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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user needs for compression pant development for women with pes planus in their

50s and 60s. A total of 355 women aged 50 to 69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d interview. Questions were

asked if they had pes planus, the using condition of foot orthotic, inconveniences during gait, and wearing

condition of compression pants. The results showed that 42 (11.8%) women had pes planus. Orthotic insole

and arch support were used most frequently. The most uncomfortable aspect of foot orthotic (n=146) was

that it was difficult to use unless they were going outside. Participants with pes planus responded that they

felt discomfort on the inner area of propodium, metatarsus, ankle, and knee during gait. The purchase and

wearing rate of compression pants were not high; however, compression pants were purchased with specific

needs and purposes. Respondents mainly wore the compression pants for sports activities. M size was the

most frequently worn size. They preferred high waist type leggings and there was a need to increase the

compression strength of the waist, thigh, knee and ankle. Additionally, the ease of donning and doffing were

discussed.

Key words: Compression wear, Functional garment, Pes planus, Gait, Wearing condition; 컴프레션 웨어,

기능성 의류, 평발, 보행, 착의실태

I. 서 론

발의 형태 변형(Song et al., 2009)과 연령에 따른 하지

관절 및 근력의 수준(Park, 2011)의 변화는 신체 활동의

가장 기본인 보행에 영향을 준다. 인체는 가동관절과 근

육이 복합되어 있어 보행 시 신체 대부분이 관여하여 영

향을 주고받으므로 하지의 관절이나 근육에 의한 보행

이상이 발견될 경우 상해가 일어날 수 있어 올바른 보행

이 중요하다(Lee, 2012).

평발은 지속적인 체중의 부하를 받아 근육과 인대의

탄력이 감소하여 아치(arch)가 낮아진 발의 형태 변화로

(Wang et al., 2002) 인구의 1~20%에서 나타나며(Dunn et

al., 2004) 특히 중년 여성에게 빈번하게 발생한다(Kang

et al., 2010). 실제로 평발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병인 족

저근막염은 40~60대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병되었고

(Eum, 2016) 이는 보행 시 발바닥 중앙과 뒤꿈치 부분에

통증을 유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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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발 보행은 족저근막염으로 인한 통증도 문제가 되

지만 낮은 아치로 인해 발목관절의 과도한 회내로 무릎

관절이 외측으로 회전하게 되고 대퇴골이 내측으로 회

전하게 되며(Wright et al., 1964) 제1중족지골관절의 가

동범위가 감소하는 등 하지관절의 가동범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Kim, 2007). 또한 무릎관절, 골반, 척추

등의 정렬상태에 영향을 미쳐 보행 시 무릎이 겹치는 보

행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Wright et al., 1964). 뿐만 아

니라 체중 분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지면으로부터의

충격이 신체의 관절 및 척추기관으로 전해져 발, 발목,

무릎, 골반, 척추 등에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Park et al.,

2014). 평발 보행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내재근

및 하퇴근의 일부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K. T. Lee,

2004). 특히 50세 이후의 여성의 경우 하지근력의 저하

가 급격하게 나타나(Taaffe & Marcus, 2004) 평발에 해당

될 경우 근력의 저하 및 관절가동범위의 제한에 문제를

가중시켜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된다.

평발의 보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로 인해 발생하

는 2차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치서포터, 보조물, 신발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교정용 발

보조기는 족저압력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

하도록 도와 평발 치료에 효과를 보여준다(Jin, 2007;

Kim et al., 2012; Kim, 2011). 헬스케어 의복에는 압박 요

법(compression therapy)를 적용하여 질환의 치료와 예방,

재활 등을 돕기 위한 컴프레션 웨어(compression garm-

ent)가 있다(Choi et al., 2010). 컴프레션 웨어는 의복뿐

아니라 양말, 스타킹, 밴드 등 인체 부위에 따라 적절한

강도의 압박을 주어 관절의 가동범위 및 운동능력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며 혈액 순환을 촉진시킨다(Choi et al.,

2010). 그러므로 컴프레션 팬츠의 착용은 50~60대 평발

여성의 관절을 안정화시키고 주변 근육을 지지해 주어

보행 개선을 위한 의복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0~69세 여성의 평발 현황 및 보

행 시 신체 통증 부위와 컴프레션 팬츠 착의실태와 사용

자의 필요를 조사하여 50~60대의 평발 여성의 보행 변형

을 개선하고 보행 이상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2차적 상해

를 예방할 수 있는 컴프레션 팬츠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평발의 정의 및 특성

평발은 내측아치(inner arch)가 정상적인 발에 비해

낮거나 없는 발의 변형<Fig. 1>을 의미한다(Kim et al.,

2001). 아치는 뼈의 구조와 이를 지지하는 근육에 의해

어느 정도 형태를 고정하고 있으나 체중의 이동에 따라

낮아진다. 체중은 경골에서 거골, 종골로 이동되며 다

리가 회내하게 되는데 이때 지속적인 체중 부하와 주변

근육의 저하, 인대나 족저근막 등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평발을 유발한다(Kim et al., 2001). 평발은

강직성 평발과 유연성 평발로 구분할 수 있다. 강직성

평발은 선천적으로 아치가 낮거나 없어 체중을 지지하

지 않았을 때에도 아치가 낮거나 없는 상태로 지면으로

부터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보행 시 피로를 유발한다.

유연성 평발은 후천적 요소로 인해 발생하는 발의 변형

으로 체중의 증가, 딱딱한 지면에서의 지속적인 운동 또

는 급격한 운동, 하퇴근의 유연성 부족 등으로 인해 체

중 지지 시에 아치가 낮아지게 되며 중족부에 통증을 유

발하기도 한다. 유연성 평발은 강직성 평발과 달리 보

조기나 테이핑으로 아치를 지지함으로써 통증을 완화

하고 아치의 저하를 막는 치료효과를 낼 수 있다(Kim

et al., 2001; Kim et al., 2009; Park, 2008).

평발은 정상적인 발에 비해 회내(pronation; 발이 신체

Fig. 1. Constructure of pes planus.

From Kim et al. (2001)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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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축을 향해 기울어진 상태)가 과도하게 발생하며 이

로 인해 내재근 및 족저근막에 피로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뒤꿈치 및 중족, 전족 부위에 동통이 나타나는

족저근막염이 발견된다(W. C. Lee, 2004). 또 제1중족지

골관절의 가동범위가 감소되고 통증이 유발되기도 하며

(Kim, 2007) 관절 및 뼈의 변화로 인해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다(W. C. Lee, 2004).

2. 평발이 보행에 미치는 영향

평발은 보행 시 발목관절이 과도하게 회내되어 정강이

뼈(tibia; 경골)를 내측으로 회전시키게 되며, 이는 무릎관

절의 외측회전을 유발시킨다. 무릎관절의 외반슬(knock-

knee)은 대퇴골의 내측회전을 일으켜 골반이 틀어지고,

보행 시 무릎이 겹쳐지는 보행 이상이 관찰된다(Wright

et al., 1964). 과도한 회내와 함께 체중이 복합적으로 계

속해서 작용하게 될 경우 내재근의 약화와 족저근막의

신장으로 아치에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이를 지지하는

후경골근의 기능을 저하시킨다(K. T. Lee, 2004). 이 외

에도 봉공근과 전경골근이 약화되거나 비복근, 아킬레

스건, 전경골근에서의 통증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Kang et al., 2010), 심한 경우에는 근육 및 인대 등의 연

부조직들의 퇴행성 변화와 파열을 일으킨다(Wang et al.,

2002). 또한, 제1중족지골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보

행 시 지렛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므로 체중을

지지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보행 속도가 감소한다(Cha-

ng, 2010; Song, 2008). 이로 인해 보행의 효율성이 떨어

지며 보행 중 동통이 발생할 확률이 크다. 특히, 노년 인

구의 건강상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Ol-

msted & Hertel, 2004).

평발은 교정기를 사용하여 낮아진 아치구조와 형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서있거나 보행할 때 족

저압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발의 피로 및 통증

을 완화시키고, 관절 및 인대 등의 움직임을 정상범위로

조절하여 신체의 이동에 효율적인 결과를 보여준다(Jin,

2007; Kim et al., 2009).

3. 컴프레션 웨어의 정의 및 착용효과

컴프레션 웨어(compression wear)는 신체 질환의 예방,

치료 및 재활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능성 의류로(Choi et

al., 2010) 신체를 압박하여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며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주로 스포츠 선수

들이 착용하였으나 최근 스포츠와 레저 산업의 부상으

로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N.

Kim, 2016).

컴프레션 웨어는 인체의 부위에 따른 적절한 압박 강

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Choi et al., 2010). 압박 강도는

의복의 착용목적에 따라 신체의 부위별로 차이를 주어

야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나며, 과한 압력을 적용할 경우

관절의 가동범위와 근육에 영향을 주어 운동능력이 감

소시킬 뿐 아니라 신체 활동 중 부상을 유발할 수도 있

다고 하였다(Lee et al., 2015). 압박 의류의 착용으로 인

한 기능적 효과는 크게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근육의 피

로도를 감소시켜 빠른 회복을 돕는 생리적 측면과 근육

의 미세한 진동을 감소시켜 근육의 움직임을 지지하여

운동성능을 향상시키는 운동역학적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Adamo et al., 2002; Lee et al., 2015; MacRea et al.,

2011). 컴프레션 웨어의 착용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

르면 적절한 압박으로 근육의 움직임을 잡아 부상을 예

방하고 운동능력을 증진시켜주며(Koo, 2011), 운동 시

컴프레션 타이즈를 착용은 신체의 혈액 순환을 활성화

시키고 근육의 진동을 감소시켜 에너지 소모를 적게 한

다고 하였다(Bringard et al., 2006).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연구대상자는 50~69세 여성으로 연구대상자들에게 컴

프레션 팬츠의 구매 및 착의실태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

였다. 또한 평발의 현황 및 보행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

하여 연구대상자의 평발 인지여부와 발, 하지 부위의 통

증 부위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예비설문 문항은 선행연구(Han, 2010; M. Kim, 2016)

와 평발과 컴프레션 웨어 관련 문헌 및 컴프레션 팬츠

시장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2016년 6월 10일

부터 6월 27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항목을 구체화하여 수정, 보완하여 본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2016년 7월 13일부터 8월 25일까지 서

울 ·경기지역, 대전지역과 부산지역의 피트니스 센터, 노

인복지시설, 공원에서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400부를 배

포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45부를 제외한 355부를 분

석에 사용하였고, 설문에 응한 연구대상자 중 평발이라

고 응답하였으며 컴프레션 팬츠의 착용경험이 있는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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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1) 설문조사

본 설문지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문항

4개, 평발의 인지여부와 발 교정기 사용실태에 관한 문

항 7개, 보행 중의 불편한 부위 및 개발의복에 관한 문

항 9개, 컴프레션 팬츠의 구매 및 착의실태에 관한 문항

10개, 컴프레션 팬츠의 선호도에 관한 문항 8개로 구성

하였다(Table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연령과 신장, 체중, 주로

착용하는 바지의 사이즈를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

다. 평발에 관한 문항은 평발의 인지여부와 사용하는 발

교정기와 제품에 대한 불편한 점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

였고, 평발이라고 응답했지만 교정기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착용 이유에 대해 답하도록 하였다. 또 보행

시 불편한 사항에 관련한 문항은 보행 시 불편한 발 부

위와 원인, 보행 시 불편한 하지 부위, 보행을 개선하여

주는 의복의 구매의향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컴

프레션 팬츠의 구매 및 착의실태에 대하여 구매장소, 연

간 구입횟수, 소비하는 비용, 착용경험의 유무와 없을 경

우 미착용 이유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고 착용경험

이 있는 경우에는 착용하는 사이즈, 착용횟수, 착용목적,

주로 착용하는 컴프레션 팬츠의 디자인을 묻는 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컴프레션 팬츠의 선호도에 관한 문항은

선호하는 색상, 디자인, 브랜드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2) 인터뷰

인터뷰는 연구대상자의 평발 교정기 사용실태에 관

한 문항 5개, 컴프레션 팬츠 착의실태에 관한 문항 5개,

개발의복의 착용의향에 관한 문항 2개로 구성하였다.

평발 교정기 사용실태는 평발 교정기의 사용/미사용

의 이유와 연구대상자가 사용하는 교정기의 사용이유,

장점, 불편한 점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컴프레션

웨어 착의실태에 관하여 컴프레션 웨어의 기능을 인지

하고 착용하는지에 대한 문항과 주로 착용하는 컴프레

션 웨어에 대한 불편한 점, 개선하고 싶은 점, 선호하는

형태와 기능, 선호하는 브랜드와 이유에 대하여 묻는 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개발의복의 착용의향에 관한 문항

은 착용의향과 그 이유에 대하여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설문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21.0 for Win-

dow를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기술통계, 빈도분석, 다

중응답분석, χ
2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설문조사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평균

연령은 57.3세로 나타났으며 50대가 225명(63.4%), 60대

가 130명(36.6%)로 조사되었다. 일상생활에서 주로 착

용하는 바지의 사이즈는 75가 157명(44.2%), 80이 91명

(25.6%)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체적 특성은 <Table 3>과 같으며 평균 신장은 159.8cm,

Table 1. Composition of questionnaire

Evaluation item Number

General information of the research target 4

Using condition of foot orthotic 7

Discomfort of lower body during gait 9

Purchasing and wearing condition

of compression wear
10

Preference of compression wear 8

Total 38

Table 2. General information of the research target

Vairable N (%) Mean (S.D.)

Age

50-59 225 ( 63.4)

57.3 (006.1)60-69 130 (036.6)

Total 355 (100.0)

Pants

size

65 004 (001.1)

-

70 065 (018.3)

75 157 ( 44.2)

80 091 (025.6)

85 036 (010.1)

Others 002 (000.6)

Total 355 (100.0)

 Shading indicates the items with high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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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체중은 57.5kg으로 나타났다. 신장은 160cm 이상

165cm 미만이 144명(40.6%), 155cm 이상 160cm 미만이

116명(32.7%)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체중은 55kg

이상 60kg 미만인 사람이 111명(31.3%), 50kg 이상 55kg

미만이 83명(23.4%)으로 가장 많았다. BMI 지수를 계

산한 결과 평균은 22.6으로 나타났으며 21 이상 23 미만

이 116명(32.7%)으로 정상체중에 해당된 대상자가 가

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과체중의 기준인 23 이상 25 미

만이 84명(23.7%)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각의 대상자

들의 BMI 지수는 대한비만학회(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KSSO], 2012)에서 제공한 한국인의

BMI 지수 기준에 근거하여 18.5 미만을 저체중, 18.5 이

상 23 미만을 정상, 23 이상 25 미만을 과체중, 25 이상

30 미만을 비만, 30 이상을 고도비만으로 분류하는 것에

따랐으므로, 연구대상자들의 체중이 정상체중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데

이터(KATS, 2015) 중 50~60대 여성과 비교하였을 때

연구대상자의 평균 신장은 한국인 평균 신장에 비하여

약 5.8cm 크고, 체중은 약 1.2kg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에 따라 비만도에서 낮은 값을 나타냈다.

2) 평발 인지여부와 발 교정기의 사용

연구대상자 중 39명(11.8%)이 평발이라고 응답하였

고 300명(84.8%)이 평발이 아니라고 응답하였으며, 본

인의 발이 평발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이 12명(3.4%)

으로 나타났다. 평발 인지여부에 따라 평상시에 주로 사

Table 3. Physical traits of the research targets

Variable N (%) Mean (S.D.)
7th Size Korea

Mean* (S.D.)

Height

Less than 150cm 004 (001.1)

159.8  (04.8) 154.0 (05.1)

150cm to less than 155cm 037 (010.4)

155cm to less than 160cm 116 (032.7)

160cm to less than 165cm 144 ( 40.6)

165cm to less than 170cm 046 (013.0)

More than 170cm 008 (002.3)

Total 355 (100.0)

Weight

Less than 45kg 004 (001.1)

057.7 (07.0) 058.9 (07.9)

45kg to less than 50kg 028 (007.9)

50kg to less than 55kg 083 (023.4)

55kg to less than 60kg 111 ( 31.3)

60kg to less than 65kg 074 (020.8)

65kg to less than 70kg 035 (009.9)

70kg to less than 75kg 012 (003.4)

75kg to less than 80kg 003 (000.8)

More than 80kg 005 (001.4)

Total 355 (100.0)

BMI

Less than 18.5 (Underweight) 016 (004.5)

022.6 (02.5) 024.8 (02.9)

18.5 to less than 21 (Normal) 079 (022.3)

21 to less than 23 (Normal) 116 ( 32.7)

23 to less than 25 (Overweight) 084 (023.7)

25 to less than 30 (Obese) 058 (016.3)

More than 30 (High obese) 002 (000.6)

Total 355 (100.0)

 Shading indicates the items with high frequency

*: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5). http://sizekorea.ka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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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족부 교정기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
2 
검

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4). 이때, 본인의 발이 평발인지 정확히 인지하

지 못하는 응답자는 12명으로 빈도가 적어 분석에서 제

외하였으며, 사용빈도가 낮은 평발 교정 신발과 평발 교

정 밴드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발 교정기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였을 때 본인의 발이 평발이라고 인

지하고 있는 경우 평발 교정 깔창을 사용하는 사람이

15명(38.5%), 아치서포터 6명(15.4%)으로 나타났다. 또

한 평발이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 아치서포터를 사용하

는 사람이 114명(38.0%)로 조사되어 이는 아치서포터가

단순히 평발 교정을 위한 제품이 아니라 발의 통증을 경

감시켜 주고 족부의 근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교정기로

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는 평발이라고 인지하고 있음에도 발 교정

기를 사용하지 않는 18명에게 그 이유에 대해 응답하게

한 결과이다. 미사용의 가장 큰 이유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8명(44.4%)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정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가 5명(27.8%), 착용감이 좋지 않아

서가 3명(16.7%), 착용 시 통증을 느껴서가 2명(11.1%)

으로 조사되었다.

자주 사용하는 발 교정기의 불편한 점으로는 착용하지

않는 경우(58.9%)를 제외하였을 때 외출 시에만 착용가

능하다는 것이 107명(30.1%)로 가장 많았고, 발에 불편

한 착용감 15명(4.2%), 착용 시 발에 통증 11명(3.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 사항 12명(3.4%)에 대하여

피가 통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1명의 의견과 불편하지

않다는 13명의 의견이 나타났다(Table 6).

<Table 7>은 보행 시 발에 불편함을 느끼는 188명

(53.0%)에 대한 원인 분석결과로 발의 피로와 발의 통증

이 각각 79명(42.0%)로 높게 나타났다. 평발에 따른 가

장 불편한 부위를 분석하고자 평발이라고 응답한 42명

과 평발이 아니라고 응답한 301명에 대하여 χ
2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

ble 8). 본인이 평발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경우 중족부가

불편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5명(35.7%)으로 가장 많았

으며 다음으로 전족부 안쪽영역이 9명(21.4%)으로 나

타난 반면 평발이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 전족부 안쪽영

역이 49명(16.3%)으로 가장 많았고 엄지발가락과 후족

부가 각각 47명(15.6%)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평발의 구

조상 낮은 아치로 인해 체중 부하가 중족부에 집중되어

중족 및 전족 안쪽영역에 통증이 나타났으며 엄지발가

락 관절의 가동범위가 감소되면서 엄지발가락 부위 및

전족부 안쪽영역의 통증이 유발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 The type of frequently used foot orthotic

Variable

State of arch
Total

N (%)
χ
2

Pes planus

N (%)

Normal

N (%)

Orthotic insole 15 (038.5) 003 (001.0) 018 (005.3)

97.489***
Arch support 06 (015.4) 114 (038.0) 120 (035.4)

Not using foot orthotic 18 ( 46.2) 183 ( 61.0) 201 (059.3)

Total 39 (100.0) 300 (100.0) 339 (100.0)

***p<.001

 Shading indicates the items with high frequency

Table 5. Reasons for not using foot orthotic

Vairable N (%)

Feel uncomfortable 03 (016.7)

Feel pain 02 (011.1)

Feel unnecessary  8 ( 44.4)

Do not know the function of foot orthotic 05 (027.8)

Total 18 (100.0)

 Shading indicates the items with high frequency

Table 6. Discomfort of foot orthotic while using

Variable N (%)

Possible to use only when going outside 107 (030.1)

Feel pain on foot while using 011 (003.1)

Feel pain besides foot while using 001 (000.3)

Feel uncomfortable on foot 015 (004.2)

Not using foot orthotic 209 ( 58.9)

Others 012 (003.4)

Total 355 (100.0)

 Shading indicates the items with high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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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은 보행 시 불편함을 느끼는 하지 부위에 대

한 분석결과로 가장 불편한 부위를 2개 고르도록 하였

다. 평발에 따른 가장 불편한 부위를 분석하고자 평발이

라고 응답한 42명과 평발이 아니라고 응답한 301명에

대하여 다중응답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평발이라고 응

답한 경우 발목이 26명(61.9%), 무릎이 20명(47.6%)으로

불편 부위가 높게 나타났으며 평발이 아니라고 응답한

사람은 무릎이 156명(51.8%), 발목이 121명(40.2%)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보행 시 발목과 무릎에 불편함

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령 특성상 퇴행성

관절염 발생 부위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50~60대의 평

발 여성의 보행 개선을 위한 컴프레션 팬츠 개발 시 특

히 신경써야할 부분일 것으로 사료된다.

3) 컴프레션 팬츠 착의실태 및 선호도

컴프레션 팬츠의 구매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Tab-

le 10>과 같다. 컴프레션 팬츠를 구매한 적이 없는 사람

이 198명(55.8%), 구매경험이 있는 사람은 157명(44.2%)

으로 구매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낮은 분

포를 보이지만 대상자의 연령이 50~69세인 점을 감안하

여 볼 때 높은 연령층의 많은 여성들도 컴프레션 팬츠

를 필요에 의해 구매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컴프레션 팬츠 구매장소는 백화점이 50명(31.8%)으

로 가장 많았고 상설할인매장 29명(18.5%), 전문 대리점

27명(17.2%), 대형할인매장 16명(10.2%), 시장/상가 14명

(8.9%), 홈쇼핑/카탈로그 10명(6.4%), 온라인 쇼핑몰 9명

(5.7%), 기타 2명(1.3%)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에 응답

한 경우는 지인을 통해 구입, 병원에서 구입한 경우로 나

타났다. 컴프레션 팬츠의 연간 구매횟수는 1년에 1~2벌

이 70명(4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1년에 1벌 미만이 61명(38.9%), 3~4벌이 25명(15.9%),

5벌 이상이 1명(0.6%) 순으로 나타났다. 컴프레션 팬츠

1벌에 소비하는 비용은 5만 원 이상~7만 원 미만이 54명

(34.4%)으로 가장 높았고 7만 원 이상이 44명(28.0%), 3만

원 이상~5만 원 미만이 38명(24.2%), 3만 원 미만이 21명

(13.4%)로 나타났다.

컴프레션 팬츠 착용경험에 대해 착용해 본 응답자는

163명(45.9%), 착용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192명(54.1%)

Table 8. Uncomfortable sole area during gait

Variable

State of arch
Total

N (%)
χ
2

Pes planus

N (%)

Normal

N (%)

(a) Big toe 04 (009.5)  47 ( 15.6) 051 (014.9)

23.028*

(b) Index toe 02 (004.8) 011 (003.7) 013 (003.8)

(c) Middle toe 01 (002.4) 012 (004.1) 013 (003.8)

(d) The fourth toe 00 (000.0) 007 (002.3) 007 (002.0)

(e) The little toe 00 (000.0) 020 (006.6) 020 (005.8)

(f) Inner area of propodium  9 ( 21.4)  49 ( 16.3) 058 (016.9)

(g) Middle area of propodium 06 (014.3) 044 (014.6) 050 (014.6)

(h) Outer area of propodium 01 (002.4) 012 (004.0) 013 (003.8)

(i) Metatarsus 15 ( 35.7) 036 (012.0) 051 (014.9)

(j) Metapodium 04 (009.5)  47 ( 15.6) 051 (014.9)

Others 00 (000.0) 016 (005.3) 016 (004.7)

Total 42 (100.0) 301 (100.0) 343 (100.0)

*p<.05

 Shading indicates the items with high frequency (over 15%)

Table 7. Reasons for causing foot discomfort during

gait

Variable N (%)

Pain of the foot  79 ( 42.0)

Ankle strain 012 (006.4)

Fatigue of the foot  79 ( 42.0)

Edema of the foot 017 (009.0)

Others 001 (000.5)

Total 188 (100.0)

 Shading indicates the items with high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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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Uncomfortable lower body area during gait (multiple response)

Variable

State of arch
Total

N (%)Pes planus

N (%)

Normal

N (%)

(a) Waist 12 ( 28.6) 090 (029.9) 102 (029.7)

(b) Thigh 01 (002.4) 015 (005.0) 016 (004.7)

(c) Inner thigh 02 (004.8) 015 (005.0) 017 (005.0)

(d) Outer thigh 01 (002.4) 006 (002.0) 007 (002.0)

(e) Knee 20 ( 47.6) 156 ( 51.8) 176 (051.3)

(f) Inner calf 05 (011.9) 050 (016.6) 055 (016.0)

(g) Shin 00 (000.0) 016 (005.3) 016 (004.7)

(h) Ankle 26 ( 61.9) 121 ( 40.2) 147 (042.9)

(i) Hip 03 (007.1) 028 (009.3) 031 (009.0)

(j) Back thigh 00 (000.0) 016 (005.3) 016 (004.7)

(k) Outer calf 03 (007.1) 031 (010.3) 034 (009.9)

(l) Inner soleus muscle 02 (004.8) 020 (006.6) 022 (006.4)

(m) Outer soleus muscle 04 (009.5) 015 (005.0) 019 (005.5)

Others 05 (011.9) 023 (007.6) 003 (007.1)

Total 42 (100.0) 301 (100.0) 002 (004.8)

 Shading indicates the items with high frequency (over 40%)

Table 10. General information on compression pants purchase

Variable N (%)

Purchase experience

Yes 157 (044.2)

No 198 ( 55.8)

Total 355 (100.0)

Purchase location

Department store  50 ( 31.8)

Large discount store 016 (010.2)

Permanent discount store 029 (018.5)

Specialized retail store 027 (017.2)

Online shopping mall 009 (005.7)

Home shopping/catalog 010 (006.4)

Market/shopping complex 014 (008.9)

Other 002 (001.3)

Total 157 (100.0)

Purchase frequency

Under once per 1 year 061 (038.9)

Once or twice/year  70 ( 44.6)

3-4 times/year 025 (015.9)

More than 5 times/year 001 (000.6)

Total 157 (100.0)

Purchase cost

Less than 30,000/garment 021 (013.4)

30,000 to less than 50,000/garment 038 (024.2)

50,000 to less than 70,000/garment  54 ( 34.4)

More than 70,000/garment 044 (028.0)

Total 157 (100.0)

 Shading indicates the items with high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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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컴프레션 팬츠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하지 않아서가 75명(39.1%)로 가장 높았으며 잘 알

지 못해서가 41명(21.4%), 신체 부위가 너무 압박되서가

33명(17.2%), 외관상 예쁘지 않아서가 27명(14.2%), 신

체에 밀착되어 더워서가 14명(7.3%), 기타 2명(1.0%)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은 나이가 많아서, 피부가 아

파서의 경우로 나타났다(Table 11).

주로 착용하는 컴프레션 팬츠의 사이즈는 M이 64명

(39.3%)으로 가장 높았고 L이 49명(30.1%), XL가 28명

(17.2%), S이 20명(12.3%), XS과 기타가 각각 1명(0.6%)

의 순으로 나타났다. 컴프레션 팬츠는 주로 스포츠 활

동을 목적으로 착용하는 경우가 착용경험이 있는 응답

자 192명 중 82명(5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

상생활 시 착용하는 응답자가 51명(31.3%), 체형 보정목

적이 23명(14.1%), 의료목적이 7명(4.3%)의 순으로 나타

났다. 착용빈도는 주 1~2회가 58명(35.6%)으로 높게 나

타났으며 주 1회 미만이 45명(27.6%), 주 3~4회가 42명

(25.8%), 주 5회 이상이 18명(11.0%)으로 높은 착용빈도

를 보였다(Table 12).

주로 착용하는 컴프레션 팬츠의 형태는 발목길이가

50명(30.7%)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

로 7부 길이가 46명(28.2%), 고리형이 41명(25.2%), 쇼츠

가 17명(10.4%), 압박 스타킹이 9명(5.5%)의 순으로 높

게 나타났다(Table 13).

선호하는 컴프레션 팬츠의 디자인은 팬츠 형태와 허

리 형태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팬츠 형태의 경우 레깅스

형, 반바지 일체형, 스커트 일체형 중 레깅스형이 213명

(60.0%)으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

형태의 경우 하이 웨이스트형이 206명(58.0%)으로 미들

웨이스트형 149명(42.0%)의 선호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선호하는 색상을 조사한 결과 검은색이 250명(70.4%)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14). 다음으로 회색 37명

(10.4%), 아이보리 22명(6.2%), 남색12명(3.4%)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브랜드에 대하여 응답자가 브

랜드를 1개만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나이키가

143명(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호하는 브랜드

없음이 53명(14.9%), 아디다스 35명(9.9%), 리복 23명

(6.5%), 기타 22명(6.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응답에는 아이더, 아크테릭스, 휠라 등이 나타났다.

Table 11. Reasons for not wearing compression pants

Variable N (%)

Too much pressure on the body 033 (017.2)

Not good appearance 027 (014.1)

Unnecessary  75 ( 39.1)

Do not know function 041 (021.4)

Feel hot 014 (007.3)

Others 002 (001.0)

Total 192 (100.0)

 Shading indicates the items with high frequency

Table 12. General information on compression pants

wearing condition

Variable N (%)

Wearing

experience

Yes 163 (045.9)

No 192 ( 54.1)

Total 355 (100.0)

Size

XS 001 (000.6)

S 020 (012.3)

M  64 ( 39.3)

L 049 (030.1)

XL 028 (017.2)

Others 001 (000.6)

Total 163 (100.0)

Wearing

purpose

Looking slim 023 (014.1)

Daily look 051 (031.3)

Sport activity  82 ( 50.3)

Medical treatment 007 (004.3)

Total 163 (100.0)

Wearing

frequency

Under once per 1 week 045 (027.6)

Once or twice/week  58 ( 35.6)

3-4 times/week 042 (025.8)

More than 5 times/week 018 (011.0)

Total 163 (100.0)

 Shading indicates the items with high frequency

Table 13. Typically worn compression pants design

Variable N (%)

Shorts 017 (010.4)

Capri leggings 046 (028.2)

Ankle-length leggings  50 ( 30.7)

Step-on leggings 041 (025.2)

Compression stockings 009 (005.5)

Total 163 (100.0)

 Shading indicates the items with high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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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뷰

설문조사에 응답한 연구대상자 중 평발이면서 컴프레

션 팬츠를 착용해 본 경험이 있는 10명을 대상으로 심

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56.7세로 50대 6명, 60대 4명으로 나타났다.

1) 평발 교정기 사용실태

평발 교정기의 사용/미사용에 따른 이유에 대해 질문

한 결과 사용하는 대상자가 4명, 사용하지 않는 대상자

가 6명으로 나타났다. 평발 교정기를 사용하지 않는 대

상자의 경우 대부분이 평발인 것은 알고 있으나 교정기

의 역할을 잘 알지 못하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

었다. 또한 교정기를 사용할 경우 발이 더 아파서 사용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발 교정기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체적으로 발의 통증과 피로를 감소시

키고 보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평발 보행으로 인한 엄지발가락의

골절상이 있었기에 체중과 족저압을 고루 분산시켜 골

절을 예방하고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하는

평발 교정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발 교정기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첫째, 병원에서 평발 진단을 받고 이에

맞는 처방을 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며 둘째, 부분형 아치

서포터의 사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병원

에서 처방받은 아치서포터는 본인의 발에 맞게 제작되

어 다른 아치서포터에 비해 착용감이 좋다는 점에서 사

용하며 이 점이 장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발

안에서 차지하는 부피가 커 장시간 사용 시 발이 아픈

것이 가장 불편하다고 하였다. 반면에 부분형 아치서포

Table 14. Preferred compression pants design                                      (Unit: N (%))

Variable Total

Overall design 355 (100.0)

Leggings Leggings+Shorts Leggings+Skirt

213 ( 60.0) 066 (018.6) 076 (021.4)

Waist line 355 (100.0)

Middle waist High waist

149 (042.0) 206 ( 58.0)

 Shading indicates the items with high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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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신발 안에서 차지하는 부피가 작아 발이 답답하지

않다는 점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정

이 되지 않아 신발 착용 시와 보행 시 아치서포터의 위

치가 이동되는 점이 가장 불편하다고 조사되었으며, 신

발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치서포터의 사용이 불

가능하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2) 컴프레션 팬츠 착의실태

컴프레션 팬츠 착용과 관련하여 기능 인지여부와 불

편한 점, 선호하는 형태 및 기능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

로 인터뷰하였다. 우선 컴프레션 팬츠의 착용과 관련하

여 연구대상자들이 그 기능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모든 대상자들이 기능을 인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사대상자의 연령대가

높아 컴프레션 팬츠의 착용빈도는 낮게 나타나지만 필

요와 목적에 따라 정확하게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

설문결과 컴프레션 팬츠는 대체적으로 운동능력 향상

과 체형 보정효과를 위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주로 착용하는 컴프레션 팬츠의 불편한 점에 대해

착탈의가 어려우며 특히 덥거나 땀이 났을 때 입고 벗

는 것이 힘들다고 하였다. 또 몇 번의 착용 후 허리밴드

나 무릎, 발목 부위가 잘 늘어나 처음 착용하였을 때보

다 느끼는 압박감이 약하다고 하였다. 이에 개선되었으

면 하는 문항에 대해 쉽게 입을 수 있으면서 허리나 무

릎, 종아리, 발목 부위의 압박이 더 강하게 개선되었으

면 좋겠다고 하였으며, 이는 하지 불편 부위에 대한 설

문결과<Table 9>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도 적절한 소재의 사용으로 잦은 착용과 세탁 후에도

어느 정도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

다.

선호하는 길이에 대하여 5명이 고리형, 3명이 발목형,

7부형과 쇼츠가 각 1명으로 나타났다. 고리형의 경우 발

이 함께 고정되는 느낌을 받아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발목형과 7부형은 기본적인 길이로 다른 사

람들이 가장 많이 착용하기 때문에 착용을 선호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쇼츠의 경우 사이클의 특정한 스포츠

활동을 하는 대상자가 선호하는 길이로 이너로 많이 착

용한다고 하였다. 디자인의 경우 레깅스 위에 치마가 결

합된 형태를 선호하기도 하였으나 필요에 따라 이너로

착용하기 위해 주로 레깅스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선호하는 브랜드의 경우 휠라와 리복이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다른 브랜드에 비해 제품의 가격이 저렴

하여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개발의복의 착용

평발을 교정하여 발의 통증을 감소시켜 보행 개선뿐

아니라 근육을 지지하여 발생 가능한 상해를 예방할 수

있는 컴프레션 팬츠의 착용의향에 대한 질문에 모두 긍

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대부분이 보행 시 발의 통증이 감

소되고 발의 피로를 감소시켜주면 신체 활동이 편해질

것으로 사료되어 착용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다

리 근육을 잘 잡아주어서 하지의 피로도 감소될 것 같

으며, 보행뿐 아니라 운동을 할 때에도 착용하기 좋을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비용 문제에 있어 너무 비

싸지 않은 금액 선에서 개발되면 좋겠다고 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50~60대 여성을 대상으로 평발의 여부와 발

교정기의 사용실태, 보행 시 불편 부위, 컴프레션 팬츠

의 착의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평발 보행의 불편한 점 등

의 사용자 필요를 파악하여 향후 평발의 근 ·골격계의

문제점을 개선한 컴프레션 팬츠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자는 총 355명으로 평발이라고 응답한 여성

이 42명(11.8%), 평발이 아니라고 응답한 여성이 301명

(84.8%), 본인의 발이 평발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이

12명(3.4%)으로 나타났다. 평발 인지여부에 따라 평상

시에 주로 사용하는 발 교정기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평발의 경우 평발 교정 깔창을 사용하는 사람이 15명

(4.2%)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발이 아닌 경우 아치서포

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114명(32.1%)로 가장 많았다. 평

발임에도 발 교정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

며 그 다음으로 교정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착용감

이 좋지 않아서, 사용 시 통증을 느껴서 미사용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자주 사용하는 발 교정기의 불편한 점

으로는 외출 시에만 사용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많았고,

발에 불편한 착용감, 사용 시 발에 통증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분형 아치서포터의 경우 신발에서 차지하

는 부피가 적어 사용 시 발의 통증이나 불편함이 적으

나 형태가 고정되지 않아 보행 시 아치서포터의 사용위

치가 이동하는 것이 불편한 점으로 인터뷰를 통해 조사

되었다.

평발이라고 응답한 경우 보행 시 발에서 중족부와 전



50~60대 평발 여성의 컴프레션 팬츠 개발을 위한 착용자 필요 조사

– 431 –

족부 안쪽영역, 엄지발가락이 가장 불편한 부위로 나타

났으며 하지의 경우 발목과 무릎이 가장 불편한 부위로

조사되었다. 이에 50~60대 평발 여성을 위한 컴프레션

팬츠의 개발 시 발바닥과 발목, 무릎의 통증을 경감하

고 운동범위를 개선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설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컴프레션 팬츠의 착의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M 사이

즈를 착용하는 대상자가 많았으며 주로 스포츠 활동 시

착용하며 주 1~2회의 착용빈도를 나타냈다. 가장 많이

착용하는 길이는 발목길이로 나타났고 하이 웨이스트의

레깅스 형태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선호색상과 선호브랜드는 각각 검정색과 나이키

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본 조사결과를 기초자료로 평발 보행을 개선하기 위

한 컴프레션 팬츠를 개발하기 위하여 중족과 전족 영역

의 통증 및 피로와 발목, 무릎 부위의 불편함을 감소시

킬 수 있는 디자인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컴프레

션 팬츠의 디자인 설계 시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허

리밴드와 무릎, 발목 부위가 잘 늘어나는 컴프레션 팬

츠의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평발이라고

응답한 대상자 중 컴프레션 팬츠 착용경험이 있는 10명

의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이

므로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

인 심층 인터뷰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

의 착의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평발 보행을 개선할 수

있는 컴프레션 팬츠 개발을 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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