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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고령여성의 정면 체형 좌우 비대칭 분석 
 

-70~85세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천린 

본 연구는 ‘2014 고령자 3D인체형상조사 개발사업’의 70~85세 

고령여성 329명을 대상으로, 3차원 형상 간접측정 및 직접측정자료를 

활용하여 고령여성의 정면에서 나타나는 비대칭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좌측과 우측의 측정을 모두 반영한 정면체형을 

분석하고, 나이, BMI에 따른 측정치 차이를 분석하여 고령여성의 체형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패턴 및 고령자 자동측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고령여성의 전신 정면 체형을 분석한 결과, 체간부가 평균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비대칭한 경향을 보였으며 머리부위의 기운 

정도보다 배꼽점 및 샅점의 기운 정도가 심해지는 추세를 보였다. 

머리부위의 비대칭 경향은 배꼽점 및 샅점을 포함하는 체간부의 

비대칭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목앞점-배꼽점각도, 목앞점-샅점 

각도가 어깨에서 허리까지 고령여성 체간부의 비대칭 정도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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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였으며, 체간부 중심각도는 나이 또는 BMI의 증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나이와 비만 정도가 정면 비대칭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님이 나타났다.  

고령여성의 상반신 체형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성을 분석한 결과, 

상반신의 좌우 비대칭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어깨기울기, 어깨가쪽너비, 

젖꼭지너비, 배꼽위에 허리너비의 좌우 차이와 허리하부각의 좌우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어깨각도를 대표적인 정면체형 분석의 좌우 측정항목으로 

우선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고령자 대상의 연구 및 

의복제작을 위해서는, 상반신에서 좌우 ‘어깨가쪽너비차이’가 상반신의 

비대칭 여부 판단의 가장 적합한 항목으로써 이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높이 및 각도항목은 상반신의 비대칭성과 큰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목옆점에서 측정되는 어깨각도는 좌우 

어깨각도차이만으로는 상반신의 좌우차이(비대칭여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모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관상으로는 비대칭한 고령 여성들의 경우, 척추가 외전된 상태로 

측면으로 만곡되어 “C” 또는 “S” 굴국으로 나타나, 많은 고령여성들의 

전반적으로 척추 측만이 심각하므로 체간부, 골반 그리고 우릎각도의 

비대칭을 야기시킨다고 여겨진다. 고령여성 하반신 체형의 비대칭성을 

분석한 결과, 하반신에서는 좌우 ‘무릎높이’가 비대칭 여부 판단에 가장 

적합한 항목으로 여겨진다. 

체간부 각도 및 좌우 비대칭항목의 교차분석 결과, 머리의 기울어진 

경향은 목밑부터 젖꼭지까지의 좌우 비대칭과 연관성이 있었으며, 배꼽 

및 샅점의 기울어진 경향은 어깨부터 엉덩이까지의 좌우 비대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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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을 보였다.  

고령여성의 나이그룹별로 차이를 보이는 측정항목을 분석한 결과, 

나이의 증가에 따라 대다수의 높이 및 너비항목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어깨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이의 

증가에 따라 상반신의 비대칭적 경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으며, 

좌우의 차이값을 나타내는 항목들이 나이그룹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다. 이를 통해 고령여성은 나이의 증가에 따라 더욱 비대칭해지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자세관리여부가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하반신의 

무릎각은 나이가 들수록 각도가 더욱 커지는 경향이 발견되었으며, 

O자형으로 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나이의 증가에 따라 

무릎굽음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BMI 그룹별로 차이를 보이는 측정항목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BMI가 

커짐에 따라 너비항목과 몸무게에가 유의하게 커짐이 발견되었다. 정면의 

비대칭성을 반영하는 좌우 차이값 항목은 BMI그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정면의 비대칭성에 BMI의 정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이그룹과 BMI그룹 간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나이그룹별로 BMI그룹의 빈도수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나이와 BMI간의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다. 또한 나이 및 BMI에 따라 정면 비대칭성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좌우 비대칭여부는 나이나 비만도보다는 

평소 생활습관과 자세등의 영향이 더욱 큼을 알 수 있다.  

 

주요어: 고령여성, 3차원측정, 비대칭, 정면 체형 

학번: 2014-2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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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고령여성은 나이가 듦에 따라 상반신의 굴신, 허리와 배부위의 

비만화, 사지부위의 가늘어짐이 나타나며 높이, 너비, 둘레, 두께 항목 및 

몸무게가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또한 허리가 굽고 흉추와 경추의 

만곡이 두드러져 상반신의 굴신이 특징적이며 따라서 숙인체형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난다(최인순, 1995; 김경화&김혜선, 1996; 이소영&김효숙, 

2004). 

체형의 변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척추변형에 따른 자세와 

실루엣 변형, 목과 어깨의 형상 변형은 체형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되어왔다. 이에 따라 측면체형의 굴신과 관련한 체형 분류 

및 비교를 주제로 하는 연구가 고령여성의 체형관련 연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이정임&이양경, 2008; 이양경&이정임, 2009).  

고령여성에게 나타나는 체형의 변화는, 성인 이후에 나타나는 척추 

변형과 관상면(冠狀面)상 변형인 측만 변형, 시상면(矢狀面)상 변형인 

후만 변형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조규정 외, 2005). 또한 고령자의 

경우 좌우가 비대칭한 특성이 근력 및 자세조절 능력의 비대칭을 

불러오므로(허보섭 외, 2014), 나이가 듦에 따라 더욱 변형이 심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렇듯 노인의 경우 정면의 좌우가 비대칭한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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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이를 반영하여 정면체형을 분석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기존 정면체형을 분석한 연구들은 우측 지수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라는 가정 하에 다양한 측정항목들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그 

대상은 성인 여성(20세~59세) 및 청소년에 한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고령자 대상의 정면체형 연구는 정면의 전체적인 너비만을 반영하여 

연구가 이루어진 실정이다(김인순 & 성화경, 2002; 장혜경 & 김인숙, 1999; 

최유경 & 이순원, 1998).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우측기준’의 대칭 체형 분석에서 더 

나아가, 좌측과 우측을 모두 반영한 고령여성 정면체형의 비대칭 특성 

연구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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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70세 이상(70~85세)의 고령 여성 329명의 3차원 형상 및 

직접측정자료를 활용하여 좌측과 우측의 치수들을 각각 산출하여 

비교함으로써, 고령 여성에게 나타나는 좌우 비대칭적인 특성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통하여, 고령 여성의 체형적 특성을 

반영한 패턴 및 고령자 자동측정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신 및 상, 하반신의 좌우 크기의 차이를 살피기 위한 측정 

항목들을 산출하여 좌우의 측정값 차이를 분석하고, 비대칭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산출되어 분석된 측정 항목들 중, 상반신 및 하반신의 비대칭 

정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대표적인 측정 항목을 산출하여, 대표적 측정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비대칭 정도를 분석한다.  

셋째, 나이 그룹 및 BMI 그룹에 따른 좌우 측정치의 그룹간 차이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넷째, 나이와 BMI 그룹간에 따른 항목별 차이 값의 경향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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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인체의 측정 

현재 대한민국의 인체 사이즈를 측정하여 다양한 항목의 치수를 제

공하는 국가 사업인 사이즈 코리아에서는 직접측정에 추가적으로 3차원 

스캐너를 이용한 간접측정 치수를 활용하고 있다. 간접측정에 활용되는 3

차원 스캐너는 매우 다양한 제품이 있으나, 최근 이루어진 고령자 대상의 

측정 사업인 ‘2014년 고령자 3D 인체형상측정조사 개발사업’에서는 Ha-

mamatsu사(일본)의 BL Scanner를 이용하였다(그림 2-1). 

제품을 사용하였다. 관련 스캐너는, 3차원 전신스캐너가 가지는 겨드

랑이 및 샅부위의 결측 발생의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결

 
 
 
 
 
 
 
 
 
 
 
 

 
그림 2-1. Hamamatsu사(일본)의 BL Scanner(국가기술표준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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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부위를 메꾸어주는 기능을 가지므로, 전신 측정에 매우 적합하게 설계

되어 있다.  

측정에 사용된 체성분분석기는 (주)바이오스페이스(Biospace Col, 

Ltd)에서 개발한 InBody 230 시스템이며, 체중, 체지방량, BMI, 기초대사량 

등의 측정에 사용하고 있다. 본 기기의 제품의 사양은 다음<그림2-2, 표2-

1>과 같다. 

 

표 2-1. InBody 230 (Biospace Col, Ltd) (국가기술표준원, 2014) 

 

생체전기임피던스(Z) 
2가지 주파수대역(20㎑, 100㎑)에서 각각 5가지 부위별(오른팔, 왼팔, 몸통, 오

른다리, 왼다리)로 10가지 임피던스 측정 

측정방법 
부위별 직접 측정법(Direct Segmental Measurement 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 Method, DSM-BIA방식) 

측정시간 30초이내 

전극방식 4극 8점 터치식 전극법 

측정체중 10~250㎏ 

측정 연령 만 3~99세 

신장범위 95~220 ㎝ 

크기 356(W)㎜ × 843(L)㎜ × 984(H)㎜ 

 

 

그림 2-2. 체성분분석기(InBody230) (국가기술표준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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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고령자 인체 측정의 측정점과 측정항목 

3차원 스캔 형상과 형상을 이용한 측정에 기준이 될 기준점을 얻기 

위해, 3차원 측정 전 피측정자의 인체에 BL Scanner 전용 랜드마크를 

붙여 분석 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기준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직접측정 기준점과 3차원 기준점은 <표 2-2>에 제시 

되어 있으며, 랜드마크 부착 위치는 (그림 2-3) 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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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직접측정 기준점과 3차원 기준점(국가기술표준원, 2014) 

 

번호 기준점 정 의 직접측정사

  
3차원측정 

 
1 머리마루점 머리수평면을 유지할 때 머리 부위 정중선 

   
O X 

2 머리옆점(오른쪽/왼쪽 ) 귀위부위(관자뼈부위)에서 가장 가쪽으로 돌출된 
곳  

O X 

3 귀바퀴뿌리(위)점 위쪽 귀바퀴가 끝나 머리피부와 만나는 점 O X 

4 귀바퀴뿌리(뒤)점 귀바퀴뿌리의 뒤쪽 가장 뒤면점 O X 

5 귀구슬점(오른쪽/왼쪽) 귀의 귀구슬과 머리의 연결부분에서 가장 위쪽  O O (2) 

6 뒤통수돌출점  뒤통수뼈부위정중선상에서 가장 뒤쪽으로 
돌출한 곳  

O X 

7 방패연골아래점 방패연골에서 두드러져 솟은 융기 바로 아래 
정중선 상의 위치 

O O (1) 

8 목뒤점 일곱째 목뼈 가시돌기의 가장 뒤로 만져지는 
위치 

O O (1) 

9 목앞점 목밑둘레선에서 앞 정중선과 교차하는 위치 O O (1) 

10 목옆점(오른쪽/왼쪽) 목밑둘레선에서 등세모근의 위가와 만나는 위치 O O (2) 

11 어깨가쪽점(오른쪽/왼
쪽) 

위팔 폭을 이등분하는 수직선과 겨드랑둘레선이 
만나는 곳 

O X  

12 어깨점(오른쪽/왼쪽) 어깨봉우리에서 가장 가쪽으로 돌출한 위치 O O (2) 

13 겨드랑앞접힘점(오른쪽
/왼쪽) 

앞쪽에서 겨드랑 접힘의 가장 위쪽 O O (2) 

14 겨드랑뒤접힘점(오른쪽
/왼쪽) 

뒤쪽에서 겨드랑 접힘의 가장 위쪽 O O (2) 

15 겨드랑점 겨드랑접힘선의 가장 아래점  O X 

16 겨드랑앞점(오른쪽/왼
쪽) 

겨드랑 수준을 몸통의 앞쪽에 표시한 위치 X O (2) 

17 젖꼭지점(오른쪽/왼쪽) 여성의 경우 브래지어를 착용한 상태에서 
브래지어 컵의 가장 앞쪽으로 돌출한 곳이며, 

O O (2) 

18 젖가슴아래점(여) 젖가슴이 몸통과 연결되는 부위에서 가장 
아래쪽 

O O (1) 

19 허리앞점 허리옆점 높이를 앞 정중선에 표시한 곳 X O (1) 

20 허리옆점 피측정자의 앞에서 보아 몸통의 오른쪽 옆 
윤곽선에서 가장 들어간 곳, 또는 열째 갈비뼈와 

O O (1) 

21 허리뒤점 허리옆점 높이를 뒤 정중선에 표시한 곳 X 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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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직접측정 기준점과 3차원 기준점(국가기술표준원, 2014) –계속 

 

번호 기준점 정 의 직접측정사

용 기준점 
3차원측정 
랜드마크 

22 배꼽점 배꼽의 가운데 O O (1) 

23 배꼽수준허리옆점(오른
쪽/왼쪽) 

배꼽점 높이를 허리의 오른쪽과 왼쪽에 표시한 
것 

O X 

24 배꼽수준허리뒤점 배꼽점 높이를 뒤 정중선 상에 표시한 것 O X 

25 엉덩이돌출점 엉덩이부위에서 가장 뒤쪽으로 돌출한 곳  O O (1) 

26 샅점 음부와 항문의 중간  O X 

27 샅앞점 샅점을 오른쪽 넙다리 앞쪽에 표시한 곳 X O (1) 

28 볼기고랑점 볼기와 넙다리의 연결부분에서 아래 주름의 가
  

O O (1) 

29 넙다리뼈큰돌기점 넙다리뼈큰돌기에서 가장 위쪽 X O (1) 

30 위앞엉덩뼈가시점 엉덩뼈 능선에서 가장 앞으로 두드러진 점으로 
  

X O (2) 

31 위뒤엉덩뼈가시점 엉덩뼈 능선에서 가장 뒤로 두드러진 점으로 위
  

X O (2) 

32 무릎뼈가운데점 무릎뼈 위가와 아래가 사이의 가운데 위치 O O (1) 

33 정강뼈위점 정강뼈의 위쪽. 안쪽 관절융기에서 가장 위로 만
  

X O (1) 

34 장딴지돌출점 장딴지의 최대 둘레 부위에서 가장 뒤쪽으로 돌

  
O O (1) 

35 종아리아래점 피측정자의 옆면에서 종아리 앞 가장자리를 바

      
O O (1) 

36 가쪽복사점 가쪽복사에서 가장 가쪽으로 돌출한 곳 O O (1) 

37 안쪽복사점 안쪽복사에서 가장 안쪽으로 돌출한 곳 O O (1) 

38 팔꿈치가운데점 팔을 굽혀서 생긴 팔꿈치 중심에서 가장 돌출한 
 

O O (1) 

39 노뼈위점 노뼈 바깥 가장자리에서 가장 위쪽 O O (1) 

40 손목안쪽점 자뼈 붓돌기 가장 아래쪽 O O (1) 

41 손목가쪽점 노뼈 붓돌기 가장 아래쪽 O O (1) 

총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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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랜드마크 부착위치 
(고령자 3D인체형상측정조사 개발사업 최총보고서, 2014) 

 

 
전신스캐너인식용 랜드마크: 빨간색 

직접측정시 기준이 되는 랜드마크: 파란색 

 



 10 

2.1.1.1. 측정항목 

정면체형 및 체형을 분류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인체의 형태 및 

사이즈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측정 항목을 설정하였다. 각 

측정항목들은 높이, 각도, 너비, 두께, 길이에 따라 다양한 대표 항목들이 

활용되었다. 그 중 정면 체형 분석에 적합한 항목들은 높이, 각도, 너비 

분류의 항목들이며,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높이항목, 너비항목, 각도항목의 

표 2-3. 측정항목-높이항목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내용 높이항목-공통 높이항목-추가 

이순원.최유경(1998) 성인 여성 신체 형태 구성 

키, 목앞높이, 목뒤높

이, 목옆높이, 어깨가
쪽높이, 어깨높이, 겨
드랑점높이, 젖꼭지높
이, 밑가슴높이, 앞허
리높이, 옆허리높이 ,
뒤허리높이 ,배꼽수준

허리높이 ,장골극높이, 
배높이, 엉덩이높이, 

불기고랑점높이, 샅높
이, 무릎높이,대퇴높

이, 대퇴돌기높이 

하반신정면최대너

비높이 

조훈정(2000) 노년층 여성 체형 별 의복 형태 회음높이 

최유경.이순원(1998) 성인 여성 정면체형 분류 - 

장혜경.김인숙(1999) 
여고생

(16~18세) 
정면체형 분류 - 

정재은.이순원(2002) 남성 정면체형 분류 
목옆점높이, 어깨
끝점높이, 배돌출

점높이(정면) 

정선영(2015) 성인 남성 정면체형과 인체비례 - 

김인순.성화경(2002) 노년기 여성 체형유형화 - 

임지영(2003) 여중생 
정면과 측면 하반신

체형 
- 

김인숙.석혜정(2001) 20대 남성 정면 체형 분류 
등돌출점높이, 배

꼽높이 

유현.심부자(2005) 20대 남성 정면 체형 
견갑골아래각높이, 
방패연골아래높이 

임지영(2003) 
여중생

(13~15세) 
정면과 측면 하반신

체형 
- 

최진(2008) 성인 여성 하반신 체형 

위앞엉덩뼈가시높

이, 엉덩뼈능선높

이, 다리벌린샅높

이, 장딴지높이 

김구자.이순원(1993) 남성 체형분류 진동높이 

김구자(1993) 남성 체형분류 - 

김경화(1996) 노년기 여성 
체형의 자세 및 실루

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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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항목들은 공통적인 항목과 특징적인 항목들을 나누어 <표 2-3>, 

<표 2-4>, <표 2-5 >에 제시하였다.  

표 2-4. 측정항목-너비항목에 관한 선행연구  

저자 연구대상 연구내용 너비항목-공통 너비항목-추가 

이순원.최유경

(1998) 
성인 여성 신체 형태 구성 

목너비, 목밑너

비, 어깨너비, 

윗가슴너비, 

젖꼭지점너비 

밑가슴너비, 배

꼽수준허리너

비, 허리너비,  

배너비, 엉덩이

너비, 대퇴돌기

너비, 넙적다리

너비, 샅너비 

하반신정면최대너비 

조훈정(2000) 노년층 여성 체형별 의복 형태 - 

최유경.이순원

(1998) 
성인 여성 정면체형 분류 - 

장혜경.김인숙

(1999) 

여고생(16~18

세) 
정면체형 분류 - 

정재은.이순원

(2002) 
남성 정면체형 분류 - 

정선영(2015) 성인 남성 
정면체형과 인체

비례 
- 

김인순.성화경

(2002) 
노년기 여성 체형유형화 - 

임지영(2003) 여중생 
정면과 측면 하반

신체형 
- 

김인숙.석혜정

(2001) 
20대 남성 정면 체형 분류 - 

유현.심부자

(2005) 
20대 남성 정면 체형 

방패연골아래너비, 겨드랑앞/뒤벽사

이너비, 겨드랑앞/뒤점사이너비, 볼

기고랑위치너비, 무릎너비 

임지영(2003) 
여중생(13~15

세) 

정면과 측면 하반

신 체형 
- 

최진(2008) 성인 여성 하반신 체형 - 

김구자.이순원

(1993) 
남성 체형분류 - 

김구자(1993) 남성 체형분류 - 

김경화(1996) 노년기 여성 
체형의 자세 및 

실루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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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측정항목-각도항목에 관한 선행연구  

 

저자 연구 대상 연구내용 
각도항목-공

통 
각도각도항목-추가 

이순원.최유경

(1998) 
성인 여성 신체 형태 구성 

어깨경사각

(좌/우), 허리

상부/하부경

사각배너비

각, 엉덩이

너비각, 가

슴하부각, 

어깨너비각, 

둔부상면각

도, 복부상

면각도, 둔

부하면각도, 

복부하면각

도, 배둘출

량, 엉덩이

돌출량 

- 

조훈정(2000) 
노년층 여

성 
체형별 의복 형태 - 

최유경.이순원

(1998) 
성인 여성 정면체형 분류 - 

장혜경.김인숙

(1999) 

여고생

(16~18세) 
정면체형 분류 앞중심각 

정재은.이순원

(2002) 
남성 정면체형 분류 엉덩이접선각 

정선영(2015) 성인 남성 
정면체형과 인체

비례 
- 

김인순.성화경

(2002) 

노년기 여

성 
체형유형화 허리경사각도, 엉덩이경사각도 

임지영(2003) 여중생 
정면과 측면 하반

신체형 
- 

김인숙.석혜정

(2001) 
20대 남성 정면 체형 분류 - 

유현.심부자(2005) 20대 남성 정면 체형 가슴너비각 

임지영(2003) 
여중생

(13~15세) 

정면과 측면 하반

신 체형 
- 

최진(2008) 성인 여성 하반신 체형 - 

김구자.이순원

(1993) 
남성 체형분류 - 

김구자(1993) 남성 체형분류 - 

김경화(1996) 
노년기 여

성 

체형의 자세 및 

실루엣 
- 

 



 13 

2.2.  정면 체형 분석 연구 

정면체형과 관련한 선행연구들<표2-6>은, 대부분 그 대상을 

성인여성(20대~59세) 에 한정하고 있으며, 우측 치수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하다는 가정 하에 다양한 측정 항목을 분석하였다. 성화경(1997)은 

하반신 체형분류 및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20대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측정용 카메라를 사용하여 허리앞너비, 배앞너비, 엉덩이앞너비, 

엉덩이밑앞너비, 넓적다리너비, 복부측면각, 둔부측면각, 대퇴측면각, 

둔구측면각의 우측 측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고령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면체형 연구라 할지라도, 정면의 

전체적인 너비만 반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경화(1997)는 

사진촬영법을 통하여 노년기 여성 체형에서 나타나는 자세변화와 

실루엣을 분석하였으며, 간접측정을 통해 어깨깨경사각, 요부상부각, 

요부하부각의 우측만을 측정 및 이용하였다. 김수아(2004)는 노년여성의 

체형에 적합한 패턴 설계를 위한 체형 분류 연구에서, 상반신 체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직접측정 및 간접측정을 실시하였으며, 목밑너비, 

윗가슴너비, 유두간격, 가슴너비, 밑가슴너비, 허리너비, 어깨너비를 

전체적으로 측정하였다.  

김인순(2001)은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체형을 유형화하여 특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간접측정방식을 이용하여 어깨경사각, 허리경사각도, 

엉덩이 경사각도의 우측만 측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어깨너비, 가슴너비, 

젖꼭지점너비, 밑가슴너비, 허리너비, 배너비, 엉덩이너비에 대하여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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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너비만을 측정 하여 사용하였다.  

표 2-6. 정면 체형 분석 선행연구 

연구자 측정방법 
정면체형 

측정항목 
측정부위 측정항목 

김경화 

& 

최혜선 

(2008) 

간접측정 

어깨깨경사각, 

요부상부각, 

요부하부각 

우측 각도측정 

 

성화경, 

최경미, 

김인순, 

한미숙, 

& 

최혁주, 

(1997) 

직접측정 및 

간접측정 

허리앞너비, 

배앞너비, 

엉덩이앞너비, 

엉덩이밑앞너비, 

넓적다리너비, 

복부측면각, 

둔부측면각, 

대퇴측면각, 

둔구측면각 

우측너비, 길이 

 

김수아 

& 

최혜선, 

(2004) 

직접측정 및 

간접측정 

목밑너비, 

윗가슴너비, 

유두간격, 

가슴너비, 

밑가슴너비, 

허리너비, 

어깨너비 

정체너비, 우측각도 

 

김인순 

& 

성화경, 

(2002) 

직접측점 및 

간접측정 

어깨경사각, 

허리경사각도, 

엉덩이경사각도

을 우측만 

측정하며 

어깨너비, 

가슴너비, 

젖꼭지점너비, 

밑가슴너비, 

허리너비, 

배너비, 

엉덩이너비 

좌우 전체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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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령 여성의 체형 특징 

인체는 성장과 노화에 따라 신체의 변화가 나타난다. 특히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체형이 변화하며 연령의 증가에 따른 체형의 

변화가 현저하다. 그 결과로써 여성은 다양한 체형을 가지게 되며, 

체형의 변화는 노년기에 심해진다(김경화 & 최혜선). 고령여성에서 

나타나는 체형의 변화는, 성인 이후에 나타나는 척추 변형과, 관상면상 

변형인 측만 변형, 시상면상 변형인 후만 변형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조규정, 김영태, 서범호, & 신중섭, 2016).  

또한 고령자의 정면에서 나타나는 좌우가 비대칭한 특성은 근력 및 

자세조절 능력의 비대칭을 불러오므로(허보섭, 김용재, 문채환, 손재원, & 

홍석진, 2014), 나이가 듦에 따라 고령자의 인체는 더욱 변형이 심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렇듯 노인의 경우 정면에서 좌우가 비대칭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편측 측정 및 분석이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들이 고령 여성의 정면 체형 정보를 정확히 반영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령 여성에게 나타나는 체형의 변화는, 성인 이후에 

나타나는 척추 변형에서 관상면상 변형인 측만 변형과 시상면상 변형인 

후만 변형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조규정 외, 2005) 또한 고령자의 

좌우 비대칭한 특성은 근력 및 자세조절 능력의 비대칭을 불러오므로 

(허보섭 외, 2014), 나이가 듦에 따라 더욱 변형이 심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렇게 노인의 경우 좌우 비대칭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이에 대한 체형의 분석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노년기 여성은 신체적 운동신경 저하와, 근·골격계 퇴화, 호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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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등으로 인해 척추에 압박 받게 되어 다양한 체형 변형이 나타나게 

된다. 이에 따라 고령여성은 허리가 굽고, 다리가 휘어진 하지 변형이 

생기며 무릎 굽음은 하반신뿐 아니라 전신의 자세까지 변화를 

가져온다(이양경, 2008). 

고령여성은 척추의 길이가 감소되며, 이에 따라 신장 및 높이항목이 

감소와 전체적인 측면 자세의 변화가 현저하다(Stoudt, 1981). 국내의 

고령여성 체형분석 선행연구를 <표2-7>에 제시하였다. 국내의 

정면체형에 관련한 연구는 주로 하반신 또는 체간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고령여성의 전신 정면체형을 분석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정면 체형에 대한 연구에도 측정항목은 대부분 측면 

측정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면 측정 항목을 적용한 정면체형의 

분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표 2-7. 정면 체형 분석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 대상 측정 방법 측정부위 측정항목 
이정임 & 
이양경(2008) 

60세 이상 
노년 여성 

간접측정 
전신 측면항목(13개) 

이양경 & 
이정임 (2008) 

60세 이상 
노년 여성 

간접측정 
전신 측면항목(10개) 

이소영 & 
김효숙 (2004) 

60대 노년 
여성 

직접측점 
체간부 측면 측정항목(40개), 

정면  측정항목(11개) 
김수아, 
이경미, & 

최혜선 (2003) 

60세 이상 
노년 여성 

직접,간접
측정 하반신 측면항목(28개), 

정면 측정항목(10개) 

김경화 & 
최혜선(2008) 

60세 이상 
노년 여성 

간접 측정 
전신 측면항목(27개), 

정면 측정항목(3개) 
김인순 & 

성화경 (2002) 
55세 이상 

직접측점 
전신 측면항목(34개), 

정면 측정항목(8개) 
이효진 & 

김주연 (2005) 
60,70대 여성 

직접측정 
하반신 측면항목(28개), 

정면 측정항목(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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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체 척추의 변형 

바른 자세로 서 있을 때는 신체의 중심이 척추에 있게 되므로 운동 
부족과 과잉 영양 섭취로 인한 비만으로 배가 나오면 허리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면 척추를 지지하고 있는 근육 및 인대의 기능이 약해져 자세를 유
지하는 근육의 불균형을 변형한다. (신미숙 & 송제호, 2012) 
성인의 척추 변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주로 첫 번째 배측 후만 척추

와 심한 척추 만곡증과 같은 유전적 유인, 두번째는 선천성이거나 후천성 
구조적 비정상이 자세에 영향, 세번째로는 잘못된 습관과 자세를 반복으
로 무의식적인 행동하여 확인되었다. 선천적이거나 병적 요인이 아닌 경
우, 인체의 자세는 이와 같이 생활 습관이나 반복된 동작 및 활동에 의해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선천적과 후천적인 불균형적 자세는 신체의 한쪽 
근력의 약화 또는 긴장을 가져와 척추선의 바르지 못한 배열을 가져오게 
되어 결국 근육을 수축 시킴으로 요통뿐만 아니라 골반의 틀어짐을 유발 
시킬 수 있다. (이병권, 최영호, & 김창국, 2010 ; 김소영 & 홍경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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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연구자료 

3.1.1. 연구 대상 및 내용 

 본 연구는 “2014 고령자 3D인체형상측정조사 개발사업”의 70~85세 

고령 여성 329명의 3차원 가상 형상 및 직접측정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고령 여성들의 정면 체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좌측과 우측의 다양한 치수들을 각각 산출하여 비교함으로써, 고령 

여성에게 나타나는 좌우 비대칭적인 특성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의 내용 및 절차 

연구목적-고령 여성의 3차원 형상을 활용하여 정면체형을 분석 

l 좌측과 우측의 치수들을 각각 산출하여 비교 
l 고령 여성의 좌우 비대칭적인 특성을 분석 

      

연구문제1- 전신 및 상/하반신의 좌우 크기의 차이 분석  

l 고령 여성의 비대칭적 특정 산출 
l 상반신, 하반신 부위별 비대칭에 관여하는 대표적 치수 산출 

 

 

연구문제2- 나이 그룹, BMI그룹에 따른 좌우 측정치의 비교 및 분석  

l 나이 그룹과 좌우차이항목그룹간의 교차분석 
l BMI 그룹과 좌우차이항목그룹간의 교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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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의 나이와 BMI 기본 빈도 결과는 아래와 같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특이 체형의 종류로 인식하여 분석 시 제외하였던 최소, 

최대치의 측정치들 (-3σ이하,+3σ이상)을, 본 연구에서는 고령여성의 경우 

매우 다양한 체형 형상 및 사이즈를 보이는 특성을 반영하고자 제외없이 

모두 사용하였다.  

 

 

 

 

 

 

 

 

 

 

 

 

표 3-1. 연구대상의 기술통계 

기술통계량 N 평균 표준편차 

나이 329 77.19 4.029 

몸무게 328 56.268 8.1518 

키 329 1513.388 57.4634 

BMI 328 25.251 3.1406 

 
표 3-3. 연구 대상의 BMI비도 

BMI 빈도 퍼센트 

구분 

저체중 5명 1.5 

정상체중 72명 21.9 

과체중 76명 23.1 

비만 175명 53.2 

전체 328명 99.7 

전체 329명 100.0 

표 3-2. 연구대상의 나이빈도 

나이 빈도 퍼센트 

구분 

70-74세 105명 31.9 

75-79세 108명 32.8 

80-85세 116명 35.3 

전체 329명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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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기준점 설정 

본 연구에서는 고령 여성의 비대칭적 특성 파악을 위한 정면 체형을 

분석하기에 가장 적합한 측정 항목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정면체형의 분석에 활용한 다수의 항목들중 

공통적으로 선정한 항목들을 추출하였으며, 이는 3차원 인체형상을 

표 3-4. 간접측정항목 

 

 측정항목 

높이항목 
(11) 

키 

어깨가쪽점높이(좌/우) 

젖꼭지점높이(좌/우) 

배꼽위_옆허리돌출점높이(좌/우) 

엉덩이점높이(좌/우) 

무릎점높이(좌/우) 

너비항목 
(12) 

목밑너비(좌/우) 

어깨가쪽너비(좌/우) 

젖꼭지사이너비(좌/우) 

허리너비(좌/우) 

배꼽위_옆허리돌출점너비(좌/우) 

엉덩이너비(좌/우) 

각도항목 
(11) 

목앞점_머리마루점각도 

목앞점_배꼽점각도 

목앞점_샅점각도 

목옆점_어깨가쪽점각도(좌/우) 

허리상부각(좌/우) 

허리하부각(좌/우) 

안쪽복사점_무릎뼈가운데각도(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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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좌측과 우측 치수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산출된 공통적인 

측정항목의 분류별 목록은 <표 3-4 >과 같다.  

바로 선 자세 자체가 비대칭한 고령 여성의 경우에는 단 하나의 정준 

시상면으로 체형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인체측정을 위해 고령 여성에게 적합한 시상면 및 측정방법을 

그림 3-2. 너비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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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림 3-2)의 머리마루점 시상면과 목앞점 시상면 

사이의 연결하는 평면을 기준으로 목밑너비, 어깨가쪽너비 좌우를 각각 

측정을 하였고, 목앞점 시상면과 배꼽점 시상면 사이의 연결하는 평면을 

기준으로 젖꼭지사이너비, 허리너비, 배꼽위에 옆허리돌출점너비 좌우 

각각 측정을 하였다. 배꼽점 시상면과 샅점 시상면 사이를 연결하는 

평면을 기준으로 엉덩이너비 좌우 각각 측정을 하여, 머리마루-목앞점 

부위와 목앞점-배꼽점 부위, 배꼽점-샅부위인 총 3가지 부위로 좌우 대칭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높이항목, 각도항목을 다음 

(그림 3-3), (그림 3-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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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높이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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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각도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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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의 좌우 측정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각 항목별 기준점이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측정항목에 필요한 측정점을 설정하였으며, 

<표3-5>과 같다.  

  

표 3-5. 측정항목의 관련측정점 

 

 측정항목 관련 측정점 

높이항목 
(11) 

키 머리마루점, 발바닥점  

어깨가쪽점높이(좌/우) 어깨가쪽점(좌/우), 발바닥점  

젖꼭지점높이(좌/우) 젖꼭지점(좌/우), 발바닥점  

배꼽위_옆허리돌출점높이(좌/우) 배꼽위에옆허리돌출점(좌/우), 발바닥점  

엉덩이점높이(좌/우) 엉덩이돌출점(좌/우), 발바닥점  

무릎점높이(좌/우) 무릎뼈가운데점(좌/우),발바닥점  

너비항목 
(12) 

목밑너비(좌/우) 중안점, 목옆점(좌/우)  

어깨가쪽너비(좌/우) 중안점, 어깨가쪽점(좌/우)  

젖꼭지사이너비(좌/우) 중안점, 젖꼭지점(좌/우)  

허리너비(좌/우) 중안점, 허리옆점(좌/우)  

배꼽위_옆허리돌출점너비(좌/우) 중안점, 배꼽위에옆허리돌출점(좌/우)  

엉덩이너비(좌/우) 중안점, 엉덩이옆점(좌/우)  

각도항목 
(11) 

목앞점_머리마루점각도 목앞점, 머리마루점  

목앞점_배꼽점각도 목앞점, 배꼽점  

목앞점_샅점각도 목앞점, 샅점  

목옆점_어깨가쪽점각도(좌/우) 목옆점(좌/우), 어깨가쪽점(좌/우)  

허리상부각(좌/우) 밑가슴수평위치에 허리옆점, 허리가장오목점  

허리하부각(좌/우) 허리가장오목점, 배꼽위에옆허리돌출점  

안쪽복사점_무릎뼈가운데각도(좌/우) 무릎뼈가운데점(좌/우), 안쪽복사점(좌/우)  

 



 26 

정면 체형의 좌우 분석을 위한 모든 측정항목의 기준이 되는 측정점 

및 각 측정점에 대한 정의는 (그림 3-5), <표 3-6>와 같다.  

 

  

표 3-6. 측정점의 정의 

 

측정점 정의 

머리마루점 머리수평면을 유지할 때 머리 부위 정중선 상에서 가장 위쪽 

목앞점 목밑둘레선에서 앞 정중선과 교차하는 위치 

목옆점(좌/우) 목밑둘레선에서 등세모근의 위가와 만나는 위치 

어깨가쪽점(좌/우) 위팔 폭을 이등분하는 수직선과 겨드랑둘레선이 만나는 곳 

젖꼭지점(좌/우) 
여성의 경우 브래지어를 착용한 상태에서 브래지어 컵의 가장 앞

쪽으로 돌출한 곳이며, 남성의 경우 젖꼭지 위치 

허리옆점(좌/우) 
피측정자의 앞에서 보아 몸통의 오른쪽 옆 윤곽선에서 가장 들어

간 곳, 또는 열째 갈비뼈와 엉덩뼈능선점 사이 거리의 1/2 위치 

밑가슴수평위치에 허리옆점

(좌/우) 
밑가슴점 수평선과 허리옆선이 만나는 곳 

허리가장오목점(좌/우) 허리옆선에서 가장 오목한 위치 

배꼽위에옆허리돌출점(좌/

우) 
배꼽점위에 허리옆선에서 가장 돌출한 위치 

배꼽점 배꼽의 가운데 

엉덩이돌출점(좌/우) 엉덩이부위에서 가장 뒤쪽으로 돌출한 곳 

엉덩이옆점(좌/우) 엉덩이 돌츨점 수평선위치에 옆점 

샅점 음부와 항문의 중간 

무릎뼈가운데점(좌/우) 무릎뼈 위가와 아래가 사이의 가운데 위치 

안쪽복사점(좌/우) 안쪽복사에서 가장 안쪽으로 돌출한 곳 

발바닥점 발바닥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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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이즈코리아 자료의 측정치 및 측정점의 랜드마크는 모두 

우측방향에 한하여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좌측점에 대한 

위의 측정점을 3D역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차원 인체에서 추가로 

간접측정하였다. 측정점을 랜드마킹하는 기준은 위의 측정점 기준의 

방식을 따랐다. 

 

 

 

 

그림 3-5. 측정항목들의 기준이 되는 측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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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측정점의 위치에 따른 측정값의 산출법 

 각 측정항목 별 산출가능한 측정 기준점은 Geomagic Design X 64을 

사용하여 3차원 인체 형상의 측정 기준점 좌표(X,Y,Z)값을 

측정하였다(기준: 우측 발바닥점 =(0,0,0)). 모든 측정치들은 측정점의 

좌표에 따른 너비, 높이, 각도의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너비는 점과 점사이의 x좌표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되, 좌우의 크기를 

모두 측정해야 하므로, x축의 기준점은 각각 중안점으로 두었다. 높이의 

경우 우측발바닥점의 z값을 기준으로 z축에서의 거리를 계산하였다. 

어깨점 등의 좌우 각도 역시, 점과 점사이 직선과 수평선 및 수직선간에 

이루는 각도를 tan 삼각함수 값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그 계산식은 

<표 3-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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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측정항목의 계산식 

각도항목 수식 그림 

목앞점-어깨가쪽점각도 

목옆점(우) (Xa,Ya,Za) 

어깨가쪽점(우) (Xb,Yb,Zb) 

 

어깨가쪽너비(오) 

어깨가쪽점(우) (Xb,Yb,Zb) 

중안점 (Xc,Yc,Zc) 

 어깨너비=( Xb - Xc) 

어깨가쪽높이 

 

어깨가쪽점(우) (Xb,Yb,Zb) 

발바닥점 (Xd,Yd,Zd) 

 

어깨가쪽높이=(Zb+Zd) 

 

θ= Tan-1 (|Za-Zb|
|Xa-X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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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고령 여성의 정면 체형의 좌우 분석  

3.2.1.  전신 체형 분석 

본 연구의 고령여성의 정면 전신 및 상하반신의 좌우 크기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프로그램인 SPSS 23.0을 사용하여 InBody 

측정항목(몸무게, BMI, 체지방률, 체지방량) 및 직접측정항목 

(어깨기울기(좌/우)), 간접측정을 통하여 좌측 및 우측 항목을 각각 측정한 

높이항목 10개, 너비항목 12개, 각도항목8개에 대한 좌우 차이 값을 

산출하였으며,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고령여성 체형의 

기울어진 정도 및 측정항목의 기초 통계결과를 제시하였다. 

 

3.2.2. 고령여성 정면 체형의 상반신 및 하반신 특성  

고령여성의 정면 체형에 대한 상반신 및 하반신 별 비대칭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좌측 및 우측 측정항목을 대응T-test를 실시하였으며, 

상반신과 하반신 별로 비대칭성 여부를 파악 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항목을 선정하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3.2.3. 체간부 각도 및 좌우 비대칭의 교차 분석  

고령여성의 체간부 경사각도 및 좌우 차이 값을 비교하기 위하여,  

Kolmongorov-Smirnov의 Normality Test를 실시하였으며, 체간부 각도 및 

좌우 차이 값을 표준체형에 대한 구간의 설정에 대한 연구(이성지, 2009; 

이정임, 2001)(그림3-6)를 참조하여 범위를 설정하였다. 또한 체간부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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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좌우 차이 값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교차분석 및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3.2.4. 나이그룹 및 BMI그룹에 따른 좌우 측정치의 비교 및 
분석  

나이 그룹에 따른 좌우 측정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09년 

“인체형상측정 프로토콜 고도화”사업결과에 따라 5세 단위로 70~74세, 

75~79세, 80~85세 3단계를 나이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나이집단을 나눈 

후, 나이 그룹에 따른 ANOVA를 실시하였다. 

BMI에 따른 좌우 측정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BMI집단에 따른 

항목별 측정치 차이 값에 대한 ANOVA를 실시하였다. BMI집단은 

WHO(2004) 보고서의 아시아인 분류 기준을 따라, 저체중(BMI<18.50), 

 
 
 
 
 
 
 
 
 
 
 
 

 
그림 3-6. 표준정규분포에서의 범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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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체중(BMI 18.50-22.99), 과체중(BMI 23.00-24.99), 비만(BMI 

≥25.00)의 4종류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나이그룹과 BMI그룹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교차분석 및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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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4.1. 고령여성의 정면체형의 특성 

4.1.1. 전신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인 고령여성 329명을 대상으로 체간부 각도에 대하여 

통계를 실시한 결과는 <표 4-1>과 같다. 체간부 관련 각도 중, ‘목앞점-

머리마루점각도의’ 평균은 -0.49, 표준편차는 2.27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령여성의 머리가 목앞점에서 바닥에 내린 수직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경향을 보임을 의미한다.  ‘목앞점-배꼽점각도’의 

평균은 1.01, 표준편차는 2.31로 나타났으며, ‘목앞점-샅점각도’의 평균은 

1.5, 표준편차는 1.56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여성의 상반신이 

목앞점에서 바닥에 내린 수직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경향을 

표 4-1. 체간부 기술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목앞점_머리마루점각

도 
(오-, 왼+) 

329 -8.15 6.47 -.49 2.27 

목앞점_배꼽점각도 
(오+, 왼-) 329 -4.92 8.50 1.01 2.31 

목앞점_샅점각도 
(오+, 왼-) 329 -3.65 5.44 1.15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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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임을 의미한다.  

고령여성의 체간부 각도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2>와 같다. 목앞점에서 바닥에 내린 수직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머리마루점이 그림상 기준선의 왼쪽에 위치하여 머리가 인체의 오른쪽 

방향으로 기울어진 피험자는 58%이며 배꼽점이 그림상 기준선의 

오른쪽에 위치하여 몸부위가 인체의 오른쪽방향으로 기울어진 피험자가 

68%, 샅점이 그림상 기준선의 왼쪽에 위치하여 몸이 인체의 오른쪽 

방향으로 기울어진 피험자는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고령여성은 평균적으로 인체의 오른쪽 방향으로 몸이 

기울어지는 특성을 보이며 정면에서 비대칭한 경향을 보였으며, 

머리부위(머리마루점)의 기운 정도보다, 배꼽점 및 샅점의 기운정도가 

심한 특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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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체간부 각도 빈도 
체간부 각도 각도 Θ < 0 Θ = 0 Θ > 0 

목앞점 
- 

머리마루점각도 

피험자 
예시 

   
인원수 191명 2명 136명 

빈도 58% 1% 41% 

목앞점 
- 

배꼽점점 각도 

피험자 
예시 

   
인원수 105명 1명 223명 
빈도 32% 0% 68% 

목앞점 
- 

샅점 각도 

피험자 
예시 

   

인원수 63명 4명 262명 

빈도 19% 1%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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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여성의 체간부 중심각도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3>과 같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목앞점-배꼽점각도’와 ‘목앞점-

샅점각도’ 간에는 피어슨 상관계수 r=.76(p<.001)의 매우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목앞점-배꼽점각도’가 커질수록, ‘목앞점-

샅점각도’도 함께 커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목앞점-머리마루점각도’와 

다른 항목 간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통해, 머리부위의 비대칭 경향이 

체간부의 비대칭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고령여성의 체간부 각도와 좌우 측정치 차이값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표 4-4>에 제시하였다. ‘목앞점-배꼽점각도’와 

‘어깨가쪽너비차이’는 피어슨 상관계수는 -0.55(p<.001)로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목앞점-배꼽점각도’와 ‘배꼽위 

옆허리돌출점너비차이’는 피어슨 상관계수는 0.418(p<.001)로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4-3. 체간부 각도 간 상관계수 

 

 목앞점_머리마루점각도 목앞점_배꼽점각도 목앞점_샅점각도 

목앞점_머리마루점각도 1 - - 
목앞점_배꼽점각도 -.13 1 - 
목앞점_샅점각도 -.06 .76*** 1 

***p<.001 

 

표 4-4. 체간부 및 측정치 차이값의 상관계수 

 
배꼽위_옆허리
돌출점높이차

이 

어깨가쪽너비차

이 
허리하부각차

이 
배꼽위_옆허리

돌출점너비차이 

목앞점_배꼽점
각도 -.223 -.550*** -.334*** .418*** 

목앞점_샅점각
도 -.453*** -.514*** -.509*** -.086 

***p<.001 



 37 

‘목앞점-샅점각도’와 ‘배꼽위_옆허리돌출점높이차이’는 피어슨 

상관계수 -0.453(p<.001), ‘목앞점-샅점각도’와 ‘어깨가쪽너비차이’는 

피어슨 상관계수 -0.514(p<.001), ‘목앞점-샅점각도’와 ‘허리하부각차이’는 

피어슨 상관계수 -0.509(p<.001) 로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를 통하여, 목앞점-배꼽점각도와 목앞점-샅점각도가 고령여성의 

어깨에서 허리를 포함하는 체간부의 비대칭 정도를 잘 반영함을 알 수 

있다.  

고령여성의 체간부 중심각도에 대하여 나이그룹 및 BMI그룹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고찰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5>, <표 4-6>과 같다.  

분석 결과, 고령여성의 체간부 중심각도는 나이의 증가 또는 BMI의 

증가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이 및 

비만정도가 고령여성의 정면 비대칭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표 4-5. BMI 그룹에 따른 목앞점 기준 각도 차이 일원분산분석 
（단위 °） 

 

저체중 
(18.5 미만) 

n=5 

정상 
(18.5~22.9) 

n=72 

과체중 
(23~24.9) 

n=76 

비만 
(25이상) 
n=175 

F 

평균(편준편차) 평균(편준편차) 평균(편준편차) 평균(편준편차)  

목앞점_머리마루점 
각도 -.66(2.67) -.29(2.01) -.70(2.78) -.47(2.13) .419 

목앞점_배꼽점 
각도 2.07(1.33) 1.11(2.07) 1.04(2.68) .93(2.26) .470 

목앞점_샅점 
각도 1.60(.49) 1.09(1.46) 1.13(1.73) 1.16(1.55)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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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상반신 비대칭 특성 

고령여성의 상반신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적 체형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반신의 너비, 높이, 각도에 대한 모든 측정항목에 대하여 좌우 

측정치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과 다음<표4-7>과 같다.  

분석 결과, ‘어깨가쪽너비’의 좌우 측정치 차이에 대한 t값은 -

12.807(p<.001), ‘젖꼭지사이너비’의 좌우 측정치 차이에 대한 t값은 -

2.180(p<.05),  ‘배꼽위에 옆허리돌출점너비’의 좌우 측정치 차이에 대한 

t값은 -2.058(p<.05), ‘어깨기울기’의 좌우 측정치 차이에 대한 t값은 -

4.671(p<.001), ‘허리하부각’의 좌우 측정치 차이에 대한 t값은 -3.417으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고령여성의 척추을 

기울어진 경향을 가진 뿐만 아니라 인체 좌우 너비에서 차이을 보였다. 

따라서 고령여성 상반신의 좌우 비대칭여부를 판단하는데에 있어서 

어깨가쪽너비, 젖꼭지사이너비, 허리너비의 좌우 차이와 어깨기울기, 

허리하부각의 좌우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표 4-6. 나이 그룹에 따라 일원분산분석 
（단위 °） 

 

70대초반 
(70-74) 
n=105 

70대후반 
(75-79) 
n=108 

80대초반 
(80-85) 
n=116 

F 

평균(편준편차) 평균(편준편차) 평균(편준편차) 평균(편준편차) 

목앞점_머리마루점각도 -.47(1.97) -.43(2.46) -.59(2.35) ,910 

목앞점_배꼽점각도 .98(2.16) 1.07(2.28) .98(2.49) .941 

목앞점_샅점각도 1.23(1.38) 1.21(1.48) 1.01(1.78)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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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어깨각도만를 대표적인 

정면체형분석의 좌우 측정항목으로 삼고 있으나, 고령자대상의 연구 및 

의복제작을 위해서는 어깨각도뿐만 아니라 위의 항목들에 대한 좌우 

측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40 

 

표 4-7. 상반신 너비, 각도의 좌우 측정치간 차이 분석 

（단위 mm） 

 사례수 평균 
표준편

차 
자유도 t-value 

너

비 

어깨가쪽너비(우) 329 139.817 13.55 

328 
-

12.807*** 

어깨가쪽너비(좌)(mm 329 148.622 12.42 

어깨가쪽너비(우)-

어깨가쪽너비(좌)  
329 -8.8045 12.47 

젖꼭지사이너비(우) 329 92.940 13.83 

328 -2.180* 
젖꼭지사이너비(좌) 329 94.845 12.10 

젖꼭지사이너비(우)- 

젖꼭지사이너비(좌) 
329 -1.90 15.85 

배꼽위_옆허리돌출점너비 

(우) 
329 158.67 15.75 

328 -2.058* 

배꼽위_옆허리돌출점너비 

(좌) 
329 160.95 15.86 

배꼽위_옆허리돌출점너비(

우)-

배꼽위_옆허리돌출점너비(

좌) 

329 -2.28 20.09 

각

도 

어깨기울기(우) 329 13.40 3.91 

328 4.671*** 
어깨기울기(좌) 329 16.29 4.16 

어깨기울기(우)- 

어깨기울기(좌) 
329 1.12 4.33 

허리하부각(우) 329 15.82 6.51 

328 -3.417** 
허리하부각(좌) 329 17.25 6.28 

허리하부각(우)- 

허리하부각(좌) 
329 -1.43 7.57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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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여성 상반신의 비대칭 여부를 파악할 때 판정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좌우 측정치간 차이를 보인 상반신 측정치 

차이 항목에 대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8>과 같다. 

 ‘어깨기울기차이’와 ‘어깨가쪽너비차이’ 간에는 피어슨 상관계수 -

0.412(p<.001), ‘허리하부각차이’와 ‘배꼽위에 옆허리돌출점높이 차이’ 

간에는 0.476(p<.001)의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어깨기울기 차이가 커질수록, 어깨가쪽너비 차이를 줄어짐을 알 수 

있으나 허리하부각 차이가 커질수록, 배꼽 위에 옆허리돌출점 높이 차이 

함께 커짐을 알 수 있다. 어깨각도와 다른 좌우 차이항목들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없다는 점을 통하여, 어깨각도만을 이용하여 

고령여성의 비대칭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정확한 판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령여성의 좌우 측정치간 차이를 보인 상반신의 측정치 차이 

항목과 체간부 중심각 간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9>에 제시하였다.  

항목들 중 체간부의 비대칭성을 잘 반영하는 ‘목앞점-배꼽점각도’와 

‘어깨가쪽너비차이’ 간에는 피어슨 상관계수 -0.55, ‘목앞점-배꼽점각도’와 

표 4-8. 상반신 측정치차이 항목 간 상관계수 

 어깨가쪽너비차이 배꼽위에 옆허리돌출점높이차이 

어꺠기울기차이 -.412*** - 

허리하부각차이 - .476***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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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꼽위_옆허리돌출점너비차이’ 간에는 피어슨 상관계수 0.418로 모두 

p<.001 수준에서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목앞점-

샅점각도’와 ‘배꼽위_옆허리돌출점너비차이’ 간에는 -0.453, ‘목앞점-

샅점각도’와 ‘어깨가쪽너비차이’ 간에는 -0.514, ‘목앞점-샅점각도’와 

‘허리하부각차이’ 간에는 -0.509의 상관계수를 보이며 p<.001수준에서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반면 어깨기울기차이와 체간부 

각도간의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높은 상관을 보이는 

항목들이 항목들간 유사한 위치에 의한 효과로 보여지는 결과를 통하여, 

‘어깨가쪽너비차이’와의 상관여부가 더욱 의미있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깨가쪽너비차이’가 상반신 비대칭여부 판단의 가장 적합한 

항목으로 여겨지며, 이는 높이 및 각도항목에서는 특별히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를 통하여, 기존 선행연구에서 

정면체형을 분석하는데 사용되었던 목옆점에서 측정되는 어깨각도는 

상반신의 좌우 차이, 즉 비대칭여부에 대한 정보를 잘 반영한다고 보기 

표 4-9. 좌우 측정치간 차이를 보인 상반신 측정치차이 항목과 타 항목간 상관계수 

  
중심각 

목앞점_머리마루점각도 목앞점_배꼽점각도 목앞점_샅점각도 

배꼽위_옆허리돌출

점높이차이 -.031 -.223** -.453** 

어깨기울기차이 -.206*** .381*** .370*** 

어깨가쪽너비차이 .307*** -.550*** -.514*** 

배꼽위_옆허리돌출

점너비차이 -.058 .418** -.086 

허리하부각차이 -.070 -.334** -.509**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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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알 수 있다.  

4.1.3. 하반신 비대칭 특성 

하반신의 비대칭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하반신의 너비, 높이, 각도에 

대한 모든 측정항목의 좌우 측정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분석에 사용된 모든 항목 중 좌우 ‘무릎높이차이’에 대해서만 t값이 -

12.433(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결과를 <표4-10>에 

제시하였다.  따라서 하반신의 좌우 비대칭 여부를 판단할 때, 좌우의 

무릎높이 차이 분석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4.1.4.  체간부 각도 및 좌우 비대칭의 교차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에 대하여 중앙 50%에 속하는 평균구간과 

하위 25%, 상위 25%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항목에 대한 

측정치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 z값을 사용하였으며 정규분포를 

보이지 않는 항목의 경우 백분위수를 사용하였다.   

Kolmongorov-Smirov의 Normality Test에 의한 p값은 목밑 

너비차이(p=0.200),어깨가쪽너비차이(p=0.200),젖꼭지사이너비차이(p=0.2

00), 목앞점_배꼽점 각도(p=0.200), 목앞점_샅점각도 (p=0.200), 허리 

표 4-10. 무릎높이 좌우 차이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결과 

(단위 mm)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value 

무릎높이(오) 329 424.51 19.74 

328 -12.433*** 무릎높이(왼) 329 423.21 19.55 

무릎높이(오)-무릎높이(왼) 329 .1.20 9.4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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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각차이(p=0.200)가 모두 p>0.05의 조건에 만족함으로써 z값을 

사용하였으며, 어깨 가쪽높이차이, 젖꼭지 높이차이, 배꼽위_옆허리 

돌출점 높이차이, 엉덩이 높이차이, 무릎 높이차이, 허리 너비차이, 

엉덩이 너비차이, 목앞점_머리마루점 각도, 목옆점_어깨가쪽점 차이, 

허리상부각 차이, 안쪽복사점_무릎뼈가운데 각도 항목들은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백분위값을 사용하였다.  

이후 체간부 중심각에 따른 부위별 차이항목간의 연관성을 분석 

하기 위해 중앙 50%, 상위25%, 하위25%그룹에 대하여 교차분석과 

카이제곱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표 4-11>에 제시하였다.   

목앞점과 머리마루점 사이 각도는 어깨가쪽높이 차이와 

어깨가쪽너비 차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목앞점과 

배꼽점사이 각도는 목앞점샅점 각도, 어깨가쪽너비차이, 

젖꼭지사이너비차이, 허리하부각차이, 어깨가쪽높이차이, 젖꼭지높이차이, 

허리너비차이, 배꼽위에 옆허리돌출점너비차이, 목앞점머리마루점각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허리상보각차이는 

배꼽위_옆허리돌출점높이차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목앞점샅점각도는 어깨가쪽너비차이, 젖꼭지사이너비차이, 

허리하부각차이, 어깨가쪽높이차이, 젖꼭지높이차이, 

배꼽위_옆허리돌출점높이차이, 허리상보각차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목앞점-머리마루점각도에 따른 체형 유형은 하위25%는 머리 오른쪽 

기운 타입, 중간의 50%는 머리 평균적으로 기운정도의 타입, 상위25%는 

머리 왼쪽 기운 타입으로 구분하였다. 목앞점-머리마루점 측정치의 

25%와 75%에서의 백분위수는 각각 -2도와 0.9도이다. 따라서 평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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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정도 타입 구간은 목앞점-머리마루점각도 -2~0.9도이고, 오른쪽 기운 

타입 구간은 -8.15~-2도, 왼쪽 기운 타입 구간은 0.9~6.47도로 분류되었다.  

목앞점-머리마루점각도에 의해 분류된 유형별 평균 값과 빈도는 <표 

4-12>와 같다. 머리 오른쪽 기운타입, 머리 평균적으로 기운타입, 머리 

왼쪽 기운타입의 평균값은 각각 -2, -0.4, 2.3도이며, 각 유형에 속하는 

피험자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른쪽 기운타입은 83명으로 

전체의 25%가 속하고, 평균적인 기운타입은 163명으로 전체의 50%, 

왼쪽 기운타입은 83명으로 전체의 25%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앞점-머리마루점각도에 따른 분포는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목앞점_머리마루점각도에 의해 분류된 유형 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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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체간부 각도 및 좌우 차이 교차분석 

 
중간각도 부위별차이항목 x² 

목앞점머리마루점각도 
어깨가쪽너비차이 20.809*** 

어깨가쪽높이차이 20.228*** 

목앞점배꼽점각도 

목앞점샅점각도 184.801*** 

어깨가쪽너비차이 68.078*** 
젖꼭지사이너비차이 24.199*** 
허리하부각차이 22.524*** 
어깨가쪽높이차이 24.521*** 
젖꼭지높이차이 43.652*** 

배꼽위_옆허리돌출점높이차이 9.610* 
허리너비차이 35.413*** 

배꼽위_옆허리돌출점너비차이 56.753*** 
목앞점머리마루점각도 12.163*** 
허리상부각차이 13.490** 

목앞점샅점각도 

어깨가쪽너비차이 45.727*** 
젖꼭지사이너비차이 39.833*** 
허리하부각차이 71.437*** 
어깨가쪽높이차이 39.871*** 
젖꼭지높이차이 50.773*** 

배꼽위_옆허리돌출점높이차이 51.748*** 
허리상부각차이 2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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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앞점-배꼽점각도에 따른 체형 유형은 하위25%는 머리 왼쪽 기운 

타입, 중안의 50%는 평균적인 기운정도의 타입, 상위25%는 머리 오른쪽 

기운 타입으로 구분하였다. 목앞점-배꼽점 측정치는 정규성 검정에서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 z값 ±0.68에 의하여 범위를 

선정하였다.  

평균적인 기운정도 타입 구간은 -0.56~2.58도이고, 오른쪽 기운 타입 

구간은 2.58~8.5도, 왼쪽 기운 타입 구간은 -4.92~-0.56도로 분류되었다.  

표 4-12. 목앞점_머리마루점각도에 의해 분류된 유형 별 평균 

                                                     

 
머리 오른쪽 
기운타입 

머리 평균적으로 
기운타입 머리 왼쪽 기운타입 

목앞점_머리마루점각도 -8.15~ -2 -2 ~0.9 0.9 ~6.47 

평균 -3.5 -0.4 2.3 

빈도수 83명 163명 83명 

% 25 5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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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앞점-배꼽점점각도에 의해 분류된 유형별 평균 값과 빈도는 <표 

4-13>과 같다. 몸 왼쪽 기운타입, 몸 평균적으로 기운타입, 몸 오른쪽 

기운타입의 평균값은 각각 -2.05, 1.03, 4.05도이며, 각 유형에 속하는 

피험자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왼쪽 기운타입은 73명으로 전체의 

22%가 속하고, 평균적인 기운타입은 181명으로 전체의 55%, 오른쪽 

기운타입은 75명으로 전체의 23%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앞점-

그림 4-2. 목앞점_배꼽점각도에 의해 분류된 유형 별 빈도 

 

표 4-13. 목앞점_배꼽점각도에 의해 분류된 유형 별 평균 

  

 몸 왼쪽 기운타입 몸 평균으로 기운타입 몸 오른쪽 기운타입 

목앞점_배꼽점각도 -4.92~-0.56 -0.56 ~ 2.58 2.58~8.5 

평균 -2.05 1.03 4.05 

빈도수 73 181 75 

% 22 5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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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꼽점각도에 따른 분포는 (그림4-2)과 같다.  

 

목앞점-샅점각도에 따른 체형 유형은 하위25%는 머리 왼쪽 기운 

타입, 중안의 50%는 평균적인 지운정도의 타입, 상위25%는 머리 오른쪽 

기운 타입으로 구분하였다. 목앞점-샅점 측정치는 정규성 검정에서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 z값 ±0.68에 의하여 범위를 

선정하였다.  

평균적인 기운정도 타입 구간은 0.08~2.2도이고, 오른쪽 기운 타입 

구간은 2.2~5.44도, 왼쪽 기운 타입 구간은 3.65~0.08도로 분류되었다.  

목앞점-샅점각도에 의해 분류된 유형별 평균 값과 빈도는 <표 4-14 

>와 같다. 몸 왼쪽 기운타입, 몸 평균적으로 기운타입, 몸 오른쪽 

기운타입의 평균값은 각각 -0.99, 1.15, 3.15도이며, 각 유형에 속하는 

피험자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몸 왼쪽 기운타입은 70명으로 

전체의 21%가 속하고, 몸 평균적으로 기운타입은 182명으로 전체의 55%, 

오른쪽 기운타입은 77명으로 전체의 24%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앞점-샅점각도에 따른 분포는 (그림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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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목앞점_샅점각도에 의해 분류된 유형 별 빈도 

 

표 4-14. 목앞점_샅점각도에 의해 분류된 유형 별 평균 

  

 몸 왼쪽 기운타입 몸 평균적으로 
가운타입 

몸 오른쪽 
기운타입 

목앞점_샅점각도 3.65~0.08 0.08 ~ 2.2 2.2~5.44 

평균 -0.99 1.15 3.18 

빈도수 70 182 77 

% 21 5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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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나이에 따른 정면 체형 분석 

고령여성의 나이그룹에 따른 측정치의 차이를 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4-15>에 제시되었다.   

분석결과, 나이그룹에 따라 측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몸무게, 키, 어깨가쪽높이(좌, 우), 젖꼭지높이(좌), 배꼽위-

옆허리돌출점높이(좌, 우), 무릎높이(좌, 우), 어깨가쪽너비(좌), 목옆점-

어깨가쪽점각도(좌, 우), 안쪽복사점-무릎뼈가운데각도(좌, 우)였으며, 

좌우의 차이값을 비교한 항목 중에서는 허리상부각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몸무게, 키, 젖꼭지높이(좌), 배꼽위-옆허리돌출점높이(좌, 우), 

무릎높이(좌, 우), 어깨가쪽너비(좌), 목옆점-어깨가쪽점각도(좌, 우)의 

경우 나이의 증가에 따라 측정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어깨가쪽높이의 경우 나이의 증가에 따라 오른쪽 높이는 감소하는 반면 

왼쪽높는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으며 안쪽복사점-무릎뼈가운데각도의 

경우 나이의 증가에 따라 각도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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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고령여성의 나이그룹에 따른 측정항목 차이 

나이그룹 ANOVA 

70대초반 
(70-74) 
n=105 

70대후반 
(75-79) 
n=108 

80대초반 
(80-85) 
n=116 F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몸무게(kg) 
57.86(7.80) 56.15(7.80) 54.95(8.58) 

3.587* 
b a 

키 (mm) 
1535.52(52.09) 1517.21(48.45) 1489.79(61.29) 

19.859*** 
c b a 

어깨가쪽눞이(오) (mm) 
1258.56(48.76) 1245.71(43.27) 1228.17(49.66) 

11.505*** 
b a 

어깨가쪽높이(왼) (mm) 
1257.25(52.19) 1244.72(44.62) 1228.88(50.50) 

9.236*** 
a b 

젖꼭지높이(왼) (mm) 
1049.92(52.31) 1026.06(93.15) 1003.92(97.57) 

8.240*** 
b a 

배꼽위_옆허리돌출점높이(오) (mm) 
909.23(32.25) 900.30(35.48) 883.85(43.64) 

12.069*** 
b a 

배꼽위_옆허리돌출점높이(왼) 
(mm) 

911.52(38.83) 901.88(36,70) 883.99(42.80) 
13.979*** 

b a 

무릎높이(오) (mm) 
428.37(18.15) 424.85(19.92) 420.69(20.38) 

4.283* 
b a 

무릎놓이(왼) (mm) 
427.54(18.16) 423.56(18.88) 418.96(20.62) 

5.483** 
b a 

어깨가쪽너비(왼) (mm) 
151.09(12.17) 148.60(11.92) 146.41(12.78) 

3.99* 
b a 

목옆점_어깨가쪽점각도(오) (mm) 
21.06(4.96) 20.48(7.78) 19.06(4.65) 

3.360* 
b a 

목옆점_어깨가쪽점각도(왼) (mm) 
22.60(8.81) 20.81(4.51) 19.40(5.10) 

6.975** 
b a 

안쪽복사점_무릎뼈가운데각도(오) 
8.92(2.80) 8.52(2.92) 9.93(3.33) 

6.454** 
a b 

안쪽복사점_무릎뼈가운데각도(왼) 
9.01(6.99) 8.72(2.38) 10.47(2.76) 

4.910** 
a b 

허리상부각차이 1.37(6.73) .79(5.22) -1.70(7.81) 
6.657** 

b a 

*p<.05, **p<.01. ***p<.001, Scheffe test results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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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BMI에 따른 정면 체형 분석 

BMI그룹에 따라 고령여성의 측정치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4-16>과 같다.  

분석결과, BMI 그룹에 따라 몸무게, 체지방률, 체지방량, 목밑너비(좌), 

어깨가쪽너비(좌, 우), 젖꼭지사이너비(좌), 허리너비(좌, 우)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BMI 그룹별 차이를 보이는 측정 항목을 고찰한 결과 BMI가 커짐에 

따라 너비항목과 몸무게가 함께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인체의 

정면에서 비대칭성을 반영하는 좌우의 차이값은 BMI그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음으로써, 정면의 비대칭성 여부에 BMI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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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고령여성의 BMI그룹에 따른 측정항목 차이 

 

BMI그룹 ANOVA 

저체중 
(18.5 미만) 

n=5 

정상 
(18.5~22.9) 

n=72 

과체중 
(23~24.9) 

n=76 

비만 
(25이상) 
n=175 F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몸무게 (kg) 
38.42(2.99) 47.78(4.21) 53.58(4.43) 61.43(6.33) 

133.056*** 
a b c d 

체지방률 (%) 
23.28(4.83) 29.93(4.77) 33.64(4.18) 38.14(4.27) 

73.011*** 
a b c 

체지방량 (kg) 
8.86(1.60) 14.33(2.84) 18.01(2.55) 23.49(4.16) 

134.984*** 
a b c d 

목밑너비(왼) (mm) 
50.94(2.1) 57.38(7.18) 59.79(5.98) 60.50(6.62) 

6.713*** 
a b 

어깨가쪽너비(오) 
(mm) 

120.464(8.40) 130.97(10.25) 136.92(10.60) 145.31(13.26) 
31.034*** 

a b c 

어깨가쪽너비(왼) 
(mm) 

129.88(7.02) 138.64(9.71) 147.35(11.25) 153.88(10.77) 
41.035*** 

a b c 

젖꼭지사이너비(왼) 
(mm) 

77.92(7.59) 89.05(9.49) 93.55(11.65) 98.374(11.9223) 
15.997*** 

a b 

허리너비(오) (mm) 
127.196(7.89) 138.55(14.79) 146.89(10.50) 155.57(30.38) 

10.575*** 
a b 

허리너비(왼) (mm) 
120.84(13.38) 133.94(37.33) 151.38(11.29) 158.86(18.72) 

23.059*** 
a b c 

*p<.05, **p<.01. ***p<.001, Scheffe test results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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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BMI그룹과 나이 그룹간의 교차분석 

고령여성의 나이그룹과 BMI그룹에 따라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4-17>과 같다. 분석결과 각 나이그룹별로 BMI빈도수가 유사하였으며, 

나이그룹과 BMI그룹간 카이제곱 검증결과 x²값이 3.98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여성의 

나이증가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관리 여부에 따라 비만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4-17. BMI그룹과 나이그룹간의 교차분석 

 
BMI그룹과 나이그룹 간 교차분석 

BMI그룹 

나이그룹 
Total 
N(%) 

X² 70~74 
N(%) 

75~79 
N(%) 

80~85 
N(%) 

저체중 
(<18.50) 

0 2 3 5 

3.98 

0.0% 1.9% 2.6% 1.5% 
정상체중 

(18.50~22.99) 
26 23 23 72 

25.0% 21.3% 19.8% 22.0% 
과체중 

(23.00~24.99) 
22 28 26 76 

21.2% 25.9% 22.4% 23.2% 
비만 

(≥25.00) 
56 55 64 175 

53.8% 50.9% 55.2% 53.4% 
전체 104 108 116 328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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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2014 고령자 3D인체형상조사 개발사업’의 70~85세 

고령여성 329명을 대상으로, 3차원 형상 간접측정 및 직접측정자료를 

활용하여 고령여성의 정면에서 나타나는 비대칭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좌측과 우측의 측정을 모두 반영한 정면체형을 

분석하고, 나이, BMI에 따른 측정치 차이를 분석하여 고령여성의 체형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패턴 및 고령자 자동측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고령여성의 전신 정면 체형을 분석한 결과, 체간부가 평균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비대칭한 경향을 보였으며 머리부위의 기운 

정도보다 배꼽점 및 샅점의 기운 정도가 심해지는 추세를 보였다. 

머리부위의 비대칭 경향은 배꼽점 및 샅점을 포함하는 체간부의 

비대칭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목앞점-배꼽점각도, 목앞점-샅점 

각도가 어깨에서 허리까지 고령여성 체간부의 비대칭 정도를 잘 

반영하였으며, 체간부 중심각도는 나이 또는 BMI의 증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나이와 비만 정도가 정면 비대칭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님이 나타났다.  

고령여성의 상반신 체형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성을 분석한 결과, 

상반신의 좌우 비대칭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어깨기울기, 어깨가쪽너비, 

젖꼭지너비, 배꼽위에 허리너비의 좌우 차이와 허리하부각의 좌우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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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어깨각도를 대표적인 정면체형 분석의 좌우 측정항목으로 

우선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고령자 대상의 연구 및 

의복제작을 위해서는, 상반신에서 좌우 ‘어깨가쪽너비차이’가 상반신의 

비대칭 여부 판단의 가장 적합한 항목으로써 이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높이 및 각도항목은 상반신의 비대칭성과 큰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목옆점에서 측정되는 어깨각도는 좌우 

어깨각도차이만으로는 상반신의 좌우차이(비대칭여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모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관상으로는 비대칭한 고령 여성들의 경우, 척추가 외전된 상태로 

측면으로 만곡되어 “C” 또는 “S” 굴국으로 나타나, 많은 고령여성들의 

전반적으로 척추 측만이 심각하므로 체간부, 골반 그리고 우릎각도의 

비대칭을 야기시킨다고 여겨진다. 

고령여성 하반신 체형의 비대칭성을 분석한 결과, 하반신에서는 좌우 

‘무릎높이’가 비대칭 여부 판단에 가장 적합한 항목으로 여겨진다. 

체간부 각도 및 좌우 비대칭항목의 교차분석 결과, 머리의 기울어진 

경향은 목밑부터 젖꼭지까지의 좌우 비대칭과 연관성이 있었으며, 배꼽 

및 샅점의 기울어진 경향은 어깨부터 엉덩이까지의 좌우 비대칭과 

연관성을 보였다.  

고령여성의 나이그룹별로 차이를 보이는 측정항목을 분석한 결과, 

나이의 증가에 따라 대다수의 높이 및 너비항목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어깨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이의 

증가에 따라 상반신의 비대칭적 경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으며, 

좌우의 차이값을 나타내는 항목들이 나이그룹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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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이를 통해 고령여성은 나이의 증가에 따라 더욱 비대칭해지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자세관리여부가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하반신의 

무릎각은 나이가 들수록 각도가 더욱 커지는 경향이 발견되었으며, 

O자형으로 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나이의 증가에 따라 

무릎굽음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BMI 그룹별로 차이를 보이는 측정항목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BMI가 

커짐에 따라 너비항목과 몸무게에가 유의하게 커짐이 발견되었다. 정면의 

비대칭성을 반영하는 좌우 차이값 항목은 BMI그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정면의 비대칭성에 BMI의 정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이그룹과 BMI그룹 간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나이그룹별로 BMI그룹의 빈도수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나이와 BMI간의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다. 또한 나이 및 BMI에 따라 정면 비대칭성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좌우 비대칭여부는 나이나 비만도보다는 

평소 생활습관과 자세등의 영향이 더욱 큼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고령여성의 BMI 분포를 분석한 결과 비만에 

주로 분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저체중 고령여성의 대상자 수가 부족하여 

BMI에 따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측정 및 분석에 있어 

고령여성의 측정복 하의에 의한 살의 눌림이 각 측정점의 위치 판단에 큰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추후 이에 대한 고려가 추가적으로 연구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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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n the positive shape  

and negative asymmetry of the elderly women 

- the object is 70~85 years old – 

Chen lin 
Departmen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329 elderly women aged 70~85 were selected as subje

cts, using the direct measurement data and the indirect measurement d

ata obtained by the 3D image through the three-dimensional reverse sof

tware, we analyze the asymmetry characteristics of the old women's po

sitive body shape. Taking the line among vertex, Anterior neck, Anterior

 waist and crotch as intermediate reference, and then measure the left 

and right sides of the body, and according to the data, do the comparat

ive analysis of T-test. Thus, according to the age and the differences of

 BMI, implement ANVOVA of the data. Trough analyzing the characteris

tics of old women, this paper provides the basic material for the develo

pment of the old female vers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automatic 

measurement software for the aged. 

The results of body shape analysis of elderly women is that most of t



 63 

he trunk tends to lean to the right, and compared to the head, navel an
d oblique, the lean trend is more. The tilt of the head does not affect t
he degree of asymmetry. Between the front neck point - the navel angl
e and anterior neck - crotch point with trunk asymmetry has a close rel
ationship. However, the tilt angle of the body does not change with age
 and BMI.  That is to say, age and obesity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
e asymmetry of the human body. 

Analysis of asymmetry of upper body in older women is the left and r
ight shoulder angle. The width of the left and right shoulder, the width 
between the left and right chest points, the width of the left and right w
aist and the waist angle of the right and left waist can effectively reflect
 the degree of asymmetry of the human body. Previous studies have b
een used the shoulder angle as a representative project of the positive 
body shape analysis, this paper’s study result is that as for older wome
n,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ft and right shoulder width is more effec
tive to determine the asymmetry of the upper body. In contrast to the "
height" and "angle" has not strong relevance with the asymmetry of the 
human body. In particular,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ft and right sho
ulder angle has little effect on the data differences between the left and
 right of the upper body. From the appearance of asymmetry in the eld
erly women, the spine is curved and rotated, showing a "C" or "S" sha
pe. Most older women with scoliosis can cause asymmetry of the torso,
 knee and knee angle. The results of asymmetry analysis of the lower 
body in the elderly women is that by the left and right knee’sheight can
 determine the asymmetric or not. 

The cross analysis of the trunk angle and the asymmetry between th
e left and right is that the inclined degree of the head has effect on the
 asymmetry from neck to chest point. The inclined degree of the navel 
and crotch has effect on the asymmetry from shoulder to hip. 

According to the difference analysis result of the age groups,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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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rease of age, the most of height and wide projects of older women 
would reduce, and the shoulder will incline to the right. However, the as
ymmetry of the upper body will not reduce or increase with the increas
e of the age. So, the older women will not increase the asymmetry of t
he body with the increase of age. Personal management will be more i
mportant. The knee angle of the lower body will increase with the incre
ase of age. "O" type legs will become more and more obvious, the incr
ease in all ages will make the knee more bent. 

According to the BMI groups different analysis results, with the increa
se of the BMI, the wide and weight of older women will increase. Howe
ver, the asymmetry of the positive body shape will not change. 

The cross analysis results between age group and BMI group is that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the two groups. Because the age and B
MI has no correlation with the difference of the asymmetry of positive b
ody shape, so human asymmetry is more affected by the ordinary living
 habits and other bad habits. 

This study is restricted to the point that in the human body data acqu
isition, the majority of older women's BMI distribution focused on "obesit
y", "low weight" people are inadequate. So the analysis will be restricte
d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BMI. Thus, this study use 3D human d
ata, owing to the waist elastic part on waist muscles has little effect on 
the determination of the measuring point position. All subsequent studie
s need to take this into a count.  
 

Key words: the elderly women, 3D measurement, negative asymmetry, the 

positive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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