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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발은 지면과 유일하게 접촉하는 신체로, 인체의 

축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인체의 하중을 지탱하고 균

형 유지와 보행에 필요한 추진력 생성 및 충격을 흡

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Jeon & Kwon, 2007;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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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oot shape and size specification of male high school students. 3D

modeling programs such as ‘Artec Studio’, ‘CATIA’, and ‘Auto CAD’ measured the 3D scan data of 361 male
high school students provided by KATS. Through principal factor analysis, 10 factors were extracted, including
foot length, medial-lateral ratio, and foot length ratio. As the result of the cluster and ANOVA with post-hoc test
(Duncan method), the differences among types were clarified. Type 1 (24.7%) represented outward medial- 
lateral ratio (M-L ratio) with the lowest instep, ankle and little deformed first toe. Type 2 (41.8%) was charac-
terized by the shortest, even M-L ratio, thin ankle and heel, the highest instep and ankle. Type 3 (33.5%) showed
the longest, inward M-L ratio, thick ankle and heel, and deformed first toe. As the cross-tabulation of foot length
and ball circumference, 17.2 percent was not covered by KS standard; in addition, the foot length was longer than
the KS standard. The correlation analysis of key dimensions  showed that foot length and ball circumference 
were highly correlated with other items; therefore, regression equations were derived to estimate other foot 
measurements using these two items as independ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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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2001; G.-C. Lee et al., 2006; Lim, 2007; Park, 2002; 
Park & Chae, 2008; Seok et al., 2004; Suh, 2002). 이렇

듯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발은 질환이 생길 가능성

이 높은데, 발 관절 관련 전문병원은 “2017년 기준으

로 발목염좌, 족저근막염 등 족부 질환으로 내원한 환

자가 5,88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Min, 2018). 국민

건강보험공단(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
IS], 2015a)에 의하면 2009년 대비 2013년 티눈 환자

가 연평균 2.5% 증가하였는데, 그 중 10대가 약 1.8%
를 차지하였다. 발에 맞지 않는 신발 착용으로 인한 

무지외반증 환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여성보다 남성

이 2배 높으며, 특히, 10~30대의 남성 환자가 급증하

였다(NHIS, 2015b). 이와 같이 신발이 발 형태와 기

능에 적합하지 않으면 신체의 피로 증가뿐 아니라 발

의 질환 발생 및 기능 퇴화가 일어나게 된다(Park, 2002; 
Park & Chae, 2008; Seok et al., 2004). 특히, 청소년기

는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로 신장과 체중이 증가

함에 따라 척추와 하지 및 발 형태 변형이 발생할 가

능성이 높다(Kim et al., 2009).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보다 작은 신발을 장기간 착용할 경우, 
발 변형을 초래하고 반대로 지나치게 큰 신발의 경

우, 발과 신발 사이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마찰로 인

해 발에 손상을 줄 수 있다(Cho et al., 2000). 그러므로 
발에 잘 맞는 신발 제작과 선택을 위해서 발 형태와 

사이즈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며, 특히, 고등

학생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시기로 발 형

태적 특성 및 치수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

이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신발 치수 규격은 일반 보행용 

신발 치수 규격인 KS M 6681(Korea Agency for Tech-
nology and Standards [KATS], 2017)과 구두용 치수 규

격 KS G 3116(KATS, 2015)으로 나뉘어져 있다. 일반 

보행용 신발(일반 신발)은 12세를 기준으로 남자용

⋅여자용(성인용)과 어린이용으로 나뉘며 발길이, 발
둘레와 발너비로 치수를 표기하고 있다. 남성용의 

경우, 발길이가 5mm씩 증가하여 200mm부터 300mm
까지 설정되어있으며, 발둘레는 3mm, 발너비는 2mm 
간격으로, 동일한 발길이 치수 내에서는 발둘레 6mm, 
발너비 2mm 간격으로 증가하여 가장 작은 호수 A부

터 가장 큰 호수 G로 규정되어 있다(KATS, 2017). 구
두는 구두골 규격인 KS G 3405(KATS, 2016)를 따라 

18세를 기준으로 성인용과 청소년용으로 나뉘며, 발

길이와 볼둘레, 골둘레로 치수를 표기하고 있다. 성
인 남성용의 경우, 발길이가 5mm 간격으로 증가하여 
225~275mm까지 이르며 청소년 남자용 구두의 경우, 
220~270mm까지 설정되어있다. 볼둘레와 골둘레 치

수는 성인용과 청소년용 모두 동일하게 3mm 간격으

로 증가하며, 동일 발길이에서 6mm 간격으로 C부터 

F까지 설정되어 있다(KATS, 2016). 현행 규격을 종합

하여 보면, 남자 고등학생을 위한 신발 제작 및 구매 

시, 일반 신발은 성인용 치수를, 구두는 청소년용 치

수를 참고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최대 발길이 

치수를 살펴보면, 일반 신발은 300mm까지, 구두는 

270mm까지로 치수 규격에 차이가 있음과 포함되지 

않은 치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청소년용의 

현행 치수 규격이 실제 남자 청소년의 발 치수를 허

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상에서와 같이 발 형태 및 치수 규격에 대한 연

구는 학령기 대상 연구(Jeon, 2006; Jeon & Kwon; 2007; 
Jeon & Moon, 2017; Park, 2002; Seok et al., 2004), 청소

년 대상 연구(Lee, 2013; Lim, 2007; Lim & Choi, 2005), 
성인 대상 연구(Choi, 2005; Lee, 1989; Lee & Kwon, 
2008; W. J. Lee et al., 2006; Lim et al., 2001; Suh & Suk, 
2003; Suh, 2002), 노년 대상 연구(Kim, 2013; Lim, 2015; 
Park, 2005; Park & Chae, 2008) 등이 보고되어, 다양

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발의 형태 분석 및 치수 분포 

분석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

으나, 청소년기, 특히 우리나라 남자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하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의류 설

계 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3D 인체 스캔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이 대부분 체간부를 대상으

로 체형 분석 및 3차원 표면의 2차원 평면화를 통한 

의복 원형 설계에 관한 연구(Choi et al., 2016; Jeong, 
2018; Jeong & Hong, 2008, 2010; Jeong et al., 2005; Kim 
& Park, 2011; Lee & Hong, 2005; Lee & Hong, 2004; Park 
et al., 2009; Park et al., 2010; Park & Chae, 2008; Park 
& Choi, 2008; Seong, 2018; Sohn & Hong, 2009)에 치

중하여 3D 스캔 데이터를 활용한 발 형태 유형화 및 

제품 설계에 대한 연구(Kim & Do, 2019; Oh et al., 2016)
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D 스캔 데이터를 활용하여 

남자 고등학생의 발 형태 및 발 치수 분포 분석과 남

자 고등학생의 발 치수를 추정할 수 있는 추정 회귀

식을 도출하여 신발 제작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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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및절차

1. 연구대상 및 측정방법

남자 고등학생의 발 치수 측정을 위해 사이즈코리

아의 인체치수조사자료 중 최근의 3D 스캔 데이터

를 제공하는 6차 인체치수조사(KATS, 2010)의 3D 스
캔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16~18세의 남성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데이터의 손실로 측정이 어려운 113명
을 제외하고, 16세 123명, 17세 148명, 18세 90명, 총 

361명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Artec Studio, CATIA, 
AutoCAD 등의 상용 3차원 데이터 편집 및 모델링 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데이터 정리 및 측정을 실시하

였다.

2. 측정항목 및 지수치 항목

본 연구는 제6차 사이즈코리아(KATS, 2010)의 측

정기준점 및 기준선에 준하여 19개의 측정기준점과 

3개의 기준선, 총 22개를 설정하였다(Table 1). 측정항

목은 <Table 2>와 같이 길이항목 12개, 너비항목 7개, 
각도항목 5개, 둘레항목 5개, 높이항목 9개로 총 38개
의 측정항목과 <Table 3>과 같이 지수치 항목 8개, 최
종적으로 총 46개의 항목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남자 고등학생의 3D 발 스캔 데이

터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5.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계측치와 지수치에 대해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으며, 남자 고등학생의 발 특성을 설명하는 

No. Reference points and lines
1 Toe 1 end point 12 Upper point of the heel
2 Toe 2 end point 13 Ankle point 
3 Toe 5 end point 14 Landing point of the heel
4 Toe 1 joint point 15 The most medial point of medial malleolus
5 Toe 5 joint point 16 The most lateral point of lateral malleolus
6 Metatarsophalangeal 1 point 17 Sphyrion point
7 Metatarsophalangeal 5 point 18 Sphyrion fibulare point
8 Sesamoid bone point (toe 1) 19 Center point
9 Instep point 20 Center line
10 Navicular point 21 Ball line
11 Pternion point 22 Ball center line

Reprinted from KATS (2010). https://sizekorea.kr

Table 1. Reference points and lines for foot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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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easurement items
1 Foot length 20 Toe 1 angle
2 Heel-to-toe 1 length 21 Toe 5 angle
3 Heel-to-toe 5 length 22 Calcaneal pitch angle 
4 Heel-to-toe 2 length 23 Ball angle
5 Heel-to-tibiale length 24 Center line angle
6 Heel-to-fibulare length 25 Ball height
7 Ball center-to-toe 2 length 26 Instep height
8 Ball center-to-heel length 27 Lateral malleolus height
9 Arch length 28 Medial malleolus height
10 Heel-to-Sphyrion length 29 Sphyrion fibulare height
11 Heel-to-Sphyrion fibulare length 30 Ankle height
12 Heel-to-instep length 31 Navicular height
13 Foot breadth 32 Heel height
14 Ball distance 33 Height of upper heel point
15 Medial ball breadth 34 Ball circumference
16 Lateral ball breadth 35 Instep circumference
17 Heel breadth* 36 Horizontal ankle circumference
18 Ankle breadth 37 Heel-to-ankle circumference
19 Ankle thickness 38 Sphyrion circumference

Reprinted from KATS (2010). https://sizekorea.kr
*: The horizontal width of the heel at 16% of the foot length from the heel point.

Table 2. Measurement items using 3D foot scan data 

Foot length index* Foot breadth index**
1 Ball center-to-toe 2 length ratio 1 Ball distance ratio
2 Ball center-to-heel length ratio

2 Medial ball breadth ratio3 Heel-to-tibiale length ratio
4 Heel-to-fibulare length ratio

3 Lateral ball breadth ratio5 Foot breadth ratio
*: {(Length of each items)/Foot length}×100
**: {(Breadth each of items)/Foot breadth}×100

Table 3. Index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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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추출을 위해 주성분모형(principal)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출된 요인점수를 이용한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을 분류하였고, 각 유형별 발의 
형태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ANOVA와 사후검정(Dun-
can test)을 실시하였다. 남자 고등학생의 발 치수 분포 
분석을 위해 현행 치수 규격 KS G 3405(KATS, 2016)
를 따라, 발길이 5mm 간격, 볼둘레 6mm 간격으로 발

직선길이와 볼둘레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표 발 부위를 설정하고자 선행연구(Kim, 2013)의 

대표 항목을 참고하여, 6개 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확

인하였다. 남자 고등학생의 발 치수 추정 회귀식을 산

출하기 위해 상관분석 결과와 KS G 3405(KATS, 2016)
의 기준 항목을 참고하여 발직선길이와 볼둘레를 독

립변수로, 다른 발 부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및고찰

1. 발 형태 구성요인 추출

계측치 항목과 지수치 항목, 총 46개 항목에 대해 

주성분모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자 고등

학생의 발 형태를 구성하는 요인은 발길이, 내측외측

비율, 발길이비율, 발두께, 발높이, 발목 및 발꿈치 크

기, 발틀어짐, 아치길이, 발꿈치높이, 종골경사각 등 

총 10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설명력은 74.6%로 나

타났다(Table 4).
제 1요인은 고유치 7.9로 총변량의 16.8%의 설명

력을 가지며, 발직선길이, 발꿈치엄지발가락길이, 발
꿈치두번째발가락길이, 발중심점하측길이, 발꿈치

발안쪽점길이, 발꿈치새끼발가락길이, 발꿈치발가

쪽점길이, 발꿈치가쪽복사뼈아래점길이, 발꿈치발

등길이, 발꿈치안쪽복사뼈아래점길이의 순으로 요인

부하량이 높아 ‘발길이’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여고

생의 발을 설명하는 주요인 역시 발길이요인으로 나

타나(Lee, 2013), 발길이요인은 청소년기의 발 형태

를 설명하는 주요인에 해당된다.
제 2요인은 외측볼너비/발너비, 내측볼너비/발너

비, 외측볼너비, 내측볼너비, 발중심선각도, 엄지발가

락측각도로 구성되어 ‘내외측발너비’를 설명하는 요

인으로 볼 수 있다. 발중심선각도는 외측볼너비/발
너비, 외측볼너비 항목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내측볼너비/발너비, 내측볼너비 항목과는 반대로 부

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내외측볼너비는 발중심

선각도에 영향을 주며, 외측너비가 넓으면, 발중심선

각도는 커지게 되는 반면, 내측너비는 작아짐을 알 

수 있다. 고유치는 4.6이며 총변랑의 9.8%를 설명하

여 누적변량은 26.6%이다. ‘내외측발너비’ 요인은 청

소년을 대상으로 발 형태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Lee, 
2013; Lee & Do, 2013; Lim, 2007; Lim & Choi, 2005)
에서 발 형태적 특성을 설명하는 주요인이며, 남자 

고등학생의 발 형태를 설명하는 주요인에도 해당되

어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제 3요인은 발중심점상측길이/발직선길이, 발중

심점하측길이/발직선길이, 발중심점상측길이, 발꿈

치발가쪽점길이/발직선길이, 발꿈치발안쪽점길이/
발직선길이로 발길이 지수치 항목들로 구성되어 ‘발
길이비율’ 요인으로 명명할 수 있다. 상측길이비율과 
하측길이비율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발중심점

하측길이비율은 발꿈치발가쪽점길이비율, 발꿈치

발안쪽점길이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를 통해, 
발길이비율은 발가쪽점, 발안쪽점까지의 길이에 따라

서 달라짐을 알 수 있으며, 고유치 4.1, 총변량의 8.7%
를 설명하며, 누적변량은 35.3%이다.

제 4요인은 발너비/발직선길이, 발너비, 볼거리, 볼
둘레, 발등둘레, 새끼발가락측각도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발의 편평률을 의미하는 발너비/발직선길이 항

목의 요인부하량이 가장 높게 나타나 ‘발두께’를 설

명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4요인의 점수가 크면, 편
평률이 큰 것을 뜻하며 두꺼운 발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유치는 3.9,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8.4%, 
누적변량은 43.7%이다.

제 5요인은 가쪽복사높이, 가쪽복사뼈아래높이, 
발목높이, 발등높이, 안쪽복사높이, 볼높이, 주상골

높이로 구성되어 ‘발높이’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고
유치는 3.4, 총변량의 7.3%를 설명하며, 누적변량은 

51.0%이다.
제 6요인은 복사뼈아래둘레, 발목두께, 발꿈치너

비, 수평발목둘레, 발꿈치발목둘레, 발목너비가 해당

되며 ‘발목 및 발꿈치 크기’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고유치는 3.3, 7.0%의 총변량에 대한 설명

력을 가지며, 누적변량은 58.0%이다.
제 7요인은 발볼각도, 볼거리/발너비로 ‘발의 벌

어진 각도’에 대해 설명하는 요인으로, 7요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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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Measurements
Factor components

1 2 3 4 5 6 7 8 9 10

Foot length

Foot length .930 ‒.033 ‒.197 .078 .121 .180 .006 .023 .067 .064
Heel-to-toe 1 length .919 ‒.065 ‒.161 .068 .125 .190 .017 .014 .071 .074
Heel-to-toe 2 length .911 .034 ‒.239 .096 .104 .146 ‒.030 .024 .070 .079
Ball center-to-heel length .869 .031 .375 .051 .121 .157 ‒.095 ‒.006 .044 .068
Heel-to-tibiale length .848 ‒.088 .313 .154 .067 .107 .263 ‒.008 .057 .046
Heel-to-toe 5 length .776 .011 ‒.095 .059 .185 .155 ‒.226 .024 .072 ‒.051
Heel-to-fibulare length .754 ‒.006 .349 ‒.021 .165 .071 ‒.452 .019 .013 .028
Heel-to-Sphyrion fibulare length .549 ‒.147 .066 .105 ‒.196 .218 .208 ‒.116 ‒.006 ‒.153
Heel-to-instep length .507 .003 ‒.020 ‒.042 .099 .243 .010 .081 ‒.138 ‒.083
Heel-to-Sphyrion length .481 ‒.041 .070 .152 ‒.080 .270 .036 ‒.201 .106 .000

Medial 
lateral ratio

Lateral ball breadth/F.B .004 .970 .002 .109 .058 ‒.034 .039 .021 .002 ‒.025
Medial ball breadth/F.B .006 ‒.967 .021 ‒.123 ‒.030 .036 .020 ‒.014 .013 .023
Center line angle ‒.038 .938 ‒.020 .167 .049 ‒.001 .001 ‒.004 ‒.035 ‒.019
Medial ball breadth .205 ‒.861 ‒.042 .366 .051 .179 .009 ‒.006 .003 .026
Lateral ball breadth .212 .755 ‒.061 .564 .123 .118 .016 .026 ‒.002 ‒.007
Toe 1 angle .079 ‒.546 ‒.026 .262 ‒.058 ‒.088 .092 ‒.051 ‒.030 .035

Foot 
length ratio

Ball center-to-toe 2 length/F.L .012 .039 ‒.932 .089 ‒.031 ‒.051 .056 .037 .029 ‒.003
Ball center-to-heel length/F.L .109 .097 .920 ‒.031 .029 .000 ‒.166 ‒.048 ‒.026 .022
Ball center-to-toe 2 length .434 .014 ‒.860 .106 .032 .038 .050 .040 .051 .027
Heel-to-tibiale length/F.L .147 ‒.103 .775 .146 ‒.050 ‒.065 .424 ‒.046 .005 ‒.006
Heel-to-fibulare length/F.L .119 .018 .650 ‒.105 .109 ‒.074 ‒.608 ‒.001 ‒.049 ‒.025

Foot 
thickness

F.B/F.L ‒.383 .010 .043 .877 .052 .137 ‒.028 ‒.006 ‒.062 ‒.037
Foot breadth .364 ‒.020 ‒.111 .850 .137 .260 ‒.022 .014 ‒.010 .016
Ball distance .352 ‒.016 ‒.106 .794 .137 .272 .281 .045 .034 .042
Ball circumference .414 ‒.037 ‒.005 .632 .229 .374 ‒.055 ‒.006 ‒.011 .026
Instep circumference .355 .007 .103 .524 .265 .509 ‒.053 ‒.023 .026 ‒.011
Toe 5 angle ‒.003 .250 ‒.081 .448 .083 ‒.226 ‒.048 ‒.170 .126 ‒.055

Foot
height

Lateral malleolus height .145 ‒.095 ‒.068 .045 .818 .039 .111 .142 ‒.026 .171
Sphyrion fibulare height .149 ‒.070 .050 .041 .756 .031 .049 ‒.302 .016 .147
Ankle height .127 .182 ‒.076 .169 .716 .027 ‒.139 .022 .324 ‒.122
Instep height ‒.019 .188 .024 .256 .652 .376 ‒.131 .068 ‒.012 ‒.133
Medial malleolus height .096 .073 .090 .054 .587 ‒.046 ‒.090 .043 .026 ‒.202
Ball height .035 .134 .047 .045 .450 .291 ‒.245 .027 .099 ‒.078
Navicular height .077 .003 ‒.012 .093 .408 .103 .039 .346 ‒.240 ‒.136

Ankle and
heel size

Sphyrion circumference .292 ‒.029 ‒.043 .133 .058 .695 .053 .061 .032 .229
Ankle thickness .435 .049 ‒.014 .088 ‒.012 .652 ‒.052 .017 ‒.066 .021
Heel breadth .299 ‒.063 .037 .218 .097 .622 .016 ‒.017 .051 ‒.063
Horizontal anklecircumference .387 ‒.063 ‒.046 .140 .219 .546 .089 ‒.311 .101 ‒.110
Heel-to-ankle circumference .417 ‒.023 ‒.073 .061 .216 .521 .050 ‒.233 ‒.002 ‒.135
Ankle breadth .258 ‒.005 ‒.058 .056 ‒.031 .404 .055 .317 ‒.058 .389

Shading means each factor components
F.B: foot breadth, F.L: foot length

Table 4.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in male high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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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점수가 클 경우, 외측으로 향하는 발 형태라고 해

석될 수 있다. 고유치는 2.7이며, 5.8%의 총변량에 대

한 설명력, 누적변량은 63.8%이다.
제 8요인은 아치길이, 아치길이/발직선길이로 구

성되어 ‘아치길이’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고유치는 
2.4로 총변량의 5.1%를 설명하고, 누적변량은 68.9%
이다.

제 9요인은 고유치 1.5이며, 총변량의 3.2%를 설명

해주며 누적변량은 72.1%이다. 발꿈치점높이, 발꿈

치위점높이가 해당되어 ‘발꿈치높이’로 명명하였다.
제 10요인은 발꿈치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종골

경사각’로 고유치는 1.2, 2.5%의 총변량에 대한 설명

력을 가지고, 누적변량은 74.6%이다. 10요인에 대한 

요인점수가 클 경우, 발꿈치의 기울어짐이 심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발길이요인, 내외측너비비율, 
발길이비율은 남자 고등학생의 발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2. 발 형태의 유형화 및 유형별 특징 

남자 고등학생의 발 형태를 유형화를 위해 요인분

석을 통해 추출된 10개의 요인점수로 군집분석을 실

시하였다. 유형의 수는 3~5개로 임의로 지정하여 출

현율을 검토한 결과, 유형의 수가 3개일 때, 유형 내

에서 동질적이고 유형 간 발 형태의 특징과 차이를 

잘 설명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유형의 수를 3개로 정

하였다. 3개의 유형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유형별 

요인점수 및 계측치 평균에 대해 ANOVA와 Duncan 
test를 실시하였으며, 유형별 요인점수에 대한 결과

는 <Table 5>에, 계측치 평균에 대한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유형별 ANOVA와 Duncan test를 실시한 결과, 10개
의 요인 중 제 4요인 발두께 요인을 제외한 모든 항목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1은 

전체의 24.7%가 해당되며, 중간 정도의 발길이를 가

지며, 외측볼너비가 내측볼너비보다 넓으며, 발등과 
발목이 낮고, 엄지발가락이 곧은 유형이다. 유형 2는 
전체의 41.8%로 나타나 가장 빈도수가 많은 유형이

며, 3개의 유형 중 발길이가 가장 짧으며, 내측볼너

비와 외측볼너비의 비율이 유사한 형태를 가진 유형

이며, 발목과 발등이 가장 높으며, 발목이 가장 가는 

유형으로 설명된다. 전체의 33.5%가 해당되는 유형 

3은 3개의 유형 중 발길이가 가장 긴 유형이며, 외측

볼너비보다 내측볼너비가 넓고, 발목이 굵고 발꿈치

가 넓으며, 엄지발가락의 휘어짐이 심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유형별 세부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Table 7>에 유형별 발 형태를 제시하였다. 유형 1은 

중간 정도의 발길이로 내측볼너비는 3개의 유형 중 

가장 작은 반면, 외측볼너비는 3개의 유형 중 가장 크

게 나타났다. 따라서, 유형 1은 내측너비보다 외측너

비가 큰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볼둘레, 발등둘레가 가

Factor Measurements
Factor components

1 2 3 4 5 6 7 8 9 10

Footspread
 angle

Ball angle ‒.025 ‒.033 ‒.048 .083 ‒.121 ‒.013 .914 ‒.024 .043 ‒.004

Ball distance/F.B ‒.006 .010 ‒.003 ‒.087 .005 .053 .819 .081 .117 .071

Arch length
Arch length .057 .033 ‒.079 ‒.028 .048 ‒.032 .022 .944 .097 ‒.015

Arch length/F.L ‒.118 .036 ‒.044 ‒.044 .024 ‒.063 .023 .940 .085 ‒.024

Heel height
Heel height .033 .054 ‒.033 .049 .028 .107 .030 .036 .854 ‒.007

Height of upper heel point .126 ‒.074 ‒.046 ‒.026 .110 ‒.055 .140 .079 .659 .099

Slant of heel Calcaneal pitch angle ‒.021 ‒.090 .020 ‒.023 ‒.130 ‒.002 .054 ‒.090 .109 .833
Eigenvalue 07.9 04.6 04.1 03.9 03.4 03.3 02.7 02.4 01.5 01.2

Contribution proportion (%) 16.8 09.9 08.7 08.4 07.3 07.0 05.8 05.1 03.2 02.5
Cumulative contribution proportion 16.8 26.6 35.3 43.7 51.0 58.0 63.8 68.9 72.1 74.6

Shading means each factor components
F.B: foot breadth, F.L: foot length

Table 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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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s
Type

F 
1 2 3

Foot length 253.03BB 251.59B 259.80A 22.162***
Heel-to-toe 1 length 252.21BB 250.73B 258.70A 21.444***
Heel-to-toe 5 length 203.97CB 207.13B 212.46A 19.837***
Heel-to-toe 2 length 249.96BB 248.75B 257.02A 19.709***
Heel-to-tibiale length 189.22AB 183.06B 189.43A 19.177***
Heel-to-fibulare length 161.34BB 166.84A 067.44A 11.741***
Ball center-to-toe 2 length 073.65BB 073.79B 078.85A 23.298***
Ball center-to-heel length 176.30AB 174.97B 178.44A 05.305***
Arch length 083.64AB 094.61A 076.42C 34.931***
Heel-to-Sphyrion length 062.19AB 060.16B 063.34A 12.468***
Heel-to-Sphyrion fibulare length 055.46BB 052.17C 057.82A 32.322***
Heel-to-instep length 139.08BB 139.08B 145.26A 15.335***
Heel-to-tibiale length/F.L 074.77AB 072.77B 072.92B 25.340***
Heel-to-fibulare length/F.L 063.75BB 066.31A 064.47B 27.948***
Ball center-to-toe 2 length/F.L 029.11BB 029.32B 030.34A 09.834***
Ball center-to-heel lengt/F.L 069.67AB 069.55A 068.69B 08.102***
Arch length/F.L 033.10BB 037.55A 029.40C 47.813***
Foot breadth 099.00BB 098.94B 101.49A 08.323***
Foot breadth/F.L 039.15BB 039.36B 039.08B 00.700***
Ball distance 102.79AB 100.14B 103.36A 11.949***
Medial ball breadth 043.91CB 045.76B 048.64A 31.008***
Lateral ball breadth 055.25AB 053.14B 052.77B   6.424***

**p≤.01, ***p≤.001
The results of the post-tes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05 level (A>B>C).
F.B: foot breadth, F.L: foot length

Table 6. The result of ANOVA by foot type

No. Factors Type 1 (n=89) Type 2 (n=151) Type 3 (n=121) t

1 Foot length ‒.08B ‒.31B ‒.45A 22.252***

2 Medial-lateral ratio ‒.53A ‒.01B ‒.38C 24.226***

3 Foot length ratio ‒.33A ‒.10A ‒.37B 14.814***

4 Foot thickness ‒.00A ‒.04A ‒.05A 00.288***

5 Foot height ‒.38B ‒.42A ‒.24B 26.218***

6 Ankle and heel size ‒.10B ‒.19B ‒.31A 09.197***

7 Foot spread angle ‒.93A ‒.54C ‒.01B 92.160***

8 Arch length ‒.11B ‒.44A ‒.47C 34.268***

9 Heel height ‒.28A ‒.16A ‒.41B 17.448***

10 Slant of heel ‒.63A ‒.05B ‒.40C 32.155***
***p≤.001
The results of the post-tes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05 level (A>B>C).

Table 5. The result of ANOVA by factor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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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작으며, 볼높이, 발등높이, 안쪽복사높이, 발목높

이, 주상골높이가 3개의 유형 중 가장 낮게 나타난 반

면, 발꿈치높이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
형 1은 발등 부분과 발목이 낮지만 발꿈치는 높은 발

에 해당된다. 엄지발가락측각도는 가장 작은 값을 나

타낸 반면, 종골경사각, 발볼각도, 발중심선각도는 

가장 큰 값을 보였다. 발중심선각도가 크게 나타난 

것은 외측볼너비가 넓음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

다. 즉, 유형 1은 중간 발길이, 넓은 외측볼너비, 낮은 

발등과 발목, 높은 발꿈치, 중간 굵기의 발목 및 발꿈

치, 곧은 엄지발가락, 발중심이 바깥으로 향한 유형

으로 볼 수 있다.
유형 2는 발길이, 발꿈치발가쪽점길이, 발중심점

하측길이, 발꿈치가쪽 및 안쪽복사뼈아래길이가 가

장 짧게 나타났다. 발너비, 볼거리, 볼거리/발너비는 

3개의 유형 중 가장 작으며, 내외측볼너비 모두 중간

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형 2는 내외측볼너비가 
유사한 비율을 가진 발로 볼 수 있다. 발꿈치너비, 발
목두께가 가장 가늘며, 수평발목둘레, 발꿈치발목둘

레, 복사뼈아래둘레는 가장 작게 나타났다. 가쪽복사

Measurements
Type

F 
1 2 3

Ball distance/F.B 103.85AB 101.21C 101.86BB 52.639***
Medial ball breadth/F.B 044.40CB 046.30B 047.93AB 19.955***
Lateral ball breadth/F.B 055.77AB 053.67B 051.99CB 23.017***
Heel breadth 064.63BB 064.39B 066.87AB 12.083***
Ankle breadth 071.40BB 70.33B 070.44BB 01.908***
Ankle thickness 099.78BB 098.37B 103.49AB 17.137***
Ball circumference 246.67BB 248.27B 253.36AB 09.103***
Instep circumference 253.26BB 254.86B 259.62AB 06.937***
Horizontal ankle circumference 330.65BB 330.34B 347.24AB 30.832***
Heel-to-ankle circumference 275.41BB 272.67B 290.64AB 20.766***
Sphyrion circumference 280.54AB 275.98B 283.85AB 05.756***
Ball height 030.64BB 033.05A 031.35BB 17.194***
Instep height 066.41CB 069.89A 068.09BB 13.812***
Lateral malleolus height 070.17BB 072.70A 070.05BB 11.299***
Medial malleolus height 078.99CB 082.33A 080.49BB 10.856***
Sphyrion fibulare height 052.92BB 054.35B 053.39BB 02.267***
Ankle height 069.63BB 073.71A 070.26BB 25.362***
Navicular height 045.88BB 047.90A 046.98AB 06.043***
Heel height 023.60AB 022.91A 020.63BB 10.806***
Height of upper heel point 064.65AB 060.97B 057.28CB 10.643***
Toe 1 angle 006.25BB 006.92B 008.18AB 04.917***
Toe 5 angle 010.33BB 010.35B 009.61BB 00.993***
Calcaneal pitch angle 006.29AB 004.11B 003.86BB 26.266***
Ball angle 015.72AB 009.57C 012.23BB 83.646***
Center line angle 001.87AB 001.27B 000.72CB 20.609***

**p≤.01, ***p≤.001
The results of the post-tes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05 level (A>B>C).
F.B: foot breadth, F.L: foot length

Table 6.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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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아래높이, 발꿈치높이, 발꿈치위점높이를 제외한 

나머지 높이항목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발볼각도

는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각도항목에선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즉, 유형 2는 발이 가장 짧으며, 발
너비가 좁고 내외측너비가 유사하며, 발목과 발꿈치

가 가늘고, 발등과 발목이 높은 유형으로 설명된다.
유형 3은 가장 긴 발길이를 가지며, 발너비, 볼거

리가 가장 크고, 내측볼너비가 3개의 유형 중 가장 큰 
반면, 외측볼너비는 가장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유

형 3은 내측볼너비가 외측볼너비보다 큰 발너비를 

가진 유형에 해당된다. 발꿈치너비와 발목두께가 가

장 크고, 이로 인해 모든 둘레항목이 크게 나타났다. 
발목높이는 중간이며, 가쪽복사높이, 발꿈치높이, 발
꿈치위점높이가 가장 낮다. 엄지발가락측각도가 가

장 크며, 발중심선각도는 3개의 유형 중 가장 작게 나

타났는데, 이는 내측볼너비가 넓음으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즉, 유형 3은 발길이가 가장 길고, 내측볼

너비가 넓은 발이며, 중간 정도의 발등높이와 낮은 

발꿈치, 굵은 발목과 발꿈치, 엄지발가락의 휘어짐

이 심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3. 발 치수 분포 분석 결과

남자 고등학생의 발 치수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현행 구두골 치수 규격인 KS G 3405(KATS, 2016)에 

준하여 발길이 5mm 간격, 동일 발길이 내에서 볼둘

레 6mm 간격, 볼둘레 치수 기호를 동일하게 설정하

였다. 설정된 치수 간격에 따라 남자 고등학생의 발직

선길이와 볼둘레를 교차분석하였으며, 치수 분포 결

과는 <Table 8>에 제시하였다.
남자 고등학생의 발직선길이와 볼둘레의 치수 분

포를 살펴보면, 대부분 KS G 3405(KATS, 2016) 내에 

포함되었으나(82.8%), 17.2%가 KS G 3405(KATS, 2016)
을 벗어났다. 규격을 벗어난 치수 분포를 살펴보면, 
볼둘레의 경우 5.5%, 발길이의 경우 8.3%로, 발길이

가 규격을 벗어난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실제 남자 고등학생의 발길이가 청소년용 구두 
규격(KATS, 2016)에 나타난 발길이 치수보다 긴 것을 
의미하며, 현행 청소년용 치수 규격에 발길이 치수가 
큰 치수의 추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남자 고등학생

의 발직선길이는 전체의 73.5%가 245~265mm 사이

에 분포되어있으며 볼둘레 치수는 전체의 83.7%가 D 
~EEEE 사이에 분포되었다. 선행연구(Lee, 1989; Park, 
2005; Park & Chae, 2008)를 참고해 10% 이상의 다빈

도 구간을 음영으로 표시하였으며, 다빈도 구간의 발

직선길이는 245~265mm까지 5구간, 볼둘레 치수는 D 
~EEEE까지 5구간에 걸쳐 총 25개의 치수로 전체 64%
의 커버율을 보였다.

유형별 발 치수 분포를 살펴보면, 유형 1은 전체의 
24.7%에 해당되며, 발직선길이는 235~290mm까지 

12구간, 볼둘레 치수는 A~G까지 10구간으로 넓은 분

포를 나타내었다. 10% 이상의 다빈도 구간은 발직선

길이 245~260mm까지 4구간, 볼둘레 치수는 D~EEEE
까지 5구간에 걸쳐있으며, 총 19개의 치수로 나타났

다. KS G 3405(KATS, 2016) 내에 해당되는 치수는 총 
85.4%이며, 규격에 포함되지 못하는 치수는 14.6%이

다. 벗어난 치수 중에 발길이 치수가 벗어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유형 1은 발길이가 짧지만, 발길이 치

수는 KS G 3405(KATS, 2016)보다 긴 것을 알 수 있다.
유형 2는 전체의 41.8%에 해당되며, 발직선길이

는 230~290mm까지 13구간, 볼둘레 치수는 B~G까지 
9구간으로 매우 넓은 분포를 나타내었고, 10% 이상

View Type 1 Type 2 Type 3

Top view

Lateral view

Table 7. Shape of foo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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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빈도 구간은 발직선길이는 245~260mm까지 4구
간으로, 유형 1과 비슷하나 볼둘레 치수는 D~EEE까

지 4구간으로 볼둘레 치수의 범위가 좁다. 유형 2 전
체의 12.6%가 KS G 3405(KATS, 2016)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길이 치수보다 볼둘레 치수가 벗어난 경

우가 많았다.
유형 3은 전체의 33.5%에 해당되는 발 형태로, 발

직선길이는 235~285mm까지 11구간, 볼둘레 치수는 

B~G까지 9구간에 걸쳐있으며 10% 이상의 분포를 나

타낸 구간은 발직선길이가 255~270mm까지 5구간, 
볼둘레 치수는 E~EEEE까지 4구간으로 총 14개의 치

수가 나타났다. 유형 3의 24.0%가 KS G 3405(KATS, 
2016)에서 벗어난 경향을 보였으며, 발길이 치수가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위의 결과를 통해, 남자 고등학생의 발 치수는 KS 

규격의 청소년용 신발 치수 KS G 3405(KATS, 2016)
보다 발길이가 큰 치수의 분포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청소년용 신발 치수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

B.C
F.L A B C D E EE EEE EEEE F G Total

230 1
(0.28%)

1
(0.28%)

235 1
(0.28%)

2
(0.55%)

1
(0.28%)

4
(1.11%)

3
(0.83%)

1
(0.28%)

12
(3.32%)

240 1
(0.28%)

6
(1.66%)

3
(0.83%)

4
(1.11%)

3
(0.83%)

1
(0.28%)

18
(4.99%)

245 1
(0.28%)

5
(1.39%)

7
(1.94%)

10
(2.77%)

12
(3.32%)

3
(0.83%)

2
(0.55%)

1
(0.28%)

41
(11.36%)

250 2
(0.55%)

3
(0.83%)

3
(0.83%)

10
(2.77%)

9
(2.49%)

14
(3.9%)

7
(1.94%)

1
(0.28%)

2
0.55%

51
(14.13%)

255 2
(0.55%)

6
(1.66%)

8
(2.22%)

20
(5.54%)

10
(2.77%)

5
(1.39%)

8
(2.22%)

1
(0.28%)

60
(16.62%)

260 1
(0.28%)

1
(0.28%)

2
(0.55%)

10
(2.77%)

9
(2.49%)

21
(5.82%)

10
(2.77%)

9
(2.49%)

3
(0.83%)

1
(0.28%)

67
(18.56%)

265 1
(0.28%)

2
(0.55%)

14
(3.88%)

12
(3.32%)

8
(2.22%)

5
(1.39%)

3
(0.83%)

1
(0.28%)

46
(12.74%)

270 2
(0.55%)

5
(1.39%)

3
(0.83%)

2
(0.55%)

11
(3.05%)

3
(0.83%)

1
(0.28%)

5
(1.39%)

3
(0.83%)

35
(9.70%)

275 4
(1.11%)

3
(0.83%)

4
(1.11%)

5
(1.39%)

1
(0.28%)

17
(4.71%)

280 4
(1.11%)

1
(0.28%)

1
(0.28%)

6
(1.66%)

285 1
(0.28%)

2
(0.55%)

1
(0.28%)

4
(1.11%)

290 1
(0.28%)

1
(0.28%)

1
(0.28%)

3
(0.83%)

Total 4
(1.11%)

7
(1.94%)

21
(5.82%)

43
(11.91%)

70
(19.39%)

91
(25.21%)

61
(16.90%)

37
(10.25%)

18
(4.99%)

9
(2.49%)

361
(100.00%)

Reprinted from KATS (2016). https://standard.go.kr
Bold line means section of KS G 3405 (KATS, 2016) standard for male adolescent 
Shading means over 10% of frequency 
F.L: Foot length, B.C.: Ball circumference 
Type 1:   Type 2:   Type 3: 

Table 8. Distribution of foot size                                               (Uni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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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가 큰 사이즈의 추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4. 발 치수 추정식 산출 결과

발의 대표 항목은 신발 사이즈 설정을 위한 기준 및 
참고 치수 설정을 가능하게 한다(Jeon & Kwon, 2007). 
남자 고등학생의 발 대표 항목을 설정하기 위해, 선
행연구(Kim, 2013)에서 설정한 대표 항목을 참고하

여, 발길이, 볼거리, 볼둘레, 발등둘레, 볼높이, 발등

높이 등 6개 항목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6개 항목의 계측치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

보면, 모든 항목이 p≤.05 이상에서 유의한 상관관계

를 보였으며, 이는 선행연구(Jeon & Kwon, 2007; Kim, 
2013; Park & Chae, 2008)와 일치하였다(Table 9). 발
직선길이는 볼둘레 항목과 r=.5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볼거리는 볼둘레, 발등둘레 항목과 r=.6 이
상, 볼둘레는 볼거리, 발등둘레와 r=.7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발등둘레는 볼거리, 볼둘레 항

목과 r=.6 이상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볼둘레와 발

등둘레의 상관계수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과 볼둘레

의 상관성은 발등둘레와 다른 항목 간의 상관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볼둘레 항목이 다른 항목들

과 상관관계가 높아 남자 고등학생의 대표 발 항목으

로서의 설정에 타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다른 

발 항목들의 치수 추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발 제작을 위해서는 신발의 라스트 설계가 선행

되어야 하는데, 라스트 설계 시 발의 모든 부위를 측

정하기엔 어려움이 따름으로, 발의 대표 항목을 통해

서 다른 부위의 치수를 추정할 수 있다. 발직선길이

와 볼둘레 항목은 현행 신발 규격에서 사용되는 대표 
항목이며, 상관분석을 통해 남자 고등학생의 대표 발 

항목으로서의 가능성이 확인이 되어 남자 고등학생

의 발직선길이와 발둘레를 독립변수로, 측정단위가 

같은 길이, 너비, 둘레, 높이 항목을 종속변수로 설정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9).
남자 고등학생의 발직선길이와 볼둘레의 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60% 이상의 설명력(R2)을 보인 항목은 발

꿈치엄지발가락길이, 발꿈치새끼발가락길이, 발꿈

치두번째발가락길이, 발꿈치발안쪽점길이, 발중심

점하측길이, 발너비로 나타났다. 위의 항목은 치수 

추정식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Table 10).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발직선길이와 볼

둘레를 활용한 치수 추정식을 사용할 경우, 다른 부

위를 직접 측정하지 않고 발 치수를 추정할 수 있으

며, 남자 고등학생 발에 적합한 맞춤형 신발 제작 및 

구매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및제언

본 연구는 3D 인체 스캔 데이터를 활용하여 361명
의 남자 고등학생의 발 형태 특성을 파악하고 발 치

수 분포를 분석하였으며, 또한 발직선길이, 볼둘레로 
다른 항목의 치수를 추정할 수 있는 회귀식을 산출

하였다. 이를 통해 남자 고등학생의 발 형태에 대한 

이해와 치수 적합성 향상과 올바른 신발 착용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남자 고등학생의 발을 설명하는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발길이, 내외측비율, 
발길이비율, 발두께, 발높이, 발목 및 발꿈치 크기, 발
틀어짐, 아치길이, 발꿈치높이, 종골경사각 등 10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주성분을 설명하는 분산은 74.8%

Foot L. Ball D. Ball C. Instep C. Ball H. Instep H.

Foot L. 1.000** 0.491** 0.535** 0.470** 0.130** 0.146**

Ball D. 0.491** 1.000** 0.745** 0.653** 0.133** 0.325**

Ball C. 0.535** 0.745** 1.000** 0.761** 0.296** 0.422**

Instep C. 0.470** 0.653** 0.761** 1.000** 0.283** 0.528**

Ball H. 0.130** 0.133** 0.296** 0.283** 1.000** 0.330**

Instep H. 0.146** 0.325** 0.422** 0.528** 0.330** 1.000**

*p≤.05, **p≤.01 
L.: length, D.: distance, C.: circumference, H.: height

Table 9. Multiple correlation coefficient of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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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남자 고등학생의 발 형태는 3개의 유형으로 분류

되었으며, 유형 1은 전체의 24.7%로, 발길이, 넓은 외

측볼너비, 낮은 발등, 곧은 엄지발가락을 가지며, 유
형 2는 전체의 41.8%로 가장 빈도수가 많이 나타난 

유형으로, 가장 짧은 발길이, 유사한 내외측볼너비, 
얇은 발목과 발꿈치, 발목과 발등이 높은 유형이다. 
유형 3은 전체의 33.5%가 해당되고, 발이 가장 길고, 
발목과 발꿈치가 굵으며, 발꿈치가 낮고 내측볼너비

가 넓으며, 엄지발가락의 휘어짐이 심한 유형으로 설

명된다.
발직선길이와 볼둘레를 교차분석한 결과, 10% 이

상의 다빈도 구간에 해당되는 발직선길이는 245~265
mm까지 5구간, 볼둘레치수는 D~EEEE까지 5구간에 
걸쳐 총 25개의 치수이며 전체 64.0%의 커버율을 보

였다. 전체의 17.2%가 KS G 3405(KATS, 2016)를 벗

어났으며, 규격보다 발이 긴 치수의 분포가 많이 나

타나, 현행 청소년용 신발 규격에서 발길이가 더 큰 

치수를 추가함으로써 치수 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6개 항목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p≤.05 이상

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발직선길이와 볼

둘레를 남자 고등학생 발의 대표 항목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길이와 볼둘레를 이용

한 치수 추정식을 통해 직접 측정하지 않고 남자 고

등학생의 발에 적합한 신발 제작 및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

은 실정에서 남자 고등학생의 발 형태 및 치수 분포

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3차원 

형상만을 통한 남자 고등학생의 발 형태 특성과 치수 

분포를 살펴보았으므로 직접 계측을 통한 남자 고등

학생의 발 형태적 특성 및 치수 분포와 실제 제품 패

턴 설계 및 제작을 하는 후속연구가 진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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