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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성의 연령대별 발 형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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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lassification of Men’s Foot Shape According to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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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health of foot is connected with individual's health and affects men's activity. In order to develope comfort
socks, both foot size and foot shape must be conside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ategorize men’s foot shape
according to age using men's foot scan data (with 2005 Size Korea).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ANOVA, and Dun-
can's test were performed for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by SPSS Win 12.00 program.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Nine factors constituting the men's foot were extracted through factor analysis and those factors comprised 77.7% of
total variance.
2. On the basis of the cluster analysis, four different foot shapes were categorized.
Cluster 1 was characterized by large in toe and ankle size. 
Cluster 2 was characterized by short foot length, low foot height, and small foot breadth/girth. 
Cluster 3 was characterized by large and high in foot height.
Cluster 4 was characterized by short in foot length and large in foot breadth/girth.
3. Distribution of four foot shape clusters from 20 to 70 years in age above were categorized. For the 20 to 29 years in
age, cluster 2, while for the over 30 years in age cluster 4 or cluster 3 is the most dominant foot type. A foot breadth
in the 50 years over is wider size range than that in the below 49 years. The foot figures of elderly men over 60 years
were smaller than those of below 6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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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간의 발은 인체를 유지하고 이동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발은 26개의 뼈와 38개의 근육 그리고 100개도 넘는 결합인대

와 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발은 간장을 비롯한 모든 무거

운 장기들을 지탱하고, 신경을 통해서 각 기관에 자극을 전달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자극을 통해서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

다. 발바닥은 발한·불감증설이 많고 발바닥의 발한량은 일반

피부면의 수배에서 수십 배에 이르며 지방, 표피의 탈락에 의

해 신체 중 가장 오염이 심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발 형태 유형화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문명옥(1994)

은 19~24세 사이의 남자 대학생을 200명의 발 형태를 유형화

하기 위해 직접 측정한 발 계측치를 바탕으로 발 전체크기의

대, 중, 소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간접측정치를 바탕으로

족궁의 높이와 족선 굴곡에 따라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신선우, 함옥상(1999)은 20대 성인 남자 발의 형태를 발이 전

체적으로 작으며 발 둘레에 비해 발이 긴 유형, 발이 전체적으

로 작으며 발 둘레에 비해 길이가 짧은 유형, 평균적 크기의

유형, 발이 전체적으로 크며 발의 길이에 비해 굵은 유형, 발

이 전체적으로 크며 발 둘레에 비해 길이가 긴 형태의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60세 이상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

석길(2000)의 연구에서는 표준형, 세장형, 광단형으로 분류하였

으며, 서추연(2002)은 성인 남성의 발 유형을 큰 발, 작은 발,

발 둘레는 중간이나 발등높이가 높은 발, 발 둘레는 중간이나

발등높이가 낮은 발의 4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는 20대와 노년층을 대상으로 발 유형을 분류하였으

므로 다른 연령층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연령대에 따른 발 유

형 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문명옥, 1993; 서추연, 석은영,

2003; 박재경, 2005)에서 연령대에 따라 발 유형 출현이 다르

다고 하였으나, 이들 연구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인 남성의 연령대별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웰빙(well-being) 문화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양말 제품에도 위생적이며 쾌적감을 향상시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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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숯, 옥, 쑥, 황토, 은 등을 함유한 다양한 기능성소재 양

말, 지압 양말, 통풍 양말 등이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다. 발에

맞는 양말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의 형태가 고려되

어야 한다. 양말은 인체생리 기능에도 중요하지만 보행 중에 발

과 신발과의 마찰을 감소시키거나 보행 중에 발생하는 역학적

부하를 감소시키는 역할도 한다. 즉 인체를 지탱하고 이동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발에 피복된 양말이 정적인 상태로만 있는 것

이 아니라 보행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에 맞지 않거나

개구부의 탄성이 없는 양말을 착용하는 경우 보행 동작에 의해

벗겨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평면형으로 제작된 양말은 보

행 동작 중 신발과의 마찰로 인해 매끄러운 발에서 쉽게 밀려

나서 벗겨지기 쉽다. 한편 보행 동작 중에도 벗겨지지 않도록

양말에 신축성 조직과 탄성사를 사용하는데 양말 개구부의 지

나친 압력으로 인해 부종 등 건강 장해가 발생되거나 반복되는

탈착과 세탁에 의해 탄성사가 늘어나서 양말의 사용수명이 단

축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3차원의 형

태적인 특징을 갖는 발에 지나친 압력을 주지 않으면서 밀착될

수 있는 입체 양말을 제작하면 정지 시는 물론 보행 시에도

발에서 벗겨지지 않고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

국에서는 발의 형태 요소가 반영된 입체 양말 제작이 생산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입체양말 개발을 위한 발 형태의 연구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국내에서 3차원(3D) 발 스캔 장비에 의

한 3D 발 계측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입체 양말을 자동으

로 편성할 수 있는 컴퓨터 자동 편기도 도입되고 있으므로 발

의 3차원 형상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발 유형을 분류하고 발

형태 유형에 따라 피트하는 입체 양말제품의 설계 및 제작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3D 발 측정 스캐너를 사용한 성인 남성의 발

측정치 데이터(2005 국민표준체위조사)를 요인분석하여 발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며, 발 형태를 유형화하고, 성인 남성의 연

령대별 발 유형의 출현율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성인 남성

발 유형에 따른 건강·쾌적 양말 제품 개발 시 활용할 수 있

는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계측대상

발 계측치는 2005 Size Korea의 3차원 스캔에 의한 발 데

이터 40개 항목의 계측치 중 20세 이상 성인 남성 1,537명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다. Table 1과 Fig. 1에 발 관련 계측

40항목을 나타냈다.

2.2. 분석방법

연구내용에 따른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2.0 package를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각 계측항목에 대한 기술통계량으

로 평균과 분산을 구하였으며,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계측치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요약하였다. 요인의 수는 Kaiser의 고유치

1.00이상인 요인에 대하여 베리멕스(Varimax)방법에 의해 직교

회전하여 요인의 내용을 밝혔다. 발의 형태를 유형화하기 위하

여 추출된 각 인자를 독립변수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

형의 수는 발유형별 출현률을 고려하여 최종 4개로 결정하였

다. 분류된 발 유형 간에 발 형태 요인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

여 분산분석과 Duncan의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발 형태의 요인분석

성인 남성 발 형태를 유형별로 분류하기에 앞서 성인 남성

의 발 구성 요인을 추출하기 하기 위하여 Size Korea의 3차원

스캔에 의한 40개 항목의 발 계측치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베리맥스(Varimax) 방법으로 직교회전 시켜 고유치

가 1.00이상의 것으로 9가지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항목의

요인적재값은 Table 2에 나타냈다. 9가지 요인은 전체 변량의

77.7%를 설명하였다. 요인 1은 ‘발 중심점하측길이’, ‘발길이’,

‘발꿈치-엄지발가락길이’, ‘발꿈치-발바깥점길이’, ‘발꿈치-발안

쪽점길이’, ‘발꿈치-새끼발가락길이’, ‘발꿈치-발등길이’, ‘발꿈치

-발등둘레’, ‘발꿈치-발목둘레’, ‘발 중심점상측길이’ 등의 10개

Table 1. 3D 발 계측 항목

구    분 항목

길이항목
1 발길이, 2 발꿈치-엄지발가락길이, 3 발꿈치-새끼발가락길이, 4 발꿈치-발등길이, 5 발꿈치-발목길이, 
31 발꿈치-발안쪽점길이, 32 발꿈치-발바깥점길이, 33 발 중심점 상측길이, 34 발 중심점 하측길이

두께항목 6 발목두께

너비항목 7 발 너비, 8 볼 너비, 9 발꿈치너비, 10 발목너비, 35 내측 볼 너비, 36 외측 볼 너비 

높이항목

11엄지발가락높이, 12새끼발가락높이, 13 볼 높이, 14 발등 높이, 15 발목높이, 16 바깥복사뼈높이, 
17 바깥복사뼈 아래높이, 18 안쪽복사뼈높이, 19 안쪽복사뼈 아래높이, 20 주상골 높이, 21 발꿈치점 높이, 
22 발꿈치 위점 높이, 23 Arch높이

둘레항목
24 볼 둘레, 25 발등둘레, 26 발목수직둘레, 27 발꿈치-발등둘레, 28 발꿈치- 발목둘레, 29 발목수평둘레, 
30 복사뼈아래둘레

각도항목 37 엄지발가락 측각도, 38 새끼발가락측각도, 39 발볼각도, 40 발 중심선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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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항목으로 구성되고 ‘발의 길이’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고유

값이 14.21로 전체 변량의 35.5%를 설명하였다. ‘발꿈치-발등

둘레’, ‘발꿈치-발목둘레’ 항목은 수평크기를 나타내는 항목이

지만 발의 길이항목과 비례하여 증가하는 항목이므로 ‘발의 길

이’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선행연구(김순분, 2002; 문명옥,

1994; 신선우, 2001; 임지영, 최성원, 2005) 결과와 같이 발 형

태를 분류하는 요인으로 동일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요인 2는 ‘볼 너비’, ‘발 너비’, ‘볼 둘레’, ‘발등둘레’, ‘새끼

발가락측각도’, ‘발목수직둘레’ 등의 6개 계측항목으로 구성되

고 ‘발의 둘레/너비’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체 변량의

11.4%를 설명하였다. 선행연구(김순분, 2002; 신선우, 2001; 임

지영, 최성원, 2005) 결과와 공통적으로 ‘볼 너비’, ‘발 너비’,

‘발 등둘레’ 항목이 나타났으며, 임영문 외(2007)의 연구에서는

‘발 너비’, ‘볼 둘레’, ‘새끼발가락측각도’ 항목이 동일하게 나타

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새끼발가락측각도가 클수록 ‘발의 둘

레/너비’가 커지는 경향 때문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된다. 

요인 3은 ‘바깥복사뼈높이’, ‘바깥복사뼈 아래높이’, ‘발등높

이’, ‘발꿈치점 높이’ ‘안쪽복사뼈높이’ 등의 5개 계측항목으로

구성되고 ‘발의 높이’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체 변량의

7%를 설명하였다. 이는 선행연구(김순분, 2002; 문명옥, 1994;

신성우, 2001) 결과와 같이 동일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요인 4는 ‘발 중심선 각도’, ‘내측 볼 너비’, ‘엄지발가락측각

도’ ‘외측 볼 너비’ 등의 4개 계측항목으로 구성되고 ‘발가락

기울기’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전체 변량의 5.7%를 설명하였

다.

요인 5는 ‘발목두께’, ‘발목수평둘레’, ‘발꿈치-발목길이’, ‘발

목높이’, ‘발목너비’ 등의 5개 계측항목으로 구성되고 ‘발목크

기’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전체 변량의 4.9%를 설명하였다.

요인 6은 ‘엄지발가락높이’, ‘볼 높이’, ‘발꿈치너비’, ‘새끼발

가락높이’ 등의 4개의 계측항목으로 구성되며 ‘발라각 크기’ 요

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체 변량의 3.9%를 설명하였다. 이는

‘엄지발락가 높이’와 ‘새끼발가락 높이’ 등이 크면 ‘볼 높이’도

커지는 상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요인 7은 ‘발꿈치 위점 높이’, ‘주상골 높이’ 등의 2개 계측

항목으로 구성되고 ‘발꿈치 높이’ 요인라고 할 수 있으며, 전체

변량의 3.4%를 설명하였다.

요인 8은 ‘복사뼈아래둘레’, ‘안쪽복사뼈 아래높이’ 등의 2개

계측항목으로 구성되고 ‘복사뼈아래둘레’ 요인이라고 할 수 있

으며, 전체 변량의 3.3%를 설명하였다.

요인9는 ‘발볼각도’, ‘Arch높이’ 등의 2개로 구성되고 ‘볼 각

도’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체 변량의 2.7%를 설명하였다. 

김순분(2002) 연구에서 추출된 6개요인 중 ‘발길이’, ‘발 너

비와 둘레’, ‘발의 높이’, ‘발목부위’ 4개 요인이 동일하게 나타

났으며, 문명옥(1994) 연구에서 추출된 4개요인 중 ‘발길이’, ‘

발 둘레/너비’, ‘발 높이’ 3개 요인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신선

우(2001)의 연구에서 추출된 9개 발 형태 요인 중 ‘발길이’, ‘

발 높이’, ‘발목크기’, ‘발가락 크기’, ‘발꿈치 높이’, ‘볼 각도’

6개 요인만 일치하였는데, 이러한 결과에서 2차원 계측치를 사

용한 선행 연구와 3차원 계측치를 사용한 본 연구의 계측 항

목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3.2. 발의 유형화

20세 이상 성인 남성의 발을 몇 개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유

형화하기 위하여 9개의 요인점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군집분석

Fig. 1. 3D 발 계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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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였다. 발 유형의 출현율과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고려

하여 4개의 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 

유형 1은 조사대상자의 14.4%(222명), 유형 2는 조사대상자

의 27.7%(424명), 유형 3은 조사대상자의 26.7%(410명), 유형

4는 조사대상자의 31.2%(480명)의 분포를 나타났다. 각 유형의

3차원 특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입체 발 형태는 Fig. 2에 나

타냈다. 4개의 집단별 발 형태 요인점수의 차이를 분산 분석한

결과 모든 요인에서 유형별 매우 유의한 차이(p < .000)가 나타

났으며, 발 형태 유형별 요인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

은 3차원 발 계측치를 이용한 발 유형을 분류가 아주 중요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형별 평균 계측치 간의 차이를 구하고

Duncan의 사후 검정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냈다. 

유형 1은 발목 크기(요인 5)와 발가락 크기(요인 6)의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발꿈치 높이(요인7)와 복사뼈 아래둘레(요

인 8)의 값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발의 둘레/너비(요인 2)와

볼 각도(요인 9)의 값이 크게 나타났고 발의 길이(요인 1)와

발의 높이(요인 3), 발가락 기울기(요인 4)의 값이 작게 나타났

다. 유형 1은 발목이 가장 굵고 발가락 높이가 크지만 발꿈치

Table 2. 성인 남성의 3차원 발 계측 항목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항 목 요인 부하 값 고유 값 변량(%)

 요인 1
발의 길이

발 중심점 하측길이
발길이

발꿈치-엄지발가락길이
발꿈치-발바깥점길이
발꿈치-발안쪽점길이
발꿈치-새끼발가락길이 
발꿈치-발등길이
발꿈치-발등둘레
발꿈치- 발목둘레
발 중심점 상측길이

 .95
 .92
 .92
 .90
 .90
 .89
 .76
 .66
 .65
 .51

14.21 35.5

 요인 2
발의 둘레/너비

볼 너비
발 너비
볼 둘레
발등둘레

새끼발가락측각도

발목수직둘레

 .83
 .82
 .77
 .69
 .53
 .53

 4.54 11.4

 요인 3
발의 높이

바깥복사뼈높이

바깥복사뼈 아래높이
발등 높이 
발꿈치점 높이
안쪽복사뼈높이

 .78
 .76
 .65
 .54
 .53

 2.79  7.0

 요인 4
발가락 기울기

발 중심선 각도
내측 볼 너비
엄지 발가락측각도
외측 볼 너비

 .91
-.85
-.76
 .67

 2.28  5.7

 요인 5
발목 크기 

발목두께

발목수평둘레

발꿈치-발목길이
발목높이

발목너비

 .76
 .74
 .65
-.63
 .63

1.94  4.9

 요인 6
발가락 크기

엄지발가락높이

볼 높이
발꿈치너비

새끼발가락높이

 .71
 .66
 .45
 .44

 1.56  3.9

 요인 7
발꿈치 높이

발꿈치 위점 높이
주상골 높이

 .82
 .61

 1.38  3.4

 요인 8
복사뼈 아래둘레

복사뼈아래둘레

안쪽복사뼈 아래높이

-.80
 .79

 1.30  3.3

 요인 9
볼 각도

발볼각도

Arch높이

-.90
 .48

 1.07  2.7

전체 변량(%)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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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낮은 편평하면서 두꺼운 발 형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두

꺼운 발’ 이라고 명명하였다. 성인 남성의 발 유형 1은 유형 2,

3, 4에 비하여 출현빈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유형 2는 발꿈치 높이(요인 7)와 복사뼈아래둘레(요인 8)를 제

외한 모든 요인의 값이 전반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유형 2는 ‘작

은 발’ 형태라고 명명하였다. 

유형 3은 발의 높이(요인 3), 발꿈치 높이(요인 7), 복사뼈아

래둘레(요인 8)의 값이 가장 크며 발의 길이(요인 1), 발가락

기울기(요인 4), 볼 각도(요인 9)의 값이 크게 나타났다. 유형

3은 ‘높은 발’ 형태라고 명명하였다. 

Table 3. 성인 남성 발 유형별 요인 점수의 차이

인자     발 유형 1 두꺼운 발 2 작은 발 3 높은 발 4 넓은 발 F값

요인 1 발의 길이  .124 B -.178 A  .210 B -.079 A  12.972***

요인 2 발의 둘레/너비 -.038 C -.756 A -.156 B  .820 D 306.773***

요인 3 발의 높이  .103 B -.428 A  .965 C -.492 A 308.580***

요인 4 발가락 기울기  .201 B -.423 A  .117 B  .182 B  37.985***

요인 5 발목 크기  .555 D -.487 A  .190 C  .012 B  69.504***

요인 6 발가락 크기  .403 D -.317 A  .256 C -.125 B  40.553***

요인 7 발꿈치 높이 -.472 A -.022 B  .350 C -.062 B  36.251***

요인 8 복사뼈아래둘레 -1.47 A -.040 B  .372 C  .398 C 339.936***

요인 9 볼 각도  .503 C -.122 A -.263 A  .100 B  33.945***

Duncan-test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으며, 점수는 A<B<C<D 순이다. ***p<.000

위치

발 유형
외측면 발등면 발바닥면 내측면

유형 1
‘두꺼운 발’ 

유형 2
‘작은 발’

유형 3
‘높은 발’

유형 4
‘넓은 발’

 

 

 

 

Fig. 2. 성인 남성의 입체적 발 형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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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성인 남성의 유형별 발 치수 항목에 대한 기술통계량 (N=1537)

요인

 유형 1 2 3 4

F값
항목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요인1
발의 길이

 발중심점하측길이 176.2 C  7.93 171.0 A  7.84 176.4 C  8.28 173.9 B  7.39  39.03***

 발길이 254.9 C 11.35 247.7 A 10.81 256.3 C 11.00 252.2 B 10.13  49.41***

 발꿈치-엄지발가락길이 253.0 C 11.23 246.3 A 10.65 254.9 D 10.94 250.5 B 10.36  47.60***

 발꿈치-발바깥점길이 164.6 D  8.23 159.4 A  8.36 162.7 C  8.90 160.7 B  7.83  23.91***

 발꿈치-발안쪽점길이 185.8 B  8.85 182.0 A  8.34 187.8 C  8.88 184.5 B  8.28  33.77***

 발꿈치-새끼발가락길이 211.0 C  9.84 204.4 A  9.27 211.7 C  9.45 208.4 B  9.07  49.07***

 발꿈치-발등길이 140.5 B  8.12 137.2 A  7.56 143.0 C  7.83 140.9 B  7.78  39.00***

 발꿈치-발등둘레 366.6 B 17.62 356.9 A 17.88 374.0 C 18.52 368.4 B 18.04  65.64***

 발꿈치-발목둘레 332.9 B 14.66 319.6 A 12.89 337.9 B 12.81 331.9 C 14.05 137.06***

 발중심점상측길이  75.1BC  6.23  72.8 A  5.23  75.7 C  5.65  74.4 B  5.38  20.56***

요인 2
발의 
둘레/너비

 볼 너비 104.5 B  4.85  99.6 A  3.99 105.0 B  4.54 106.8 C  4.36 213.59***

 발 너비 101.7 B  4.82  96.3 A  3.81 101.2 B  4.29 103.3 C  4.00 226.71***

 볼 둘레 254.2 B 11.55 242.4 A  9.91 247.4 C 10.31 258.9 C 10.18 224.35***

 발등둘레 254.9 B 10.79 242.2 A  9.44 256.4 C  9.60 256.0BC  9.01 212.32***

 새끼발가락측각도  11.6 C  4.17  8.8 A  3.99  9.9 B  4.11  13.4 D  3.43 116.27***

 발목수직둘레 272.0 B 13.48 267.2 A 14.96 279.4 C 13.21 277.5 C 15.12  62.40***

요인 3
발의 높이

 바깥복사뼈높이  70.2 C  4.81  66.2 A  4.23  73.5 D  4.39  67.5 B  4.23 227.97***

 바깥복사뼈아래높이  51.3 B  4.67  50.3 A  4.10  56.8 C  4.12  51.2 B  4.42 189.66***

 발등높이  63.1 C  4.47  58.0 A  4.12  64.0 D  3.85  60.2 B  3.91 179.61***

 발꿈치너비  67.5 B  4.12  65.5 A  4.50  68.1 C  3.53  68.4 C  4.22  45.42***

 안쪽복사뼈높이  81.5 B  5.83  79.9 A  5.00  88.1 D  4.03  83.8 C  4.59 217.62***

요인 4
발가락

기울기

 발중심선각도  1.4 B  1.31  .5 A  1.2  1.4 B  1.17  1.7 C  1.22  80.35***

 내측볼너비  46.4 A  4.65  46.0 A  4.03  45.8 A  4.00  46.1 A  4.22 0.71

 엄지발가락측각도  6.3 A  5.69  8.1 C  4.69  5.8 A  4.38  7.4 B  5.21  17.37***

 외측볼너비  55.4 B  4.20  50.3 A  3.23  55.4 B  3.87  57.2 C 3.65 280.83***

요인 5
발목크기

 발목두께  98.2 D  5.60  89.3 A  5.28  95.8 C  5.48 93.5 B  5.18 160.55***

 발목수평둘레 263.8 D 13.11 242.8 A 12.20 260.7 C 13.31 255.6 B 12.54 191.33***

 발꿈치-발목길이 109.8 D  6.24 102.3 A  5.68 107.8 C  6.48 106.7 B  5.93  95.64***

 발목높이  82.5 A  6.20 83.2AB  6.91  89.0 C  6.65  84.1 B  6.77  72.18***

 발목너비  72.9 C  3.99  68.6 A  3.62  72.9 C  3.83  72.1 B  3.71 119.73***

요인 6
발가락

크기

 엄지발가락높이  25.7 D  2.63  23.2 A  1.91  25.3 C  1.97  24.4 B  2.11  98.07***

 볼높이  38.5 C  2.68  36.0 A  2.34  38.9 D  2.35  37.4 B  2.57 111.94***

 발꿈치너비  67.5 B  4.12  65.5 A  4.50  68.1 C  3.53  68.4 C  4.22  45.42***

 새끼발가락높이  21.4 B  2.35  19.3 A  2.18  21.3 B  2.38  21.3 B  2.49  76.78***

요인 7
발꿈치 높이

 발꿈치위점높이  51.2 A 14.98  54.2 B 15.69  59.7 C 17.77  54.3 B 16.46  15.81***

 주상골높이  36.2 A 11.72  40.8 B  6.95  48.8 D  6.27  43.7 C  6.66 151.03***

요인 8
복사뼈

아래 둘레

 복사뼈아래둘레 332.3 C 30.24 283.0 A 19.54 292.8 B 18.97 285.4 A 16.53 328.67***

 안쪽복사뼈아래높이  62.0 A  6.76  66.2 B  4.95  74.5 D  4.40  70.4 C  4.77 356.51***

요인 9
볼 각도

 발볼각도  12.9 A  3.37  14.3 B  3.14  15.1 C  3.41  14.1 B  3.45  20.44***

 Arch높이  12.5 B  6.05  11.5 A  6.86  14.6 C  6.23  11.4AB  6.01  20.58***

Duncan-test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으며, 점수는 A<B<C<D 순이다.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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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4는 발의 둘레/너비(요인 2)의 값과 복사뼈아래둘레(요

인 8)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발의 길이(요인 1)와 발의 높

이(요인 3)의 값이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발가락 기울기(요인

4)의 값도 작게 나타났다. 유형 4는 발의 길이가 작으나 발의

길이에 비해 발의 둘레/너비, 복사뼈아래둘레 등 발 수평크기

가 크므로 ‘넓은 발’ 형태라고 명명하였다. 

Table 4는 성인 남성의 유형별 발 치수 항목에 대한 기술통

계량 차이를 나타내었다. 모든 항목에서 성인 남성의 발 유형

별 발 치수 항목의 평균치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p<.000)가 나

타났다. 발의 길이항목인 요인 1의 평균값이 유형 2가 가장 작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 1, 3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2인 발의 둘레/너비 항목에서는 유형 4> 유형 3> 유형 1> 유

형2의 순으로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 너비 항목과 볼 너비

항목의 경우 각각 유형 4는 넓으며 유형 2가 가장 좁은 것으

로 나타났다. 볼 둘레 항목에서는 유형 3, 4가 넓으며 유형 1

이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등둘레 항목에서는 유형 3

이 넓고 유형 2가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3의 발의

높이 항목에서는 유형 3> 유형 1> 유형 4> 유형 2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등높이항목에서는 유형 3이 가장 높

으며 유형 1이 높고 유형 4가 낮으며 유형 2가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바깥복사뼈높이 항목의 경우 유형 3이 가장 높

으며 유형 1이 높고 유형 4가 낮으며 유형 2가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안쪽복사뼈높이 항목에서는 유형 3이 가장 높

으며 유형 4가 높고 유형 1이 낮으며 유형 2가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안쪽복사뼈아래높이 항목에서는 유형 3이 가장

높으며 유형 4가 높고 유형 2가 낮으며 유형 1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4의 발 기울기 항목에서는 외측 볼 너

비는 유형 4가 넓고 유형 1과 유형 3은 좁으며 유형 2는 가

장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5인 발목 크기항목에서는 유형

1> 유형 3> 유형 4> 유형 2의 순으로 나타났다. 발목두께항목

에서 유형 1은 발목이 가장 두껍고 유형 3은 두껍고 유형 4는

얇으며 유형 2는 가장 얇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목수평둘레 항

목에서는 유형 1이 가장 넓으며 유형 3이 넓고 유형 4가 좁고

유형 2가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6의 발가락 크기

항목에서는 유형 2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7의 발

꿈치 높이 항목에서는 유형 1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남성 발 유형별 발길이 요인에 해당하는 발 치수 항목

중 발길이에 있어서 유형별 차이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성인남성용 양말을 제작할 경우 양말 발바닥 길이는 25 cm

정도로 하면 적당하지만, 발목부위둘레치수는 24~26 cm의 범

위로 하며, 복사뼈 아래 둘레의 경우 28~33 cm의 범위로 신축

성이 부여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즉, 양말 길이는 물론 양말

의 폭 둘레의 치수범위를 다양화하여 제작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3.3. 연령대별 발 유형 분포의 차이

성인 남성 20대에서 70대 이상의 연령대별 발 유형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난 것과 같다. 20대 남성은 유형

2의 ‘작은발’ 32.5%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유형 3의 ‘

높은 발’(24.4%), 유형 4의 ‘넓은 발’(23.3%), 유형 1의 ‘두꺼

운 발’(19.7%)이 비슷한 분포를 나타났다. 유형 1은 전 연령대

에서 가장 낮은 출현율을 보이는 발 유형인데 20대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유형 1의 출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0대

의 남성은 유형 4의 ‘넓은 발’(32.7%)과 유형 3의 ‘높은 발

’(31.3%)이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유형 2의 ‘작은 발’(25.8%),

유형 1의 ‘두꺼운 발’(10.2%) 순으로 출현빈도를 나타났다. 30

대 남성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유형 1의 ‘두꺼운 발’ 출현율이

낮은 반면 유형 3의 ‘높은 발’ 출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의 남성은 유형 3의 ‘높은 발’(29.8%), 유형 4의 ‘넓은 발'

과 유형 2의 ‘작은 발’(28.0%)에 고른 분포가 나타났다. 

50대 남성은 유형 4의 ‘넓은 발’에 38.0%로 가장 높은 출현

율을 나타내고 유형 3의 ‘높은 발’(26.8%), 유형 2의 ‘작은 발

’(22.0%), 유형 1의 ‘두꺼운 발’(13.2%)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남성은 유형 4의 ‘넓은 발’(45.2%)이 가장 많이 분포를 나타내

고 유형 2의 ‘작은 발’(22.6%), 유형 3의 ‘높은 발’(21.2%), 유

형 1의 ‘두꺼운 발’(11.0%) 순으로 출현율이 높게 나타났다. 70

대 이상의 남성은 유형 4의 ‘넓은 발’(35.4%)과 유형 2의 ‘작은

발’(31.6%)에 높은 출현율을 나타내고 유형 1의 ‘두꺼운 발’과

유형 3의 ‘높은 발'에 각각 16.5%의 낮은 출현율을 나타냈다.

성인 남성의 연령대에 따른 발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높은

Table 5. 성인 남성의 연령대별 발 유형 분포의 차이

 연령 발 유형 1 2 3 4 전체 Pearson Chi-square

 20~29세 19.7% 32.5% 24.4% 23.3% 100.0%

57.43***

 30~39세 10.2% 25.8% 31.3% 32.7% 100.0%

 40~49세 14.2% 28.0% 29.8% 28.0% 100.0%

 50~59세 13.2% 22.0% 26.8% 38.0% 100.0%

 60~69세 11.0% 22.6% 21.2% 45.2% 100.0%

 70세 이상 16.5% 31.6% 16.5% 35.4% 100.0%

 수 222 425 410 480 1537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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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형태의 유형 3은 30대부터 증가하다가 40대부터 60대까지

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출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

났으며, 유형 4의 ‘넓은 발’ 4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가 증가

할수록 출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성

인 남성의 70대의 경우 ‘넓은 발’과  ‘작은 발’의 2가지 발 유

형의 빈도가 다른 발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2005 Size Korea 자료 중 20세 이상 성인

남성(1,537명)의 3D 발 계측치를 요인분석 및 군집 분석하여

연령대별 성인 남성의 발 유형별 특징을 제시하여 입체 양말의

제작에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40개 항목의 3D 스캔

발 치수 데이터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발 치수는 ‘

발의 길이’, ‘발의 둘레/너비’, ‘발의 높이’, ‘발가락 기울기’, ‘발

목크기’, ‘발가락 크기’ ‘발꿈치 높이’, ‘복사뼈아래둘레’, ‘볼 각

도’의 가지 요인으로 요약되었으며, 이 9가지 요인은 전체 변량

의 77.7%를 설명하였다. 

2. 9가지 발 형태 요인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성인 남성 발

형태는 4가지 발 형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유형 1은 ‘두꺼운

발’ 형태, 유형 2는 ‘작은 발’ 유형, 유형 3은 ‘높은 발’ 형태,

유형 4는 ‘넓은 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3. 연령대별 성인 남성의 발 유형 분포를 분석한 결과, 유형

1의 ‘두꺼운 발’ 전체적으로 출현율이 가장 낮은데 20대의 출

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유형 2의 ‘작은 발’은 20대와 70대

에서 출현율이 높은 편이며, 유형 3의 ‘높은 발’은 30대부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그 출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

났으며, 유형 4의 ‘넓은 발’은 30대에서 60대까지 점차 출현율

이 증가하며 20대에 비해 전연령대에서 출현율이 높게 나타났

다. 성인 남성이 70대는 ‘넓은 발’과 ‘작은 발’ 2가지 발 유형

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양말은 작은 치수 차이에 의해 장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발 형태에 맞추어 피트감이 좋은 입체양말의 설계 및 제작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쾌적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입체 양

말 개발을 위해서는 성별, 연령대별 분석과 함께 발 치수 변화

에 대한 연구가 추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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