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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High-heeled Shoes on Kinematics and Kin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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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nge in the kinematics and kinetics of the knee joint depending on high-heeled 
shoes during sit-to-stand (SitTS) task. 
Methods: Nineteen healthy femal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subjects performed the SitTS task wearing high-heeled shoes and 
barefoot. The experiment was repeated three times for each task with foot conditions. The kinematics and kinetics of the knee joint were 
measured and analyzed using a 3D motion analysis system.
Result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kinematic and kinetics differences in knee joints during the SitTS task based on high-heeled 
shoes. Significant differences in knee flexion angle were observed during SitTS. The knee extensor forc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during SitTS tasks. At the initial of SitTS, the knee flexor and extensor momen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The knee ex-
tensor momen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t the terminal of SitTS. At the maximum of SitTS, the knee extensor momen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Conclusion: Therefore, wearing high-heeled shoes during SitTS movements in daily life is considered to influence knee joint kinematics 
and kinetics due to the HH,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increased risk of patellofemoral pain, and knee osteoarthritis caused by changes 
in loading of the knee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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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무릎-넙다리통증증후군과 무릎관절염은 일반적인 근육뼈대계 질환

이며,1 50세 이상의 여성에게서 상당히 많이 증가함에 따라 남성에 비

해 약 두 배 더 많이 나타난다.2 신발은 무릎관절염의 발달 및 진행 정

도를 잠재적으로 조절하고, 쉽게 변형할 수 있는 요인으로,3,4 목적에 

따라 패션을 위한 구두, 치료 중재의 목적으로 한 신발 내 삽입물5 등 

다양한 형태의 신발 착용이 무릎관절염의 발달 및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여성과 남성은 맨발로 걷는 동안에는 유사한 

무릎관절의 운동역학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여성만이 착용하는 

신발인 하이힐은 여성 무릎관절염의 높은 발생빈도수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4,6 최근 젊은 여성은 외적인 모습을 위해 낮은-굽 

신발보다 높은-굽 신발을 착용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였고,7 일상생

활 중에 이를 신고 생활하며 보행을 한다.8,9 그러나, 하이힐을 착용하

는 많은 여성들은 경미한 것부터 중증의 통증을 겪고 있다고 한다.10 

하이힐 착용은 보행의 운동형상학과 운동역학을 변형시키는데, 

보행 속도를 느리게, 보폭 길이를 짧아지게 한다.11,12 또한, 보행 시 지

면에 닿는 순간 충격 힘을 생성하여 뼈대에 전달하는데,12 이러한 변

형된 힘으로 인하여 퇴행성 관절손상을 유발시킨다.11 특히, 일부 연

구자들은 하이힐 착용이 무릎 통증과 관절염의 발달 및 진행에 기여

할 수 있고,13 근 활성도 패턴을 변형시킬 수 있음을 제안했다.14,15 구두 

굽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무릎 운동형상학적 변화는 초기 입각기에

서 굽힘이 증가했고,16 운동역학적 변화로는 최대 외부 굽힘 모멘트 

증가하였으며,4,16 외부 폄 모멘트의 두 번째 최댓값은 감소하였다.16 이

러한 변형된 무릎관절 굽힘-폄 각도와 모멘트의 특정 수치는 노화와 

관절염 진행과 관련되어 있다.17 

많은 사람들은 신발을 착용하여 일상생활을 하며, 보행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적인 활동을 수행하는데, 특히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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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to-stand) 동작은 일상적인 움직임으로,18 일상생활에서 가장 일반

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적 과제이다.19 선행연구에서는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동작이 무릎관절의 기능을 평가하는데, 탁월하고 기능적

으로 유효한 평가방법이라고 평가하였으며,20 이러한 동작은 특히 보

행과 계단 오르기 동작보다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의 큰 모멘트가 필

요하다.21-23 또한, 초기 착석자세가 변경될 때는 관련된 근육들의 작

용 패턴이 달라지며,24 이러한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하이힐 착용하

는 것은 신경근 조절과 자세 변화, 그리고 요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것이다.25 

최근까지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하이힐 착용에 따른 

무릎관절의 운동형상학 및 운동역학적 변화 연구,3,4,13,26 구두 굽 높이

에 따른 다리 관절의 운동형상학적 및 운동역학적에 관한 연구14,15 등 

비교적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의 많은 선행

연구에서는 대부분 하이힐 착용이 보행을 수행하는 동안 운동형상

학 및 운동역학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25 또한,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하이힐 착용에 관한 연구

는 몸통과 다리의 근전도와 운동형상학,9 안쪽넓은근과 가쪽넓은근

의 활성도 비교10 등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무릎넙다리통증증후군

과 관절염의 유병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이힐 착용에 따른 일어

서기 동작 시 무릎관절의 운동형상학 및 운동역학적인 관점의 연구

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강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앉은 자세에서 일

어서기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3차원 동작 분석기를 통해 운동형상

학, 운동역학적인 관점으로 무릎관절 부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

아보고, 이러한 동작 수행 동안 하이힐 착용에 따른 무릎관절염에 대

한 위험성과 관련하여 규명하며, 임상 평가 및 치료중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대구가톨릭대학교에 재학 중인 건강한 성인 여성 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모든 대상자들은 손을 사용하지 않고, 표준 의

자에서 독립적으로 앉고 일어설 수 있으며,27 우성 발이 오른발인 자

(right-footed)로 차기 동작(kicking)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다리로 오

른쪽 다리를 선호하는 자로 선정했다.28 또한, 최근 1년간 다리의 근육

뼈대계 이상, 선천적인 기형 및 정형외과적 질환이나 변형, 신경학적

으로 손상이 있는 자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실험하기 전, 전 과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실험 참

여에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

2. 실험방법

1) 측정도구

(1) 무릎관절 운동형상학 및 운동역학 측정

3차원 동작 분석기(Motion analysis corp, santarosa, CA, US)는 8개의 

적외선카메라로 구성되어있고, cortex motion capture software 

1.1.4.38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카메라 프레임 비율 120 Hz에서 기능

적인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대상자의 무릎관절 운동형상학 및 운동

역학적 움직임을 측정하였다. 무릎관절의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3차원 동작 분석기의 표식자(marker)는 Helen-hayes market set 

방법으로 부착하였으며, 부착부위는 다음과 같다. 위앞엉덩뼈가시

(ASIS), 위뒤엉덩뼈가시(PSIS), 엉치뼈(sacral), 넙다리(thigh), 안쪽 무릎

(medial knee), 가쪽 무릎(lateral knee), 정강이(shank), 안쪽복사(medial 

malleolus), 가쪽복사(lateral malleolus), 발뒤꿈치(heel), 두 번째와 세 번

째 발가락 사이(toe)이다. 엉치뼈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양쪽으로 

부착하여 총 21개의 표식자를 이용하였다.

(2) 실험용 신발 

본 연구에 사용한 실험용 신발은 하이힐(high-heeled shoes, HH)이다. 

하이힐의 굽 높이는 9 cm이며, 대상자 모두 동일한 신발 형태의 하이

힐을 착용하였다. 

(3) 동작별 제어 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동작별 제어 도구는 의자(chair)이다. 의자는 팔걸

이와 등받이가 없고, 의자 높이는 각각의 대상자마다 맨발로 앉았을 

때 지면에서 넙다리뼈 가쪽관절융기까지의 거리만큼 조절하였다.27 

2) 실험절차

대상자들은 실험을 수행하기 전 나이, 신장, 체중, 발 길이, 발 너비 등

의 측정을 하였다. 대상자는 맨발(barefoot, BF)과 하이힐 착용 조건별 

일어서기 동작을 3번씩 반복 수행하였다. 실험 조건들은 맨발과 9 cm 

굽 높이의 하이힐이고, 실험 동작은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동작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의 모든 대상자들의 맨발 조건과 하이힐 

착용조건은 무작위 순서로 실험 조건별 동작을 반복 수행하였고, 동

작들 사이에 3분 혹은 피로도를 느끼지 않는 만큼의 휴식시간이 주

어졌다.

3)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동작(sit-to-stand task, SitTS task) 

대상자의 시작자세는 팔을 몸통에 교차해서 의자에 앉은 자세이다. 

대상자는 청각적 신호를 들으면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는 동작을 수행

한 후,9 선 자세를 약 5초 유지한 다음에 다시 앉는 동작을 수행한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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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본 연구의 무릎관절 운동형상학 및 운동역학적 자료는 다음과 같은 

시점에서 수집하였다.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동작의 시작자세, 

동작 주기의 최댓값, 마지막 자세이다. 운동형상학 및 운동역학적 자

료는 우성측의 무릎관절의 굽힘 각도(angle), 굽힘 모멘트(moment), 

힘(force)값이며, 모든 자료는 평균값을 수집하였다.  

3. 통계 분석

무릎관절의 평균 각도 자료는 SIMM biomechanics software 6.0.2 프로

그램으로 분석하였고, 통계처리는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

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기술통계량의 빈도분석으로 분

석하였고,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와 선 자세에서 앉기 동작 시 하이

힐 착용에 따른 우성측 무릎관절의 운동형상학 및 운동역학적 평균

값을 비교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증(paired t-test)을 사용하였다. 통

계학적 유의수준 α = 0.05로 설정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여성 19명이며, 평균 나이 22.6세, 키 160.3 

cm, 체중 50.2 kg, 우성 발 길이 23.5 cm, 우성 발 너비 9.0 cm였다.

2. 무릎관절 운동형상학(kinematics)

1)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동작 시 무릎관절 굽힘 각도(knee flexion 

angle (̊ ))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동작 시 시작 지점에서는 하이힐 착용 시 무

릎관절 굽힘은 증가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마지막 지

점에서는 맨발보다 하이힐 착용에 따른 무릎관절 폄 각도가 감소하

였으며, 동작 수행 동안 굽힘 각도의 최대값은 맨발보다 하이힐 착용 

시 증가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Table 1).

3.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동작 시 무릎관절 운동역학(kinetics)

1) 무릎관절 근육 힘(force, N)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동작 시 시작 지점에서는 맨발과 하이힐 착

용에 따른 반막근과 반힘줄근, 넙다리두갈래근의 긴갈래의 힘에서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넙다리두갈래근의 짧은갈래의 힘은 하

이힐 착용 시 감소하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맨발과 하

이힐 착용에 따른 넙다리곧은근의 힘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중

간넓은근과 안쪽넓은근, 가쪽넓은근의 힘은 하이힐 착용 시 모두 감

소하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동작 수행 시 마지막 지점에서는 맨발과 하이힐 착용에 따른 반막

근, 반힘줄근, 넙다리두갈래근의 긴갈래와 짧은갈래의 힘은 모두 유

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넙다리곧은근, 중간넓은근, 안쪽넓은근, 가쪽

넓은근의 힘은 하이힐 착용시 모두 증가하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 < 0.05).

동작 수행 동안 힘의 최댓값에서는 맨발과 하이힐 착용에 따른 반

막근, 반힘줄근, 넙다리두갈래근의 긴갈래와 짧은갈래, 넙다리곧은

근, 중간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의 힘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안쪽넓은근의 힘만 하이힐 착용 시 감소하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 < 0.05) (Table 2).

2) 무릎관절 모멘트(moment, N-m)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동작 시 시작 지점에서는 맨발과 하이힐 착

용에 따른 반막근의 내부 무릎관절 굽힘근 모멘트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지만, 하이힐 착용 시 반힘줄근과 넙다리두갈래근의 긴갈

래와 짧은갈래의 내부 무릎관절 굽힘근 모멘트는 감소하면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하이힐 착용 시 넙다리곧은근과 중간넓

은근, 안쪽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의 내부 무릎관절 폄근 모멘트는 감

소하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동작 수행 시 마지막 지점에서는 하이힐 착용 시 넙다리곧은근의 

내부 무릎관절 폄근 모멘트에서만 증가하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반막근, 반힘줄근, 넙다리두갈래근의 긴갈래와 짧은갈래, 중간넓

은근, 안쪽넓은근, 가쪽넓은근의 내부 모멘트에서는 모두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동작 수행 동안 내부 모멘트의 최댓값은 하이힐 착용 시 반막근의 

내부 무릎관절 굽힘근 모멘트에서는 감소하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지만(p < 0.05), 반힘줄근과 넙다리두갈래근의 긴갈래와 짧은갈래의 

내부 무릎관절 굽힘근 모멘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이힐 착용 시 

넙다리곧은근의 내부 무릎관절 폄근 모멘트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고, 중간넓은근, 안쪽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은 모두 증가하면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Table 3).

Table 1.�Sit-to-stand�task�of�knee�flexion�angle�(°)

Task�(event) BF HH p

SitTS Initial 90.94±6.98 96.69±6.20 0.000*

Terminal -2.86±2.85 -1.75±2.69 0.008*

Flexion�angle
(maximum)

92.53±6.92 103.94±6.17 0.000*

Values�are�mean±SD.
SitTS:�Sit-to-stand�task,�BF:�Barefoot�group,�HH:�High-heeled�shoes�group,�SM:�
Semimembranosus,�ST:�Semitendinosus,�BFL:�Biceps�femoris-long�head,�BFS:�Bi-
ceps�femoris-short�head,�RF:�Rectus�femoris,�VM:�Vastus�medialis,�VI:�Vastus�in-
termedialis,�VL:�Vastus�laterali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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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는 건강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동

작 시 맨발과 비교하여 하이힐 착용이 무릎관절 부하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맨발(barefoot)과 하이

힐(high-heeled shoes) 착용에 따른 무릎관절의 운동형상학, 운동역학

적인 변화는 3차원 동작 분석 시스템을 통해 측정 및 분석을 하였다.

신발은 퇴행성 무릎관절염의 발달 및 진행 정도를 잠재적으로 조

절하고, 쉽게 변형할 수 있는 요인으로,3,4 최근 젊은 여성들은 외적인 

모습을 위해 하이힐을 착용하는 것을 선호하며,7 이를 신고 생활하며 

보행을 한다.8,9 남성에 비해 여성의 무릎넙다리통증과 퇴행성 무릎관

절염의 유병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어서기와 앉는 동작 시 하이

힐 착용에 따른 무릎관절의 운동형상학 및 운동역학적인 관점의 연

구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하이힐 착용 시 

우성측 무릎관절의 각도(angle), 모멘트(moment), 힘(force)을 일어서

기 동작의 해당시점에 따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무릎관절은 하이힐 착용 시 발을 지면에 닿았을 때뿐 

만 아니라 입각기에서 좀 더 굽힘 각이 증가하며, 무릎과 발목의 관절

가동범위에 제한을 주는데, 보행 시 초기 입각기에서 무릎 굽힘 증가

와 발목 가쪽돌림(eversion)을 감소시킨다.3 본 연구 결과에서도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동작 시 시작 시점, 마지막 지점, 그리고 동작 수행 

동안 굽힘 각도의 최댓값은 맨발보다 하이힐 착용 시 굽힘 각이 모두 

증가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하이힐 착용으로 인한 발목

의 발등굽힘 소실로 부분적인 보상작용으로 인해 힘이 집중되고, 무

릎뼈 힘줄 염좌, 무릎넙다리관절 및 정강이-넙다리뼈에 가해지는 부

하가 증가하여, 무릎관절 통증 및 퇴행성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10,29 

넙다리네갈래근의 근활성도는 입각기 동안 무릎 굽힘 증가로 인

해 증가하는데,15,16 하이힐 착용으로 인해 증가된 넙다리곧은근의 근

활성도는 무릎관절의 전방전달력을 증가시켜, 쉽게 무릎관절 통증

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30,31 무릎넙다리관절 반력 (넙다리네갈래

Table 2.�Sit-to-stand�task�of�knee�joints�(force�(N))

Task�(event) Muscle BF HH p

SitTS�(initial) SM 505.36±189.02 541.10±167.49 0.390

ST 295.61±16.85 296.47±17.38 0.324

BFL 583.71±53.23 572.74±41.20 0.467

BFS 263.78±11.99 228.40±16.90 0.000*

RF 669.78±66.43 651.71±84.29 0.106

VM 1,124.40±59.25 1,063.85±59.33 0.000*

VI 1,163.77±69.07 1,101.22±70.30 0.000*

VL 1,598.05±82.69 1,508.17±84.61 0.000*

SitTS�(terminal) SM 483.89±161.42 459.69±139.25 0.176

ST 296.67±18.68 296.39±18.38 0.296

BFL 589.64±48.71 586.91±44.65 0.442

BFS 336.04±18.94 336.04±18.96 0.831

RF 546.57±95.35 574.45±70.78 0.017*

VM 152.59±70.45 182.65±74.60 0.010*

VI 168.60±77.95 201.78±82.35 0.010*

VL 190.39±95.30 231.52±103.53 0.011*

SitTS�
���(maximum�force)

SM 861.00±46.00 841.61±50.95 0.052

ST 299.49±18.94 299.50±18.95 0.745

BFL 655.78±40.56 651.46±39.39 0.109

BFS 336.07±18.93 336.05±18.96 0.151

RF 676.35±59.69 672.87±60.57 0.629

VM 1,190.64±76.94 1,190.67±77.10 0.656

VI 1,260.44±23.28 1,260.22±23.24 0.045*

VL 1,720.66±110.49 1,729.56±110.45 0.219

Values�are�mean±SD.
SitTS:�Sit-to-stand�task,�BF:�Barefoot�group,�HH:�High-heeled�shoes�group,�SM:�
Semimembranosus,�ST:�Semitendinosus,�BFL:�Biceps�femoris-long�head,�BFS:�Bi-
ceps�femoris-short�head,�RF:�Rectus�femoris,�VM:�Vastus�medialis,�VI:�Vastus�in-
termedialis,�VL:�Vastus�lateralis.
*p<0.05.

Table 3.�Sit-to-stand�task�of�knee�joints�(moment�(N-m))

Task�(event) Muscle BF HH p

SitTS�(initial) SM 15.97±6.58 14.40±5.71 0.263

ST 9.29±1.01 7.33±1.04 0.000*

BFL 28.41±2.84 26.52±2.75 0.036*

BFS 12.35±0.96 10.71±0.92 0.000*

RF -15.48±2.06 -13.90±2.31 0.000*

VM -28.53±3.05 -25.67±3.34 0.000*

VI -27.53±3.19 -24.42±3.02 0.000*

VL -38.86±4.00 -33.63±3.57 0.000*

SitTS�(terminal) SM 9.24±3.31 9.08±2.96 0.683

ST 7.52±0.93 7.67±0.76 0.105

BFL 5.07±4.31 4.74±1.43 0.701

BFS 0.43±2.11 0.30±0.71 0.756

RF 27.30±5.62 -28.78±4.40 0.023*

VM -7.97±4.59 -8.51±3.20 0.479

VI -8.69±4.63 -8.51±3.20 0.807

VL -10.10±6.35 -10.82±4.51 0.498

SitTS�
���(maximum�force)

SM 32.29±3.00 30.05±4.15 0.005*

ST 12.83±1.38 12.88±1.34 0.247

BFL 32.50±3.18 32.19±3.20 0.052

BFS 13.06±1.34 13.06±1.34 0.057

RF -10.06±4.22 -10.20±3.75 0.744

VM -7.15±3.15 -8.51±3.20 0.010*

VI -7.93±3.50 -9.44±3.56 0.010*

VL -8.94±4.30 -10.82±4.51 0.011*

Values�are�mean±SD.
SitTS:�Sit-to-stand�task,�BF:�Barefoot�group,�HH:�High-heeled�shoes�group,�SM:�
Semimembranosus,�ST:�Semitendinosus,�BFL:�Biceps�femoris-long�head,�BFS:�Bi-
ceps�femoris-short�head,�RF:�Rectus�femoris,�VM:�Vastus�medialis,�VI:�Vastus�in-
termedialis,�VL:�Vastus�laterali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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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과 무릎인대 힘의 합력)은 넙다리네갈래근의 힘과 무릎관절 굽힘 

각에 따라 증가하는데,29,32,33 본 연구 결과에서도 앉은 자세에서 일어

서기 동작 수행 시 마지막 시점은 서 있는 자세로 넙다리곧은근, 중간

넓은근, 안쪽넓은근, 가쪽넓은근의 힘은 하이힐 착용 시 모두 증가하

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 < 0.05), 무릎넙다리관절 반력이 증가

하여 무릎관절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동작은 보행 및 계단보행과 비교했을 때 

보다 더 큰 관절의 힘과 모멘트가 필요한데, 일어서는 능력을 결정하

는 것으로 무릎관절과 엉덩관절 폄근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21 Wre-

tenberg와 Aborelius22는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동안 엉덩관절과 무

릎관절 관절의 구심성 힘의 72%가 무릎 폄근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하였고, Kotake 등23은 서 있는 자세에서 앉은 자세 동작을 수행할 때

에도 최소한의 관절 모멘트는 상대적으로 무릎과 엉덩관절 최대 폄 

강도의 각각 30%와 27%를 필요로 한다고 보고했다. 닫힌 사슬에서의 

무릎 굽힘 증가가 무릎 폄근 그룹의 근 활성도를 증가시키며, 발목 기

울기에 의해 외부 무릎 굽힘 모멘트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34,35 

하이힐 착용은 무릎 폄근 모멘트를 증가시키고, 이는 무릎넙다리

관절의 스트레스 증가를 야기시킨다.36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하이힐

이 넙다리곧은근 활성도를 증가시키고,15 시상면의 무릎관절 토크를 

증가시키며, 이러한 요인들은 퇴행성 관절발달에 기여하여 무릎넙다

리관절 내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13 본 연구 결과에서는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동작 시 마지막 시점인 선 자세에서 하이힐 

착용 시 넙다리곧은근의 내부 무릎관절 폄근 모멘트가 증가하였으

며, 동작 수행 동안 내부 모멘트 최댓값은 하이힐 착용 시 중간넓은근, 

안쪽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의 내부 무릎관절 폄근 모멘트가 증가하면

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이러한 동작을 수행하는 동

안에도 하이힐 착용이 무릎관절 모멘트 값을 증가시켜, 선행연구와 

일치하며 퇴행성 무릎관절염 발달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계단 오르기와 스쿼트와 같은 무릎관절의 과도한 굽힘하는 동작

을 하는 동안 외부 무릎관절 굽힘 모멘트는 내측 부하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며,37 굽힘 모멘트에 영향을 주는 신발 또는 신발 깔창은 외부 

무릎관절 모음 모멘트와 모음 각도 충격량(angular impulse)에 영향

을 줄 수 있다.38 이러한 연구자들에 따르면, 시상면과 관상면의 내부 

모멘트 변화는 무릎관절 폄 근육들의 근활성도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이고, 무릎넙다리관절에 큰 스트레스를 주며 무릎뼈 움직임에 변

화를 줄 것이다.16,36 외부 무릎 모음 모멘트 때문에 비대칭 하중 분포

로 무릎 안쪽 부위에 더 큰 부하가 나타나는데, 하이힐은 무릎관절의 

외부 모음 모멘트를 증가시키고, 내측 부위에 부하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했다.13 이러한 무릎 모음 모멘트 증가는 무릎의 내측 부위에 많

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골 퇴행성, 통증, 그

리고 골관절염을 야기시킬 수 있다.39 본 연구에서 시행한 일어서기 

동작 시 하이힐 착용에 대한 결과도 시상면의 무릎관절 내부 모멘트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관상면의 내부 모멘트에 영향을 주며, 

무릎 내측 부위의 퇴행성관절염 진행 정도와 중증도를 예측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초기 착석자세가 변경될 때는 관련

된 근육들의 작용 패턴이 달라지며,24 이러한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하이힐 착용하는 것은 신경근 조절과 자세 변화, 그리고 요통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25 본 연구 결과에서는 앉은 자

세에서 일어서기 동작 시 시작 지점에서는 넙다리두갈래근의 짧은

갈래, 중간넓은근과 안쪽넓은근, 가쪽넓은근의 힘은 하이힐 착용 시 

모두 감소하였고, 반힘줄근과 넙다리두갈래근의 긴갈래와 짧은갈래

의 내부 무릎관절 굽힘근 모멘트와 넙다리곧은근과 중간넓은근, 안

쪽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의 내부 무릎관절 폄근 모멘트가 감소하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이러한 결과는 다른 시점에서와는 다

른 관절 부하 패턴이 나타났으며, 하이힐 착용으로 인한 초기 착석 자

세의 변화가 관절 부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일어서기 동작의 문제가 있는 사람의 

44%가 무릎 폄근 힘의 감소를 나타냈고,27,40 폄근 그룹의 약화는 일어

서기와 앉은 동작에 필요한 높은 관절 모멘트와 힘을 생산하는 능력

의 제한을 나타낸다고 보고했으며, 본 연구 결과로 하이힐 착용으로 

인한 초기 착석자세 변화가 향후에 폄근 그룹의 약화로 높은 관절 모

멘트와 힘을 생산하는 능력의 제한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어서기 동작 시 하이힐 착용이 무릎관절의 

운동형상학, 운동역학적인 움직임에 변화를 주어 관절 부하에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하이힐 착용 시 시상면의 무릎

관절 굽힘 각이 증가하였고,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동작의 서 있는 

자세 시점에서 힘과 모멘트가 증가하였다. 이는 높은 굽 형태로 인한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움직임 제한이 일어서기 동작을 수행하기 위

해 보상작용으로 변화된 무릎관절 부하를 나타낸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동작 시 하이힐 착용

으로 인한 여성의 잠재적인 퇴행성 무릎관절염 위험성 증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무릎관절의 각도, 모멘트, 힘의 변

화는 노화와 골관절염 진행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하였음을 제시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관절 부하는 퇴행성 무릎관절염 발달 및 진행과 관련되어 

있어 재활치료 부분에서 일어서기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다양한 형

태의 신발, 신발 깔창, 테이핑 등의 중재를 적용하여 무릎관절의 변형

된 관절 부하에 중점을 두어 감소시키는 것이 퇴행성 무릎관절염의 

진행 정도를 지연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해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해당 시점에서만 값을 추출하여 결괏값을 얻어내

었고, 변형된 움직임 패턴과 근 동원 및 균형에 중점을 두지 않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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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러한 변화만으로는 하이힐이 무릎관절 부하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결론 짓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 또한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의 수도 적었다. 그리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대상자들

로 하여금 근 동원 및 균형에 중점을 두어 이러한 변화 차이가 무릎

관절 연골과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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