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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foot shape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using 3D foot scan data based on a com-

parison with adult women (20s'-30s').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foot anthropometry of 199 female high

school students in Gwangju and Jeollanam-do. The right foot was measured indirectly by 3D laser scanner.

There are 16 items in the foot anthropometric measurements. The 6
th
 Size Korea (measured by 3D scan data)

is used for women's foot data. The results of the 3D measurements data investigation show that the foot

length and foot width became longer and wider as the age increased. It is classified by three types after

analyzing foot shape. Type 1 (28.1%) represented the shortest foot length, the narrowest foot width as well

as the thick foot and long ankle shape. Type 2 (4.3%) represented the wide foot width such as the wide la-

teral ball width and semi-thickness shape. Type 3 (67.7%) referred to the widest foot width, flat foot and

short ankle shape.

Key words: Foot shape, 3D scan data, Foot scan, Female high school student, Anthropometric; 발 형태,

3D 스캔 데이터, 발 스캔, 여고생, 인체계측

I. 서 론

사람의 발은 인체의 체중부하를 감당하는 유일한 기

관이며, 인체를 이동시키고 균형을 취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보행 시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키

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Lee, 2013). 또한, 사람이 서 있

거나 걷고 있을 때 어느 경우에도 신체의 기초가 되며,

발이 건강하지 않으면 운동이나 일하는데 능률적일 수

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이 인체의 가장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활동 중에는 거의 신발 속에 들

어있어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으며, 특별한 증상이 없는

한 발의 건강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발은 그 역할

의 중요성에 비해 무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에는 이

와 관련된 직종들이 늘어나면서 전문인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발 건강에 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Shim & Yoo, 2001). 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면서 성인의 발 유형분류 및 청년층과 노년층의 발 형태

비교 분석 등의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으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 형태 및 유형분류의 연구

는 미흡한 실정이다. 발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Oh

(2000)는 청소년들의 신발 구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연

구하였으며, Lim and Choi(2005)는 착용감이 좋은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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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을 위한 신발류 이지오더 프로토 타입(Easyorder pro-

totype) 개발을 위해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발의 형태

와 치수를 유형별로 분류하였고, Lim(2007)은 성장기의

성별에 따른 형태 치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여자 중

학생을 대상으로 발의 형태와 치수를 유형별로 분류하

였다. Lee(2007)는 여고생들이 요구하는 적합한 신발을

제조할 수 있도록 여고생의 라이프스타일과 신발 구매

행동에 대해 살펴보고, 신발 착용만족도에 대해 연구하

였다. Lee and Do(2013a)는 여고생의 신발 구매 및 착

용실태에 대해 설문조사하고 신발 착용 시의 불편 부위

를 알아보았다.

이와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발 관련 연구를 살펴

보면, 일부 중학생의 발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

지고 있으나, 고등학생의 경우는 신발 구매와 착용만족

도에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고등학

생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성장 과도기에 있

으므로 이 시기의 발의 성장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성장 과도기에 있어 올바르지 못한 신발의 선택으로 인

하여 발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Lee & Do, 2013b). 즉, 발

에 맞지 않은 신발은 발에 불편함을 주고, 심한 경우 발

의 변형을 가져오기도 한다. 또한 사지말단 부위인 손과

발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환경적인 조건에 의하여 변

형이 많이 생기기도 한다(Lee & Do, 2013c). 그러므로 성

장에 따른 사이즈와 신발 형태의 적합성을 위해서는 발

형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Korean Agency for Techno-

logy and Standards [KATS], 2010)에서 20세 이하의 3차

원 스캔이 이뤄지지 않아 데이터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3차원 풋 스캐너를 사

용하여 스캔한 여고생의 발 전체 형상의 데이터와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의 20 · 30대 성인 여성의 3차

원 스캔 데이터의 비교를 통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발의

형태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여고생 발 형태를 유형화하

여 관련 산업에 기초 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측정기간

본 연구는 여자 고등학생의 발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

하여 여자 고등학생과 성인 여성의 발 형태를 유형화하

고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여고생의 발 데이

터 수집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남지역에 재학 중인

여고생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17일부터 2013년 1월

4일까지 3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하여 발 전체 형상

을 스캔하고 간접측정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총

199명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비교군인 20

· 30대 성인 여성의 데이터는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조

사사업(KATS, 2010)에서 측정한 3차원 스캔 데이터 중

407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 측정방법 및 항목

본 연구의 발 형상 스캔에 사용된 3차원 인체 스캔 장

비는 K&I사의 Nexcan
®
으로 4개의 레이저와 내장용 카

메라가 부착된 스캐너 본체와 손잡이, 발판으로 구성되

어 있다. 3차원 발 스캔은 피험자가 스캐너 기기와 발판

위에 맨발로 서서 체중을 양발에 고르게 분산시킨 후

피험자의 오른쪽 발을 스캔하였다(Fig. 1).

스캔 데이터는 3차원 전용 프로그램인 NexSole V2.0

을 사용하여 연구자가 계측기준점(landmark)을 설정하

고 다양한 항목을 자동으로 측정하였다. 3차원 발 측정

을 위한 기준점은 엄지발가락끝점(Toe 1 end point), 검

지발가락끝점(Toe 2 end point), 새끼발가락끝점(Toe 5

end point), 엄지발가락관절점(Toe 1 joint), 새끼발가락관

절점(Toe 5 joint), 발안쪽점(Metatarsophalangeal I), 발가

쪽점(Metatarsophalangeal V), 발볼점(Sesamoid bone po-

int (toe 1)), 발배뼈점(Navicular), 발등점(Instep point), 가

쪽복사점(Lateral malleolus), 안쪽복사점(Medial malle-

olus), 가쪽복사뼈아래점(Sphyrion fibulare), 안쪽복사뼈

아래점(Sphyrion), 발꿈치점(Pternion), 발꿈치위점(Upp-

Fig. 1. 3D scann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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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 point of the heel)이다. 본 연구에서는 발배뼈점의 위치

가 간접측정에서는 정확한 위치표시가 어려워 데이터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기준점에서 제외하였다.

이상의 기준점을 바탕으로 하여 NexSOLE V2.0에서

자동으로 설정되어지는 기준점과 기준선은 발목점(An-

kle point), 발꿈치아래점(Landing point of the heel), 중

심선(Center line), 볼선(Ball line), 볼중심선(Ball center

line), 볼중심점(Ball center point)이 있다. <Table 1>에 제

시한 기준점 18개, 기준선 3개로 발을 측정하였으며, 최

종 측정항목은 <Table 2>와 같이 길이 7항목, 너비 4항

목, 높이 5항목으로 총 16항목이다.

3. 자료분석

3차원 발 형상 스캔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은 PASW Sta-

tistics 18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3차원 스캔 데이터의 계측치와 지수치에 대하

여 각 항목의 평균과 백분율 등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여

고생과 성인 여성의 발의 계측치 차이를 살펴보았다.

둘째, 발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주성분모

형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추

출된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

Table 1. 3D scanning landmarks

No. landmarks No. landmarks

1 Toe 1 end point 12 Sphyrion fibulare

2 Toe 2 end point 13 Sphyrion

3 Toe 5 end point 14 Pternion

4 Toe 1 joint 15 Upper point of the heel

5 Toe 5 joint a Ankle point

6 Metatarsophalangeal I b Landing point of the heel

7 Metatarsophalangeal V c Center line

8 Sesamoid bone point (toe 1) d Ball line

9 Instep point e Ball center line

10 Lateral malleolus f Ball center point

11 Medial malleolus *a-f: Autogeneration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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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류된 군집 간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하였으며 Duncan test로 사후검증을 하

였다.

셋째, 여고생과 성인 여성의 발을 유형화하고, 분류

된 각 유형의 특징을 비교한다.

III. 연구결과

1. 여고생과 성인 여성의 계측치 비교

여고생과 20 · 30대 성인 여성의 3차원 발 계측치에 대

하여 측정항목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

하여 측정항목별 평균비교와 t-test를 실시하였다. 데이

터 분석결과, 발꿈치-발가쪽점길이, 볼높이 항목과 신

장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길이항목을 살펴보면, 여고생의 경우 발길이 230.16

mm, 발꿈치-엄지발가락길이 230.01mm, 발꿈치-발등길

이 120.45mm, 발꿈치-발안쪽점길이 146.26mm, 발중심

점하측길이 153.18mm로 낮게 나타났으며, 성인 여성은

발길이 233.45mm, 발꿈치-엄지발가락길이 233.27mm, 발

꿈치-발등길이 146.85mm, 발꿈치-발안쪽점길이 149.39

mm, 발중심점하측길이 162.00mm로 높게 나타나 여고

생의 발이 성인 여성과 비교하여 길이가 짧다는 것을 알

Table 2. 3D foot measurement items

Length Width

8 Foot breadth1 Foot length

9 Ball distance2 Heel-to-toe 1 length

10 Medial ball width3 Heel-to-instep length

11 Lateral ball width4 Heel-to-tibiale length

5 Heel-to-fibulare length Height

6 Ball center-to-toe 2 length 12 Ball height

7 Ball center-to-heel length 13 Instep height

14 Lateral malleolus height

15 Heel height

16 Height of upper point of heel

– 575 –



150 한국의류학회지 Vol. 38 No. 4, 2014

수 있었다.

너비항목에서는 여고생의 경우 발너비 87.38mm, 볼

거리 91.43mm, 외측볼너비 46.12mm로 낮게 나타났으

며, 성인 여성은 발너비 92.89mm, 볼거리 95.79mm, 외

측볼너비 52.51mm로 여고생이 성인 여성보다 작은 값으

로 나타나 성인 여성과 비교하여 여고생은 발볼이 좁고

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높이항목에서 여고생은 발등높이 58.95mm, 가쪽복사

높이 69.02mm, 발꿈치점높이 24.72mm, 발꿈치위점높이

66.43mm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발목이 긴 형태를 보였

으며, 성인 여성의 경우는 발등높이 49.00mm, 가쪽복사

높이 67.51mm, 발꿈치높이 19.09mm, 발꿈치위점높이

52.88mm로 여고생에 비교해 성인 여성의 발목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고생과 20 · 30대 성인 여성의 발을 비교한 결과, 평

균값이 커지는 항목은 길이항목과 너비항목으로 여성은

여고생에서 성인이 되면서 발의 길이가 길어지고 발볼

의 너비가 넓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본 사항

에서는 두 집단의 신장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체중과 BMI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체중은 여고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성인 여성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BMI 수치는 성인이 되면서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여고생과 성인 여성의 지수치 비교

발바닥의 크기요인을 배제하여 여고생과 성인 여성의

발의 형태 차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자 3차원 데이터의

계측항목을 발 직선길이에 대한 지수치로 나누고, 지수

치의 평균을 비교하고 t-test를 실시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발꿈치-엄지발가락길이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

에 대하여 연령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4).

여고생 발의 지수치 평균값을 살펴보면, 발길이에 대

한 길이항목은 발꿈치-발등길이 52.34%, 발꿈치-발안쪽

Table 3. Comparison of 3D foot measurements data by age

Age groups Researcher 6
th
 Size Korea

Total (N=606)
t-test10's (n=199) 20 · 30's (n=407)

Measurements Mean S.D. Mean S.D. Mean S.D.

Length

(mm)

Foot length 230.16 10.34 233.45 10.54 232.37 10.58 −3.638***

Heel-to-toe 1 length 230.01 10.40 233.27 10.64 232.20 10.66 −3.562***

Heel-to-instep length 120.45 7.78 146.85 12.53 138.18 16.71 −31.782***

Heel-to-tibiale length 172.34 9.02 171.84 8.56 172.00 8.64 0.669

Heel-to-fibulare length 146.26 8.53 149.39 8.24 148.36 8.45 −4.347***

Ball center-to-toe 2 length 72.50 7.07 67.84 5.47 69.37 6.42 8.181***

Ball-center-to-heel length 153.18 10.35 162.00 7.68 159.11 9.58 −10.664***

Width

(mm)

Foot breadth 87.38 4.73 92.89 4.53 91.08 5.27 −13.856***

Ball distance 91.43 4.91 95.79 4.71 94.36 5.20 −10.533***

Medial ball width 42.08 3.90 40.72 4.48 41.17 4.34 3.653***

Lateral ball width 46.12 4.01 52.51 4.29 50.21 5.08 −16.755***

Height

(mm)

Ball height 32.81 2.39 32.66 3.87 32.71 3.45 0.613

Instep height 58.95 4.43 49.00 6.05 52.27 7.27 22.931***

Lateral malleolus height 69.02 4.29 67.51 5.71 68.01 5.33 3.652***

Heel height 24.72 3.18 19.09 2.64 20.94 3.87 21.599***

Height of upper point of heel point 66.43 4.93 52.88 7.35 57.33 9.21 26.826***

Stature (cm) 159.62 16.83 161.08 5.38 160.60 10.61 −1.591

Weight (kg) 46.04 18.72 55.33 7.82 52.28 13.22 −6.723***

BMI 17.73 7.13 21.66 2.92 20.37 5.07 −87.48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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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길이 63.55%, 발중심점하측길이 66.53%로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으며, 발꿈치-발가쪽점길이 74.87%, 발중심

점상측길이 31.53%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너비항

목의 지수치는 발너비 38.00%, 볼거리 39.75%, 외측볼

너비 20.06%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높이항목은 볼

높이 14.27%, 발등높이 25.65%, 가쪽복사높이 30.03%,

발꿈치점높이 10.75%, 발꿈치위점높이 28.89%로 평균

값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발길이에 대한 발목의 길이는

긴 편에 속하며 발볼 형태는 좁고 퍼져있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성인 여성의 발은 발길이에 대해 발꿈치-발등길이

62.90%, 발꿈치-발안쪽점길이 63.99%, 발중심점하측길

이 69.40%로 비교적 높은 값으로 나타났으며, 발꿈치-발

가쪽점길이 73.61%, 발중심점상측길이 29.04%로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너비항목의 지수치는 발너비 39.82%,

볼거리 41.06%, 외측볼너비 22.38%로 높게 나타났으며,

내측볼너비는 17.44%로 낮게 나타나 성인 여성은 여고

생에 비해 발가쪽이 넓은 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높이

항목은 볼높이 13.99%, 발등높이 21.01%, 가쪽복사높이

28.95%, 발꿈치점높이 8.17%, 발꿈치위점높이 22.65%

로 낮은 값으로 나와 발목이 짧은 편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수치 평균비교에서 성인이 되면서 평균값이 커지는

항목은, 발꿈치-발등길이, 발꿈치-발안쪽점길이, 발중심

점하측길이의 길이항목과, 발너비, 볼거리, 외측볼너비

의 너비항목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여고생의 발 너

비가 성인 여성보다 좁으며, 성인이 되면서 발볼의 너

비가 넓고, 발가락 부위 및 발등 부위의 높이가 낮아지

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3. 발 유형분류에 따른 형태 특성

1) 발 형태의 구성요인 추출

여고생과 20 · 30대 성인 여성의 발의 특징을 파악하

기 위하여 3차원 측정데이터를 사용하여 주성분모형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사용된 측정치는 모

든 항목에서 발길이에 대한 지수치를 사용하였는데 이

는 발바닥의 크기요인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형태 분석

에 사용한 항목은 연구자와 제6차 인체측정조사사업에

서 측정한 3차원 측정항목 중에서 길이 7항목, 너비 4항

Table 4. Comparison of 3D data index value by age                                        (Unit: %)

Age groups Researcher 6
th
 Size Korea

Total (N=606)
t-test10's (n=199) 20 · 30's (n=407)

Measurements Mean S.D. Mean S.D. Mean S.D.

Length

/ Foot

L.×100

Heel-to-toe 1 length 99.94 0.25 99.92 0.28 99.92 0.27 0.832

Heel-to-instep length 52.34 2.53 62.90 4.52 59.43 6.36 −36.791***

Heel-to-tibiale length 74.87 1.63 73.61 2.12 74.02 2.06 7.347***

Heel-to-fibulare length 63.55 2.37 63.99 2.34 63.84 2.36 −2.152*

Ball center-to-toe 2 length 31.53 3.09 29.04 1.81 29.86 2.59 12.457***

Ball-center-to-heel length 66.53 2.81 69.40 1.80 68.46 2.57 −15.185***

Width

/ Foot

L.×100

Foot breadth 38.00 1.94 39.82 1.83 39.22 2.05 −11.020***

Ball distance 39.75 1.89 41.06 1.92 40.63 2.01 −7.934***

Medial ball width 18.29 1.56 17.44 1.79 17.72 1.76 6.032***

Lateral ball width 20.06 1.75 22.38 1.94 21.62 2.17 −14.756***

Height

/ Foot

L.×100

Ball height 14.27 1.09 13.99 1.73 14.08 1.56 2.123*

Instep height 25.65 2.09 21.01 2.63 22.53 3.29 21.772***

Lateral malleolus height 30.03 1.96 28.95 2.72 29.31 2.55 4.965***

Heel height 10.75 1.37 08.17 1.09 09.02 1.70 25.074***

Height of upper point of heel point 28.89 2.16 22.65 3.11 24.70 4.08 25.470***

*p<.05, ***p<.001

L.: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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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높이 5항목으로 총 16항목이다. 요인분석 결과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75.71%를 설명하였

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5).

요인 1은 발등높이 지수치, 발꿈치-발등길이 지수치,

발꿈치위점높이 지수치, 발꿈치높이 지수치, 가쪽복사

높이 지수치, 볼높이 지수치 항목이 주요인으로 나타났

다. 이는 전체적인 발의 높이와 관련된 요인으로 ‘발높

이’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고유치는 3.61이며 전체 분산

의 24.08%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요인 2는 발너비 지수치, 볼거리 지수치 항목이 주요

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볼의 너비를 직선과 대각선으

로 나타낸 항목으로 ‘발너비’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고유

치는 2.78이며 전체 분산의 18.54%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누적기여율은 42.62%이다.

요인 3은 발중심점상측길이 지수치, 발중심점하측길

이 지수치, 발꿈치-발안쪽점길이 지수치 항목이 주요인

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지발가락에서 발중심선까지의 길

이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검지발가락길이’ 요인이

라 하였다. 고유치는 2.11이며 전체 분산의 14.09%의 설

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누적기여율은 56.72%이다.

요인 4는 내측볼너비 지수치, 외측볼너비 지수치 항

목이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볼의 내측과 외측의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으로 ‘발볼의 균형’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고유치는 1.52이며 전체 변량의 10.14%의 설

명력을 가지고 있고 누적기여율은 66.86%이다.

요인 5는 발꿈치-엄지발가락길이 지수치, 발꿈치-발

가쪽점길이 지수치 항목이 주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엄지발가락길이’ 요인이라 하였다. 고유치는 1.33이

며 전체 분산의 8.8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누적

기여율은 75.71%이다.

2) 발 형태의 유형화

여고생과 20 · 30대 성인 여성의 발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결과에서 추출된 요인 5개를 독립변수

로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수가 3개일 때 군

집 간에 발의 형태 특징을 잘 설명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유형 1은 170명(28.1%), 유형 2는 26명(4.3%) 유형 3은

410명(67.7%)의 3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발

Table 5. Female high school students' foot factor loadings to get by an orthogonal rotation using the varimax

method

Factor

Measurements
1 2 3 4 5 Communality

Instep H. / Foot L.×100 0.90 0.08 −0.12 0.11 −0.03 0.85

Heel-to-instep L. / Foot L.×100 −0.83 0.21 0.15 −0.23 0.09 0.82

H. of upper point of heel point / Foot L.×100 0.73 −0.20 −0.02 0.11 −0.03 0.58

Heel H. / Foot L.×100 0.72 −0.21 −0.05 0.10 0.04 0.58

Lateral malleolus H. / Foot L.×100 0.56 0.31 −0.01 −0.16 0.06 0.43

Ball height / Foot L.×100 0.55 0.42 −0.04 0.06 0.07 0.48

Foot breadth / Foot L.×100 −0.13 0.95 −0.01 0.07 0.08 0.94

Ball distance / Foot L.×100 −0.01 0.95 0.08 0.08 −0.13 0.93

Ball center-to-toe 2 L. / Foot L.×100 0.33 −0.09 −0.84 0.03 −0.09 0.83

Ball-center-to-heel L. / Foot L.×100 −0.34 0.16 0.81 −0.20 0.29 0.93

Heel-to-tibiale L. / Foot L.×100 0.33 −0.11 0.72 0.05 −0.15 0.67

Medial ball W. / Foot L.×100 0.18 0.25 −0.07 0.94 −0.06 0.98

Lateral ball W. / Foot L.×100 −0.21 0.66 0.05 −0.68 0.08 0.94

Heel-to-toe 1 L. / Foot L.×100 −0.10 −0.08 0.10 0.11 −0.80 0.68

Heel-to-fibulare L. / Foot L.×100 −0.11 −0.14 0.41 0.05 0.72 0.72

Eigenvalue 3.61 2.78 2.11 1.52 1.33

Variance explained (%) 24.08 18.54 14.09 10.14 8.85

Cumulative variance explained 24.08 42.62 56.72 66.86 75.71

H.: Height, L.: Length, W.: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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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 유형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발

유형별 계측치 및 지수치에 대한 측정항목의 평균값을

구하고, 각 유형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유형별

ANOVA와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Table 6>−<Table

8>. 그 결과 요인 4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유형별 유

의차가 나타났으며 유형별로 요인점수와 계측치, 지수

치에 대해 비교한 결과를 종합하여 유형별 특징을 비교

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계측치를 살펴보면, 내측볼너비, 볼높이의 두 항

목을 제외한 길이, 너비, 높이의 모든 항목에서 유형 간

의 유의한 차이가 인지되었다(Table 7).

유형별 발의 특성을 살펴보면, 유형 1은 길이항목에

서 볼중심점상측길이를 제외한 모든 길이항목은 세 유

형 중 가장 낮은 평균치로 나타났다. 또한 너비항목에서

는 발너비, 볼거리, 내측볼너비 항목이 세 유형 중 가장 낮

게 나타났다. 반면에 높이항목에서는 발등높이, 가쪽복

사높이, 발꿈치높이, 발꿈치위점높이 항목이 세 유형 중

가장 높은 평균치로 나타났다. 즉, 유형 1은 세 유형 중 발

길이가 가장 짧고, 발너비가 가장 좁으나, 발이 두툼하고

발목이 긴 유형임을 알 수 있었다.

유형 2는 길이항목에서 발길이, 발꿈치-엄지발가락길

이, 발꿈치-발안쪽점길이, 발중심점하상측길이 항목은

Table 6. The ANOVA results of factor scores by female high school students' foot types            (N=606)

Factor Factor contents Type 1 (n=170) Type 2 (n=26) Type 3 (n=410) F-value

1 Foot height −1.05c −0.33b −0.46a 253.111***

2 Ball width −0.40a −0.07b −0.16b 20.424***

3 2
nd

 toe length −0.32b −0.88a −0.19c 28.118***

4 Ball balance −0.00 −0.22 −0.01a .658

5 1
st
 toe length −0.29a −3.14a −0.08b 248.771***

***p<.001

Duncan test: a<b<c

Table 7. The ANOVA results of 3D measurements data by female high school students' foot type

                                                                                                                                                                                             (N=606, Unit: mm)

Type

Measurements
Type 1 (n=170) Type 2 (n=26) Type 3 (n=410) F-value

Length

Foot length 229.74a 230.22a 233.60b 8.80***

Heel-to-toe 1 length 229.66a 228.63a 233.48b 9.52***

Heel-to-instep length 121.67a 135.80b 145.18c 196.16***

Heel-to-tibiale length 171.25a 168.75a 172.52b 3.23*

Heel-to-fibulare length 145.66a 151.90b 149.26b 13.85***

Ball center-to-toe 2 length 072.18b 068.80a 068.24a 24.54***

Ball center-to-toe heel length 153.34a 159.91b 161.45b 50.17***

Width

Foot breadth 088.46a 091.21b 092.16b 32.80***

Ball distance 092.34a 093.43a 095.25b 20.62***

Medial ball width 041.87 040.65 040.92 3.10

Lateral ball width 047.30a 050.86b 051.37b 44.45***

Height

Ball height 033.30 033.41 032.42 4.53

Instep height 058.92c 053.29b 049.45a 153.85***

Lateral malleolus height 069.71b 068.81b 067.25a 13.67***

Heel height/ 024.15c 021.10b 019.60a 113.37***

Height of upper point of heel point 064.87c 057.30b 054.21a 109.25***

*p<.05, ***p<.001

Duncan test: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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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은 평균치로 나타났으나, 발꿈치-발등길이는 중

간값으로, 발꿈치-발가쪽점길이, 발중심점하측길이는 높

게 나타났다. 너비항목은 발너비, 외측볼너비 항목은 세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볼거리 항목은 낮게 나

타났다. 높이항목에서는 발등높이, 발꿈치높이, 발꿈치

위점높이 항목은 중간으로, 가쪽복사높이는 높은 평균

치로 나타났다. 즉, 유형 2는 발길이는 짧은 편이나 발너

비는 넓은 편이고, 특히 외측볼너비가 넓은 것을 알 수 있

었다. 반면에 발안쪽점과 발가쪽점을 잇는 볼거리의 평

균치가 낮은 편으로 볼선의 기울기가 작은 것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발의 부분별 높이는 중간 정도 높이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유형 3은 발중심점상측길이 항목을 제외한 모든 길

이항목에서 높은 평균치로 나타났으며, 발중심점상측길

이 항목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너비항목은 모든 항목

이 높은 평균치로 나타났으며, 높이항목은 모든 항목이

세 유형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유형 3은 발길이가

길고 너비가 넓고, 유형 2처럼 외측볼너비가 넓은 것은

와 같지만 발안쪽점과 발가쪽점을 잇는 볼거리의 평균

치가 높은 편으로 볼선의 기울기가 큰 것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발이 납작하고 발목이 짧은 유형임을 알 수 있

었다.

지수치를 살펴보면, 내측볼너비 항목을 제외한 길이,

너비, 높이의 모든 항목에서 유형 간의 유의한 차이가

인지되었다(Table 8).

유형별 발의 특성을 살펴보면, 유형 1은 길이항목에서

발꿈치-엄지발가락길이, 발꿈치-발안쪽점길이, 볼중심점

상측길이 항목은 세 유형 중 가장 높은 값으로 나타났으

며, 반면에 발꿈치-발등길이, 발꿈치-발가쪽점길이, 볼중

심점하측길이 항목은 세 유형 중 가장 낮은 값으로 나타

났다. 너비항목은 발너비, 볼거리, 외측볼너비 항목이 세

유형 중 가장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높이항목에서는 모

든 항목이 가장 높은 값으로 나타났다. 즉, 유형 1은 발길

이에 비해 발후반부의 길이는 짧은 편이며, 발너비가 가

장 좁으나, 가장 발이 두툼하고 발목이 긴 유형임을 알

수 있었다.

유형 2는 길이항목에서 발꿈치-엄지발가락길이, 발꿈

치-발안쪽점길이 항목이 세 유형 중 가장 낮은 값으로 나

타났으며, 발꿈치-발등길이 항목은 중간값으로, 발꿈치-

발가쪽점길이, 볼중심점상측길이, 중심점하측길이 항목

은 가장 높은 값으로 나타났다. 너비항목은 발너비, 외측

볼너비 항목은 세 유형 중 가장 높은 값으로 나타났으나,

Table 8. The ANOVA results of 3D data index value by female high school students' foot type  (N=606, Unit: %)

Type

Measurements
Type 1 (n=170) Type 2 (n=26) Type 3 (n=410) F-value

Length /

Foot L.

×100

Heel-to-toe 1 length 99.98b 98.94a 99.96b 408.60***

Heel-to-instep length 52.86a 59.24b 62.17c 223.78***

Heel-to-tibiale length 74.49b 72.86a 73.90b 9.50***

Heel-to-fibulare length 63.17a 66.19c 63.97b 21.76***

Ball center-to-toe 2 length 31.74b 31.04b 29.01a 90.34***

Ball center-to-toe heel length 66.39a 68.84b 69.29b 102.76***

Width /

Foot L.

×100

Foot breadth 38.21a 39.31b 39.63b 31.58***

Ball distance 39.95a 40.09a 40.95b 16.63***

Medial ball width 17.93 17.41 17.65 1.91

Lateral ball width 20.62a 21.95b 22.01b 27.20***

Height /

Foot L.

×100

Ball height 14.56b 14.61b 13.85a 14.87***

Instep height 25.71c 23.13b 21.18a 183.31***

Lateral malleolus height 30.24b 30.42b 28.85a 21.98***

Heel height 10.63c 09.24b 08.33a 172.11***

Height of upper point of heel point 28.34c 25.06b 23.17a 141.49***

***p<.001

Duncan test: a<b<c

L.: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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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거리 항목은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높이항목에서는

볼높이, 가쪽복사높이는 높은 값으로 나타났으나, 발등

높이, 발꿈치높이, 발꿈치위점높이 항목은 중간값으로 나

타났다. 즉, 유형 2는 발길이에 비해 발후반부의 길이는

긴 편이고, 발너비는 넓으며, 특히 외측볼너비가 넓어 바

깥쪽으로 돌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발안쪽점

과 발가쪽점을 잇는 볼거리의 평균치가 낮은 편으로 볼

선의 기울기가 작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발의 부분

별 높이는 중간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유형 3은 발중심점상측길이 항목을 제외한 모든 길

이항목이 세 유형 중 가장 높은 값으로 나타났으며, 발

중심점상측길이 항목은 가장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너

비항목은 발너비, 볼거리, 외측볼너비 항목이 세 유형 중

가장 높은 값으로 나타났으며, 높이항목은 모든 항목이

세 유형 중 가장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즉, 유형 3은 발

길이가 길고 발너비가 넓고, 유형 2와 유사하게 외측볼

너비가 넓은 것이 특징이며, 발모양이 전체적으로 납작

하고 발목이 짧은 유형임을 알 수 있었다.

유형별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여고생은 유형 1에 148명

(24.4%), 유형 2에 8명(1.3%), 유형 3에 43명(7.1%) 분포

하고 있어, 유형 1이 여고생의 발 유형을 대표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성인 여성은 유형 1에 22명(3.6%), 유형 2

에 18명(3.0%), 유형 3에 367명(60.6%) 분포하고 있어 유

형 3이 성인 여성의 발 유형을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Table 9). 

3) 발 유형의 실루엣

군집분석에 의해 분류된 발 형태를 나타내는 각 유형

별 발의 대표 사진을 상면, 측면, 하면으로 나누어 나타

내었다(Table 10). 발 전체의 크기를 나타내는 길이와 높

이, 너비, 각도 요인에 의해 유형분류를 하였으며, 발길

이를 동일하게 하여 발 크기인자를 배제한 후 발 형태를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발 유형 간의 실루엣 비교

를 위하여 세 유형의 실루엣을 중합하여 비교하였다(Fig.

2). 상측면에서 보이는 발너비는 유형 1이 가장 좁고 유형

3이 가장 넓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유형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발뒤꿈치의 높이는 유형 1, 유

형 2, 유형 3의 순서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측면에서 부위별 높이항목을 비교해 보면, 발

볼과 발가락 부분의 상측 부위는 유형 1이 가장 두껍고,

Table 9. Distribution of types by age                                                   (Unit: n (%))

Age Type 1 Type 2 Type 3 Total

10's 148 ( 24.4) 08 (   1.3) 043 (   7.1) 199 ( 32.8)

20 · 30's 022 (   3.6) 18 (   3.0) 367 ( 60.6) 407 ( 67.2)

Total 170 ( 28.1) 26 (   4.3) 410 ( 67.7) 606 (100.0)

Table 10. Shape of foot type by 3D data

View Type 1 Type 2 Type 3

Superior view

Lateral view

Inferio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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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이 가장 얇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아치의 높이

는 유형 1과 2가 비슷하고 유형 3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각 유형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3차원 풋 스캐너를 사용하여 여고생의 발

전체 형상을 측정하여 얻은 여고생의 발 측정데이터와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에서 실시한 20 · 30대 성

인 여성의 3차원 발 측정데이터를 분석하여 여고생과 성

인 여성의 발 형태를 비교하고, 각 유형을 특징을 분석

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여고생의 발 형태에 대한 이해

를 높이고, 성장에 따른 올바른 신발의 구매와 제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고생과 성인 여성의 3차원 측정항목의 계측치

를 비교한 결과 발꿈치-발가쪽점길이, 볼높이 항목을 제

외한 모든 항목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길이항목과 너비항목의 평균

값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고생에서 성인

이 되면서 발길이가 길어지고 발너비가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여고생과 성인 여성의 3차원 측정항목의 지수치

를 비교한 결과 발꿈치-엄지발가락길이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

대가 높아질수록 발꿈치-발등길이, 발꿈치-발안쪽점길

이, 발중심점하측길이, 발너비, 볼거리, 외측볼너비 항목

의 평균값은 커지고, 높이항목은 낮아지는 것으로 여고

생의 발 너비가 성인 여성보다 좁고, 발가락 부위 및 발

등 부위의 높이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발 형태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3차원 발

계측치 항목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발

높이, 발너비, 검지발가락길이, 발볼의 균형, 엄지발가락

길이의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넷째, 발의 유형분류를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모두 세 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유형 1(28.1%)은 발

후반부의 길이가 짧은 편이며, 발너비가 좁고 두께가 두

툼하며 발목이 긴 것이 특징으로, 여고생이 148명(24.4%)

으로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이는 여고생의 발 유형

을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형 2(4.3%)는 발너비

가 넓으며 발가쪽너비가 특히 넓은 편이고, 발두께는 중

간 정도이고, 세 유형 중 가장 적은 인원분포를 보이고

있다. 유형 3(67.7%)은 발너비가 넓고 납작하며 발목이

짧은 유형으로 성인 여성이 367명(60.6%)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어 성인 여성의 발 유형을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여고생은 성인 여성에 비해 발길

이가 짧고, 발너비가 좁고 발이 두툼한 형태로 성인 여

성의 발 형태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여

성은 16세를 기준으로 성장이 멈춘다고 연구되어져 왔

으나, 이는 신장과 관련된 신체의 길이 성장에 관련된 것

으로 사료되며, 발의 경우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발의 형태적 특징

은 성장에 따른 연령대에 적합한 신발 제작 및 치수체계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광주지역 여고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

므로 연구결과의 확대 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

다. 또한 연령대를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연령대 간의

Fig. 2. Silhouette of foot type by 3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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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분류와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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