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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과 달리기 시 신발의 크기가 족저압과 지면반발력,
하지의 근피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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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Effect of Shoe Size on Foot Pressure, Ground Reaction Force, and Fatigue During

Walking and Running

Tack-hoon Kim, Ph.D., P.T.
Dept. of Physical Therapy, Hanseo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influence of two shoe size conditions on foot pressure,

ground reaction force (GRF), and lower extremity muscle fatigue. Seven healthy men participated. They

randomly performed walking and running in two different conditions: proper shoe size and 10 ㎜ greater

than proper shoe size. Peak foot pressure, and vertical, anterior and mediolateral force components were

recorded with the Parotec system and Kisler force platform. To assess fatigue, the participants performed

treadmill running for twenty-five minutes twice, each time wearing a different shoe size. Surface electro-

myography was used to confirm localized muscle fatigue using power spectral analysis of four muscles

(tibialis anterior, gastrocnemius medialis, rectus femoris, and biceps femor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In walking conditions, there was a significantly higher peak pressure in the 10 ㎜ greater than proper

shoe size insole sensor 1, 2, 14, and 18 (p<.05). 2) In running conditions, there was a significantly higher

peak pressure in the 10 ㎜ greater than proper shoe size insole sensor 5, 14, and 15 (p<.05). 3) In walk-

ing conditions, there was a significantly higher first maximal vertical GRF in the 10 ㎜ greater than

proper shoe size (p<.05). 4) In running conditions, no GRF componen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

tween each shoe size condition (p>.05). 5) Muscle fatigue indexes of the tibialis anterior and rectus femo-

ri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10 ㎜ greater than proper shoe size condition. These results in-

dicate that wearing shoes that are too large could further exacerbate the problems of increased foot pres-

sure, vertical GRF, and muscle fati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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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신발의 기능은 발의 보호와 보행 능률의 증진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대 사회의 대중 매체와 대량의 상품광

고는 획일적인 유행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인의

신체 특성과는 무관하게 이를 맹목적으로 따르려는 사

람들도 적지 않아 무리하게 높은 굽의 신발을 신기도

하고, 뒷굽이 높고 넓으며 앞굽이 높은 소위 통굽 구두

라는 것이 젊은 여성들 사이에 크게 유행하기도 하였다

(김준환 등, 1995).

발을 잘 지지하지 못하는 신발은 불편할 뿐만 아니

라 통증을 야기하고 때로는 발의 기형을 초래하기도 한

다. 10대와 20대의 신발을 신는 형태에서 건강과 편안

함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신발보다는 유행과 패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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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경우 성인의 약 40％

에서 발의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대다수에서

무지 외반증, 건막류(bunion), 추상족지(hammer toe)

등이 발견된다고 하였다(Coughlin, 1984; Coughlin 등,

1995). 신발을 신지 않는 인구집단에서는 발의 문제가

거의 없다고 하였다(Didia 등 1987; Sim-Fook과

Hodgson, 1958). 반대로 건강한 356명의 여성(20에서

60대)에서 80％가 신발을 착용하였을 때 발의 통증이

있었으며, 76％에서 한 곳 이상의 발의 변형이 있었고,

88％가 본인의 발 너비보다 평균 1.2 ㎝ 너비가 좁은

신발을 착용하고 있었다(Opila-Correia, 1990). 자주 낙

상(falling)을 하는 106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낙상의 원인 중 28％가 신발에 있었다고 하였다

(Frey와 Kubasak, 1998).

Coughlin과 Thompson(1995)은 미국의 경우 신발로

인한 발의 기형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과 수술 후

(post-operative)의 직접비용이 1.5조 달러이며 추가로

간접비용 1.5조 달러가 추가로 소요된다고 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고비용, 불편함, 기형으로 인한 고통 등에도

불구하고 신발제조업자는 하이힐이 가슴과 복부, 엉덩

이와 골반의 모양을 강조하고 다리를 날씬해 보이는 신

발이라고 선전한다(Smith와 Helms, 1999).

레저를 위한 신체활동을 위한 신발은 특히 편안함이

중요한 요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발을 신었을 때

편안함 여부를 즉시 알아차릴 수 있다. 신발의 편안함

을 높이는 부분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족저

압(Chen 등, 1994; Henning 등, 1996), 보행 시 뒤꿈치

닿기(heel strike)의 수직 충격력(vertical impact force)

과 연관이 있고(Milani 등, 1995), 발과 다리의 형태나

정렬(Miller 등, 2000), 발의 감각(Mündermann 등,

2001)이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근 피로

(fatigue), 근 수행력(performance) 등의 근 활동과도 관

련이 있다고 하였다(Nigg 등, 1999; Nigg, 2001).

Jordan 등(1997)의 연구에서는 20명의 정상인을 대상

으로 본인이 편안한 속도로 10 m 보행을 하게 하였을

때 불편한 신발을 착용하고 걸은 집단이 편안한 신발을

착용한 집단보다 발의 모든 부분에서 족저압(foot

pressure)이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다고 하였다. 보행 시

증가된 족저압은 조직손상과 궤양(ulceration)의 위험을

증가시키고(Fryberg 등, 1998), 족부 동통의 원인이 된

다고 하였다(Brown 등, 1996; Lord 등, 1986). 이러한

이유로 Burnfield 등(2004)은 당뇨병이나 말초신경병증

이 있는 노인은 빠른 보행이나 달리기를 가급적 피하고

발에 잘 맞는 신발과 적절한 착용법 등으로 발의 손상

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Moholkar와 Fenelon(2001)은 본인의 발 크기보다 큰

신발을 신고 달리기를 했을 때 발의 부종이 생길 가능

성이 높다고 하였다. Burnfield 등(2004)은 건강한 노인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행속도가 빨라질수록 뒤꿈

치와 전족부의 평균 압력과 최대 압력이 증가한다고 하

였다. Nigg 등(2003)은 달리기 시 체중의 1배에서 2.5배

정도의 충격력이 하지에 작용한다고 하였다. 위의 연구

에서처럼 부적합한 신발을 신었을 때 보행할 때보다는

달리기 시 손상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활동량이 많

은 20대의 경우 미용이나 유행을 이유로 본인에게 맞지

않는 신발을 착용하기 때문에 발의 변형이나 부상의 위

험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행과

달리기 시 신발의 크기가 족저압, 지면반발력과 근 피

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은 서산에 소재한 한서대학교 학생 중에서

발의 기형이나 변형이 없고 특별한 통증을 호소하지 않

는 정상 남성 7명으로 250 ㎜에 가까운 크기의 발을 가

진 자에 한하였으며 이전에 근골격계 손상, 시각 및 평

형감각의 이상이 있는 자는 제외하였다.

2. 실험설계

메트로놈을 이용하여 대상자들의 평상 시 보행속도

와 달리기에 대한 분속수(cadence)를 구하고 이를 기준

으로 대상자에 맞는 신발, 10 ㎜ 큰 신발을 각각 착용

한 후 10 m 보행로에서 걷기와 달리기 조건에서 족저

압과 지면반발력을 측정하였다. 보행을 먼저 실시 한

후 달리기 조건을 수행하였고 각 조건에서 신발의 크기

에 따른 착용 순서는 제비뽑기를 하여 무작위로 하였

다. 앞의 실험이 뒤 실험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충분한 휴식시간을 두도록 하였다. 신발은 연구자가 구

입한 같은 종류의 신발을 적용하였다. 신발의 종류는

전문적인 고기능성을 갖춘 운동화는 아니었으며 일반적

으로 사용하는 운동화로 신발끈은 벨크로 형태로 된 것

을 선택하였다. 트레드밀에서의 하지 근피로의 측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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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arotec 인솔의 24개 압력측정센서의

위치와 번호.

족저압과 지면반발력을 측정한 다음날 최대 심박수의

65％ 운동강도에 해당하는 목표 심박수로 25분 동안 지

속하여 운동시켰다. 65％에 해당하는 목표 심박수는 최

대 심박수에 .65를 곱하여 계산하였다. 목표 심박수의

유지는 심박수 측정기를 이용하여 트레드밀의 속도조절

을 통해 이루어졌다.

3. 자료의 수집

가. 발 길이의 측정

족관절의 관절운동범위, 발 길이의 측정은 검사용 판

위에 올라가서, 연구대상자는 체중을 싣고 바르게 선

자세에서 측정하였다.

나. 족저압 자료의 수집2)

본 연구에서는 보행과 달리기 시 족저압을 측정하기

위해 Parotec system
1)
을 사용한다. 이 기기는 조절박스

(controller box), 압력감지 안창(pressure sensitive

flexible insole), 메모리카드, 자료출력 및 정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있다. 한 쌍으로 이루어진 압력

감지 안창은 발에 맞출 수 있도록 다양한 크기로 나누어

져 있다(그림 1). 이곳에는 양쪽에 각각 24개의 감지기가

존재하여 발바닥의 각 부위에서 측정된 자료들을 조절박

스로 보낸다. 조절박스에 내장된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자료들은 케이블을 통해 컴퓨터에 입력되어 모니터나 프

린터를 통해 출력된다. Parotec system의 감지기는 수직

력에 의한 압력뿐만 아니라 전단력으로 인한 압력까지

측정하여 압력의 전체를 측정하므로, 기존의 압력감지기

들의 단점이 보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압력감지기와 발

의 위치는 1～4번은 후족부, 5～12번은 중족부, 13～16

중족골경, 17～20번은 중족골두, 21～22번은 2～5지, 2

3～24번은 무지부위에 해당한다. Parotec system에서 제

공되는 자료는 정적상태에서 발의 각 부위별 압력, 압력

중심점(center of pressure)의 위치 및 위치변화, 그리고

동적상태에서의 발의 부위별 압력, 압력 중심점의 변화,

접지 시간(contact time), 부위별 압력-시간 적분값

(impulse total), 최고압력, 입각기내에서의 각 보행주기의

비율(％ phase) 등이다. Parotec system의 신뢰도는 압력감

지기의 대부분이 .75 이상으로 재측정 신뢰도가 높은 족저압

측정도구라고 하였다(노정석과 김택훈, 2001).

연구자가 준비한 운동화 내부에 대상자의 발 크기에

가장 적합한 압력감지 안창을 설치하고, 편하게 묶어 고

정하였다. 압력감지 안창설치와 조절박스를 연결하여 측

정준비를 마친 후, 측정 전에 10걸음 정도 걷게 하여 압

력감지 안창의 유동성과 보행의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한

후 측정하였다. 기기의 자료 수집율(sampling rate)은

200 ㎐로 하였다. 측정은 총 4가지 조건에서 실시하였다.

다. 지면반발력 자료의 수집3)

10 m 보행로의 중앙에 힘측정판(force platform, .4 m×.6

m)2) 1개를 설치하여 모든 조건에서 지면반발력을 수집하

였다. 힘측정판의 표본추출율은 240 ㎐로 측정하였다.

라. 근전도 자료의 수집4)5)

하지 근피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근전도기

(electromyography)3)와 지름이 1 ㎝, 전극간의 간격이 2 ㎝

인 이극표면전극(bipolar surface electrode)4)을 사용하였다.

표면전극과 접지전극은 우세 발에 부착하였다. 모든

대상자의 피부 표면에 전극을 부착하기 전, 피부 저항

을 감소시키기 위해 각질을 제거하고 면도하며, 알코올

로 닦은 후, 전극을 고정하였다. 전극 부착 위치는 넙다

리곧은근(rectus femoris)은 아래앞엉덩뼈가시와 무릎

뼈의 윗부분을 연결 한 선의 중간에 부착하고, 반힘줄

모양근(semitendinosus)은 궁둥뼈 결절(ischial tuber-

1) Paromed Medizintechnik Co., Germany.

2) Ver. 3.2.6. Type 9286AA. KISLER Instrument, Winterthur, Switzerland.

3) MP100A-CE, BIOPAC System Inc., CA. U.S.A.

4) TSD 150B, BIOPAC System Inc., C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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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 평균±표준편차 범위

나이(세) 22.0±2.2 19～24

신장(㎝) 171.4±2.7 168～176

체중(㎏) 66.9±8.8 56～82

발 크기(㎜) 249.7±1.7 247～252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7)

osity)과 넙다리뼈(femur)의 안쪽 위관절융기(medial

epicondyle) 사이를 연결한 선의 중앙 지점에 부착하였

다. 앞정강근(tibialis anterior)은 경골결절 아래로 검사

자의 손가락 네 개 넓이 정도, 경골능 외측으로 손가락

하나의 두께에 위치한 지점에 부착하였고, 장딴지안쪽

갈래근(gastrocnemius medial head)은 종아리 안쪽 근

육에서 다리오금선(popliteal crease) 아래로 손 하나 떨

어진 위치에 부착하였다(Cram 등, 1998; Perotto, 1996).

근전도 신호의 표본 수집율은 1024 ㎐이었으며, 잡음

을 제거하기 위해 10～450 ㎐의 대역통과 필터(band

pass filter)와 60 ㎐ 대역 여과 필터(band stop filter)를

사용하였다. 25분 동안 근전도 신호를 수집하고, 수집

후 5분을 제외한 전체 운동시간의 근전도 신호를

RMS(root mean square) 하였다. 5분을 제외한 그 다

음부터 운동 마지막까지 10초씩 FFT(fast Fourier

transformation) 주파수 분석(frequency power spec-

trum)을 하여 중앙주파수 값을 수집하였다.

마. 신발 착용의 편안함을 측정하기 위한 시각상사척

도(visual analogue scale; VAS)와 자각인지도 자료 수집

보행과 달리기 시 신발의 편안함을 측정하기 위한 시

각상사척도는 길이 10 ㎝의 범위로 좌측의 ‘전혀 편안하

지 않다’(0 ㎝), 우측의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함’(10

㎝)으로 안락함에 포함되는 항목은 전체적인 편안함, 내

외측 조절(mediolateral control), 전족부 쿠션감(forefoot

cushioning), 뒤축의 적합성(heel cup fit)을 측정하였다.

트레드밀 운동동안 운동의 힘든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

여 6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에서 20점 ‘최대

의 노력’까지의 분류 척도를 이용한 자각인지도(rating

of perceived of exertion)를 운동직후 측정하였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윈도용 SPSS version 12.0 통계프로

그램을 사용하였다. 측정값들을 콜모고로프-스미르노프

(Komogorov-Smirnov) 검정으로 정규분포 여부를 알아

보았다. 운동화의 크기에 따른 족저압, 지면반발력 그리

고 근 피로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짝비교 t-검정

실시하였다. 유의 수준 α=.05로 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2세, 평균 신장은 171.4 ㎝,

평균 체중은 66.9 ㎏, 발 크기는 249.7 ㎜이었다(표 1).

2. 보행 시 신발 크기에 따른 최대 족저압의 비교

보행 시 신발 크기에 따른 최대 족저압을 비교하였을

때, 10 ㎜ 큰 신발을 착용한 조건에서 후족부 압력감지

기 1번과 2번, 중족골경부 14번, 중족골두부 18번 압력감

지기의 족저압이 맞는 신발 착용 조건보다 유의하게 증

가하였다(p<.05). 그러나 족내측 중족부 압력감지기 6번

은 10 ㎜ 큰 신발을 착용 조건에서 맞는 신발 착용 조건

보다 최대 족저압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5)(표 2).

3. 달리기 시 신발 크기에 따른 최대 족저압의 비교

발 크기에 맞는 신발과 10 ㎜ 큰 신발을 착용하고

달리기를 하였을 때, 10 ㎜ 큰 신발을 착용한 조건의

외측 중족부 압력감지기 5번, 중족골경부 14번, 15번 압

력감지기의 족저압이 맞는 신발 조건보다 유의하게 증

가하였다(p<.05)(표 3).

4. 보행 시 신발 크기에 따른 지면반발력의 비교

10 ㎜ 큰 신발을 착용한 조건의 첫 번째 최대 수직

지면반발력(first maximal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은 869.67±115.04％BW/㎝
2
로 맞는 신발을 착용하

고 보행한 조건의 828.19±116.03％BW/㎝2보다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p<.05)(표 5).

5. 달리기 시 신발 크기에 따른 최대 지면반

발력의 비교

달리기 시 신발 크기에 따른 최대 지면반발력은 수

직 반발력, 내외측 전단력, 전후방 전단력 모두에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p>.05)(표 5).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 15권 제 1호

PTK Vol. 15 No. 1 2008

- 5 -

압력감지기 맞는 신발 10 ㎜ 큰 신발 t

1 39.05±7.76
a

44.17±9.40 -2.485*

2 37.19±6.85 42.56±8.66 -3.283*

3 27.11±4.97 29.54±5.25 -1.402

4 26.86±6.13 28.38±4.77 -2.193

5 8.84±3.43 8.68±3.91 .283

6 6.88±3.63 5.15±3.06 2.424*

7 7.09±6.49 6.55±5.97 1.192

8 5.35±2.15 5.89±3.20 -.464

9 2.27±2.00 1.69±1.27 1.825

10 8.17±5.80 9.48±6.93 -2.009

11 4.56±2.14 4.45±2.76 .253

12 1.52±2.99 1.11±1.98 1.037

13 6.81±2.40 6.37±2.87 .705

14 8.42±3.14 9.31±3.72 -2.663*

15 7.00±5.27 8.09±6.90 -1.604

16 8.11±4.85 8.61±5.16 -.981

17 13.91±6.21 16.87±14.28 -.787

18 34.27±9.85 39.39±13.71 -2.431*

19 25.73±7.67 27.43±6.98 -1.940

20 28.20±9.39 26.67±9.75 .554

21 25.23±15.71 28.68±8.05 -1.431

22 18.70±16.10 19.88±15.08 -.483

23 8.44±6.05 11.26±15.11 -.760

24 40.74±15.16 38.31±15.22 .932
a
평균±표준편차.

*p<.05.

표 2. 보행 시 신발 크기에 따른 최대 족저압의 비교

단위: ％BW/㎝
2

압력감지기 맞는 신발 10 ㎜ 큰 신발 t

1 51.01±15.83
a

47.48±16.15 1.161

2 44.87±14.73 43.63±14.47 .654

3 32.03±8.45 29.52±7.61 .929

4 27.67±9.64 27.07±8.40 .358

5 11.92±4.21 13.21±4.96 -2.738*

6 9.85±3.14 9.33±2.96 .552

7 10.99±9.82 11.56±10.69 -.954

8 10.61±3.18 10.95±3.57 -.807

9 4.37±2.88 4.36±3.64 .029

10 14.75±8.18 18.77±7.37 -2.348

11 8.47±3.66 8.85±4.00 -1.001

12 3.62±3.63 3.04±3.55 2.065

13 9.82±4.58 10.85±4.78 -1.754

14 13.20±3.70 15.47±3.87 -2.785*

15 11.90±6.71 16.08±8.57 -2.522*

16 14.19±6.06 17.63±7.69 -1.230

17 17.61±7.07 20.26±12.30 -.679

18 40.83±17.78 40.31±15.93 .430

19 32.95±9.53 33.06±8.81 -.057

20 32.42±9.59 32.58±10.87 -.140

21 29.69±20.45 29.24±21.71 .308

22 20.79±17.25 23.23±17.65 -2.004

23 10.67±7.44 13.67±15.63 -.820

24 34.44±10.50 34.81±11.74 -.173
a
평균±표준편차.

*p<.05.

표 3. 달리기 시 신발 크기에 따른 최대 족저압의 비교

단위: ％BW/㎝
2

6. 트레드밀 달리기 시 신발 크기에 따른 피

로지수의 비교

맞는 신발을 착용한 조건보다 10 ㎜ 큰 신발을 착용

한 조건의 앞정강근과 넙다리곧은근의 피로지수가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p<.05). 장딴지안쪽갈래근과 반힘줄모

양근의 피로지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표 6).

7. 보행과 달리기 시의 신발 크기별 시각상사

척도와 트레드밀 달리기 시 자각인지도의 비교

보행 시 신발 크기별 시각상사척도는 전체적 편안함과

내외측 조절감, 전족부 쿠션감, 뒤축의 적합성 등 맞는 신

발 조건에서 10 ㎜ 큰 신발 조건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p>.05). 트레드밀 운동 시 자각인지도는 10

㎜ 큰 신발조건에서 14.33점으로 맞는 신발조건의 13.00보

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5)(표 7).

Ⅳ. 고찰

Burnfield 등(2004)은 빠른 보행(97 m/min) 시 최대

압력은 후족부 280 ㎪, 중앙과 내측중족골 250, 220 ㎪,

무지에서 270 ㎪로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Zhu 등

(1995)은 70, 80, 90, 100, 110, 120 분속수에서 최대 족

저압을 측정한 결과, 120 분속수는 70 분속수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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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면반발력(％BW) 맞는 신발 10 ㎜ 큰 신발 t

수직 반발력

첫 번째 수직 반발력 828.19±116.03a 869.67±115.04 -3.529*

두 번째 수직 반발력 838.44±109.55 826.25±74.74 .394

내외측 전단력

첫 번째 외측 전단력 37.10±4.44 41.97±8.85 -1.838

첫 번째 내측 전단력 32.07±6.71 26.65±12.82 .927

두 번째 내측 전단력 33.06±8.31 32.29±10.55 .181

전후방 전단력

감속 전단력 136.64±37.23 141.83±34.97 -.407

가속 전단력 142.27±20.08 143.88±19.94 -.103
a
평균±표준편차.

*p<.05.

표 4. 보행 시 신발 크기에 따른 지면반발력의 비교

최대 지면반발력(％BW) 맞는 신발 10 ㎜ 큰 신발 t

수직 반발력 1583.20±192.31a 1572.64±188.99 .776

내외측 전단력

첫 번째 외측 전단력 30.56±15.47 40.72±21.47 -.840

첫 번째 내측 전단력 66.04±13.61 58.90±10.88 .578

전후방 전단력

감속 전단력 158.41±37.07 156.98±39.59 .226

가속 전단력 152.38±3.06 174.79±30.90 -1.292
a
평균±표준편차.

표 5. 달리기 시 신발 크기에 따른 최대 지면반발력의 비교

근육 맞는 신발 10 ㎜ 큰 신발 t

전체적 편안감 7.47±.90a 4.43±2.21 3.418

내외측 조절감 6.80±1.85 5.53±.09 1.968

전족부 쿠션감 7.37±1.12 3.50±2.98 3.599

뒤축의 적합성 8.07±1.90 4.33±2.43 2.630

자각인지도 13.00±1.00 14.33±1.15 -4.000*
a
평균±표준편차.

*p<.05.

표 7. 보행과 달리기 시 신발 크기에 따른 시각상사척도와 트레드밀 달리기 시 자각인지도의 비교

근육 맞는 신발 10 ㎜ 큰 신발 t

앞정강근 .02±.017
a

.19±.12 -3.218*

장딴지안쪽갈래근 .00±.00 .04±.02 -1.792

반힘줄모양근 .04±.01 .03±.02 .883

넙다리곧은근 .01±.00 .15±.08 -4.235*
a
평균±표준편차.

*p<.05.

표 6. 트레드밀 달리기 시 신발 크기에 따른 피로지수의 비교

내측 중족골두에 가해지는 압력이 60％ 증가하고, 외측

중족골두의 하중이 26％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

구에서 결과에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발에 맞는 신발을

착용한 후의 보행 조건과 달리기 조건의 족저압을 비교

하였을 때 달리기 조건의 후내측 압력감지기 2번, 4번,

6번과 외측 발가락 부위의 압력 감지기 21번과 22번을

제외한 전 압력감지기에서 보행조건 보다 유의한 압력

의 증가가 나타났다(p<.05). 특히 전족부의 중족골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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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달리기 시 신발 크기에 따른 지면반발력의 비교.

14번, 15번 16번 압력 감지기의 압력이 보행조건보다

매우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다(p<.001).

보행속도가 족저압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Perry 등(1995)은 적절한 신발의 선택과

보행속도를 줄이는 것으로 노인의 후족부와 중앙 중족골

부위의 최대 압력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고 하였다.

발 크기에 맞는 신발과 10 ㎜ 큰 신발을 착용하고 보

행과 달리기를 실시한 후 최대 족저압을 비교한 결과,

보행 시 10 ㎜ 큰 신발을 착용한 조건의 후족 압력감지

기 1번과 2번, 중족골경부 압력감지기인 14번, 중족골두

부인 18번 압력감지기에서 맞는 신발 착용 조건보다 최

대 족저압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표 2). 달리기

시에는 10 ㎜ 큰 신발을 착용한 조건에서 맞는 신발 조

건보다 외측 중족부 압력감지기 5번, 중족골경부 14번,

15번 압력감지기에서 최대 족저압이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p<.05)(표 3). 김준환 등(1995)은 신발의 종류에 관계

없이 보행 시에는 중앙전족부가 가장 큰 압력을 받으며,

무지구, 내측 전족부 순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두 번째

와 세 번째 중족골두에 최고 압력이 걸린다는 Collis와

Jayson(1972), Grundy 등(1975)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문혜원 등(1995)도 정상 성인에서 보행 시 push-off

시기에 무지부나 내측 전족부에 비해 중앙 전족부가 가

장 큰 압력을 받는다고 하였다. Burnfield 등(2004)은

노인을 대상으로 신발을 착용하고 중간속도(80 m/min)

로 보행하였을 때 무지구가 270 ㎪로 가장 큰 족저압을

보였다고 하였다. Neal과 Adams(1990)는 부적당한 신

발 착용에 의한 전족부의 과도한 물리적 충격은 보행의

입각기 동안에 주로 발생하며 특히 가속기(propulsive

phase)동안 뒤틀린(distort) 전족부에 과도한 기계적 스

트레스를 가져와 족부의 손상을 가져오기 쉽다고 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10 ㎜ 큰 신발을 착용한 조

건에서 보행과 달리기를 수행하였을 때 중앙의 중족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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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0 ㎜ 큰 신발을 착용하고 보행한 조건의 후족

부의 압력 감지기 1번, 2번의 최대 족저압이 맞는 신발

착용 조건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이는 가속

기의 전족부 압력증가 뿐만 아니라 입각기 초기인 감속

기에도 적절한 충격흡수를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달리기 조건에서 신발 크기에 따른 후족부의 압력의 차

이가 없었던 이유는 보행동작처럼 뒤꿈치 닿기가 충분

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지면반발력의 비교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맞는 신발 착용하고 보행한 조건의 첫 번째 수직 반

발력은 828.19％BW이었으나, 10 ㎜ 큰 신발을 착용 조

건에서 869.67％BW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표

4)(그림 2). 두 번째 수직 반발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p>.05). 정상보행(heel-toe gait)은 초기 접지기 시 충

분한 충격흡수가 일어나지만 신발의 크기가 큰 경우 전

족부가 불안정성을 보상하기위해 발가락이 외전되기 때

문에 앞정강근의 원심성 조절을 방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초기 체중부하기에 10 ㎜ 큰 신발을 착용한 조건이

효과적으로 충격흡수를 하지 못하여 후족부의 족저압과

첫 번째 최대 수직 반발력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달리기 시의 수직 반발력은 두 조건 간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p>.05). Rodgers(1988)는 달리기의 형태를

heel striker (heel-toe running), forefoot striker와

midfoot striker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부분은

신발의 외측 면으로 접지를 하는 midfoot striker라고

하였다. Heel-toe 달리기의 경우 두 개의 최대 수직 반

발력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달리기

시 수직 반발력은 하나의 최대 수직 반발력만 나타난

것으로 보아 heel-toe 달리기 형태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달리기 조건이 toe-toe 달리기의 경우

에 해당된다면 후족부의 접지가 없는 저측굴곡된 상태

에서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이 신발의 앞쪽(toe

box)에 밀린 상태로 고정되기 때문에 두 조건의 수직

반발력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러나 트레드밀 달리기의 경우에서 신발 크기에 따른 앞

정강근의 피로지수의 차이는 heel-toe striker 형태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Simpson과 Jiang(1999)은 발의 위치를 중립, 발가락

내번(toe-in), 발가락 외번(toe-out)에서 발 접지기의 지

면반발력을 비교하였는데, 외번집단에서 감속기 동안의

외측 전단력이 다른 집단보다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입각기의 70～75％ 시기에 두 번째 내측

전단력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컸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보행 시 맞는 신발 착용한 조건에서 첫 번째

외측 전단력은 37.10％BW와 10 ㎜ 큰 신발 착용 조건

에서는 41.97％BW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달리기 시

에도 맞는 신발 착용 조건의 첫 번째 외측 전단력은 맞

는 신발 착용 조건에서 30.56％BW, 10 ㎜ 큰 신발 착용

조건에서 40.72％BW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측 전단력은 10 ㎜ 큰 신발을 착

용한 조건의 보행과 달리기 모두에서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두 조건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5). 10 ㎜ 큰 신발을 착용한 조건의 내측 전단력이

감소한 원인은 신발의 크기 때문에 가속기 동안 전족부

에서 불안정성이 발생하여 충분한 내측 전단력을 발생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Simpson과 Jiang(1999)의

연구는 맨발로 실험을 하였으나 본 연구의 경우 신발을

신은 상태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실험조건의 차이가 서

로 다른 내측 전단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Nilsson과 Thorstensson(1989)은 좌우축 방향의 반발

력을 전단력과 두 발 사이의 보폭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고 하였다. 초기 접지기 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내측

으로 향하나 이는 일부 대상자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접지기동안 계속 외측으로 향하고 있으며

역시 가속기와 감속기에 작은 정점을 그리게 되고 보행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초기 정점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

다(그림 2)(그림 3). 10 ㎜ 큰 신발을 신고 보행하는 경

우 보각과 보폭의 변화로 인해 접지되는 발이 외측에

위치하게 되어 접지기 시 외측 반발력이 맞는 신발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발의 위치에 대한 운동형상학적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보각과 보폭의 변화와 내외측

전단력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최대 심박수의 65％ 강도의 트레드밀 달리기 시 맞

는 신발을 착용하였을 때보다 10 ㎜ 큰 신발을 착용하

였을 때 앞정강근과 넙다리곧은근의 피로지수가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p<.05). 본 연구의 트레드밀 달리기 시

족저압과 지면반발력을 측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면

달리기의 운동학적 자료와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된

다. Boyer와 Nigg(2004)는 달리기 시 속도가 빨라질수

록 충격량(impact loading rate)이 늘어나며 이로 인해

대퇴사두근 근활성도의 강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각 조건마다 속도를 엄격히 통제하였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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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속도에 의한 충격량의 변화보다는 신발의 크기에

따른 충격량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충격량의

운동학적 자료는 앞에서 언급하였다. 트레드밀 달리기

시 운동의 힘든 정도를 측정하는 자각인지도는 맞는 신

발 착용 조건보다 10 ㎜ 큰 신발 착용 조건의 경우가

한 등급 이상 힘들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발이

발에 느슨한 경우에는 신발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

하여 발끝을 필요이상으로 밖으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신발의 크기가 커질수록 보각(step angle)도 커졌다고

하였다(심부자와 유현, 1991). 위와 같은 원인에 의해 트

레드밀 달리기 시 신발 크기에 따라 하지 근육의 피로

지수와 자각인지도에 차이가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적은 숫자의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에 제약은 있으나 적절한 크기의

신발 착용은 발에 부하되는 과도한 압력과 충격을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신발크기와 관련된 연구

대상은 성인보다 꼭 맞는 신발 착용이 어려운 성장기

아동에게 보다 큰 의미가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향후

아동화에 대한 다양한 종류와 크기에 따른 생체역학적

인 연구 뿐 만 아니라, 적절한 인솔과 같은 충격완화

보조도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발 크기에 맞는 신발과 10

㎜ 큰 신발을 착용하고 보행과 달리기를 하였을 때 족

저압, 지면발발력, 그리고 하지 근육의 피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정상 성인남성 7명을 대상으로 족

저압과 지면반발력을 보행과 달리기 각각 두 조건에서

무작위 반복 측정하였고 피로지수는 트레드밀에서 두

조건을 무작위로 반복 측정하였다.

10 ㎜ 큰 신발을 착용 한 조건에서 보행하였을 때

맞는 신발을 착용한 조건보다 후족부와 중족골경부, 중

족골두부의 최대 족저압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10 ㎜ 큰 신발을 착용한 조건에서 달리기 하였을 때 맞

는 신발을 착용한 조건보다 외측 중족부, 중족골경부에

서 최대 족저압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지면반발력은 보행 시 첫 번째 수직 반발력에서 10 ㎜

큰 신발을 착용한 조건이 869.67％BW로 맞는 신발 착용

조건의 828.19％BW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5). 두

번째 수직 반발력과 내외측 전단력, 전후방 전단력은 두

조건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트레드밀 운동 시 맞는 신발을 착용한 조건보다 10

㎜ 큰 신발을 착용한 조건에서 앞정강근과 넙다리곧은

근의 피로지수의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p<.05). 트레드

밀 운동 시 자각인지도는 10 ㎜ 큰 신발조건에서 14.33

점으로 맞는 신발을 착용한 조건의 13.00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5).

이상의 연구결과 신발의 크기가 본인에 맞지 않는

큰 신발을 착용하였을 때 보행과 달리기 시 족저압이

증가되었고 보행 시 초기 수직 반발력이 증가되고 달리

기 시 하지의 근 피로는 증가되었다. 이러한 운동학적

충격량의 증가는 족부의 손상이나 변형을 유발할 수 있

기 때문에 적절한 신발 크기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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