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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근육의 피로상태 동안 높은 굽 신발에 적용한 전면접촉인솔이
젊은 여성의 보행 특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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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gait characteristics, kinematics, and kinetics in the lower extremities between two

different shoe conditions (high heeled shoes (7 ㎝), and high heeled shoes with a total contact insert (TCI))

after lower extremity muscle fatigue. Although TCI shave been applied in high heeled shoes to increase

comfort and to decrease foot pressure, no study has attempt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TCI in fatigue

condi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walking in high heeled shoes with

TCI after lower extremity muscle fatigue was induced.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a motion analysis

laboratory at Hanseo University. A volunteer sample of 14 healthy female subjects participated. All in fa-

tigue conditions,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muscle fatigue was induced by 40 volun-

tary dorsi- and plantar-flexion exercises and 40 heel-rise exercises of the dominant foot. Surface elec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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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bialis anterior, gastrocnemius medialis and lateral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In muscle fatigue

conditions, the use of TCI decreased the peak flexion angle of the hip joint significantly in the early

stance phase (p＜.05) and increased the peak hip flexion moment in the terminal stance phase (p＜.05).

통신저자: 고은혜 kone3@hanmail.net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 15권 제 1호

PTK Vol. 15 No. 1 2008

- 39 -

(2) In muscle fatigue conditions, the application of TCI also increased peak hip power generation in the

early stance phase and peak hip power absorption in the terminal stance phase (p＜.05). (3) In muscle fa-

tigue conditions, the use of TCI reduced the impact force significantly and increased the secondary peak

vertical GRF.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TCI may provide beneficial effects when muscle fatigue

occurs for a high heeled shoe gait. Future research employing the patient population and various types of

TCI materials are required to clarify the effects of TCI.

Key Words: Gait; High-heeled shoe; Lower extremity muscle fatigue; Total contact insert.

Ⅰ. 서론

높은 굽 신발은 패션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왔으며, 보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Frey 등(1993)은 신발 착용 실

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여성의 37～69％가 높은 굽 신

발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높은 굽 신발을 신었을 때 서있

는 자세, 보행동안 운동형상학적 및 운동역학적 특성, 족

저면에 적용된 압력, 그리고 에너지소비 등과 같은 여러

생체역학적 요소에 관한 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de

Lateur 등, 1991; Ebbeling 등, 1994; Franklin 등, 1995;

Wang 등 2001). 높은 굽 신발은 족관절의 저측굴곡을 증

가시키고, 전족부에 큰 힘이 가해지며, 관절 내에서 뼈의

위치와 근육의 작용각도를 변화시킨다(Sussman과

D’Amico, 1984). 지지면적이 줄어 불안정성은 증가하고,

외측운동량은 높아지며(김원호와 박은영, 1997), 발목 염

좌나 넘어짐을 야기한다(Ebbeling 등, 1994). 또한, 장기

간 사용하는 경우 발에 스트레스를 주고, 신체의 무게중

심이 변함에 따라 신체 정렬에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보행과 하지기능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이를 보상하

기 위해 보행의 운동역학적 및 운동형상학적 특성이 변

화된다(Lee 등 1990; Snow 등, 1992; Snow와 Williams,

1994). 특히 높은 굽 신발을 신고 보행하는 동안 발목에

서 감소한 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슬관절이나 고관절에

서 보상 작용이 일어난다고 하였다(Kerrigan 등, 1998).

또한, 높은 굽 신발을 신고 보행하는 경우 족관절의

과도한 저측굴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행하는 동안 대

사 소비량이 증가하고(Gefen 등, 2002), 하지 근육의 피

로를 가속화시킨다(Ebbeling 등, 1994; Gefen 등, 2002).

피로에 의한 족관절의 근육 조절 능력의 감소는 압력중

심(center of pressure, COP)의 내외측편위를 가속화시

킨다(Gefen 등, 2002). 발의 동적인 내번과 외번에 저항

하여 안정화시키는 능력의 감소가 불안정성을 증가시키

게 된다. 사용자에게 편안함과 안정성을 제공하고, 보행

을 용이하게 하며, 발에서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는 보존적인 방법으로 족부보조기

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근육의 피로 상황에서 높은

굽 신발을 착용한 경우에 발생하는 불안정성을 교정할

만한 대안이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Yung-Hui와 Wei-Hsien(2005)은 족부 보조기 중에

서 특히 전면접촉인솔(total contact insert, TCI)은 뒤

꿈치의 압력(heel pressure), 충격량, 그리고 내측 전족

부 압력을 모두 유의하게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Hong

등(2005)과 Tang 등(2003)은 TCI를 평편하거나 낮은

신발에 사용한 경우보다 높은 굽 신발에 적용하였을 때

충격량을 더 유의하게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대부

분의 족부 보조기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족부질환자 및

스포츠 선수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높은 굽 신발을

사용하는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와 하지 근

육이 피로한 상태에서 족부 보조기를 적용한 연구는 드

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젊은 여성의 하지 근육

이 피로한 상태에서 높은 굽 신발에 적용한 TCI가 보

행에 미치는 생체역학적인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건강한 20대 젊은 여성 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실험용 신발은 7 ㎝ 높은 굽 신발이었다.

높은 굽 신발은 끈이나 고리가 없고, 발등이 드러나는

구두로 각 사이즈 별로 준비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하

지와 허리 부위에 통증 및 변형이 없으며, 발 크기를

측정하여 크기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자로 하였다.

Opila-Correia(1990)는 높은 굽 신발의 착용 경험이 없

는 대상자는 경험이 있는 대상자보다 하지와 체간의 불

안정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7 ㎝의 높

은 굽 신발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대상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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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발목의 불안정성이 커서 연구를 진행할 수 없었

다. 따라서 높은 굽 신발을 3년 동안 일주일에 평균

3～5회 정도 착용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모든 대상자에게 연구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

으며, 이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 실험기기 2)3)4)5)

본 연구는 모든 조건에서 3차원적인 하지의 운동형상

학적 자료(kinematic data)와 운동역학적 자료(kinetic da-

ta)를 수집하기 위해 한서대학교 운동분석실에 설치된

VICON 동작분석시스템
1)
과 힘측정판

2)
(force platform)을

이용하였다. 6대의 적외선 카메라를 10 ｍ 보행로의 앞쪽

과 뒤쪽에 설치하였다. 표본추출률(sampling rate)은 120

㎐로 측정하였고, 표식자의 움직임 경로를 재현하기 위해

WORK STATION 프로그램(VICON System)을 사용하

였다. 힘측정판의 표본추출율은 240 ㎐로 측정하였다. 신

체 분절과 관절은 Plug-in-gait model(VICON System,

Oxford Metrics Ltd, Oxford, England)을 통해 오른쪽과

왼쪽의 발, 하퇴, 대퇴, 그리고 골반으로 정의하였다. 하지

근피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근전도기3)와 지름이 1 ㎝,

전극간의 간격이 2 ㎝인 이극표면전극
4)
을 사용하였다.

3. 실험방법

가. 피로 유발 운동방법

본 연구에서는 하지 근육의 피로상태를 유발하기 위

해 우선 유각기동안 하지에서 작용하는 근육에 부하를

가해주기 위해 수의적 수축(voluntary contraction) 운

동과 중간입각기와 뒤꿈치 떼기 시에 작용하는 근육에

부하를 가해주기 위한 부하 수축(forced contraction)

운동을 수행하였다(Gefen 등, 2002). 수의적 수축 운동

은 앉은 자세에서 비우세발은 고정해 두고, 우세발의

배측굴곡과 저측굴곡을 40회 반복해서 수행하도록 하였

다. 부하 수축 운동은 대상자가 우세발로 한발 서기 자

세를 유지하게 하고, 반대쪽 손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

지지한 상태에서 시행하였다. 바닥에 지지하고 있는 우

세발의 뒤꿈치를 들어 단지 전족부로만 서있는 자세를

잡도록 하였고, 이때 최대로 뒤꿈치를 올린 자세를 적

어도 1초 이상 유지하였다가 다시 바닥에 지지하는 동

작을 역시 40회 반복해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수의적

수축 운동 후에 즉시 부하 수축 운동을 실시하였다.

나. 근전도 전극 부착 부위6)

하지의 피로 유발운동 동안 이를 확인하기 위해 모

든 대상자에게 이극표면전극과 접지전극5)을 우세측 하

지에 부착하였다. Cram 등(1998)의 연구를 근거로 이극

표면전극 부착 위치는 다음과 같다. 슬관절 외측과와

족관절 외과를 연결한 선의 상위 75％ 부위에 전경골근

의 전극을 부착하고, 슬관절 외측과와 종골을 연결한

선의 상위 30％ 부위에 비복근 외측두의 전극을 부착하

였다. 비복근 내측두의 전극을 슬관절 내측과와 종골을

연결한 선의 상위 35％에 부착하였다. 접지전극은 슬관

절 외측과에 부착하였다.

다. 피로도 측정을 위한 근전도 신호의 기록및 신호처리

근전도 신호의 표본 수집율은 1024 ㎐이었으며, 잡음

을 제거하기 위해 20 ㎐와 60 ㎐ 대역 여과 필터(band

stop filter)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근전도 신호를

RMS(root mean square) 처리하였다. 수의적 수축 운동

과 부하 수축 운동의 매 10회씩 각각 4회를 FFT(fast

Fourier transformation) 주파수 분석하여 중앙주파수 값

을 얻었다. 운동 10회씩의 중앙주파수 평균을 구하였다.

운동 처음 10회의 중앙주파수 평균을 제1중앙주파수, 운

동 마지막 10회의 중앙주파수 평균은 제4중앙주파수로

정의하였고, 제1중앙주파수에서 제4중앙주파수를 뺀 값을

제1중앙주파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피로도를 계산하

였다(고은혜 등, 2004). 본 연구에서 40회의 수의적 수축

운동과 부하 수축운동을 반복하여 시행한 결과 약 20％

정도로 근육의 중앙주파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보행 평가 방법

연구 대상자 14명은 하지의 근육 피로 운동을 시행한

후에 피로상태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7명을 집단 1로

높은 굽 신발에 TCI를 적용하고, 나머지 7명은 집단 2

로 높은 굽 신발만 적용한 상태에서 보행로를 걷도록

하였다. 우선 모든 대상자에게 실험을 위한 복장으로 갈

1) VICON MX System, Oxford Metrics Ltd., Oxford,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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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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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TSD 150B, BIOPAC System Inc., CA. U.S.A.

5) EL503, BIOPAC System Inc., C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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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높은 굽 신발

(n1=7)

높은 굽 신발+TCI

(n2=7)
p

연령(세) 22.3±1.7a 22.1±2.3 .34

신장(㎝) 161.7±3.5 163.2±4.2 .16

체중(㎏) 56.5±4.8 57.6±7.1 .47

발크기(㎜) 235.3±1.5 234.9±2.1 .37
a
평균±표준편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4)아입힌 후 인체계측학 자료를 측정하였다. 구형의 적외

선 반사 표식자(spherical reflective marker) 15개를 하

지의 해부학적인 경계표에 부착하였다. 전족부의 마커는

앞쪽 1번째와 2번째 중족골두 사이, 뒤꿈치의 마커는 신

발 뒤축 중앙, 족관절의 외과, 슬관절의 외측과에 각각

1개의 마커를 부착하였다. 족관절과 슬관절의 마커를 연

결한 선상에 하퇴를 표시하는 마커를 양쪽에 부착하였

다. 양쪽 전상장골극에 마커를 부착하고, 슬관절의 마커

와 연결한 선상에 대퇴를 표시하는 마커를 양쪽에 부착

하였다. 1개의 마커는 양쪽 후상장골극 연결선의 중앙에

부착하였다. 측정을 시작하기 전에 대상자가 준비된 높

은 굽 신발에 익숙해질 때까지 충분한 연습기간을 두었

다. 대상자가 편한 속도로 힘판을 정확히 밟은 우세발의

자료값을 3회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보행주

기는 뒤꿈치 접지기부터 동측발의 다음 뒤꿈치 접지기

까지를 100％로 하였다. 우세측 하지의 피로상태 전과

후의 모든 보행 조건에 따른 보행주기를 Polygon 프로

그램(VICON System, Oxford Metrics Ltd, Oxford,

England)을 이용하여 정규화하였다. 보행주기에 따른

지면반발력은 Origin 프로그램(Ver 6.0 Microcal

Software Inc., MA, U.S.A.)을 이용하여 정규화하였다.

4. 분석방법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해 윈도용 SPSS version 1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보행주기에 따른 변

수와 각 관절의 최대 굴곡과 신전각도를 분석하였다.

각 관절의 최대 굴곡과 신전 모멘트(moment), 각 관절

일률(power), 그리고 지면반발력은 각 대상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정규화하였다. 하지의 피로상태에서 TCI를

적용한 집단과 적용하지 않은 집단이 높은 굽 신발을

신고 보행하는 동안 운동형상학적 및 운동역학적 자료

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 t-검정

(independent t-test)을 사용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한 유의수준 α=.05로 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건강한 젊은 성인 여성 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집단 1(n1=7)과 집단 2(n2=7)간에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

2. 하지 피로상태 동안 두 집단의 보행변수 비교

하지의 피로상태 동안 높은 굽 신발에 TCI를 적용한

집단이 높은 굽 신발만 적용한 집단보다 활보장, 보폭,

입각기 비율, 그리고 보행 속도는 증가하였고, 분속수는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표 2).

3. 보행조건에 따른 각 관절 최대 각도, 모멘

트 및 일률의 비교

가. 고관절 최대 각도, 모멘트 및 일률의 비교

하지의 피로상태 동안 높은 굽 신발에 TCI를 적용한

집단에서 높은 굽 신발만 적용한 집단보다 초기 입각기

의 고관절 최대 굴곡각도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04). 말기 입각기의 고관절 최대 굴곡모멘트는 높은

굽 신발에 TCI를 적용한 보행에서 1.63±.73 Nm/㎏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3)(표 3). 높은 굽 신발보행에

서 초기 입각기의 고관절 최대 에너지생성은 .53 W/㎏

이었고, 높은 굽 신발에 TCI를 적용한 보행에서는 .78

W/㎏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2). 말기 입각기의

높은 굽 신발보행에서 고관절 최대 에너지흡수는 .30

W/㎏이었고, 높은 굽 신발에 TCI를 적용한 보행에서는

.64 W/㎏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4).

나. 슬관절 최대 각도, 모멘트 및 일률의 비교

하지의 피로상태 동안 유각기의 슬관절 최대 굴곡각도

는 높은 굽 신발에 TCI를 적용한 집단에서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p＜.05)(표 4). 그러나 높은 굽 신발만 적용한 집단

보다 TCI를 함께 적용한 집단에서 최대 굴곡모멘트는 증

가하였고, 최대 신전모멘트는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또한, 높은 굽 신발에 TCI를 적용하고 보

행한 경우 초기 입각기의 슬관절 최대 에너지생성은 .76

W/㎏으로 높은 굽 신발보행보다 증가하였고, 말기 입각기

의 슬관절 최대 에너지흡수는 .58 W/㎏으로 높은 굽 신발

보행보다 증가하였으나 모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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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변수 높은 굽 신발(n1=7) 높은 굽 신발+TCI(n2=7) p

활보장(㎝) 131.14±5.76
a

133.00±3.87 .09

보폭(㎝) 64.00±3.22 65.29±2.43 .09

분속수(steps/min) 115.62±4.21 114.93±6.53 .16

입각기 비율(％) 61.96±2.14 62.71±.48 .10

보행 속도(㎝/sec) 123.57±11.82 127.43±9.83 .16
a평균±표준편차.

표 2. 하지 피로상태 동안 두 집단의 보행변수 비교 (N=14)

변수 높은 굽 신발(nl=7) 높은 굽 신발+TCI(n2=7) p

초기 입각기 최대 굴곡각도(°) 23.95±7.54
a

14.49±6.23 .04

말기 입각기 최대 신전각도(°) 28.05±7.08 33.08±2.89 .11

말기 입각기 최대 굴곡모멘트(Nm/㎏) .61±.38 1.63±.73 .03

초기 입각기 최대 신전모멘트(Nm/㎏) 2.94±.85 2.35±.77 .22

초기 입각기 최대 에너지생성(W/㎏) .53±.16 .78±.22 .02

말기 입각기 최대 에너지흡수(W/㎏) .30±.06 .64±.22 .04
a평균±표준편차.

표 3. 고관절 최대 각도, 모멘트 및 일률의 비교 (N=14)

변수 높은 굽 신발(n1=7) 높은 굽 신발+TCI(n2=7) p

초기 입각기 최대 굴곡각도(°) 9.51±11.49
a

5.35±7.41 .43

유각기 최대 굴곡각도(°) 40.77±13.80 50.06±12.99 .04

말기 입각기 최대 신전각도(°) 6.20±8.33 7.88±3.72 .65

초기 입각기 최대 굴곡모멘트(Nm/㎏) 1.13±.34 1.49±.44 .18

중기 입각기 최대 신전모멘트(Nm/㎏) 1.56±.18 .67±.37 .55

초기 입각기 최대 에너지생성(W/㎏) .64±.24 .76±.47 .34

중기 입각기 최대 에너지흡수(W/㎏) .44±.07 .58±.12 .16
a평균±표준편차.

표 4. 슬관절 최대 각도, 모멘트 및 일률의 비교 (N=14)

다. 족관절 최대 각도, 모멘트 및 일률의 비교

하지 피로 상태 후 높은 굽 신발을 적용한 집단과

TCI를 함께 적용한 집단에서 족관절의 최대 관절각도,

최대 관절모멘트, 그리고 최대 관절일률에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p＞.05)(표 5).

4. 하지 피로상태 동안 두 집단의 최대 지면

반발력 비교

하지 피로상태 동안 두 집단의 최대 지면반발력은

초기 접지기에 수직력(vertical force, Fzi)과 두 번째 최

대 수직력(vertical force, Fz2)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5)(표 6).

Ⅳ. 고찰

발을 보호하며, 최대한 맨발상태의 기능을 돕기 위해

착용하는 신발은 착용감과 안정성이 강조되어야 하지만

신발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상태로 많은

여성들이 유행이나 미용적인 측면에서 높은 굽 신발을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발에 스트레스를 가하는

외적인 요소로서 발의 통증, 유합조직(callus)의 형성,

무지외반증과 같은 변형 등 병리학적인 소견들은 신발

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Frey, 2000).

Yung-Hui와 Wei-Hsien(2005)은 높은 굽 신발 보행동

안 발생한 충격력 60.5％BW가 힐컵을 적용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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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높은 굽 신발(n1=7) 높은 굽 신발+TCI(n2=7) p

말기 입각기 최대 배측굴곡각도(°) -4.47±6.81a -4.05±3.35 .89

초기 입각기 최대 저측굴곡각도(°) 33.52±6.76 32.08±1.70 .59

말기 입각기 최대 배측굴곡모멘트(Nm/㎏) .24±.33 .08±.08 .33

초기 입각기 최대 저측굴곡모멘트(Nm/㎏) .60±.20 .97±.50 .14

말기 입각기 최대 에너지 생성(W/㎏) .36±.14 .41±.09 .68

초기 입각기 최대 에너지 흡수(W/㎏) .41±.19 .59±.23 .28
a
평균±표준편차.

표 5. 족관절 최대 각도, 모멘트 및 일률의 비교 (N=14)

최대 지면반발력(％BW) 높은 굽 신발(n1=7) 높은 굽 신발+TCI(n2=7) p

전방전단력(Anterior force) 24.13±3.85a 25.28±2.90 .50

후방전단력(Posterior force) 30.86±8.48 27.16±3.01 .33

내측력(Medial force) 6.59±2.08 5.83±1.63 .47

외측력(Lateral force) 1.87±1.02 2.55±1.97 .48

수직력(Vertical force, Fzi)
b

55.82±12.29 44.84±7.69 .00

수직력(Vertical force, Fz1)
c

141.91±13.46 135.76±3.94 .38

수직력(Vertical force, Fz2)
d

125.36±4.01 131.95±2.86 .01
a평균±표준편차.
b초기 접지기 수직력.
c첫 번째 최대 수직력.
d두 번째 최대 수직력.

표 6. 하지 피로상태 동안 두 집단의 최대 지면반발력 비교 (N=14)

48.6％BW, TCI를 적용하였을 때 40.6％BW으로 유의

하게 감소하였고, 족궁 보조기, 중족골 패드를 사용한

경우 충격력은 감소하였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하지의 피로 상태 동안 충격

력 감소에 효과적인 TCI를 높은 굽 신발에 적용하였을

때 보행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하지의 근육 피로 상황을 유발하기 위

해 반복적인 원심성-구심성 근수축 운동을 통해 접근

하였다(Gefen 등, 2002; Lunsford와 Perry, 1995;

Svantesson 등,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보행동안

많이 사용되는 전경골근과 비복근의 근육의 반복적인

근수축 운동을 통해 하지 근육의 피로 상황을 유발하였

다. 본 연구에서 하지 근육의 피로상태 동안 높은 굽

신발만 적용한 경우보다 높은 굽 신발에 TCI를 적용한

경우 슬관절의 신전모멘트와 고관절의 신전모멘트가 적

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 본 연구대상자 수가 적은 제한점을 고려할

때 이는 피로상태 동안 높은 굽 신발에 TCI를 적용함

으로 관절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관절모멘트를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유각기에 슬관절 굴곡은 회전 관성력을 이용하여 하

지 분절 이동 속도를 증가시켜 전방 추진력을 크게 하

는 동작이다. 높은 굽 신발 착용 시 슬관절 굴곡과 신

전이 작게 발생함으로써 추진력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서국웅 등, 1995). 본 연구 결과 하지 근육 피로상태에

서 TCI를 적용하였을 때 유각기의 슬관절 최대 굴곡각

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TCI의 적용이 피로상태 후에 하지 분절의 전방 추진력

을 크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senyel 등(2003)은 높은 굽 신발을 착용한 경우 말

기 입각기에 족관절이 저측굴곡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저측굴곡모멘트의 감소가 초래되며, 감소된 저측굴곡모

멘트는 에너지생성의 감소로도 확인된다고 하였다. 저

측굴곡모멘트의 감소는 관절에서의 보상적 적응전략 발

생을 초래하고, 일률을 감소시킨다(Winter와 Yack,

1987). 그러나 본 연구결과 높은 굽 신발에 TCI를 적용

한 보행의 최대 저측굴곡모멘트는 .97 Nm/㎏으로 높은

굽 신발만 적용한 경우보다 최대 저측굴곡모멘트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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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족관절 말기입각기의 최

대 에너지생성도 .41 W/㎏으로 높은 굽 신발 보행에서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연구를 통해

TCI가 과도한 족관절 저측굴곡으로 인한 보행의 효율

저하를 감소시키는지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기 입각기동안 저측굴곡근의 원심성 수축량의 정도

에 따라 에너지흡수 능력에 차이를 나타낸다. 높은 굽

신발보행 시 과도한 저측굴곡으로 인해 저측굴곡근의

원심성 수축이 원활히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

흡수 능력이 감소한다(Lee 등, 1990). 본 연구 결과에서

하지 피로상태 후 높은 굽 신발만 적용한 집단에서보다

TCI를 적용한 집단에서 족관절 최대 에너지생성과 흡

수는 증가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인솔의 재질에 따라 충격량 흡수에 차이를 나타

내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에너지흡수 능력에 영향

을 미치는 족부보조기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 근육 피로상태 동안 초기 접지기 수직력은 높은

굽 신발보행에서 55.82％BW이었고, TCI를 적용한 보행

에서는 44.84％BW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초기 접지

기 수직력과 후방전단력의 증가는 높은 굽 신발에서 발

의 과도한 저측굴곡과 관련된다. 보행 시 발생하는 충격

이 증가되며, 후방전단력은 breaking force로 작용하여

보행 시 정상적인 발의 진행을 방해한다. 그러나 높은

굽 신발에 TCI를 적용함으로 발의 안정성을 증가시키

고, 유연한 동작을 일으켜 보상전략을 덜 발생시킬 수

있다. Perry(1992)는 수직력의 크기는 보행속도에 따라

변하며, 보행속도가 감소할수록 모멘트가 감소하고, 수

직 가속력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하지 근육 피로상태에서 높은 굽 신발로 보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보상전략을 방지하여 정상보행을 하도록 유도

하고, 고관절의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높은 굽 신발보행

동안 TCI를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연구의 대상자 수가 적었고, TCI를 처음 접한

대상자로 족부보조기 착용이 익숙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

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장기간 높은 굽 신발에 족부보조

기를 적용한 경우 보행 및 계단오르기 등과 같은 다른

일상생활동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최대한 높은 굽

신발의 바닥에 맞는 경성족부보조기를 사용하였다. 그러

나 Tang 등(2003)은 달리기와 같은 운동동안 딱딱한 인

솔을 사용한 경우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 자극이 증가한

다고 하였다. 따라서 족부보조기의 재질도 보행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향후 높은 굽 신발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족부보조기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보행하는 동안 하지의 관절각

도, 모멘트, 그리고 일률만을 설명하였다. 높은 굽 신발

이 골반과 체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높은

굽 신발에 TCI를 적용한 보행에서 상위 관절의 움직임

및 기능, 특히 임상에서 높은 굽 신발로 인한 요추부위

의 통증을 호소하는 젊은 여성에게 TCI를 적용하였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20대 정상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지의 피

로상태에서 TCI를 적용한 집단과 적용하지 않은 집단에

서 보행변수, 각 관절의 각도, 관절모멘트, 그리고 관절일

률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하지 근육의 피로상태 동안 높

은 굽 신발만 적용한 집단보다 높은 굽 신발에 TCI를 적

용한 집단에서 초기 입각기에 고관절 최대 굴곡각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5), 말기 입각기에 고관절 최대

굴곡모멘트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또한, 높은

굽 신발에 TCI를 적용한 집단에서 초기 입각기에 고관절

최대 에너지생성과 말기 입각기에 고관절 최대 에너지흡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5), 초기 접지기의 수직

력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5), 두 번째 최대 수직력

(Fz2)은 높은 굽 신발보행보다 TCI를 적용한 집단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하

지 근육 피로상태 동안 높은 굽 신발보행보다 TCI를 적

용한 높은 굽 신발보행은 관절의 보상전략을 방지하고,

고관절의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효과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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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igue in a standing heel-rise test. Scand J

Rehabil Med. 1998;30(2):67-72.

Tang SFT, Chen CP, Hong WH, et al. Improvement of

gait by using orthotic insoles in patients with heel

injury who received reconstructive flap operations.

Am J Phys Med Rehabil. 2003;82(5):350-356.

Wang YT, Pascoe DD, Kim CK, et al. Force pat-

terns of heel strike and toe off on different heel

heights in normal walking. Foot Ankle Int.

2001;22(6):486-492.

Winter DA, Yack HJ. EMG profiles during normal

human walking: Stride-to-stride and inter-subject

variability. Electroencephalogr Clin Neurophysiol.

1987;67(5):402-411.

Yung-Hui L, Wei-Hsein H. Effects of shoe inserts

and heel height on foot pressure, impact force,

and perceived comfort during walking. Appl

Ergon. 2005;36(3):355-3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