며 코, 입의 가로

치수, 즉 코와 입의 크기로 명명할 수 있다.

Fig. 3. Matching dimensions of head and face by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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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머리 및 얼굴 관련 항목에 대하여 남자와 여

자의 케이스를 분리, 통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3개 항목 중 32개 항목에서 같은 요인집약결과를 나타

내어 남자와 여자의 머리 및 얼굴의 구조는 상호 일관된

체계를 갖고 있으며 용도에 따라 통합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대 남녀의 얼굴과 머리의 구조특성

을 나타낸 9개의 요인에는 머리의 크기에 관여하는 세로

길이, 가로길이, 호 등의 4개 요인, 귀에서 눈, 코에 이르

는 얼굴두께와 코에서 턱에 이르는 코밑길이 등 머리를

제외한 얼굴의 치수 2개 요인과 눈, 코, 입의 위치, 간격,

크기에 관여하는 3개 요인이 추출되어 머리와 얼굴, 이

목구비는 비교적 상호 상관관계가 낮고 독립적인 구조요

인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부터 인체부위 중 가

장 작은 머리에 복잡하고 다양한 머리 구조요인이 존재

하는 것을 확인하여 머리 관련 제품의 종류, 사용 위치 및

용도, 안전 수준에 따라 머리 및 얼굴 정보를 달리 반영

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요인집약항목에서 성별에 따라 다른 집약양상을 보인

코높이는 각 요인에 적재된 적재량이 다른 항목에 비해

낮았으나 얼굴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부위로서

제외하지 않고 그 구조의 특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코

높이가 여자와 남자의 얼굴구조에서 다른 집약양상을

보인 것은 특이한 점이며 향후 코높이가 요구되는 분석

에서, 결과의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얼굴에서 비교적 그 크기의 변화가 가능한 부위인 코높

이항목은 성형에 의한 변형이 얼굴의 구조규칙에 변화

를 주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논의를 제시하며 이

에 대한 비교 또한 여러 연령층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머리 및 얼굴 요인의 남녀 비교분석

요인분석으로부터 추출된 각 요인에 대하여 t-test와 몰

리슨(Mollison) 척도를 통해 남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Table 4), (Fig. 4).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남녀 통합 요

인분석으로부터 산출된 요인점수이다. 모든 요인점수의

평균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적으로 크게 나타나 남

자는 여자에 비해 머리의 크기, 즉 머리의 수직길이, 너

비, 두께 및 단면상의 길이가 크고 코와 이목구비의 너

비, 간격이 유의적으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머리 및 얼굴의 구조적 요인은 남녀 케이스에서 공통된

결과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크기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차이가 제품의 크기에서

반영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몰리슨의 척도를 통해 그 차

이를 검토한 결과, 9개 요인 중에서도 남녀의 크기 차이

가 가장 두드러진 요인은 머리 두께 및 너비 항목으로 집

약된 요인 2, 요인 3과 코, 입의 너비인 요인 9로 나타났

으며 비교적 남녀의 차이가 적은 요인은 머리의 수직길

이항목으로 집약된 요인 1과 옆얼굴의 머리 및 얼굴 두

께항목으로 집약된 요인 5임을 알 수 있었다. 즉, 머리 및

얼굴 제품에서는 남녀의 사이즈 차이가 반영되어야 하며,

특히 머리의 너비, 두께 및 입과 코의 치수가 요구되는 제

품에서 남녀 차를 정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각 요인 중 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항목들에

대하여 각 요인의 성별 분포양상 및 요인 간의 관계를 산

점도로 확인하였다. 4개의 산점도 모두 각 요인항목들 간

의 선형구조가 발견되지 않고 불규칙하게 분산되어 추출

된 요인들이 각각 독립적인 요인구조를 이루는 것을 다

Table 4. T-test result of factor scores by gender

Factor
Men (N=209) Women (N=196)

t-value
Mean S.D. Mean S.D.

1 .149 0.996 −.159 0.982 03.127***

2 .302 0.869 −.322 1.032 06.551***

3 .335 0.969 −.357 0.906 07.400***

4 .237 0.981 −.252 0.960 05.068***

5 .099 1.056 −.105 0.928 02.058***

6 .193 0.965 −.205 0.998 04.078***

7 .211 0.957 −.225 0.999 04.479***

8 .200 0.966 −.213 0.994 04.232***

9 .504 0.808 −.538 0.901 1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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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Mollison's comparison graph in factors of men

an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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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산점도의 성별 분포양

상에서 X, Y축의 상위에 남자가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남녀 간 크기 차가 명확히 판별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

의 검정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현상으로 최상위, 최하

위 구간에서 남자와 여자가 모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

나 제품의 치수 적용 시 이러한 분포양상이 간과되지 않

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항목 중 코높이와 코길이는 산

점도의 분포양상에서 남녀의 차가 가장 적은 항목으로

코의 형태 및 치수가 정확히 반영되어야 하는 제품에서

는 남녀의 구분보다는 유형에 따른 분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Fig. 5).

3. 남녀 성인의 머리 및 얼굴 유형의 분류

앞서 남녀 간에 머리 및 얼굴의 공통된 요인구조의 특

성을 발견하였으나 크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머리와 얼굴 치수 평균의 유의한 차이

에도 불구하고 산점도를 통해 최소, 최대 부위에서 남녀

의 분포 역시 파악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녀의 통

합 구조요인을 크기에 반영하고 각 크기특성의 남녀 분

포를 파악하고자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9개 요인의 요인

점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남녀 통합 군집분석을 실시하

고 분류된 군집의 성별 분포특성을 분석하였다. 효율적

인 군집수 결정을 위해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군집수를 3~6개로 지정한 후, 각각의 유형 집단에 대

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머리 및 얼굴의 9개 요인에

서 각 군집 간에 유의차 및 군집별 분포형태를 검토하여

4개의 군집을 최종 선택하였다. 4개 군집은 모든 요인에

서 군집 간에 p<.001 수준 이상의 매우 높은 유의차가 나

타났으며 머리 및 얼굴, 이목구비의 뚜렷한 크기의 차이

Fig. 5. Scatter graphs of head and face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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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 각 집단의 유형 구분이 명확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 (Fig 6).

분류된 유형별로 머리 및 얼굴 형태의 특징 및 성별 분

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에 포함된 각 항목의 실

측값에 대하여 군집과 성별 분포의 교차분석<Table 6>과

분산분석 및 Duncan test에 의한 다중비교 사후검정<Ta-

ble 7>을 실시하였다. 군집의 비율은 21.5%에서 30.6%

까지 비교적 고른 분포양상을 보였으나 각 군집은 남녀

간의 기대분포와 매우 유의적인 차이로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3개의 모든 항목에서 군집 간 p<.001

수준의 높은 유의차가 나타났다.

각 유형의 요인별 구조특성 및, 크기, 분포양상을 살

려본 결과, 유형 1은 눈살머리마루뒤통수호길이을 제외

한 머리로부터의 각 부위의 세로길이가 가장 길지만 머

리두께 및 머리너비, 뒤통수로부터 얼굴 각 부위에 이

르는 가로길이, 즉 두께가 짧은 유형이다. 머리 위의 호

등 윗부분이 특히 긴데 반해 코 아래에서 턱에 이르는

길이는 짧은 유형이다. 얼굴의 두께와 눈의 간격이 좁은

데 반해 코의 길이, 코너비, 코높이 등 코가 큰 유형이다.

즉 머리는 길고 좁아 가름하며 얼굴 아랫부분이 짧은 유

형으로 코가 크지만 눈과 입은 크지 않은 유형이다. 군

집 중 가장 많은 30.6%(124명)가 유형 1에 속하였으며

군집 내 남자와 여자의 비율(54.0%/46.0%)이 고르게 분

포하여 남녀 모두에게 나타나는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유형 2는 유형 1과는 대조적으로 머리로부터의 각 부

위의 세로길이가 비교적 짧은 반면 머리의 너비, 두께,

머리 위 호 등이 큰 유형이다. 머리마루코밑수직길이, 머

리마루코끝수직길이, 머리마루코뿌리수직길이가 작은 데

Fig. 6. Mollison's graph of the factor score by group from cluster analysis.

Table 5. One-way ANOVA and multivariate analysis in factors by cluster

Type

Factor
1 2 3 4 F-value

1 −.322 A −.026 B −.225 B −.248 B 8.090***

2 −.366 B −.374 A −.380 B −.437 A 23.797***

3 −.301 B −.323 A −.425 B −.448 A 21.594***

4 −.506 A −.810 C −.157 B −.351 A 51.043***

5 −.131 C −.661 D −.283 B −.628 A 38.287***

6 −.314 A −.492 A −.729 C −.271 B 38.228***

7 −.295 B −.084 B −.239 B −.709 A 24.826***

8 −.443 B −.260 A −.105 A −.209 A 13.132***

9 −.396 A −.095 B −.996 C −.506 A 63.737***

N (%) 124 (030.6) 101 (024.9) 87 (021.5) 93 (023.0) 405 (100.0)

***p<.001

The groups as the result of Duncan's test with signifiant difference of p<.05 are listed in the order of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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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코 아래 세로길이는 긴 유형이다. 전반적으로 머리

관련 수평길이가 큰 집단이지만 얼굴부위의 두께를 특

징짓는 눈살귀구슬수평길이, 코뿌리귀바퀴위뿌리수평

길이, 눈초리점귀구슬수평길이가 작았다. 코의 크기를

결정하는 코높이, 코길이, 꼬뿌리코끝수직길이 항목이

작고 눈의 간격이나 코, 입의 너비 역시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집단은 머리의 세로길이는 비교적 짧

고 가로길이는 커서 둥근 얼굴이며 유형 1에 비해 얼굴

아랫부분이 길고 발달한 유형이다. 눈, 코, 입이 작고 특

히 눈, 코, 입에서 귀에 이르는 얼굴두께가 가장 작은 집

단으로 동그랗고 납작하며 코의 길이가 짧고 눈과 입도

크지 않은 집단이다. 전체 케이스의 24.9% (101명)가

유형 2에 속하였으며 역시 남자와 여자의 비율(54.5%/

45.5%)도 큰 차이가 없어 유형 2 역시 남자, 여자에게 모

두 나타나는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유형 3은 요인 5인 얼굴두께와 요인 8의 얼굴 아래 길

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요인에서 다른 집단보다 작은 유

형이며 요인 5와 요인 8 역시 평균에 가까운 치수로 나

타나 4개 군집 중 얼굴과 머리가 가장 작은 유형임을 알

수 있다. 귀구슬에서 눈초리에 이르는 옆 얼굴두께를 제

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작거나 중간 정도의 집단에 속해

머리, 얼굴, 눈, 코, 입이 작은 유형임을 알 수 있다. 귀구

슬에서 눈초리의 수평거리가 큰 집단에 속하고 눈초리

간격은 가장 작아 눈이 중앙으로 집중된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유형 3은 전체 케이스의 21.5%(87명)가 속해 있으

며 군집의 성별 비율은 남자가 1.1%(1명)인데 반해 여자

가 98.9%(86명)나 속하여 여성에게서 볼 수 있는 유형으

로 판단할 수 있다.

유형 4는 유형 3과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요인에서 평

균보다 크며 평균보다 작은 요인 1과 요인 6 역시 평균

에서 그다지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측치의 분산

분석 및 다중비교를 통해서도 큰 집단에 속한 항목이 가

장 많은 유형이다. 머리너비, 머리두께, 얼굴두께 등 머

리와 얼굴의 가로길이는 모두 유의적으로 큰 집단에 속

하지만 머리로부터 얼굴 각 부위의 수직길이는 길지 않

아 머리가 크고 둥근 형으로 판단된다. 코의 길이와 너

비, 입너비, 눈 사이 간격이 커서 눈, 코, 입이 얼굴에 꽉

차 있는 것 같은 이미지의 유형이다. 전체 케이스의 23.0%

(93명)가 속해 있으며 군집의 성별 비율은 남자가 92.5%

(86명)인데 반해 여자가 7.5%(7명)뿐으로 남성에게 두드

러진 유형으로 나타났다.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분류된 남녀 통합케이스의

4개 군집은 남녀가 비교적 고루 분포된 2개 유형과 남자

와 여자의 분포가 명확히 구분되는 2개 유형으로 분류

되었다. 남녀가 모두 속한 두 유형은 머리가 길고 좁으며

턱이 짧은 머리형에 코와 입이 큰 유형과 머리의 수직

길이가 짧고 둥근 머리형으로 코와 입이 작고 얼굴이 납

작한 유형이었다. 여자를 대표하는 유형은 머리, 얼굴이

작고 가름하며 눈, 코, 입이 비교적 작고 얼굴 중앙에 위

치하는 오밀조밀한 유형이었다. 남자를 대표하는 유형

은 얼굴이 비교적 둥근 형태로 코와 입이 크고 눈의 간

격 역시 커서 얼굴에 퍼져 있는 유형으로 정의되었다.

이러한 특징을 앞, 옆 이미지로 형상화하였으며 각 유형

별 이미지를 <Fig. 7>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남녀의 얼굴의 구조요인과 사이즈, 형상 특징 및

유형별 특징과 분포양상을 파악하였으며 남녀 머리 및

얼굴의 구조, 치수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분석결

과는 머리 및 얼굴 관련 다양한 제품에서 적용되는 부위

및 착용대상에 따라 사이즈 구성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Table 6. Distribution of men and women by cluster

Classification Men Women Total

Type1

Frequencies 67 57 124

% by type 54.0 46.0 100.0

% by gender 32.1 29.1 30.6

% in total 16.5 14.1 30.6

Type2

Frequencies 55 46 101

% by type 54.5 45.5 100.0

% by gender 26.3 23.5 24.9

% in total 13.6 11.4 24.9

Type3

Frequencies 1 86 87

% by type 1.1 98.9 100.0

% by gender 0.5 43.9 21.5

% in total 0.2 21.2 21.5

Type4

Frequencies 86 7 93

% by type 92.5 7.5 100.0

% by gender 41.1 3.6 23.0

% in total 21.2 1.7 23.0

Total

Frequencies 209 196 405

% by type 51.6 48.4 100.0

% by gender 100.0 100.0 100.0

% in total 51.6 48.4 100.0

χ
2
=151.501,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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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제언

머리 및 얼굴은 인체부위 중 가장 작지만 세밀하고 복

잡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 후

드, 마스크, 안경 등 머리와 얼굴에 착용하는 제품은 남

녀의 형태 및 사이즈 구분이 명확한 의류, 신발류의 제품

Table 7. One-way ANOVA and multivariate analysis in dimensions by cluster            (Unit: mm)

Type

Factor
1 2 3 4 F-value

1

Head height 231.1 A 229.6 A 223.7 B 232.8 A 11.544***

Gonial angle to top of head 185.6 A 187.1 A 178.5 B 187.0 A 22.037***

Stomion to top of head 196.3 A 191.1 B 186.8 C 193.9 AB 15.844***

Subnasale to top of head 175.0 A 168.5 BC 166.1 C 170.5 B 15.488***

Pronasale to top of head 160.9 A 153.7 B 150.6 C 155.9 B 19.123***

Sellion to top of head 124.0 A 120.5 B 117.5 C 119.0 BC 10.249***

Glabella to top of head 103.4 A 100.4 B 097.6 C 098.3 BC 09.621***

Ectocanthus to top of head 125.2 A 123.1 A 118.0 B 122.7 A 11.794***

Sagital arc 308.5 B 312.6 A 300.5 C 312.8 A 14.761***

2

Head circumference 561.8 C 570.2 B 551.2 D 579.7 A 57.460***

Sagital arc of head 186.8 C 190.4 B 184.2 D 194.7 A 37.744***

Ectocanthus to wall 167.3 B 171.6 A 167.1 B 170.9 A 12.198***

Pronasale to wall 200.0 C 205.9 B 197.7 D 212.1 A 62.753***

Center of lip to wall 183.6 B 194.3 A 183.8 B 196.7 A 60.927***

Sellion to wall 183.1 C 187.4 B 181.3 C 192.2 A 48.546***

3

Head breadth 163.3 C 165.2 B 158.0 D 167.3 A 42.150***

Interotobasion superius breadth 153.1 C 157.1 B 151.8 C 160.9 A 43.407***

Intertragion breadth 152.0 C 155.6 B 147.7 D 160.9 A 49.540***

4

Nose height 014.6 A 012.3 C 013.2 B 014.4 A 33.538***

Nose length 051.0 A 047.9 B 048.6 B 051.4 A 31.166***

Subnasale-sellion length 036.9 A 033.2 B 033.1 B 036.8 A 45.608***

5

Tragion to glabella 092.1 B 089.7 C 091.9 B 099.8 A 38.659***

Otobasion superius to sellion 082.2 B 080.4 B 082.0 B 091.6 A 56.765***

Ectocanthus to stomion 072.6 B 070.9 C 074.8 A 076.0 A 17.181***

6

Tragion to top of head 138.2 A 139.7 A 130.1 C 136.5 B 47.057***

Bitragion arc 374.9 A 376.5 A 358.8 B 373.3 A 42.253***

Side neck-wall-side neck 638.0 AB 635.1 B 606.8 C 642.3 A 55.284***

7
Biocular breadth 097.4 B 099.0 B 093.2 C 105.0 A 65.912***

Interpupilary Breadth 063.4 C 065.2 B 064.5 B 067.8 A 26.241***

8
Subnasale-sellion length 107.1 C 109.1 B 106.2 C 113.8 A 28.444***

Menton-subnasale length 056.1 C 061.2 A 057.5 B 062.4 A 41.378***

9
Nasal breadth 032.7 C 033.6 B 030.2 D 035.0 A 52.359***

Lip length 043.1 B 043.9 B 037.7 C 047.5 A 84.993***

***p<.001

The groups as the result of Duncan's test with signifiant difference of p<.05 are listed in the order of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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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달리 남녀 혼용이거나 단일 사이즈로 제작되는 것

이 많다. 이에 반해 머리 및 얼굴 치수 관련 대부분의 연

구가 남자와 여자를 분리하여 분석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제작의 실질적인 정보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로서 머리 및 얼굴 부위의 구성요인,

치수특성의 차이와 공통점을 탐색하고 실제 제품에의 적

용 가능한 통합분석의 가능성을 판단함과 동시에 통합

시의 유의점 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Size Korea

의 제6차 3차원 측정데이터(KATS, 2010) 중 20~29세 남

녀 405케이스의 머리 측정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본 연

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머리 및 얼굴 관련 41개 계측항목에 대하여 선행

연구들에서 시행된 방법과 같이 남자와 여자를 분리하여

각각 요인분석하였으며 이와 함께 남녀의 케이스를 통

합한 후 요인분석하여 남녀 두상의 구조요인 특성을 비

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요인으로 유효하게 집약되지 않는

변수들을 제외하면서 최종 33개 항목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녀 분리분석 및 통합분석에서 모두 9개

요인으로 집약되었고 총 분산이 85.0% 이상으로 집약된

요인들은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9개의 요인은 머리의

세로길이, 뒤통수로부터 얼굴 각 부위까지의 두께, 얼굴

과 머리 너비, 코의 크기, 옆 얼굴두께, 머리 단면의 호,

눈의 간격, 얼굴 아래의 세로길이, 코와 입 간격의 특성

을 갖는 항목들로 집약되었다. 코높이항목은 여성은 머

리의 세로길이 요인에, 남자와 남녀 통합케이스에는 코

의 크기요인에 더 큰 적재량을 나타냈으며 이를 제외한

다른 항목들은 모두 같은 요인으로 집약되어 남자와 여

자의 머리 및 얼굴의 상관된 구조요인을 확인하였다.

둘째, 남녀 통합분석에서 도출된 요인점수를 통해 남

녀의 치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모든 요인에서 남녀 간

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얼굴과

머리, 눈, 코, 입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점도의

분포양상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남자가 X, Y축의 상위

위치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으나 최상위, 최하위

의 값에서 남자와 여자가 모두 분포하는 것이 확인되어

이러한 분포가 남녀의 치수체계에서 반영되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셋째, 남녀 통합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9개 요인의 요

인점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최종 4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4개 군집은 남

녀가 고루 분포된 2개 유형과 남자와 여자의 분포가 명

확히 구분되는 2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남녀가 고루

속한 두 유형은 머리가 길고 좁으며 턱이 짧은 머리형에

코와 입이 큰 얼굴 유형, 머리 수직길이가 짧고 둥근 머

리형으로 코와 입이 작고 얼굴이 납작한 유형이었다. 여

자를 대표하는 유형은 머리, 얼굴이 작고 가름하며 눈,

코, 입도 비교적 작고 중앙에 분포하는 오밀조밀한 유형

이며 남자를 대표하는 유형은 얼굴이 비교적 둥근 형태

로 코와 입이 크고 눈의 간격 역시 커서 얼굴에 퍼져 있

는 유형으로 형상화되었다. 이러한 유형 특징을 형상이

미지로 작성하여 제시함으로써 머리와 얼굴 유형의 시

각화를 시도하였다.

Fig. 7. Type figurations of 4 clusters by factor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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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남녀의 머리 및 얼굴은 공통된

구조체계를 나타내어 통합된 요인추출의 가능성을 확인

하였으며 통합요인을 이용한 남녀의 평균 검정 및 분류

분석을 통해 사이즈 및 형상에서 남녀 간의 차이와 공통

되는 특징과 분포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머리 및 얼굴 관련 다양한 제품에서 적용되는 부

위와 착용대상에 따라 요구되는 사이즈가 각각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제품 시장의 현황을 반영하기 위해 남녀 분

리된 분석이 주를 이루는 기존의 분석방법으로부터 남

녀 분리 및 통합분석을 시도하여 통합 가능성과 통합되

지 않는 항목을 밝히고 향후 분석에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러한 분석절차

및 결과는 머리 및 얼굴 관련 제품 제작에 실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이즈 코리아

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 다수의 아웃라이어가

확인되어 이러한 데이터의 포함과 제거 수준에 따라 그

결과가 영향 받을 수 있음을 한계점으로 밝힌다. 공공데

이터에서 아웃라이어가 다수 존재하는 것은 이를 해석

하는 연구자에 따라 편향될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

므로 향후 이에 대한 현상과 원인을 보다 전문적이고 명

확히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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