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ptkorea.org

Article Info
Received April 16, 2020
Revised May 10, 2020
Accepted June 3, 2020

Corresponding Author
Do-young Jung 
E-mail: ptsports@joongbu.ac.kr
https://orcid.org/0000-0002-1709-837X

Key Words
Foot type 
Normalized arch height 
3D foot scan

Background: The classification of foot type can be commonly determined by the height 
of the media longitudinal arch. The normalized arch height (NAH) is defined as the ratio of 
navicular or instep heights to the foot length or instep length.

Object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among foot characteristics, such as foot 
length (FL), instep length (IL), navicular height (NH), and instep height (IH), in Korean young 
adults. Also, the distribution of foot type based on calculated NAH was assessed.

Methods: Three-dimensional foot scanning data of young adults aged 20 to 39 years (total: 
1,978; 974 male, 1,004 female) were obtained from the Korea Technology Standards Insti-
tute, and used for analyses. NAH was calculated as the following: NH/FL, IH/FL, IH/IL, NH/
IL. Spearman’s rank order correlation was used to identify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The 
Mann–Whitney U-test and chi-square test were used to compare the sex differences in foot 
characteristics and distribution of foot type.

Results: FL and IL showed a very high correlation (r = 0.94). The correlations between FL or 
IL and IH (r = 0.50–0.57) were greater than those between FL or IL and NH (r = 0.23–0.72). 
Males had significantly larger values than females (p < 0.001), and the frequency of pes 
planu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females than in males (χ2 = 50.09, p < 0.001). Based on 
the IH/IL index, the neutral foot, pes planus and pes cavus distributed by 16%, 78%, and 6% 
respectively.

Conclusion: Our results on foot arch distribution could be used as basic data in clinical or 
footwear fields, and our data on differences in arch structure according to sex may facilitate 
understanding of why injury to the lower limbs differs between males and fem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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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인간의 발은 28개의 뼈와 33개의 관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육과 인

대와 같은 다양한 연부조직으로 둘러싸여 있다[1]. 이러한 발 구조물들

을 통해 발의 아치(arch)는 체중지지 혹은 스포츠 활동 중에 균형을 유

지하고 체중을 지탱하며 지면 반발력을 흡수하는 안정화 및 충격 완화 

역할을 한다[2]. 발에는 3개의 아치, 즉 안쪽 세로 아치(medial longi

tudinal arch), 가쪽 세로 아치, 그리고 세로 아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 

3개의 발 아치 중에서 안쪽 세로 아치 높이 측정은 임상 연구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아왔다[37]. 발 안쪽 부위를 따라 뒤꿈치뼈(calcaneus), 목

말뼈(talus), 발배뼈(navicular), 그리고 쐐기뼈(cuneiform), 그리고 

첫 번째 발허리뼈(first metatarsal)로 구성된 안쪽 세로 아치는 그 높

이에 따라 발을 정상 아치 발, 평발(pes planus) 그리고 높은 아치형 

발(pes cavus)로 분류한다[8]. 안쪽 세로 아치 구조의 변화 및 비정상

적인 자세는 하지의 생체 역학적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근골격계 과사

용 증후군 발생과 연관이 있다. 높은 아치형 발은 하지 스트레스 골절, 

망치발가락 그리고 갈퀴발가락과 관련이 있고[9,10], 평발은 엄지발가

락가쪽굽힘증, 뒤정강근건염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11,12]. 

Physical Therapy Korea
PTK https://doi.org/10.12674/ptk.2020.27.3.199

pISSN: 1225-8962   eISSN: 2287-982X
Phys Ther Korea. 2020;27(3):199-205

Original
Article

한국	젊은	성인의	정규화된	아치	높이에	따른	발	유형	분석

정도영

중부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운동병리과학연구소

Analysis of Foot Type in Korean Young Adults Based on  
Normalized Arch Height
Do-young Jung, PhD, PT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Kinesiopathologic Science Institute, Joongbu University, Geumsan, Korea

https://orcid.org/0000-0002-1709-837X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2674/ptk.2020.27.3.199&domain=pdf&date_stamp=2020-08-20


200 https://doi.org/10.12674/ptk.2020.27.3.199

Do-young Jung

Kaufman 등[13]은 높은 아치형 발 혹은 평발이 정상 아치 발보다 스

트레스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약 2배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

서, 안쪽 세로 아치 자세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춘 측정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발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방사선 및 사진 촬영, 발자국(foot print

ing), 발바닥 압력 측정, 발배뼈 떨어짐(navicular drop), 발 자세 지수

(foot posture index), 복사 바깥굽음 지수(malleolar valgus index), 

그리고 3차원 발 스캔(3D foot scan)과 같은 다양한 측정방법들이 있

다[1,4,6,1420]. 이 중 방사선 사진은 발 측정방법의 표준이지만 비

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장비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발자국은 저렴하

고 신속하지만, 발바닥 연부조직이 결과를 왜곡시키고 아치 구조를 정

확하게 나타내지 못한다[21]. 자를 이용한 발배뼈 혹은 발등 아치 높이

(dorsal arch height)는 아치의 구조적인 모양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내측 종 아치는 삼각형 형태의 모양으로 아치 길

이와 높이와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 간의 비교가 가능한 

정규화된 아치 높이(normalized arch height)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6]. 

정규화된 아치 높이는 발 길이에 대한 발 높이로의 기울기로 뒤꿈치

뼈 경사 각(calcaneal inclination angle)과 뒤꿈치첫 번째 발허리

뼈 각(calcaneal first metatarsal angle)을 나타내며, 다양한 발 길이

에서도 아치 높이를 비교할 수 있다[7,22]. 이것은 아치 높이와 발 길이 

사이에 선형 관계가 있을 경우에만 그 차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아직까

지 아치 높이와 발 길이 사이에 선형 관계가 존재하는 문헌은 찾을 수 

없었다[23,24]. Xiong 등[24]과 Hill 등[23]은 3차원 레이저 스캔 기술

을 활용하여 발 길이와 아치 높이 사이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발 길이

가 발등 높이의 약한 예측 인자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이전 연

구에서는 두 변수 간의 관계식을 알아보기 위한 대상자 수가 각각 50명

과 62명으로 적었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많은 발 

계측자료를 활용하여 발 길이와 높이 사이의 유의한 선형 관계가 있는

지를 알아봄으로써 신발 및 인솔 제작 모델을 만드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전 많은 연구자들이 정규화된 발 아치 높이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해 보고하였다. 방사선 연구에서 발배뼈 높이는 뒤꿈치 경사각의 최

댓값으로 나타내는 발바닥 쪽의 안쪽 세로 아치 높이로 가장 근접한다

고 하였고[22,25], 발 전체 길이의 50% 길이에서의 발등 높이(instep 

height) 즉, 내측 쐐기뼈의 높이는 첫 번째 발허리뼈의 경사각을 나타

내는 안쪽 세로 아치의 높이를 가장 근접한다고 하였다[6,7,26]. 즉, 발

배뼈와 발등 높이의 두 가지 측정방법은 내측 종 아치의 측면 방사선 

사진과 비교하여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성인 발 유형 분류 시 발

등 높이를 활용한 아치 높이 지수(arch height index)는 앉은 자세와 

선 자세 모두 신뢰도가 매우 높았다(r = 0.86–0.99) [1,3]. 이전 연구들

을 바탕으로 타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정규화된 발 아치 높이에 따른 

발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Table 1) [1,22]. 하지만 아직 한국 젊은 성

인을 대상으로 정규화된 발 아치 높이에 따른 발 유형 분포를 알아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성별, 나이, 비만 지수와 같은 다양한 요

인들이 아치 구조와 연관이 있다[2,2729]. 특히, 성별에 따른 아치 구

조 차이는 성별에 따른 하지의 손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젊은 성인의 성별에 따른 아치 유형의 빈도

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1. 대상자 및 자료 획득

발 계측치는 한국인 제 5차 인체치수조사사업(Size Korea)에서 

2003년 3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8세에서 75세까지 남녀 19,200

명을 대상으로 전국 시, 도, 구에서 인체치수 및 형상을 측정한 자료 중 

20–30대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3D 발 스캔 자료를 조사하였다[30]. 

2,076명 자료 중 결측 자료가 있는 98명을 제외한 총 1,978명의 자료

를 사용하였으며,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 계측치들

을 측정하였다. 3차원 발 측정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 후 3차원 인체

측정 프로토콜에 의해 진행하였으며 발 스캔을 하기 위해 INFOOT 3D 

Digitalizer 모델 IF21Series (IWare Laboratory Co., Ltd, Osaka, 

Japan)을 사용하였다. 각 대상자의 특정 해부학적 표시점에 13개의 마

커를 붙이고 대상자의 오른쪽 발을 편안한 자세로 레이저 스캐너 내부

의 유리 발판 위에 올려놓고 왼쪽 발은 동일한 높이의 스캐너 옆 계단 

옆에 놓았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통합된 데이터로 발이 스캔되었고 발 

계측할 수 있도록 오른쪽 발의 3차원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처리된 이

미지에서 마커의 위치를 확인하고 자동으로 계산된 치수를 캡처하였다

[30]. 

2.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는 스캔으로 생성된 발 계측 자료 40개 항목 중, 발 전

체 길이(foot length), 발등 길이(instep length), 발등 높이(instep 

Table 1.Table 1. Foot type classification based on normalized arch height

Normalized arch 
height

Pes planus Normal foot Pes cavus

NH/IH [22] ≤ 0.213 0.214–0.314 ≥ 0.315
IH/IL [1] ≤ 0.345 0.3455–0.364 ≥ 0.365

IL, instep length; IH, instep height; NH, navicular height. 

Table 2.Table 2. Subjects characteristics

Variable
Sex Total 

(N = 1,978)Male (n = 974) Female (n = 1,004)

Age 29.45 ± 5.60 29.48 ± 5.81 29.47 ± 5.70
Weight 69.72 ± 11.11 55.11 ± 7.93 62.31 ± 12.09
Height 171.11 ± 6.28 158.73 ± 54.29 164.82 ± 8.52
Body mass index 23.77 ± 3.37 21.87 ± 2.97 22.81 ± 3.3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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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gth), 그리고 발배뼈 높이(navicular height)만을 사용하였다. 4개

의 계측자료는 다음으로 정의된다. 1) 발 길이(foot length, FL): 발 축

을 따라 측정된 발뒤꿈지점(pternion)과 가장 긴 발가락 사이의 거리, 

발 축은 발 뒤꿈치의 후부 중간 점에서 두 번째 발가락까지 발의 시상

이 분절로 정의함, 2) 발등 길이(instep length, IL): 발 뒤꿈치의 뒤쪽

면에서 첫 번째 발허리발가락 관절의 관절선까지의 수직 거리, 3) 발

등 높이(instep height, IH): 발 전체 길이의 50% 지점에서 발등 부위

에서 가장 높은 지점과 지지면 사이의 거리, 4) 발배뼈 높이(navicular 

height, NH): 발배뼈 거친 면과 지지면 사이의 거리. 본 연구에서는 4

개의 발 측정 변수로부터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정규화된 아치 높이 지

수 4가지를 구하였다(Figure 1). 1) 발배뼈 높이/발 길이(NH/FL), 2) 

발배뼈 높이/발등 길이(NH/IL), 3) 발등 높이/발 길이(IH/FL), 4) 발등 

높이/발등 길이(IH/IL).

3. 통계방법

모든 발 측정 변수들에 대한 비모수/모수 통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

규성 검정 방법으로 KolmogorovSmirnov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 

수준인 0.05보다 작게 나타나 비정규분포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아

래와 같이 모든 자료 분석은 비모수 통계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발 측

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스피어맨 순위 순서 상관 분

석(Spearman’s Rank Order Correlation)을 사용하였다. 성별에 따

른 발 측정 변수들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Mann–Whitney U 

검정을 사용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아치 유형의 분포를 비교하고자 카

이제곱검정(χ2test)을 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software (version 

21.0; IBM Corp., Armonk, NY, USA)로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 

수준 α는 0.05로 하였다. 

RESULTS

성별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은 나이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 < 0.05) (Table 2). 발 측정 변수들에 관한 기술 통계량은 

Table 3에 제시하였으며, 발 계측 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Table 4에 제

시하였다. 발 길이와 발등 길이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 = 

0.94), 발 길이와의 상관관계에서 발배뼈 높이(r = 0.23–0.72)보다 발

등 높이(r = 0.50–0.57)가 더 상관관계가 높았다. 정규화된 아치 높이 

지수들은 발 길이에 대해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상관관계는 매우 

낮았다(Table 4, Figure 2).

모든 발 계측 변수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컸으며(p < 

0.001) (Figure 3), 발배뼈 높이/발등 길이와 발배뼈 높이/발등 길이 

지수에 대한 성별에 따른 발 유형 분포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 = 

50.09, p < 0.001). 즉, 남녀 간에 발 유형 분포가 달랐다(Table 5). 발

등 높이/발등 길이 지수를 기준으로 평발 78%, 정상 발 16% 그리고 높

은 아치형 발은 6%로 분포하였으며, 발배뼈 높이/발등 길이 지수를 기

준으로 평발 44%, 정상 발 55%, 그리고 높은 아치형 발은 1%였다.

DISCUSSION

본 연구에서는 발 길이와 발등 길이 사이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

NH

IH

IL

FL

Figure 1.Figure 1. Normalized arch height calculation. (1) NH/FL, (2) NH/IL, (3) IH/
FL, (4) IH/IL. FL, foot length; IL, instep length; IH, instep height, NH, na
vicular height.

Table 3.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for all foot measurements 

Variable
Sex Total 

(N = 1,978)Male (n = 974) Female (n = 1,004)

FL 254.30 ± 11.32 232.56 ± 9.71 243.27 ± 15.13
IL 185.72 ± 9.20 170.34 ± 7.72 177.92 ± 11.45
IH 61.07 ± 4.78 54.22 ± 4.03 57.60 ± 5.59
NH 42.72 ± 8.64 37.06 ± 6.78 39.84 ± 8.25
NH/FL 0.168 ± 0.035 0.160 ± 0.030 0.164 ± 0.033
NH/IL 0.231 ± 0.048 0.218 ± 0.042 0.224 ± 0.045
IH/FL 0.240 ± 0.019 0.233 ± 0.019 0.237 ± 0.019
IH/IL 0.329 ± 0.029 0.319 ± 0.027 0.324 ± 0.02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FL, foot length; IL, 
instep length; IH, instep height, NH, navicular height. 

Table 4.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each foot measurement

Variables IL IH NH NH/FL NH/IL IH/FL IH/IL

FL 0.941* 0.568* 0.273* –0.036 –0.028 –0.080* –0.056*
IL 0.499* 0.232* –0.063* –0.090* –0.121* –0.172*
IH 0.461* 0.305* 0.311* 0.752* 0.742*
NH 0.941* 0.937* 0.340* 0.345*

FL, foot length; IL, instep length; IH, instep height, NH, navicular heigh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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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Figure 2. Scatter plots among the foot metrics. FL, foot length; IL, instep length; IH, instep height, NH, navicular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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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기 때문에(r = 0.94), 정규화된 아치 높이를 계산하기 위해 발 길이와 

발등 길이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전 연구에서

도 발 길이와 발등 길이와의 상관관계(r = 0.97)뿐만 아니라, 발등 높

이/발 길이 지수와 발등 높이/발등 길이 지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았다(r = 0.98)고 보고하였다[26]. 따라서 임상가들은 발가락 기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발 길이를 사용하고 발 길이로 발등 길이를 예측하

여 정규화된 아치 높이를 발등 높이/발등 길이 지수를 예측할 수 있다

고 언급하였다. 또한, Williams와 McClay [6]는 갈퀴발가락과 엄지발

가락가쪽휨증과 같은 발가락 기형이 있는 경우에는 발 길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발 길이를 사용한 정규화된 아치 높이는 왜곡될 수 있

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 결과, 발등 높이/발 길이 지수와 발등 높이/

발등 길이 지수는 수치적으로 다르므로 상호 교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

며, 발 기형을 고려한다면 정규화된 아치 높이 지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는 발 길이보다는 발등 길이를 활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

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규화된 아치 높이를 알아보기 위해 발배뼈 높이와 

발등 높이를 사용하였다. 정규화된 아치 높이는 발배뼈 혹은 발등 높이

에 대한 발 길이 혹은 발등 길이의 기울기로서 발배뼈 혹은 발등 높이

와 발 길이 사이에 선형 관계가 있는 경우에 아치 높이를 정규화할 수 

있다. 이전 연구에서의 발 길이 혹은 발등 길이에 대한 발배뼈 높이 혹

은 발등 높이의 약한 상관관계와는 달리(r = –0.017–0.117) [23,24], 

본 연구 결과에서는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발 길이 혹은 발

등 길이에 대한 발배뼈 높이(r = 0.23–0.27)보다 발등 높이(r = 0.50–

0.57)의 상관관계가 더 높았다. Mcpoil 등[26]은 발배뼈 높이 측정 시 

뼈 표식 점을 촉진한 것보다 발 길이의 50%에서의 발등 높이를 측정하

는 것이 임상가들에게 더 신뢰할 수 있는 측정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Williams와 McClay [6]는 캘리퍼와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여 정규화

된 아치 높이 지수들을 조사한 결과, 4개의 지수 중 발등 높이/발등 길

이 지수가 가장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전 연

구에서 언급한 내용과 발 길이 혹은 발등 길이에 대한 발배뼈 높이보다 

발등 높이의 상관관계가 더 높았던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정

규화된 아치 높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발배뼈 높이보다는 발등 높이

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3차원 레이저 스캔은 캘리퍼 기반의 측정보다 더 빠르게 데이터를 

캡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임상 연구뿐만 아니라 인간공학 및 

신발 연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된 스캐너는 측정자 간과 측장자 내 신뢰도가 매우 높았으며 캘리

퍼 및 방사선 측정과 비교하여 타당성이 입증되었다[31,32]. Hill 등

[23]은 3차원 레이저 스캔을 활용하여 발 길이와 아치 높이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발 길이와 정규화된 아치 높이는 유의한 

역의 상관관계를 지녔다고 보고하였다(r = –0.402 to –0.577). 즉, 짧

은 발이 정규화된 아치 지수가 비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이들은 신발 아치 스케일링 시 발 길이에 따라 선형 공식이 사

용될 수 없음을 언급하였다. 이것은 동일한 발 길이에 대한 정규화된 

아치 높이의 변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규화된 아치 높이는 

발 길이 외에 발 너비와 같은 다른 발 치수에 의존할 수 있음을 나타낸

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발 길이와 정규화된 아치 높이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r = –0.036 to 

–0.172). 이러한 이전 연구와 상반된 연구 결과는 본 연구에서는 정상 

발 이외의 다른 발 아치 유형이 포함됐지만, 이전 연구에서는 발 자세 

지수(foot posture index)에 의한 정상 발을 선정기준으로 하여 대상

자를 참여시켰기 때문에 발 길이에 상관없이 정상 아치이므로 정규화

된 발 아치 높이는 발 길이와 역의 상관관계로 나타내진 것으로 여겨진

다. 

이전 연구에서 발 유형별 정규화된 발 아치 높이 값을 제시하였다

[1,22]. 이전 연구에서 제시된 발 유형별 발등 높이/발등 길이 지수

에 따라 Song 등[20]의 연구에서는 1,090명의 군인을 대상으로 평발 

73.4% (남성: 71.8%, 여성: 92.0%), 정상 발 20.3% (남성: 21.7%, 여

성: 5.3%), 그리고 높은 아치형 발은 6.2% (남성: 6.5%, 여성: 2.70%) 

분포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그들은 흑인이 백인, 아시안, 그리고 히

스패닉에 비해 발등 높이/발등 지수가 낮았으나, 아시아인이 흑인에 비

해 보행 중 과도한 엎침(overpronation)이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발 78% (남성: 72.0%, 여성 83.7%), 정상 발 16% (남

성: 19.5%, 여성: 12.1%) 그리고 높은 아치형 발은 6% (남성: 8.5%, 여

성: 4.2%)로 이전 연구와 유사하게 여성이 남성보다 평발이 더 많이 분

포하였다. 이전 몇몇 연구에서 발배뼈 떨어짐과 하지 정렬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Nguyen과 Shultz [33]는 발배뼈 떨어짐과 젖힌무릎(genu 

recurvatum), 정강뼈 비틀림(tibial torsion)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

고하였다. 하지만 Medina McKeon과 Hertel [34]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넙다리네갈래근 각(quadriceps angle), 젖힌 무릎(genu recur

vatum), 골반 앞 경사 그리고 넙다리 앞경사(femoral anteversion)가 

큰 반면에 발배뼈 떨어짐과 정강뼈 안굽음(tibial varum)에는 성별 차

Table 5.Table 5. Distribution of foot type according to sex based normalized arch height

Sex
NH/IL IH/IL

Pes planus Neutral foot Pes cavus Pes planus Neutral foot Pes cavus

Male 360 (18.2) 591 (30.0) 19 (1.0) 699 (35.5) 189 (9.6) 83 (4.2)
Female 499 (25.3) 502 (25.4) 2 (0.1) 837 (42.5) 121 (6.1) 42 (2.1)
Total 859 (43.5) 1,093 (55.4) 21 (1.1) 1,536 (77.9) 310 (15.7) 125 (6.3)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IL, instep length; IH, instep height; NH, navicular height.



204 https://doi.org/10.12674/ptk.2020.27.3.199

Do-young Jung

이가 없다고 보고하였고, Shultz 등[35]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엉덩관

절의 안쪽회전, 무릎 밖굽이 각이 더 컸으나, 발배뼈 떨어짐은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전 연구들에서는 정규화된 아치 높이가 아닌 발

배뼈 떨어짐으로 비교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정규화된 

발 아치 높이와 하지 정렬의 상관성을 비교하고 발 유형에 따른 하지 

과사용 증후군의 빈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정규화된 발 아치 지수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아치 유형 분포도를 제시

함으로써 임상 혹은 발 보조기 분야에서 기초 자료로써 활용하고 성별

에 따른 하지 손상 기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한, 향후 연구에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정규화된 발 아치 높이를 기

준으로 한 발 유형을 성별 혹은 인종 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20–30대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

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 아동은 발의 아치가 성장하는 

과정이고 노인들은 발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아치와 발의 문제점이 많

아 다른 연령대에 비해 건강한 발을 선택하다 보니 젊은 성인을 대상자

로 선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아동과 노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연령

대에서의 발 계측 변수 간 상관관계와 정규화된 발 아치 지수에 따른 

발 아치 유형 분포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비만, 신발 그리고 인

종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정규화된 아치 높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20–30대 젊은 성인의 3차원 발 스캔 자료를 통해 발 

계측 변수 간의 상관관계와 정규화된 발 아치 지수를 계산하여 남녀 간

의 발 유형 분포도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발 길이와 발등 길이 사이

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발 길이 혹은 발등 길이에 대한 발등 

높이의 상관관계가 발배뼈 높이보다 높았다. 따라서 4가지 정규화된 

아치 높이 중 발등 높이/발등 길이 지수를 추천한다. 발등 높이/발등 

길이 지수를 기준으로 평발 78%, 정상 발 16% 그리고 높은 아치형 발 

6%로 평발이 정상 발보다 많았다. 또한, 모든 발 계측 변수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컸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발이 더 많이 분포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규화된 발 아치 지수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아치 

유형 분포도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임상 혹은 발 보조기 분야에서 기초

자료로써 활용하고 성별에 따른 아치 구조 차이는 성별에 따른 하지 손

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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