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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wo analytical methods classifying foot shape. The methods compared 

were cluster analysis method and foot index analysis method. This study defined the women's foot shape by these 

methods. 39 foot measurements which were automatically collected using the three dimensional foot scanner were 

analyzed. 203 Korean women in age 20s were participated in the anthropometric survey. Their foot shapes were 

classified into 5 foot types by cluster analysis: short & slim shape, flat shape, 아lort & slender shape with slightly 

distorted toe, long and big shape, and short & wide shape. The foot measurements were also analyzed by the ratio 

of foot width and length. Five foot types that were classified by cluster analysis and three foot types that were 

classified by the foot index were compared. The comparison shows that cluster analysis precisely defined foot 

shapes. It was suggested that made-to-measure shoes making industry may adopt the foot shape analysis method 
utilizing cluster analysis.

Key words: three dimensional foot sc曲加,(3차원 발 스캐 너), foot index(세장도), foot shape( 발 형 태), cluster 

analysis( 군집분석).

체 역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2). 발의 크기와 형태

I . 서 론 는 성별이나 연령, 인종에 따라 다르다. 한국과 일본

의 동아시아인과 북미 지역의 백인의 발 형태를 비교 

발의 특성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발 측정 자료를 한 선행 연구는 동아시아인의 발끝 형태는 백 인에 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발의 유형을 분류하거나D, 생 해 완만한 각도를 보이며3)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

교신저자 E-mail : jschun@yonsei.ac.kr
1) 최재호, 박성준, “발부위 3차원 인체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인간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02), 

pp. 297-300.
2) 박승범, “신발 생체역학의 연구 동향 분석 및 국내외 신발생체역학 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고찰,” 

대한인간공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6), pp. 77-88.
3) M. R. Hawes, D. Sovak, M. Miyashita, S. J. Kang, Y. Yoshihuku and S. Tanaka, “Ethnic differences in forefoot 

shape and the determination of shoe comfort.,, Ergonomics Vol. 37 (1994), pp. 18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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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보다 더 길거나 비슷한 발 형태라고 하였다

구두를 착용하였을 때 편안함을 제공하는 요소에 

는 구두의 형태, 재료, 가공 기술 등 다양한 요소가 

있다. 선행 연구들은 발의 형태와 치수에 맞지 않는 

구두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착용하게 되면 발의 변형 

을 가져오며 병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하 

고 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착용하면 발의 통증 및 수포, 티눈 등을 

유발하게 되며', 중년 여성들의 경우 하이힐을 오랜 

기 간 동안 착용함으로써 무지외 반증과 같은 발의 변 

형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편안한 

신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발 형태를 구체적으로 파 

악할 수 있는 정확한 측정 자료가 필요하며, 인간공 

학적 인 분석 방법의 규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소비자의 연령적인 특징을 반영한 구두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비자 집단의 발 형태 데이터 분석에 

근거하여 구두가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소비자의 발 형태나 치수에 적합한 구두를 제작하 

기 위해서는 착용자의 발 형태나 치수를 반영하여 제 

작한 다양한 라스트（Last, 구두골）가 필요하다. 라스 

트는 구두의 형태나 치수를 결정짓는 원형 틀로 구두 

제작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도구이므로 제화업체에서 

는 구두의 스타일이나 치수에 따라 라스트를 구비하 

여 사용하고 있다. 발의 형태 특성을 반영한 라스트 

의 제작을 위해 전통적 인 기술을 가진 구두 제 작업체 

들은 35가지 이상의 발 부위를 측정 하고 분석 한 데 이 

터를 활용하고 있다".

발 측정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는 전통적으로 

캘리퍼스나 줄자를 사용한 직접계측 방법이 사용되 

었다. 이외에도 발바닥에 잉크를 묻혀 종이에 찍은 

형상을 분석하여 발의 특징이나 치수를 측정하는 풋 

프린트법도 일반적으로 사용하여왔다. 풋 프린트는 

발바닥 아치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 

므로, 맞춤용 구두를 제작하는 제화업자나 발의 형 태 

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발바닥의 형태나 평발 판정 

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왔다4 5 6 7 8 9 10 11. 그러나 발바닥의 

치수를 풋 프린트로부터 측정하는 방법은 측정 오차 

발생 가능성 이 있으며 실험 과정에도 번거로움이 있 

다”

4) 최순복, ''발의 불편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두 형태 및 보행특성 - 성인 여성 발 유형을 중심으로-'' (건국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pp. 15-35.
5) I. Manna, D. Pradhan, S. Ghosh, S. K. Kar and P. Dhara, “A comparative study of foot dimension between 

adult men and women and evaluation of foot hazards due to using of footwear," J. Physiology Anthropology 
Applied Human Science Vol. 20 (2001) pp. 241-246.

6) 천종숙, 최선희, ''여성의 구두 구매 및 착용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권 2호 (2000), pp. 185-191.
7) F. T Cheng and D. B. Pemg, "A systematic approach for developing a foot size information system for shoe 

last design," Int. J. Ind. Ergonomics Vol. 25 (1999), pp. 171-185.
8) 김기학, 체육측정평가, (서울: 형설출판사, 1994).
9) 박재경, 남윤자, “스캐너를 이용한 발바닥 형태 측정방법의 개발,'' 대한인간공학회 추계학술대희 논문집 

(2002), pp. 275-278.
10) 박상일, 김준환, 문혜원, 임신영, 나은우, 이일영, “F-scan systems을 이용한 정상인의 보행 시 족저압 분 

포,'' 대한재활의학회지 19권 2호 (1995), pp. 275-278.
11) 최재호, 박성준, Op. cit., pp. 297-300.

최근에는 발바닥의 아치 모양이나 보행 시 무게 

중심의 변화나 아치 모양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족저 

압을 측정 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족저 압 측정 

방법은 발의 운동역학적인 특징이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으나, 발바닥의 치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최근 사용이 증가 

하고 있는 3차원 인체 스캐너는 체표면을 정밀하게 

스캔하는 방법을 사용하므로 직접계측에서 줄자로 

장시간에 걸쳐 치수를 측정하는 직접계측 방법에 비 

하여 짧은 시간에 세밀한 정보까지 수집이 가능하며, 

3차원 형상 데이터를 수집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으므로 피험자의 인체 치수 정보를 반복하여 분 

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발 부위만을 스 

캔할 수 있는 간편한 장비인 발 스캔 장비는 제화나 

운동화 등과 같은 제품의 설계에 필요한 다양한 부위 

의 치수 정보를 제공하므로 활용도가 높다"）.

발 측정 자료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발 형태를 

분류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발의 

길이와 너비의 비율을 기준으로 발의 형태를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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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 인 세장도에 의 한 분류 방법'"”과 발의 높이, 

둘레, 길이, 너비, 각도 등 다양한 측정항목을 통계적 

으로 분석하여 유형화 시키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통계적인 분석 방법으로는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關. 이 밖에도 발가락 길이”), 발 

바닥 아치"), 발가락 각도를 기준으로 발의 특징적인 

면을 분류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결과들은 최근 사용이 증 

가하고 있는 3차원 스캐너를 이용하여 수집하는 다 

양한 항목의 발 측정 자료가 발 형태 분석 자료로 유 

용한 자료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D 

스캐너로 스캔한 자료로부터 수집한 발 측정 자료를 

분석하여 발의 형태를 분류하는 방법을 고찰하기 위 

하여 다양한 인체치수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인체 

의 체형을 규명하는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통계적 분석방법인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으로 피험자 

의 발의 형태를 분류하고, 또한 발 형태 연구에서 전 

통적으로 널리 사용하여 왔던 세장도를 기준으로 피 

험자들의 발의 형태를 분석하여 두 가지 분석 방법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n. 연구방법

1. 피험자 선정

발 계측 실험은 20대 성인 여성 203명을 대상으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2월에 실시되었다. 일반인 

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피험자들은 과거 병력 상 

당뇨성 족부 궤양이나 발 건강과 관련한 특별한 질병 

이 없는 여성들로 제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 

이 발 형태의 특징을 파악하는 통계적인 방법을 고찰 

하는 것이므로, 분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발 

치수의 피험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극단적으로 작거 

나 큰 발치수가 아닌 230-250 치수의 구두를 착용하 

는 여성들로 피험자를 제한하여 모집하였다. 피험자 

는 대전 지방에 거주하는 여성들이었다.

2. 발 치수 측정

피험자가 맨발로 체중을 양발에 고르게 분산시킨 

상태 에서 피 험자의 왼쪽과 오른쪽 발을 각각 스캔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3차원 인체 스캔 장비(일 

본 I-Ware 사의 Infoot system)는 발을 스캔하는 동시 

에 스캔된 자료로부터 구두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항 

목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장비 였다. 장비는 스캐닝 가 

능 발 체적의 볼륨인 너비(W)x높이(H)x길이(L)가 각 

각 200, 150, 450mm 인 장비이었고, 스캔된 3D Point 

Cloud 데이터로부터 발 측정치수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 하여 Landmark를 발에 미 리 표시 하는 방식 과 자동 

으로 기준점을 인식하는 방법을 혼용하는 장비이었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장비는 2003년도 국민표준체 

위조사 사업에서도 사용되었다. 장비 사용 매뉴얼에 

따라 발 치수를 자동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발을 스캔 

하기 전에 피험자의 왼발과 오른발에 각각 13개의 측 

정 기준점을 표시한 후 표시한 기준점의 위치에 장비 

개발 업체에서 제공하는 레이저 광이 흡수되는 특수 

한 재질로 제작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표시한 측정 기 

준점을 스캔 장비가 자동으로 인식 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3D 발 스캐너는 스티커가 부 

착된 13개 기준점 외에 6개 기준점과 3개 기준선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발 치수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장 

비이다(그림 1). 본 연구에서는 길이 9항목, 높이 12 

항목, 두께 및 너비 7항목, 둘레 7항목, 각도 4항목 총 

39개 항목을 자동 측정하였다(그림 2, 3).

3. 발 유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발 유형을 분석 

하였다. 첫째, SPSS 12.0을 이용하여 39개 항목을 요 

인분석한 후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발 유형을 분류하 

였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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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최 순복, Op. cit., pp. 46-51.
13) 정석길, “노인의 발 유형 및 보행특성에 따른 신발디자인의 인간공학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2000), pp. 28-32.
14) 문명옥, ''발의 형태 분석을 위한 군집분석(1)-19〜23세 여자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8권 

2호 (1994), pp. 211-220.
15) 백승석, 박시복, 이강목, “한국인 발의 형태적 분류,'' 대한재활학회지 20권 1호 (1996), pp. 180-185.
16) 박재경, "노년기 여성 발의 형태분류와 유형별 특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pp. 50-51.
17) 木越美和子，"左右先C形態8硏究,” 口本家政學會誌27卷4號(1976), pp. 29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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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발뒤꿈치바닥점 (**)

(16) 엄지발가락끝점 (**)

(17) 두번째발가락끝점 (**)

(18) 새끼발가락끝점 (**)

(19) 발중심점(**)

(A) 발중심선(***)

(B) 발볼선(***)

(C) 볼중심선 (***)

* 스티커를 부착한 기준점, ** 人

1> 측정기준점 및 측정기준선.

생성 기준점, *** 자동 생성 기준선

발의 형태 분류 방법인 세장도 분류 방법을 이용하여 

발의 형태를 분류하였다. 세장도로 분류한 발 유형과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에 의해 분류된 발 유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Hojo(1985"가 제안한 발 유형 분류 방 

식을 사용하여 세장도 산출 공식(식 1)에 의해 산출 

한 피험자들의 평균 세장도를 기준으로 중간(평균土

기호 측정항목

L1 발길이

L2 발뒤꿈치-엄지발가락길이

L3 발뒤꿈치-새끼발가락길이

L4 발뒤꿈치-발등길이

L5 발뒤꿈치-발목길이

L6 발뒤꿈치-발안쪽점길이

L7 발뒤꿈치-발바깥점길 이

L8 상측발길이

L9 하측발길이

H1 엄지발가락높이

H2 새끼발가락높이

H3 볼높이

H4 발등높이

H5 발목높이

H6 바깥복사뼈높이

H7 안쪽복사뼈높이

H8 바깥복사뼈아래높이

H9 안쪽복사뼈아래높이

H1O 주상골높이

H11 발뒤축높이

H12 발뒤꿈치위점높이

〈그림 2〉자동측정 항목: 길이와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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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측정항목

W1 발목두께

W2 발너비

W3 볼너비

W4 발뒤꿈치너비

W5 발목너비

W6 내측볼너비

W7 외측볼너비

C1 볼둘레

C2 발등둘레

C3 발목수직둘레

C4 발뒤꿈치-발등둘레

C5 발뒤꿈치-발목둘레

C6 발목수평둘레

C7 복사뼈아래둘레

A1 엄지발가락각도

A2 새끼발가락각도

A3 발볼각도

A4 발중심선각도

〈그림 3> 자동측정 항목: 너비, 둘레, 각도.

표준편차）의 범위에 속하는 발의 형태를 표준형으로 

분류하였다.

세장도(FJ. : Foot Index) = 혋囂 시00 ........(식 1)

F.I. / F.I. -S.D. : 세장형

F.I. -S.D. <F.I. x< F.I. + S.D . : 표준형

F.I. Z>TT +S.D. : 광단형

F.I.* = 피험자<%）의 세장도

瓦 = 피험자의 평균 세장도

S.D. = 표준편차

in. 연구결과

1. 군집분석에 의한 유형 분류

자동 측정 한 39개 항목을 요인 분석하여 고유치 1 

이상인 6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요인은 배리 

맥스 직교회전을 실시하였다. 추출된 6개 요인은 27 

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81.63%를 

설명하였다（표 1）. 각 요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요인 1에는 하측발길이, 발길이, 발뒤꿈치-엄지발 

가락길이, 발뒤꿈치-발안쪽점길이, 발뒤꿈치-발바깥 

점길。〕, 발뒤꿈치-새끼발가락길이, 발뒤꿈치-발등길 

이 등 발의 길이를 측정하는 항목들이 포함되었으며, 

발뒤꿈치위점높이 항목도 포함되었다. 이들 항목은 

대부분 발의 길이를 측정하는 항목들이므로 요인 1 

은 발길이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에는 안쪽복사뼈높이, 바깥복사뼈높이, 바 

깥복사뼈아래 높이, 안쪽복사뼈아래 높이, 발목높이, 

발등높이 주상골높이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 항목은 

대부분 발의 뒷부분과 중간 부분의 높이를 측정하는 

항목들이므로 요인 2는 중후반높이 요인이 라고 명 명 

하였다. 요인 3에 포함된 발치수 항목은 발너비, 볼너 

비, 볼둘레, 발등둘레, 새끼발가락각도이었다. 이 항 

목들은 발의 두께나 너비를 측정하는 항목들이므로 

요인 3은 발너비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에 포 

함된 발치수 항목들은 발중심선각도, 내측볼너비, 엄 

지발가락각도 이었다. 이들 항목은 발의 내측 형태

18) T. Hojo and T. Nakashima, "The foot shape of school girls and female farm workers in northern Kyushu," 
J. UOEH Vol. 3 (1985), pp. 26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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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발 유형 분류를 위한 요인분석 결과

항목 기호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하측발길이 L9 .953 .032 .088 -.068 .143 -.043
발길이 L1 .941 .004 .154 .056 .122 .059
발뒤꿈치-엄지발가락길이 L2 .934 .012 .156 .057 .114 .069
발뒤꿈치-발안쪽점길이 L6 .916 -.032 .065 .074 .168 -.020
발뒤꿈치위점높이 H12 .887 .003 .113 .117 .002 .112
발뒤꿈치-발바깥점길 이 L7 .864 .032 .035 .042 .082 -.051
발뒤꿈치-새끼발가락길이 L3 .855 .140 .181 -.071 -.021 .026
발뒤꿈치-발등길이 L4 .687 -.062 .284 .064 .382 .088

안쪽복사뼈높이 H7 .079 .866 .075 — .031 -.012 .037
바깥복사뼈높이 H6 .069 .862 -.001 .022 .159 -.025
바깥복사뼈아래높이 H8 .056 .860 -.041 .005 .156 -.038
안쪽복사뼈아래높이 H9 .088 .845 .062 -.071 .006 .018
발목높이 H5 .026 .756 .210 -.198 -.292 .300
발등높이 H4 -.082 .701 .175 -.209 -.147 .369
주상골높이 H10 -.178 .697 .154 -.183 .031 .191

발너비 W2 .252 .077 .917 .113 .086 .115
볼너비 W3 .279 .050 .897 .118 .123 .118
볼둘레 C1 .228 .127 .873 .062 .207 .269
발등둘레 C2 .162 .177 .808 .044 .276 .280
새끼발가락각도 A2 -.046 .139 .629 -.341 -.061 -.398

발중심선각도 A4 -.033 .226 .253 -.889 .004 .008
내측볼너비 W6 .163 -.151 .304 .881 .041 .070
엄지발가락각도 A1 -.009 -.024 .148 .776 -.048 -.288

발목두께 W1 .382 .024 .265 -.042 .803 .148
발목수평 둘레 C6 .358 .103 .382 .001 .770 .190

엄지발가락높이 H1 .021 .172 .236 -.056 .111 .720
볼높이 H3 .119 .337 .254 -.248 .224 .651

Eigen value 8.99 5.58 3.01 2.11 1.35 1.00
기여율(%) 33.30 20.66 11.14 7.82 5.00 3.71
누적기여율(%) 33.30 53.96 65.10 72.93 77.93 81.63

특징을 측정하는 항목들이므로 요인 4는 내측형태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에 포함되는 발치수 항 

목은 발목두께, 발목수평둘레로서 발목의 치수를 측 

정하므로 요인 5는 발목형태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6에 포함된 발 측정 항목은 엄지발가락높이, 볼 

높이 이었다. 이들 항목은 발의 앞부분의 높이를 설 

명하므로 요인 6은 앞높이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 방법은 인체 체형 분류 연구에서 일반적으 

로 사용되었던 방법인 표준화된 유클리드 거리에 근 

거한 비 연결 군집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5개의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피험자들은 각 유 

형에 고르게 분포되었다.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6개 

의 요인을 종속변수로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5 

개 유형을 도출하였으며, 각 요인에 대해 유형간 차 

이를 비교한 결과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표 2).

군집분석에서 최종적으로 발 유형 분석에 사용된 

항목은 27개 항목이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수집한 39 

개 발 측정 항목에 대 하여 5개 발 유형 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39개 항목 중 37 

개 항목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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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6개 발 유형의 분산분석 결과

발유형 

요인

유형 1 
(n=44)

유형 2 
(M2)

유형 3 
(n=26)

유형 4 
(nH2)

유형 5 
(n-49)

F-value

1 발길이 요인 -0.053 B 0.180 B -0.575 C 1.164 A -0.799 C 46.877***

2 중후반높이 요인 0.202 A -1.176 B 0.141 A 0.375 A 0.430 A 29.451***

3 발너비 요인 -0.297 B 0.432 A -0.939 C -0.103 B 0.482 A 14.789***

4 내측형태 요인 -1.042 C 0.121 B 0.993 A 0.251 B 0.090 B 30598***

5 발목형태 요인 0.488 B -0.143 C 0.914 A -0.154 C -0.668 D 18.953***

6 앞높이 요인 -0.565 B -0.518 B 0.307 A 0.613 A 0.264 A 14.982***

A, B, C, D는 Duncan test 결과임(A>B>C>D), ***p<.001.

발길이 항목에서 유형 4는 다른 유형들보다 발이 

긴 특징을 보였으며, 유형 3과 유형 5는 발 길이가 짧 

았다. 특히 유형 5는 발뒤꿈치-발등길이, 발뒤꿈치- 

발목길이, 발뒤꿈치-발바깥점길이 항목 등 발뒤꿈치 

에서 발의 중간에 이르는 길이가 특히 짧은 특징을 

보였다. 유형 1과 유형 2는 발길이가 중간 정도인 발

〈표 3> 군집분석에 의한 발 유형별 측정항목 비교

발유형

항목

유형 1
(n=각4)

유형 2
E2)

유형 3 
(n=26)

유형 4
B2)

유형 5 
(n=49)

兄 value

발길이 231.18 B 233.28 B 228.27 C 240.68 A 226.69 C 36.798***

발뒤꿈치-엄지발가락길이 230.18 B 232.22 B 227.09 C 239.68 A 225.74 C 35.164***

발뒤꿈치-새끼발가락길이 191.21 B 192.19 B 187.12 C 198.17 A 188.47 C 25.912***

발뒤꿈치-발등길이 124.56 BC 126.44 B 123.86 C 130.53 A 120.89 D 20.221***

발뒤꿈치-발목길이 98.84 B 99.31 B 98.00 B 101.48 A 95.46 C 12.330***

발뒤꿈치-발안쪽점길이 168.52 B 169.85 B 165.61 C 174.57 A 163.55 C 33.164***

발뒤꿈치-발바깥점길 이 146.00 BC 147.60 B 144.44 C 152.19 A 141.98 D 28.750***

상측발길이 68.30 B 69.43 B 67.89 B 71.50 A 68.78 B 4.920**

하측발길이 158.76 B 159.17 B 154.86 C 163.87 A 153.49 C 38.880***

엄지발가락높이 19.57 BC 19.36 C 20.39 AB 21.16 A 20.44 A 6.766***

새끼발가락높이 17.67 18.01 17.74 18.58 17.92 1.604

볼높이 31.40 B 29.98 C 31.36 B 32.98 A 32.11 AB 10.769***

발등높이 55.88 D 51.92 C 54.54 BC 56.69 B 58.49 A 26.230***

발목높이 71.62 B 67.46 D 69.58 C 73.85 A 74.62 A 30.958***

높이 바깥복사뼈높이 64.23 A 59.35 B 64.54 A 64.95 A 63.77 A 19.585***
항목 안쪽복사뼈높이 77.94 A 72.50 B 76.96 A 78.74 A 78.31 A 19.075***

바깥복사뼈아래높이 48.53 A 43.75 B 48.56 A 48.76 A 48.15 A 18.860***

안쪽복사뼈아래높이 61.71 AB 56.30 C 60.54 B 62.73 A 61.96 AB 19.687***

주상골높이 42.94 B 37.96 C 41.24 B 42.63 B 45.83 A 17.664***

발뒤축높이 21.81 A 19.95 B 21.86 A 21.85 A 21.76 A 2.507*

발뒤꿈치위점높이 64.60 C 65.72 B 64.23 C 67.71 A 63.94 C 3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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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발유형

항목 〜

유형 1 
(nM4)

유형 2 
(if=42)

유형 3 
(n=26)

유형 4 
(n=42)

유형 5 
(n-49)

Rvalue

발목두께 90.06 A 88.72 A 89.74 A 90.35 A 86.40 B 8.522***

발너비 87.80 B 90.44 A 86.40 B 90.61 A 90.21 A 8.655***

두께 볼너비 90.91 B 93.35 A 89.10 C 93.57 A 92.92 A 8.451***

. 발뒤꿈치너비 57.91 B 58.92 B 57.95 B 60.27 A 57.70 B 5.702***
너비 ------------------
하모 발목너 비 62.83 B 63.69 AB 63.82 AB 64.71 A 62.65 B 4.460**

내측볼너비 38.36 C 43.30 AB 43.72 A 43.33 AB 42.15 B 25.940***

외측볼너비 49.40 A 47.13 B 42.68 C 4731 B 48.04 AB 16.094***

볼둘레 220.19 BC 223.98 AB 217.65 C 226.66 A 225.49 A 6.400***

발등둘레 216.60 B 220.00 AB 216.23 B 222.15 A 221.89 A 3.897**

발목수직 둘레 229.76 C 231.11 BC 228.43 C 237.00 A 234.06 AB 5952***
형 발뒤꿈치-발등둘레

321.40 B 322.38 B 319.99 B 334.82 A 317.28 B 14.814***
항녹-----

발뒤꿈치-발목둘레 292.84 B 289.76 B 290.19 B 300.63 A 290.49 B 8.940***

발목수평 둘레 234.32 AB 232.09 BC 235.21 AB 236.51 A 228.17 C 5.830***

복사뼈아래둘레 260.07 264.92 258.85 266.40 262.12 1.432

엄지발가락각도 4.10 C 9.36 A 9.82 A 7.25 B 8.06 AB 12.429***

각도 새끼발가락각도 8.58 A 8.52 A 2.89 C 5.91 B 8.47 A 15.593***

항목 발볼각도 14.71 14.03 14.05 14.16 13.66 0.876

발중심선각도 1.99 A 0.63 C -0.25 D 0.68 C 1.11 B 26.811***

A, B, C, D는 Duncan test 결과임(A>B>C>D), * p<.05, ** p<.01, *** p<.001. 
측정단위: 颇(길이, 너비, 둘레항목),。(각도항목).

형태라고 해석되었다. 높이 항목에 있어서는 유형 2 

가 다른 유형에 비해 발의 높이가 낮았다• 유형 5는 

발등높이, 주상골높이와 같은 발의 중반부의 높이가 

높았다. 발너비 항목에서는 유형 1과 유형 3이 좁은 

형태를 나타냈다. 그러나 유형 1은 내측볼너비가 작 

고 엄지발가락각도가 작아 내측 엄지발가락 부위의 

변형이 없는 밋밋하고 갸름한 형태이었다 유형 3은 

발은 좁은 편이나 다른 유형보다 내측볼너비가 크고 

외측볼너비가 작으며 새끼발가락각도가 작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갸름한 형태이나 내측의 변형이 보이는 

형태이었다. 발둘레 항목들에서는 유형 4의 치수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내측너비와 

외측너비의 비례가 발의 각도 항목과도 관련이 있음 

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발의 전체 유 

형별 특징을 요약하면 유형 1의 발은 길이는 보통 정 

도이며 엄지발가락 변형이 없고 갸름하며 발의 앞부 

분이 날렵한 형태이므로，작고 날렵한 발'이라고 명 

명하였다. 유형 2는 발의 길이나 너비는 보통이나 발 

의 높이가 낮은 납작한 형태이므로 '납작한 발'이라 

고 명명하였다. 유형 3의 발은 작고 갸름하나 엄지발 

가락의 변형이 일어나 발바닥의 중심이 외측으로 이 

동한 형태의 발이므로 '작고 변형된 발'이라고 명명 

하였다. 유형 4는 길고 큰 발의 형태이므로 '큰 발이 

라고 명명하였다. 유형 5는 발의 앞부분이 넓게 퍼지 

고 길이가 짧으며 발등높이가 높은 발이라고 해석되 

어 '뭉툭하고 두꺼운 발，이라고 명명하였다（그림 4）.

2. 세장도에 의한 유형 분류

본 연구에서는 전체 피 험자의 평균 세장도를 산출 

하여 중간（평균士표준편차）의 범위에 속하는 발의 형 

태를 표준형으로 분류하였다（그림 5）. 이와 같은 분 

류 기준에 따라 세장도가 36.8 〜40.1 인 발을 표준형 

으로 규정 하였다. 세 장도가 36.8 미만인 발은 세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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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작고 날렵한 발 납작한 발 작고 변형된 발 큰 발 뭉툭하고 두꺼운 발 

〈그림 4> 군집 분석에 따른 발 유형의 예.

세장형 표준형 광단형

〈그림 5> 세장도 분석에 따른 발 유형의 예.

으로 규정하였다. 세장도가 40.2 이상인 발은 광단형 

으로 규정되었다. 피험자의 분포는 세장형이 32명, 

표준형이 140명, 광단형이 31명이었다. 세장도를 기 

준으로 분류한 발 유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39개 측 

정항목 중 27개 항목에서 3가지 발 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4）.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으로 분 

류한 발 유형들이 39개 항목 중 37개 항목에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낸 것과 비교하면 세장도에 의해 발 

형태 분류방법은 발의 형태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밝 

히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발의 길이를 측정한 항목에서는 광단형 이 세장형 

과 표준형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길 

이, 발뒤꿈치-엄지발가락길이, 하측 발길이가 두드러 

지게 짧았다. 너 비 항목과 둘레 항목에서는 광단형〉 

표준형〉세장형의 순서로 차이를 나타내었다. ' 

그러나 내측 형태 특성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사용 

되는 엄지발가락 각도에서는 발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높이 항목에서는 광단형은 

높은 치수를 나타내 었고 세장형은 낮은 치수를 나타 

내었다. 그러나 발뒤꿈치위점높이는 광단형이 세장 

형이나 표준형보다 더 낮았다0<.01）.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세장도를 기준으 

로 발 형태를 분류하는 경우 발의 길이와 너비 비율에 

따른 상대적 인 발의 형태 비교는 가능하나 발의 높이 

나 내측 부위의 변형에 대한 비교는 확실하게 나타나 

지 않음을 보여준다. 전체 발길이로 나타내는 발길이 

（L1） 항목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세장형（평균 235.13 

mm）과 표준형（평균 232.30mm）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세장형이 길고 갸름한 발의 형태라기 

보다 갸름한 형태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장도에 따라 분류한 발 유형과 

요인분석 및 분산분석을 통해 분류한 5개의 발 유형 

의 분포를 비교하였다（표 5）. 세장형의 발로 분류된 

피험자들의 발 형태를 분산 분석으로 분류하는 방식 

으로 다시 분류하면 유형 1 과 유형 4에 각각 34.4%씩 

분포하였고, 유형 3은 18.8% 분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세장도를 기준으로 발형태를 분류하면 가늘 

고 긴 형태로 해석되는 세장형 발 형태도 군집분석으 

로 분류하면, 밋밋하게 좁은 형태（유형 1）, 무지외반 

의 특징을 보이는 작은 발 형태（유형 3）, 길고 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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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이지만 발길이가 길어 상대적으로 세장도가 작 

은 발 형태（유형 4）가 함께 분포하는 특성을 나타내 

었다. 표준형 발 형태는 다섯 개 유형에 골고루 분포 

하였다. 이는 세 장도에 의 한 분류에서 표준으로 정 의 

하였던 발 형태가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화 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광단형의 경우는 54.8% 피험자가 군

〈표 4> 세장도에 따른 발 유형별 측정항목 비교

세장도 유형 

항목
기호

세장형 

（『32）
표준형

（『140）

광단형 

（n=31）
F-value

길이

항목

발길이 L1 235.13 A 232.30 A 228.20 B 7.037**

발뒤꿈치-엄지발가락길이 L2 234.22 A 231.24 A 227.37 B 6.530**

발뒤꿈치-새끼발가락길이 L3 193.29 191.57 190.42 1.632

발뒤꿈치-발등길이 U 124.98 125.38 124.56 0.239

발뒤꿈치-발목길이 L5 98.78 98.47 98.96 0.168

발뒤꿈치-발안쪽점길 이 L6 171.28 A 168.58 AB 165.09 B 8.695***

발뒤꿈치-발바깥점길 이 L7 148.55 A 146.44 AB 144.28 B 4349*

상측발길이 L8 69.59 69.38 68.22 1.115

하측발길이 L9 160.43 A 158.19 A 155.59 B 6.156**

높이

항목

엄지발가락높이 H1 19.74 B 20.04 B 21.21 A 5.930**

새끼발가락높이 H2 17.11 B 18.06 A 18.64 A 6.032**

볼높이 H3 30.98 B 31.49 B 32.74 A 4.938**

발등높이 H4 54.36 B 55.62 B 57.39 A 5.043**

발목높이 H5 69.69 B 71.86 A 73.03 A 5.095**

바깥복사뼈높이 H6 62.34 63.61 62.88 1.614

안쪽복사뼈높이 H7 76.56 76.96 77.26 0.198

바깥복사뼈아래높이 H8 46.74 47.74 47.18 1.105

안쪽복사뼈아래높이 H9 59.17 59.79 59.87 0.307

주상골높이 H10 40.03 B 42.44 A 44.17 A 5.288**

발뒤축높이 H11 22.63 21.32 20.94 2.322

발뒤꿈치위점높이 H12 66.22 A 65.38 A 64.11 B 7.853**

너비

항목

발목두께 W1 88.82 88.68 90.10 1.645

발너비 W2 84.43 C 89.44 B 93.90 A 77.048***

볼너비 W3 87.63 C 92.35 B 96.35 A 57.214***

발뒤꿈치너비 W4 57.58 B 58.52 AB 59.79 A 4.345*

발목너비 W5 62.78 B 63.41 AB 64.50 A 3.432*

내측볼너비 W6 40.45 B 42.24 A 42.99 A 5.172**

외측볼너비 W7 43.99 C 47.24 B 50.82 A 3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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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계속

세장도 유형 

항목
기호

세장형 

(n=32)
표준형

(n-140)
광단형 

(n=31)
兄value

둘레

항목

볼둘레 C1 213.24 C 223.38 B 233.08 A 55.833녀5*

발등둘레 C2 210.62 C 219.60 B 229.41 A 49 454***

발목수직 둘레 C3 225.13 C 232.81 B 239.61 A 26.236***

발뒤꿈치-발등둘레 C4 319.99 323.61 325.05 1.369

발뒤꿈치■발목둘레 C5 289.51 B 292.76 AB 297.14 A 4.363*

발목수평 둘레 C6 230.94 B 232.43 B 237.30 A 4.366*

복사뼈아래둘레 C7 256.03 B 262.81 A 269.44 A 5.716**

각도

항목

엄지발가락각도 A1 6.52 7.80 7.36 1.088

새끼발가락각도 A2 4.50 C 7.31 B 9.87 A 16.071***

발볼각도 A3 15.33 A 14.19 B 12.66 C 8.267***

발중심선각도 A4 0.63 B 0.88 B 1.42 A 4.200*

A, B, C는 Duncan test 결과임(A>B>C), * p<.05, ** p<,01, ***p<.00L 
측정단위 mm(길이, 높이, 너비, 둘레항목),。(각도항목).

〈표 5> 세장도 및 요인분석/군집분석을 이용한 발 유형 결과 비교

군집분석
세장도 분석''''''''-''-、、,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계

세장형 11 4 6 11 0 32

표준형 27 33 19 29 32 140

광단형 6 5 1 2 17 31

계 44 42 26 42 49 203
X 2-value =33.764, p<.001.

집분석의 방식으로 분류하면 유형 5에 해당되는 것 

으로 나타나 광단형의 발 형태는 대체적으로 군집분 

석의 결과로는 유형 5의 발과 비슷한 형태라고 해석 

되었다.

IV. 결론 및 제안

전신의 인체 측정에 비해 작고 미묘한 부위를 측 

정해야 하는 제한점을 가진 발의 치수 측정 작업은 

캘리퍼스와 줄자 각도기 등으로 측정하는 경우 측정 

에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발 치수 

측정 방식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어려웠던 시기에는 

발의 길이와 너비만으로 발의 유형을 간편하게 분류 

할 수 있는 방식인 세장도로 발을 분류하는 방식이 

최선의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3차원 

스캐너로 다양한 발 치수를 짧은 시간 안에 안정적으 

로 수집할 수 있는 실험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에 적합한 발 유형 분석방법을 연 

구하였다.

세장도를 사용하는 방법의 장점은 발의 길이와 너 

비 2가지 발 측정 자료만으로도 발의 유형을 간편하 

게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편이성 때문에 

발을 직접 계측 장비로 측정하던 시기에는 발 계측 

작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요하지 않아도 발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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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세장도 방법이 선호되 

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동측정 프로그램이 설치된 

3차원 발 스캔 장비가 보급됨으로써 과거에 측정이 

어려웠던 각도나 높이 항목을 포함한 많은 발 측정항 

목을 자동으로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부터 발 형태 분석 방법으로 

널리 사용하여왔던 발의 길이와 너비의 비율로 발의 

형태를 분류하는 세장도에 의한 발 유형 분류방법과 

다양한 측정항목에 대하여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실시 하여 발의 유형을 분류하는 두 가지 방법 의 차이 

를 비교하였다.

3차원 스캐너로 자동 측정한 39개 발 측정 항목에 

대하여 2가지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요인분석을 거 

쳐 군집분석으로 발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분 

류한 발 유형 이 세장도를 근거로 분류한 발 유형보다 

더 많은 발 측정 항목에서 유형 간 유의적인 치수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세장도 방 

법보다는 군집분석 방법이 발의 형태를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장도를 기준으로 발의 유형을 

단순하게 분류하는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 

로 자동으로 수집한 3차원 스캔 데이터를 요인분석 

과 군집분석 방법으로 분석한 방법이 발 유형 분석에 

유용한 방법임을 시사한다. 다만 요인분석과 군집분 

석은 대상 집단에 따라 분석 과정에서 요인분석에 포 

함되는 측정항목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대상 집단의 

선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년 여성들의 경우 좁은 모양의 구두를 

오랜 기간 착용함에 따라 발의 변형이 많다고 보고되 

고 있으므로 연령에 따라 발의 유형을 분석하여 연령 

에 따른 차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 

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발 유형 분류 연구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발의 너비로 소비자의 발 형태 

를 분류하는 구두 너 비 치수(D, E, EE 등)를 제공하는 

제화산업 의 구두 치수 규격 설정 방식'»은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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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발 유형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치수 

체계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주장은 발이 넓은 사람들이 자신의 발 볼 너비에 맞 

는 구두를 신기 위해서 자신의 발길이 사이즈보다 큰 

사이즈 구두를 착용한다는 선행 연구2您)들의 결과들 

과 이해를 같이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자동 측정 

된 많은 발 치수 자료를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에 의해 

발의 형태를 통계적으로 분류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를 신발이나 라스트 설계 단계에서 어떻게 구체 

적으로 반영할 것이며,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발 

유형을 기성화의 제작에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발 유형을 찾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후속 연구에서는 신발이나 라스트 설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발 유형을 반영하는 방식에 대 

한 연구와 소비자가 자신의 발 유형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연구도 추진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5개 발 유형별로 각 유형에 

해당하는 피험자가 일반 기성화 착용 시 경험한 불편 

함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구두 설계 시 반영해야할 

점을 연구해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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