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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스쿼트 운동 시 키 높이 깔창이 하지의 근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thick insoles on lower extremity muscular activity during 
squat exercise  

이준철* 백홍석**

Jun-cheol Lee*, Hong-seok Baek** 

요 약 본 연구는 경남소재 H대학에 재학 중인 20~30대를 대상으로 연구목적, 연구내용, 측정방법을 설명한 후 본 실

험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남녀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스쿼트 운동시 세 가지 조건, 즉 선자세, 60도 굴곡자세,

90도 굴곡자세 저항에 따른 넙다리곧은근, 가쪽넓은근, 안쪽넓은근, 앞정강근, 장딴지근 활성도의 전후차를 비교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저항에 따른 각 근육을 비교하기 위하여 반복측정에 의한 분산분석(repeated

measured ANOVA)을 실시하였다. 60도 무릎관절 굴곡, 90도 무릎관절 굴곡시 앞정강근을 제외한 넙다리곧은근, 안

쪽넓은근, 가쪽넓은근, 장딴지근에서 통계학적으로 근활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90도 무릎관절 굴곡시에는

안쪽넓은근에 비해 가쪽넓은근의 근활성도의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나 슬개대퇴동통증후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키높이 깔창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운동의 슬개대퇴동통증후군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키높이 깔창을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EMG, 스커트, 키높이깔창, 슬개대퇴동통증후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men and women 20 to 30 of 16 patients wearing thick insoles 5cm before and 
after squat exercise based on the angle of the knee joint(0-, 60-, 90-degree) was to observe the muscle activities. For 
thi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ectus femoris EMG, vatus medialis vatus lateralis, tibialis anterior, gastrocnemius 
MVIC were quantified using. The results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After wearing the thick insole standing 
position(0') had increased EMG activity of vastus lateralis muscle, the knee angle is rectus femoris, vatus medialis, 
vastus lateralis, tibialis anterior, gastrocnemius muscles were increased muscle activity. thick insole  of the ankle joint, 
causing plantar flexion forward weight distritbution  by focusing is normally the body would lead to an array. When 
an array of everyday life, these abnormalities increases energy consumption, and muscle fatigue, increase will cause an 
imbalance in the muscles. Therefore, wearing thick insoles by changing the activity of the muscles may cause knee 
pain.
Key words : EMG, Squat, Thick insoles, PF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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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한국 사회는 외모지상주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외모가 각 개인에게 주는

의미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외모는 개인

이 자신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1].

뒤굽이 높고 좁은 하이힐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들의 욕구로부터 출발했지만 [2], 발목관절 염좌,

척추만곡증가로 인한 요통, 발가락의 압력증가로 인한

다리통증, 아킬레스 힘줄의 단축과 보행 시 산소소비량

의 증가와 같은 부작용으로 무릎관절의 퇴행성관절염

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3].

무릎관절 손상 중에서도 특히 무릎넙다리통증증후군

(patellofemoral pain Syndrome, PFPS)은 무릎 굽히기,

장시간 앉기, 스쿼트, 계단 오르 내리기 동안 무릎 앞쪽

또는 뒤쪽에 발생하는 통증으로 정의할 수 있다 [4].

PFPS의 원인은 현재 불명확하지만, 잠재적인 요

소로 하지 근육의 유연성 부족과 Q각의 증가, 무릎뼈의

압박, 안쪽빗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의 불균형이며, 이 중

큰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는 안쪽빗넓은근과 가쪽넓은

근의 약화를 들 수 있다 [5]. 따라서 PFPS의 완화를 위

해서는 안쪽빗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의 균형이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6].

여러 다양한 무릎관절의 손상 중에 슬개대퇴 동통

증증후군(patellofemoral pain syndrome;PFPS)은 일상

생활의 활동을 하는데 있어 무릎관절에 동통을 유발하

는 질환이고, 발병율은 남자는 18.1%, 여자는 33.2%로

서 여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7] [8].

슬개대퇴통증증후군의 일반적인 문제점은 무릎관

절을 굴곡하거나 신전을 할 때 무릎뼈의 비정상적인 움

직임에 대한 것이다 [9]. 무릎뼈의 움직임은 넙다리네갈

래근(quadricepes femoris)군 복합체에 의해서 능동적으

로 조절되어진다. 만일 넙다리네갈래근군의 한 부분이

약해지게 된다면 근육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고 무릎뼈

는 정상정인 진로(normal path)에서 벗어나게 되는 원인

이 된다 [10]. 이러한 모릎뼈의 부정정열(malaligment)

의 구조적인 불균형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

이며, 결과적으로 슬개대퇴동통증후군을 발생시키는 원

인이 된다 [10] [11] [12].

여성이 하이힐이라면, 요즘 남성에게는 키높이 깔

창이 떠오르고 있는데, 최근 옥션에서 키높이 깔창과

키높이 구두의 증가율이 40%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는

남성이 키높이 구두를 착용하고 생활하는 인구가 증가

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다 [13].

최근 하이힐이 발 건강이나 근육에 좋지 않은 영

향을 미치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증명되어 있다

[14] [15] [16] [17] [18]. 또한 키높이 깔창이 발 건강이

나 근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

[19] [20] [21] [22] [23].

따라서 본 연구는 5cm 키높이 깔창을 착용하고 서

있을 때 선자세, 60도, 90도의 슬관절 굴곡자에서 하지

의 근 활성도에 어떠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기 위해 실시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남소재 H대학에 재학 중인 20~30대를 대

상으로 연구목적, 연구내용, 측정방법을 설명한 후 본

실험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남녀 16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대상자의 조건은 과거와 현재에 신경학적 정신

적, 정형외과적 질환의 병력이 없으며, 전정계 손상이나

시력장애로 인한 전반적인 균형에 문제가 없는 자 등을

연구조건으로 설정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연구는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실험절차에 대해 충

분히 설명하였다. 대상자는 근활성도 측정을 위해 부착

하는 전극의 위치가 드러나면서 스쿼트 운동을 실시하

는데 지장이 없는 반바지를 착용하였다. 전극을 피부에

부착하기 전에 저항을최소화 하기 위하여 각 근육의 전

극 부착 위치의 털을 제거한 후 알코올로 닦았다.

스쿼트를 통해 근전도 신호를 측정할 때 순서에 따른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무작위로 제비뽑기를 이용하여

순서를 결정하였다. 스쿼트 운동시 대상자의 시작자세

는 어깨넓이로 양발을 벌리고 무릎관절을 굴곡하도록

지시하였다.

무릎관절 굴곡 각도는 goni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고(Figure 1), 근전도 전극은 유선근전도기(Biop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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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150, EMG100C, Biopac system, Inc. USA)를 이용

하여 넙다리곧은근, 안쪽넓은근, 가쪽넓은근, 앞정강근,

장딴지근에 부착하여 근활성도를 측정하였다(Figure 2).

개인별 근력의 차이로 인한 자료분석의 오류를 방지

하기 위하여 최대수의적 등척성 수축력 값(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을 이용하여

정량화(normalization)하였다. 최대수의적 등척성 수축

력의 측정을 위해 대상자가 테이블에 앉은 상태에서 발

이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한 뒤 측정 하였고, 각 3회간 측

정한 평균 값을 자료 값으로 활용 하였다. 테이블에 앉

은 상태에서 무릎관절 신전을 유지하도록 지시하면서

실험자는 최대의 힘으로 무릎관절 굴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각 대상자별로 3회 측정하였으며, 각 회

간 약 1분간 휴식하여 피로를 최소화 하였다. 이렇게 얻

어진 3회의 값에 대한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실험 설계 방법의 스쿼트 방법은

5cm 높이의 키높이 깔창 착용 전과 착용 후를 각각 3회

씩 선자세, 60도, 90도의 정적 스쿼트 자세를 실시하였

다. 그리고 전체 5초동안 유지하여 처음 1초 마지막 1초

를 뺀 3초의 값을 평균값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1. 고니오메타

Figure 1. Goniometer

그림 1. 고니오메타

Figure 1. Goniometer

3. 실험도구 및 자료수집

무릎관절의 각도에 따른 근육의 활성도를 측정하

기 위하여 표면 전극을 사용하였고 이 전극은 하나의

도자에 두 개의 활성전극(active electrode)과 하나의 접

지전극(reference electrode)으로 구성되었다.

4. 분석방법

스쿼트 운동시 세 가지 조건, 즉 선자세, 60도 굴

곡자세, 90도 굴곡자세 저항에 따른 넙다리곧은근, 가쪽

넓은근, 안쪽넓은근, 앞정강근, 장딴지근 활성도의 전후

차를 비교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선자세, 60도, 90도 굴곡자세에서 저항에 따른 각

근육을 비교하기 위하여 반복측정에 의한 분산분석

(repeated measured ANOVA)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

의수준 a는 0.05로 하였고, SPSS 12.0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20~30대의 건강한 성인 남녀 1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평

균나이는 24.37세, 평균신장은 163.68cm, 평균 체중은

56.43kg이였다.

Ⅳ. 실험 및 결과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실험군(N=16)M±SD

성별 남(n=5, 31.3%) 여(n=11, 68.8%)

연령 24.37±2.84

신장 163.68±6.53

체중 6.43±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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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후 t p

넙다리곧은근 36.86±19.86 44.31±19.51 -5.70 0.00

안쪽넓은근 42.05±12.66 49.51±14.56 -5.45 0.00

가쪽넓은근 47.89±13.03 55.52±14.88 -3.86 0.00

앞정강근 45.74±50.25 32.53±44.71 1.38 0.04

장딴지근 56.17±24.39 71.02±33.21 -4.7 0.00

2. 선 자세에서의 변화

선 자세에서 깔창 착용 전후의 비교에서 넙다리곧

은근, 안쪽넓은근, 앞정강근, 장딴지근은 착용 전후에

값은 증가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고(p>0.05), 가쪽넓은근만 깔창 착용 전 8.35±2.41에서

깔창 착용 후 10.37±4.98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0.05).

표 2. 선 자세에서의 변화

Table 2. Change in standing posture

전 후 t p

넙다리곧은

근
12.63±6.19 12.82±6.08 -0.28 0.38

안쪽넓은근 12.81±4.26 13.39±4.55 -1.22 0.12

가쪽넓은근 8.35±2.41 10.37±4.98 -1.76 0.0

앞정강근 8.73±4.15 9.75±5.26 -1.40 0.90

장딴지근 19.56±7.17 20.19±7.21 -0.97 0.17

3. 60도에서의 변화

무릎관절 굴곡 60도에서는 넙다리곧은근, 가쪽넓은근,

안쪽넓은근, 장딴지근에서 각각 전후값이 넙다리곧근은

21.48±10.33에서 26.84±11.82로, 안쪽넓은근은 27.54±9.86

에서 33.38±10.04로, 가쪽넓은근은 25.53±9.29에서

28.44±9.59로, 장딴지근은 33.56±14.69에서 42.75±18.92로

통계학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p<0.05). 앞정강근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표 3. 60도에서의 변화

Table 3. Changes in the knee joint 60-degree

전 후 t p

넙다리곧은

근
21.48±10.33 26.84±11.82 -4.68 0.00

안쪽넓은근 27.54±9.86 33.38±10.04 -4.22 0.00

가쪽넓은근 25.53±9.29 28.44±9.59 -4.82 0.00

앞정강근
23.62±4.5.8

0
16.41±10.07 0.76 0.22

장딴지근 33.56±14.69 42.75±18.92 -5.27 0.00

4. 90도에서의 변화

무릎관절 굴곡 90도에서는 넙다리곧은근, 가쪽넓은근,

안쪽넓은근, 앞정강근, 장딴지근에서 각각 전후값이 넙

다리곧은근은 36.86±19.86에서 44.31±19.51로, 안쪽넓은

근은 42.05±12.66에서 49.51±14.56로, 가쪽넓은근은

47.89±13.03에서 55.52±14.88로, 앞정강근은 45.74±50.25

에서 32.53±44.71로, 장딴지근은 56.17±24.39에서

71.02±33.21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표 4. 90도에서의 변화

Table 4. Changes in the knee joint 60-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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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의

제곱합

자

유

도

평균

제곱
F P

넙다리곧은근 902.23 1 902.23 41.98 0.00

안쪽넓은근 1219.07 1 1219.07 33.41 0.00

가쪽넓은근 1250.04 1 1250.04 37.79 0.00

앞정강근 2015.73 1 2015.73 2.67 12.00

장딴지근 3245.58 1 3245.58 32.84 0.00

5. 3가지 자세에서의 변화

3가지 자세에서는 넙다리곧은근, 가쪽넓은근, 안쪽

넓은근, 장딴지근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05).

표 5. 선 자세, 60도, 90도 비교

Table 5. Comparison of Standing Posture and Knee Joint

60-degree and 90-degree

Ⅳ. 고찰

본 연구는 스쿼트 운동시 키높이 깔창 착용이 하지

근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슬개대퇴

동통증후군(patellofemoral pain syndrome;PFPS) 발생

빈도를 높일 것이라는 전제로 시작하였다.

일상생활이나 작업장 등에서 쪼그리거나 무릎을

굽히는 동작은 흔하게 발생하는 동작이다. 이러한 동작

은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경향이 강하며 이러한 자세는

무릎의 구조적 변화나 근육의 기능 이상과 무릎의 구조

적 변화나 근육의 기능 이상과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24] [25] [26].

여러 다양한 무릎관절의 손상 중에 슬개대퇴동통

증후군은 일상생활의 활동을 하는데 있어 무릎관절에

동통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27]. 안쪽넓은근의 약화가

슬개대퇴동통증후군의 주된 원인이란 것은 많은 연구

를 통해 밝혀졌다 [28] [29] [30]. 무릎관절 각도가 클

때와 벽면 스쿼트를 하는 경우 안쪽넓은근과 가쪽넓은

근의 근활성도가 높았으며 [31], 또한 정상인의 경우 안

쪽넓은근은 가쪽넓은근에 비해 먼저 활성화되는 반면

슬개대퇴동통증후군 환자는 안쪽넓은근의 활성 시점이

가쪽넓은근보다 늦는 경향이 있다 [28] [32] [33].

많은 연구에서 슬개대퇴증후군의 일반적인 문제점

은 무릎관절을 굴곡하거나 신전을 할 때 무릎뼈의 비정

상적인 움직임에 대한 것이다. 무릎뼈의 움직임은 넙다

리네갈래근군 복합체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조절되어진

다. 만일 넙디리네갈래근군의 한 부분이 약해지게 된다

면 근육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고 무릎뼈는 정상적인 진

로(normal path)에서 벗어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러

한 무릎뼈의 부정정열(malalignment)의 구조적인 불균

형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이며, 결과적으로

슬개대퇴동통증후군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34].

무릎관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발이나 체중과

같은 외적 인자도 고려해야 될 것이다. 특히 키높이 깔

창과 같은 높은 굽은 발목관절에 과도한 발바닥쪽 굽힘

을 야기하고 체중분포를 앞쪽으로 집중시켜 정상적 신

체 배열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이상 배열은 보행

시 에너지 소모량을 증가시키고, 근피로를 가중시켜 발

목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근육에 불균형을 야기할

것이다 [35].

스쿼트 운동 시 키높이 깔창 착용이 하지근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선자세, 60도 슬관절 굴

곡, 90도 슬관절 굴곡한 상태에서 스쿼트 운동을 실시

한 결과 각각 다른 근전도값을 측정해낼 슈 있었다. 근

전도는 표면 근전도를 사용하였으며, 결과값을 정량화

하기위해 MVIC측정법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인 넙다리

네갈래근과 같은 하지근육의 MVIC측정법은 대퇴와 하

퇴의 사이각을 90도로 고정한 상태에서 무릎을 신전,

굴곡시키는 운동을 할 때 근육의 최대 활동치를 찾는

것이다 [36]. 그러나 근육의 길이-힘, 근수축 속도-힘의

관계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근육에 발현되어지는 힘

의 정도는 근육의 길이와 근수축 속도에 따라 변화되어

질 것이며 근력의 변화는 바로 근육에서 발생하는 활동

전위 변화를 동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값의 변화

는 근전도값의 변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

단되어진다.

세 가지 스쿼트 동작에서 근전도 측정결과 앞정강

근을 제외한 나머지 근육들은 60도 굴곡, 90도 굴곡자

세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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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도가 증가할수록 근활성도가 증가하였지만, 앞정

강근은 무릎의 각도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감소하였다.

무릎의 각도가 증가할수록 근육활동이 증가한 것은 상

체의 앞, 뒤 중심이동을 방지하고 발바닥쪽굽힘됨에 따

라 안정성의 감소를 나타내고 이러한 안정성의 감소는

하지 근육에 더욱 많은 일을 요구하게 되며, 상체의 균

형을 잡기 위해 상대적으로 근육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무릎의 각도가 증가할수록 앞정강근의

근육활동이 감소한 것은 스쿼트 운동 자세와 균형을 유

지하기위한 앞정강근의 근육 활동이 발뒤꿈치 보조물

로 인해 발목 관절각의 발바닥쪽굽힘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앞정강근에서 발현되어지는 근육활동은 상

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그리고 키높

이 깔창을 착용한 스쿼트 운동 시 무릎의 굴곡각도가

증가할수록 안쪽넓은근보다 가쪽넓은근의 근 활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 논문을 바탕으로 우리는 키높이 깔창을 착용한

스쿼트 운동이 슬개대퇴동통증후군을 유발 또는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임상적으로 환자에게 스쿼트 운동

을 가르칠 때에 주의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정상성인을 대상으로 5cm 키높이 깔창

을 착용하여 선자세, 60도 무릎관절 굴곡, 90도 무릎관

절 굴곡에 따른 정적 스쿼트 운동 시 하지 근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60도 무릎관절

굴곡, 90도 무릎관절 굴곡시 앞정강근을 제외한 넙다리

곧은근, 안쪽넓은근, 가쪽넓은근, 장딴지근에서 통계학

적으로 근활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90도 무

릎관절 굴곡시에는 안쪽넓은근에 비해 가쪽넓은근의

근활성도의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나 슬개대퇴동통증후

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키높이 깔창을 착용한 상태에

서의 운동의 슬개대퇴동통증후군을 악화시킬 수 있으

므로 키높이 깔창을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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