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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children with most outdoor activities, wearing appropriate shoes is important to their growth and

heal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haracteristics regarding children's feet and to provide bene-

ficial information for an appropriate sizing system of children's shoes. The data of the study were 3D meas-

urements of feet from school boys aged 7-12 of the 6th Anthropometry of Size Korea.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two factors related to the size and height of the feet represent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feet,

unlike adults. As a result of applying the data of this study to the current KS sizing system of the children's

shoes, only the foot lengths were within the sizing system. Consequently, the current sizing system requires

revisions and supplements to the foot-width and foot-circumference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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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글로벌 신발 브랜드의 키즈 라인 도입이 크게 늘고 있

다. 해외 슈즈 도입이 급증하면서 성인 슈즈만 전개해 온

국내 업체들도 점차 아동화까지 확대하여 패밀리 공략

에 나서고 있으며 여성 고객 비중이 높은 패션 슈즈 브랜

드도 키즈 라인을 강화하고 있다(H. Y. Park, 2015).

아동화 시장이 급속도로 확장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아동화의 품질관리 역시 강화되어야 하나 최근에도 공공

기관의 제품 검사에서 품질의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등,

이러한 인식의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소비

자원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스포츠 브랜드 아동용 운동

화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내구성, 기능성, 안전성, 실용

성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 제품에 따라 겉창 내마모성,

갑피 내마모성, 벨크로 강도가 미흡하거나 마른 바닥 및

젖은 바닥에서의 미끄러짐, 세탁 후 오염 등의 문제가 발

생하는 제품들이 확인되었다고 하였다(J. Y. Park, 2015).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아동용 섬유제

품 중 모자, 신발 등 11개 제품에 내분비 교란물질인 프

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치를 최대 43배 초과하였고,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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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4배)과 카드뮴(1.04~8.1배)이 기준치를 초과했으

며 조사된 어린이용 가죽 신발 1개는 만성 인후염을 유발

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허용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Park,

2017). 이와 같이 아동화의 품질 관련 문제가 제기되어 공

적 제재 및 해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동화의 사

이즈 관련 적합성 여부는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여 아동

화가 어린이에게 적합한 사이즈로 제작되고 있는지조

차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발 및 신발 관련 선행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성인 남성의 발 측정치 관련 연구로는 청년층(20~39세)

및 중노년층(40~69세) 남성의 발의 형태를 분류한 Lim

(2015)의 연구, 노년 남성을 대상으로 발 형태를 분류한

Kim and Do(2014b)의 연구, 청년 남성(20~29세)과 노년

남성(60~69세)의 요인과 군집을 분석한 Seok et al.(2009)

의 연구, 20대에서 70대에 이르기까지 발 유형을 분류한

Lee and Kwon(2008)의 연구 및 이외 다수의 연구가 검

색되었다. 또한 성인 여성의 발에 관한 연구에는 60세 이

상 노년 여성의 발 유형을 분류한 Kim and Do(2014a)의

연구, 40~80세의 여성 농업인의 발 유형을 분류한 Jung

and Hwang(2012)의 연구, 수제 신발업계의 실태조사와

함께 20~30대 여성의 발 형태를 분석한 Kim and Kim

(2011)의 연구, 60세 이상 여성의 발 측정치를 30~59세

여성의 발 측정치와 비교 분석을 통하여 노년 여성의 발

특성을 규명하려고자 한 Park and Chae(2008)의 연구 이

외 다수의 연구가 있다. 이에 반해 아동의 발 치수 및 형

태 관련 연구로는 학령기 여아를 대상으로 아동화 설계

에 요구되는 치수 및 구조요인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Jeon

(2006)의 연구, 학령기 남아를 대상으로 발의 형태를 분

석한 Seok et al.(2004)의 연구 등 그 수가 매우 적다. 특

히 2010년 이후의 아동의 발 관련 연구는 7~24세 남녀

의 성장추이를 분석한 Choi(2012)의 연구가 유일하는 등,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른 연령 대상에 비해 매

우 부족하여 최근의 자료를 통해 아동의 발 및 아동화의

치수 적합성에 관한 정보를 찾는 일은 더욱 어려운 실정

이다.

발은 태어나서부터 크기와 형태가 계속 변화하는데 부

적합한 신발 착용은 발의 변형뿐 아니라 활동 능률을 저

하시키고 나아가 심각한 건강상의 장해를 가져올 수도 있

다. 특히 신발은 다른 의복류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허

용치수의 범위가 작아 치수 적합성이 민감하게 요구되는

제품임으로 착용감이 좋은 신발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성

장단계별로 발의 측정치를 확보하여 연령에 따른 발의

형태 및 치수 분포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Seok et al.,

2004). 그러나 대부분의 아동화에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

하여 디자인 등 감각적 요소만으로 아동화를 선택할 때

가 많으며 이는 아동의 활동과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연령에 따른 발에 적합한 신발

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각 연령층의 발 크기, 형태와 특성

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Lim, 2015). 이에

본 연구는 성장이 활발하고 발의 크기 및 형태 변화가

뚜렷할 것으로 예측되는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남자 아

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발 관련 항목의 치수를 분석하여

아동 발의 형태 ·치수 특성 및 성장경향을 파악하고 현

행 치수 체계에의 적합성을 분석하여 아동화의 치수 적

합성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자 아동이

며 연구에 사용된 발 관련 항목은 Size Korea의 자료 중

제6차 3차원 측정데이터(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0)의 7~12세 남아의 발 관련

측정치 35개 항목<Table 1>이다. 각 측정치에 missing

data가 있거나 3차원 측정데이터와 직접측정데이터에

서 서로 매치되지 않는 케이스를 제외하고 7세 62명, 8세

109명, 9세 84명, 10세 112명, 11세 109명, 12세 87명 등

총 563개의 케이스를 분석에 사용되었다. 사용된 통계

분석은 일원분산분석 및 다중비교분석, 교차표, 산점도

등으로 SPSS Ver.2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남아의 발 관련 항목의 구조요인 분석

Lim(2015), Kim and Do(2014a, 2014b), Jung and Hw-

ang(2012) 외 발의 형태를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발 측정항목들을 요인분석하여 발의 특성을 규명하였

다. 요인분석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서로

유사한 변수들을 묶어주는 방법으로 인체항목에 적용하

였을 때 다수 항목들의 정보를 요약하고 동질적, 상호

독립적인 항목을 정의하는 데 유용하다(Lee, 1995; Rho,

2014). 발 측정치 관련 연구에서 요인분석이 빈번히 사

용되는 것은 발이 크기에서는 인체에서 매우 작은 부분

임에도 불구하고 치수 적합성이 민감하게 요구되는 특

성상 전신측정항목에 버금하는 많은 항목을 측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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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각각의 항목에 대한 특성 정보는 부족하기 때문이

다. 본 연구에서도 학령기 남아의 발 관련 치수가 가지는

구조적 정보를 요약하고자 3차원 측정법에 의해 측정

된 35개 발 측정항목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방법은 주성분 모형으로 고유값(Eigenvalue)이

1.000 이상인 요인을 기준으로 추출하였으며 추출을 위

해 Varimax 직교방법에 의한 반복 회전을 실시하였다.

최초 회전 행렬을 통하여 집약된 요인은 5개의 요인으

로 이들 요인이 설명할 수 있는 총 분산은 78.282%이었

다. 요인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집중타당성 및 판별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고 적재값이 .500 이하이거나 2개 요인 내에서의 적재

값이 .100 이하의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들을 순차적으로

제외하면서 요인분석을 재실시한 결과, 최종 27개 항목

이 요인분석에 사용되어 집약된 5개 요인의 설명력은

81.326%로 나타났으며 Varimax 방법으로 회전된 각 요

인의 성분 행렬은 <Table 2>와 같다.

요인 1에는 발목수평둘레, 복사뼈아래둘레, 발목두께,

발목너비, 발등둘레, 발너비, 볼둘레, 볼거리, 발꿈치발

등둘레, 발직선길이를 포함한 17개의 발 관련 항목이 포

함되었으며 고유값은 13.283, 요인 1이 설명하는 분산

은 전체 분산의 절반에 가까운 42.989%로 아동의 발의

형태 특성을 좌우하는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 판단

된다. 발과 발목의 길이, 너비, 두께, 둘레 등 크기를 결

정하는 대부분의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발의 크기를 설

명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발의 높이 관련 3개 항

목이 요인 1에 포함되었는데 엄지발가락높이, 새끼발가

락높이 등 발가락 관련 높이가 요인 1에 집약되었으며

볼높이는 요인 2에도 .400 이상의 적재값을 보였다. 발

직선길이 또한 요인 2에 .516의 적재값을 보여 두 요인

에 교차적재된 항목으로 사료된다. 발직선길이는 발의

항목 중 가장 대표성을 갖는 항목으로서 이러한 결과에

도 불구하고 요인분석에서 배제시키지 않았다. 요인 2의

고유치는 6.568이며 집약된 요인 2가 설명하는 분산은

전체 분산의 24.326%이다. 발목높이, 안쪽복사뼈아래높

이, 안쪽복사높이, 가쪽복사뼈아래높이, 가쪽복사높이, 발

등높이 등 발등에서 발목에 이르는 6개의 높이항목이 높

게 적재되어 발의 높이, 특히 발등에서 발목에 이르는 높

이를 설명하는 항목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항목들

이 요인 1과 독립적으로 요인 2에 높은 적재량을 갖고 집

약되어 성장기 어린이의 신발 설계에 고려되어야 할 중

요한 구조요인임을 알 수 있다. 요인 3은 고유값이 1.839

로 전체 분산의 5.154%를 설명한다. 발중심선각도의 한

개 항목이 적재되었는데 발중심선각도는 발중심선과 볼

Table 1. Dimension of foot measurements

No. Dimension No. Dimension

1 Foot length 19 Navicular height

2 Heel-to-toe 1 length 20 Heel height

3 Heel-to-toe 5 length 21 Height of upper point of heel point

4 Heel-to-instep length 22 Arch height

5 Ankle thickness 23 Ball circumference

6 Foot breadth 24 Instep circumference

7 Ball distance 25 Heel-to-instep circumference

8 Heel width 26 Horizontal ankle circumference

9 Ankle width 27 Sphyrion circumference

10 Toe 1 height 28 Heel-to-tibiale length

11 Toe 5 height 29 Heel-to-fibulare length

12 Ball height 30 Medial ball width

13 Instep height 31 Lateral ball width

14 Ankle height 32 Toe 1 angle

15 Lateral malleolus height 33 Toe 5 angle

16 Medial malleolus height 34 Ball line angle

17 Sphyrion fibulare height 35 Center line angle

18 Sphyrion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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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선이 이루는 각도로서 발의 방향을 설명하는 요인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요인 4에는 엄지발가락측각도와 새

끼발가락측각도의 2개 항목이 집약되었으며 이 요인의

고유값은 1.215, 요인 4의 설명력은 전체 분산의 4.498%

이다. 발가락의 측면각도는 돌출된 발안쪽점과 발가쪽점

에서 각각 엄지와 새끼발가락이 이루는 각도로 다른 발

관련 항목과는 연관성이 적은 고유항목임을 알 수 있다.

요인 5에는 발볼각도 한 개 항목만이 적재되었으며 고유

값은 1.177, 전체 분산 중 4.359%를 설명하고 있다. 발볼

각도는 발중심선과 발의 내외측으로 가장 돌출된 발안

쪽점과 발가쪽점을 연결하는 발볼선이 교차하면서 발중

심점에서 이루는 각도이다. 성장기 아동의 발안쪽점과

발가쪽점의 위치는 돌출된 관절뿐 아니라 피하지방 및

근육에 의한 최외곽 부위가 형성될 수 있어 성인과는 달

리 그 부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타 부위와의 연관성도 적

어 독립적인 요인으로 집약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 Results of the factor analysis of boys' feet dimensions

Factor

Dimension
1 2 3 4 5

Horizontal ankle circumference .938 .147 .113 .040 .006

Sphyrion circumference .928 .045 .065 .010 .021

Ankle thickness .910 .081 .179 .059 .016

Ankle width .860 .317 .125 .022 .049

Instep circumference .840 .437 .085 .018 .060

Foot breadth .835 .429 .070 .020 .052

Ball circumference .831 .459 .095 .012 .146

Ball distance .825 .418 .040 .021 .218

Heel-to-instep circumference .799 .379 .193 .036 .033

Heel width .792 .236 .223 .045 .087

Foot length .791 .516 .162 .007 .019

Heel-to-instep length .782 .412 .261 .036 .037

Heel-to-tibiale length .776 .468 .216 .002 .148

Heel-to-fibulare length .746 .482 .148 .012 .293

Toe 1 height .640 .377 .313 .102 .089

Ball height .608 .431 .349 .003 .088

Toe 5 height .596 .200 .110 .047 .100

Ankle height .331 .921 .033 .000 .000

Sphyrion height .187 .921 .066 .014 .018

Medial malleolus height .322 .887 .066 .018 .006

Sphyrion fibulare height .250 .847 .058 .061 .004

Lateral malleolus height .410 .825 .065 .022 .002

Instep height .488 .570 .442 .014 .053

Center line angle .084 .105 .771 .021 .119

Toe 1 angle .007 .021 .012 .776 .028

Toe 5 angle .012 .058 .028 .762 .069

Ball line angle .078 .002 .119 .047 .966

Eigenvalue 11.607 6.568 1.392 1.215 1.177

Variance explained % 42.989 24.326 5.154 4.498 4.359

Cumulative variance % 42.989 67.315 72.469 76.968 8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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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요인분석에 사용된 아동의 발 관련 27개 항목에

서는 발의 크기, 발의 높이, 발의 중심 방향, 발가락측각

도, 발볼각도를 설명하는 총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

며 5개 요인의 총 분산인 81.326% 중 요인 1과 요인 2에

67.315%의 분산이 누적되어 이 두 요인이 아동의 발 특

성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성인을 대상

으로 한 발 관련 연구들에서 제1 요인 및 제2 요인에 길

이 및 부피(둘레, 너비) 항목이 독립적으로 집약되는 것

과는 달리 남아의 발 관련 항목에서 길이와 부피항목이

한 요인으로 집약된 것은 주목해야할 특성으로 간주된

다. 아직 체형 형성이 완료되지 않은 성장기 아동에게

있어서는 길이와 부피항목들의 특성이 뚜렷이 구분되

기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항목으로 판단되며 이는 발 항

목 간의 치수 추정이 가능하여 신발의 사이즈 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요인 3, 4, 5

의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적어 3개의 분산의 합이 14.011%

에 불과하다. 또한 의미 있는 요인이 되기 위해서는 적

어도 3개 이상의 변수가 요구된다는 지침(Zwick & Vel-

icer, 1986, as cited in Lee, 1995)에 근거할 때 제3, 4, 5 요

인은 항목들을 대표하는 요인으로서는 변별력이 부족하

며 아동의 발 관련 정보를 위해서는 발의 크기 및 발의

높이 요인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과 치수 반영이 요구

된다 하겠다.

2. 발 관련 구조요인의 연령별 추이 분석

신발을 포함한 의복류에서 연령은 인체치수를 파악,

판단하고 제품 사이즈를 분류하는 중요한 기준변수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아동의 성장추이에서 연속적, 단속적

인 항목과 성장과 관련이 적은 항목을 분류하는 것은 올

바른 치수 체계 확립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Ta-

ble 3>은 요인분석으로부터 추출된 요인의 연령별 평균

점수와 F값, 유의수준 및 유의차가 있는 요인의 Duncan

의 다중비교결과를 요약한 것이며 <Fig. 1>은 각 요인의

연령별 요인점수를 Mollison의 관계편차절선을 통해 제

시한 것이다.

추출된 5개 요인 중 3개 요인에서 연령에 따라 p<

.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고 특히 요인 1과

요인 2는 다른 요인과는 현격한 차이로 높은 F값이 산

출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의차가 성장에 따른 추

이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Duncan의 다중비교

결과 아동의 발크기를 설명하는 요인 1은 p<.05 수준에

서 4개의 다른 크기 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12세가 가

장 큰 집단(A)으로 10세가 다음으로 큰 집단(B)으로 8,

9세가 세 번째로 큰 집단(C)으로 그리고 7세가 가장 작

은 집단(D)으로 분류되었다. 발등에서 발목에 이르는 발

의 높이를 설명하는 요인 2는 최종 5개의 크기 집단으

로 분류되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요인점수 역시 유

의적으로 증가하여 12세가 발의 높이가 가장 큰 집단

(A)으로, 7세가 발의 높이가 가장 작은 집단(E)으로 분

류되었으며 9세 집단(CD)은 8세(D) 및 10세(C)와도 발

높이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집단으로 분

류되었다. 발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요인 3은 3개의 크기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나 성장에 따른 추이나 규칙성은

발견할 수 없었다. 12세(C)가 가장 작은 집단으로 나타

났는데 요인 3의 점수가 작은 것은 발중심선과 볼중심

선이 이루는 각도가 적은 것을 의미하며 발이 성숙되어

바른 방향을 향할 때 그 각도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으

Table 3. Results of the factor analysis of boys' feet dimensions

Age

Factor
7 8 9 10 11 12 F-value

1
1.027 .536 .421 .300 .523 .783

63.259***
D C C B AB A

2
.920 .453 .150 .075 .399 .981

51.207***
E D CD C B A

3
.079 .128 .031 .118 .322 .427

06.393***
AB BC AB AB A C

4 .102 .052 .105 .046 .201 .103 01.474
N.S

5 .113 .077 .132 .090 .075 .069 00.954
N.S

***p.001

N.S: Not significance

The groups as the result of Duncan's test with signifiant difference of p<.05 are listed in the order of A>B>C>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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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학령 말기에 속한 아동들이 성인의 발 형태에 근접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엄지발가락측각도와

새끼발가락측각도의 요인 4와 발안쪽점과 발가쪽점을

연결하는 선의 각도를 설명하는 요인 5는 연령 집단 간

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아동의 발 형태를 대표

하는 요인1과 요인 2는 연령별 차이가 뚜렷한 요인으로

성장에 관여되는 항목들의 집단임을 알 수 있다.

3. 발 관련 항목의 연령별 치수 분포 분석

대부분의 발 관련 치수 연구에서 사용하는 다변량분

석들은 유의차를 검증하거나 차원축소, 분류 등에 초점

을 두어 발의 요약된 정보를 제공하나 원자료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평균과 표준편

차 등, 가공된 치수는 항목의 동일 케이스 간에 대응되

는 치수가 아니므로 이를 그대로 제품의 치수 체계에 반

영하는 것은 자칫 불특정 다수 누구에게도 적합성이 결

여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실제 적용

가능한 치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의

대응관계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

다.

현재 신발의 치수 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발길이, 발

너비, 발둘레와 대응되는 본데이터의 측정항목인 발직

선길이, 발너비, 볼둘레를 기준으로 563명의 데이터를 대

응, 연령별 분포상태를 <Fig. 2(a)><Fig. 2(c)>에 각각

제시하였다. 발직선길이와 발너비, 볼둘레를 좌표상에

대응시킨 산점도는 직선에 가까운 성향을 나타내어 이

들 항목 간 치수의 강한 연관성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선

형관계는 발너비와 볼둘레의 대응관계에서 가장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 항목 중 어느 한 항목

을 통해 타 항목을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령별 분포에 있어서는 7, 8세에서는 비교적 좁은 산포

범위를 보이고 있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산포 범위 역

시 분산되어 12세는 매우 광범위한 산포 범위를 갖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성장이 진행될수록 각 개인

의 특성이 두드러지며 성인과 유사하게 더욱 다양한 발

관련 치수와 형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발길이, 발너비, 볼둘레는 발의 형상을 파악하는 중요

한 항목이나 모두 발의 크기를 설명하는 요인 1에 포함

되는 항목이므로 발 관련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서는 발의 특성을 설명하는 다른 요인의 정보도 함께 파

악할 필요가 있다. 즉, 발 관련 구조 및 형상을 설명하는

Fig 1. Mollison's comparison graph of the factor score by ag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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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주요 요인으로 추출된 발높이의 항목이 포함된

다면 보다 적합성이 높은 신발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집약된 6개의 발높이 항목 중 신발 내에 포함되

는 발등높이가 요인 1항목과 같은 분포양상을 나타내는

Fig. 2. Scattergrams of foot 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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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파악하기 위해 발등높이 치수를 현재 신발의 치수

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발길이, 발너비, 볼둘레 치수와

각각 대응하여 연령별 분포상태를 <Fig. 2(d)><Fig. 2

(f)>에 각각 제시하였다. 발등둘레와 발길이, 발너비, 볼

둘레를 좌표상에 대응시킨 산점도는 앞서 살펴본 발길

이와 발너비, 볼둘레의 대응산점도에 비해 직선적인 성

향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발등높이가 발

직선길이, 발너비, 볼둘레 등과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들 항목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발의 형태

를 특성 짓는 또 하나의 독립된 항목임을 의미한다. 그러

므로 아동의 발높이의 분포를 파악하여 아동 신발의 치

수 체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동화의 적합성을 향

상시키는 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발등높이의 연령별 분

포에 있어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산포 범위 역시 분산

되는 경향은 있으나 발직선길이, 발너비, 볼둘레에 비해

산포 범위는 비교적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어린이용 신발의 치수 체계의 적합성 분석

기술표준원은 한국표준(KS) 치수 체계를 제정하고 매

5년마다 심의하여 확인, 개정 또는 폐지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되는 신발의 치수 체계(KS M 6681)(KATS, 2012)는

2007년에 제정, 2012년 심의를 통해 확인되어 우리나라

기성 신발의 치수 기준이 되고 있다. 어린이용 신발 치수

는 11세 이하의 남녀 어린이를 원칙으로 하여 발길이, 발

둘레, 발너비를 치수로 제시하고 발길이는 mm의 호칭

으로, 발둘레와 발너비는 알파벳 호칭으로 제시하고 있

다. 발길이에는 최소 10.5cm에서 최대 26.0cm까지 0.5cm

간격으로 32개의 치수 규격이 설정되어 있다. 발둘레

와 발너비는 B에서 G에 이르기까지 9개의 호칭이 있는

데 발둘레는 최소 9.8cm에서 최대 27.0cm에 이르기까지

0.6cm 편차로 86개의 치수 규격이, 발너비는 최소 4.0cm

에서 최대 10.9cm에 이르기까지 0.2~0.3cm 간격으로 68개

의 치수 규격이 설정되어 있다. 이로서 발길이와 발둘레

·발너비가 대응된 어린이 신발의 총 치수 규격은 288개

가 제시되어 있다.

어린이용 신발의 치수 체계(KATS, 2012)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현행 치수 체계의 발길이와 발둘레 ·

발너비 구간표에 본 연구의 사용데이터인 Size Korea 제

6차 3차원 측정데이터(KATS, 2010)의 7~12세 남아의 발

직선길이, 볼둘레, 발너비의 교차빈도를 적용시켰다. 각

구간에 표시된 치수를 중심으로 한 단계 아래 치수보다

는 크고 표시치수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의 치수를 표시

된 치수의 범주에 포함하여 빈도를 산출하였다(Table 4)

(Table 5). 어린이용 신발의 치수 체계에 대응되는 발 측

정치의 빈도양상을 검토한 결과, 발길이는 16.9~26.5cm

에 구간에 분포하여 26.0cm를 초과하는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어린이용 신발의 치수 체계 안에 속하였다. 그러나

발너비의 경우 분석된 아동의 치수 범위는 6.6~10.4cm

의 구간에 분포하여 3명이 어린이용 신발의 발너비 치

수 체계 범위를 초과하였으며 16명이 치수 체계의 최소

규격보다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대상의

발둘레는 17.1~27.4cm의 구간에 분포하여 어린이용 신

발의 발둘레 치수 체계를 초과하는 어린이가 31명이나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재 어린

이용 신발 치수 체계에 맞지 않는 아동의 발 사이즈가 존

재하며 보다 다양한 발둘레, 발너비의 치수 규격 추가,

또는 대응치수의 검토와 수정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또

한 아동의 발 관련 요인 중 주요 요인으로 나타난 발의

높이항목은 신발의 치수 규격에 포함되지 않아 아동화

설계 시 아동의 발 형태에 적합한 치수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발너비, 발둘레의 보완과 함

께 발높이의 치수 규격 정보 역시 어린이 신발 치수 체

계에서 제시할 때 더욱 적합한 아동치화 치수 체계가 구

현될 것으로 생각된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아를 대상으

로 Size Korea의 제6차 3차원 측정데이터(KATS, 2010)

중 7~12세 남아의 발 관련 항목의 분석을 통하여 학령기

남아의 발 특성을 규명함과 동시에 현행 치수 체계에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향후 아동화의 치수 규격 제 ·개정

및 보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아의 발 측정항목을 설명하는 요인을 추출한

결과, 최종 30개 항목으로부터 발의 크기, 발의 높이, 발

의 방향, 발가락측각도, 발볼각도의 5개 요인이 추출되

었으며 성인의 발 요인 집약 양상과는 달리 발의 크기와

발의 높이요인에 전체 분산 중 70% 가까이 속하여 이

두 요인이 아동의 발 특성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

인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추출된 요인의 연령별 유의차

를 검정한 결과, 발의 형태요인과 발높이 요인에서 연령

별로 매우 높은 유의차를 나타냈으며 이 두 요인이 성장

과 함께 증가하는 발 특성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신발

의 치수 체계에 적용 가능한 발직선길이, 발너비, 볼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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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data distribution of foot measurements by KS sizing system                (Unit: mm)

Foot breadth

Foot length
3 2 1 B C D E EE EEE EEEE F G 1 Total

165
60 62 65 67 69 71 73 75 77

0

170
62 64 66 68 70 72 75 77 79

1 1

175
64 66 68 70 72 74 76 78 80

1 1 1 3

180
65 67 70 72 74 76 78 80 82

1 2 2 3 8

185
67 69 71 73 75 78 80 82 84

2 2 4 6 2 1 17

190
67 69 71 73 75 77 79 81 83 85

1 2 6 7 6 5 3 2 32

195
68 70 73 75 77 79 81 83 85 87

1 1 9 10 9 5 1 1 37

200
70 72 74 76 78 81 83 85 87 89

1 4 10 10 10 11 2 48

205
70 72 74 76 78 80 82 84 86 88 91

1 2 4 11 11 8 7 1 2 47

210
74 76 78 80 82 84 86 88 90 92

2 5 9 11 10 7 9 2 55

215
71 73 75 77 79 81 84 86 88 90 92 94

1 1 2 7 6 19 17 6 7 3 1 70

220
79 81 83 85 87 89 91 94 96

5 8 6 14 12 1 1 4 51

225
79 81 83 85 87 89 91 93 95 97 99

3 14 11 8 9 7 7 4 1 1 1 66

230
78 80 82 84 87 89 91 93 95 97 99

1 3 2 9 8 5 2 3 1 34

235
84 86 88 90 92 94 97 99 101 　

1 4 2 4 4 1 2 2 20

240
86 88 90 92 94 96 98 100 102 104

4 6 6 6 4 2 4 1 1 34

245
87 89 92 94 96 98 100 102 104

3 2 11 1 4 1 22

250
89 91 93 95 97 100 102 104 106

1 1 2 3 2 1 10

255
91 93 95 97 99 101 103 105 107

1 1 1 3

260
92 95 97 99 101 103 105 107 109

2 1 1 4

265
103

1 1

Total 1 3 12 57 90 120 116 84 40 26 9 2 3 563

 Frequency of sizes smaller than KS standard

 Frequency of sizes included in KS standard

 Frequency of sizes larger than KS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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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data distribution of foot measurements by KS sizing system                    (Unit: mm)

Foot circumference

Foot length
B C D E EE EEE EEEE F G 1 2 3 4 Total

165
146 152 158 164 170 176 182 188 194

0

170
150 156 162 168 174 180 186 192 198

1 1

175
154 160 166 172 178 184 190 196 202

1 2 3

180
158 164 170 176 182 188 194 200 206

1 2 3 1 1 8

185
162 168 174 180 186 192 198 204 210

5 5 3 2 1 1 17

190
166 172 178 184 190 196 202 208 214

1 1 4 6 11 5 4 32

195
170 176 182 188 194 200 206 212 218

2 5 7 15 6 1 1 37

200
174 180 186 192 198 204 210 216 222

1 10 15 10 9 1 2 48

205
178 184 190 196 202 208 214 220 226

1 7 15 11 6 4 3 47

210
182 188 194 200 206 212 218 224 230 232

2 6 9 7 15 9 6 1 55

215
186 192 198 204 210 216 222 228 234 236 240

1 6 8 14 9 13 14 1 1 3 70

220
190 196 202 208 214 220 226 232 238 240 244 248

1 5 4 11 13 6 8 1 1 1 51

225
194 200 206 212 218 224 230 236 242 248 250 254 260

3 5 12 10 7 12 12 1 2 1 1 66

230
198 204 210 216 222 228 234 240 246 252 254

2 3 5 6 10 4 2 2 34

235
202 208 214 220 226 232 238 244 250 252 256 258

3 3 5 3 3 1 1 1 20

240
206 212 218 224 230 236 242 248 254 260 262 274

1 1 3 6 9 7 3 1 2 1 34

245
210 216 222 228 234 240 246 252 258 260 264

1 6 5 1 3 2 2 2 22

250
214 220 226 232 238 244 250 256 262 268

1 1 3 3 1 1 10

255
218 224 230 236 242 248 254 260 266 272

1 1 1 3

260
222 228 234 240 246 252 258 264 270

1 1 2 4

265
274

1 1

Total 1 1 19 60 108 113 102 79 49 13 13 4 1 563

 Frequency of sizes included in KS standard

 Frequency of sizes larger than KS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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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의 주요 발 설명요인으로 판별

된 2요인 항목 중 신발에 적용되는 발등높이의 케이스

별 치수를 일대 일 좌표 대응한 산점도를 통해 검토하였

다. 그 결과, 크기요인에 집약된 발직선길이, 발너비, 볼

둘레는 좌표상 직선의 성향이 강하였으며 발등높이는 이

들과 다른 선형결과를 보여 이러한 항목별 특성을 신발

설계 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아동화의 KS 치수 규격에 본 연구의 항목별 빈도를

대응시킨 결과 발둘레 및 발너비에서 치수 규격의 범위

를 벗어나는 케이스가 출현되어 현행 치수 체계의 발둘

레, 발너비 치수 체계의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보다 다각적인 접근 및 분석을 통하여 성장

기 남아의 발 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현행 아동화 치수

체계의 문제점을 밝힘과 동시에 아동화 설계 시 고려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성인과 다른 아동의 발의 구조적 요인 및

성장추이, 발 항목의 선형관계, 현행 아동화 치수 체계

에 벗어나는 항목 및 치수 분포를 밝혀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특히 아동의 발 형상을 판단하는 데 주요 요인

으로 추출된 발높이 항목을 신발 규격의 참고치수로 적

용하는 방안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값에서 다중공선성을 우려할 수

있는 결과들이 발견되어 향후 본 결과를 통한 후속분석

시 우려 항목을 배제하거나 독립 집약된 항목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또한 Size Korea의 제공데이터와

KS 규격과의 연령, 항목 및 치수 대응에 있어 일치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본 연구결과를 적용하는데 이

러한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연구

자, 신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공히 참고하고 사용하는

두 주요한 공적 자료에서 대상의 연령 구분, 항목의 명

칭 및 기준점, 기준선, 측정방법 등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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