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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functional insoles of wedge-type it is for the young to raise their height inserted between insole

and heel cause foot pain and disease. Additionally, these have a problem with stability and excessively load-bearing

during gait like high-heel shoes.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changes in bio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foot with

different insole thickness then we will utilize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sole with the purpose of relieving the

pain and disease. Subjects(male, n = 6) measured COP(center of pressure) and PCP(peak contact pressure) on the

treadmill(140cm/s) using F-scan system and different insole thickness(0~50 mm) between sole and plantar surface

during gait. Also, we computed changes of stresses at the foot using finite element model with various insole thick-

ness during toe-off phase. COP moved anterior and medial direction and, PCP was increased at medial forefoot sur-

face, 1st and 2nd metatarsophalangeal, (9%↑) with thicker insoles and it was show sensitive increment as the insole

thickness was increased from 40 mm to 50 mm. Change of the stress at the soft-tissue of plantar surface, 1st meta-

tarsal head represents rapid growth(36%↑). Also, lateral moments were increased over the 100% near the 1st meta-

tarsal as the insole thickness was increased from 0 mm to 30 mm. And it is show sensitive increment as the insole

thickness changed 10 mm to 20 mm. As a result, it was expected that use of excessively thick insoles might cause

unwanted foot pain at the forefoot region. Therefore, insole thickness under 30 mm was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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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Insole(인솔)은 발의 피로와 통증을 줄이기 위해 신발 내

부에 착용하는 안창으로 충격을 흡수하고 체중을 분산시켜

착용자의 편안함과 안정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고되고 있

다[1]. 특히, 족저면의 곡면과 최대한의 conformity(적합성)

을 제공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능성 인솔 제품들이 비정상

적인 족저압력을 감소시켜 족부통증 감소 및 착용감 향상을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반면, 최근 젊은 남성층에서

신장을 커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솔과 족저면 사이에

wedge(쐐기) 형태의 키높이 인솔을 추가로 삽입하여 사용

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키높이 인솔의 사용

은 high-heeled position(전족부 보다 후족부가 높아진 자

세)으로 그 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라 체중이 전방으로 치우

치게 되어 전족부에 작용하는 부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비정상적 족저압력을 유발시켜 여성용 하이힐과 유사하게

장시간 착용에 따르는 전족부 통증 및 무지외반과 같은 족

부질환 및 기형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2]. 또한 하이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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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wedge 형태의 인솔은 솔과 족저면 사이에 고정되지

않은 단순 삽입 형태로써 균형 유지 측면에서 보다 더 심각

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키높이 인솔과 관련하여 Jung 등(2009)은 인솔의 두께

변화에 따라 균형능력과 감각능력이 떨어지게 되며 관절 각

도를 변화시켜, 신체전반의 기능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으며, Lee 등(2009)은 인솔의 높이가 증가 할수록 족저

면에 발생하는 압력의 증가율이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으

나, 족저면의 부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 및 족부 내

부에서 발생되는 변화등을 생체역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3,4]. 

하이힐 착용에 대한 문제점을 생체역학적 측면에서 분석

하고자 박종진 등(2009)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보행분석을

통한 족저압력 평가에서 굽이 높을수록 전족부에 높은 압력

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며[5], 보행시 굽이 높아질수록 toe-off

phase(발끝 떼기 단계)에 발생하는 지면반발력의 크기가 증

가하고 center of pressure(압력중심, COP)은 내측으로 변

화한다고 Wang 등(1994)은 보고하였다[6]. 그러나 이와 같

은 족저압력 분석은 단순히 전족부와 후족부로 구분하여 부

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COP 결과 분석방법은 이동 크기만을 나타내

어 보행 시점에 따른 균형 유지 능력 및 키높이 인솔이 족

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족저압력 측정 실험은 족저면에서 정확한 압

력분포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족부 통증과 질환

분석을 위한 족부 내부의 stress/strain(응력/변형) 분석이

어렵다는 단점을 갖는다. 한편으로, 유한요소분석법은 족부

내부의 응력변화를 확인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발이나

인솔의 디자인 요소 변화에 따른 골절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족부 내부의 과도한 응력집중이나 비정상적인 응력

분포 등의 생체역학적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을 가능하

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다. Gu

등(2005)은 골조직과 연부조직으로 간략화된 2차원 족부 유

한요소 모델을 이용하여 하이힐 착화에 따른 제 1중족골의

응력변화를 예측하였고[7], Cheung 등(2008)은 28개의 골

조직, 72개의 인대, 족저근막 그리고 연부조직으로 구성된 3

차원 족부 유한요소 모델을 구축하여 족부 교정기(foot

orthosis) 유무에 따른 족저면의 압력변화를 확인하였다[8].

Yu 등(2008)은 Cheung 등(2008)의 모델을 바탕으로 형태

학적으로 남성의 족부와 차이를 갖는 여성의 하이힐 착화

유한요소 모델을 개발하여 주응력 방향 확인을 통해 무지외

반 가능성을 예측하였다[2]. 그러나 무지외반 가능성 분석은

직접적으로 무지에 힘이 작용하여 제 1중족족지관절에서 변

형을 일으키는 외전모멘트의 크기를 예측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 최근 Chen 등(2010)은 종자골을 포함한 30개의 골

조직과 134개의 인대, 5개의 족저근막과 연부조직으로 구

성하여 해부학적으로 유사한 3차원 유한요소 모델을 개발 및

족저면에 발생하는 응력을 확인하였으나 static standing

balance(정적균형) 상황만을 분석하였다[9]. 그러나 보행시

더 높은 지면반발력이 발생하며 toe-off phase시 가장 높은

하중이 작용함에 따라 전족부 족저면의 연부조직 응력변화

확인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키높이 인솔 착용으로 인한 족저

면 압력 및 족부내부의 응력 변화를 분석하여 전족부 통증

이나 무지외반 등 족부질병 예방의 가이드라인에 적용가능한

키높이 인솔의 적절한 두께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

여 족저압센서를 이용한 피검자의 보행 실험을 통하여 두께

변화에 따른 족저면에서의 구역별 압력분포, COP, peak

contact pressure(최대 접촉 압력, PCP)를 측정하였으며,

다양한 두께의 키높이 인솔이 착용된 족부유한요소모델을 구

축하여 최대하중이 가해지는 toe-off phase 상에서의 전족부

내부 응력 변화, peak von Mises stress(최대 등가 응력,

PVMS) 및 중족족지관절의 lateral abduction moment(외

전 모멘트)를 예측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족저압력 실험

(1) 피검자 선정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는 과거 하지 및 족부에 병

력이 없고 정상적인 족부 형태를 가지며 보행 동작에 무리

가 없는 정상인 남성 6명을 피험자로 선정하였다. 피험자의

신체적 특징은 표 1 과 같다.

(2) 실험 장비 및 절차

보행 시 족저면에 나타나는 압력분포를 획득하기 위해

insole type(안창 형태)의 F-scan system(Tekscan Inc.,

Bostone)을 이용하여 트레드밀(Tunturi Oy Ltd, Poland)

상에서 보행을 유도하였다.

키높이 인솔(10 mm 단위, 10~50 mm) 착용에 대한 이

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실험마다 10분간의 예비보행을

실시 하였으며, 족저압 데이터는 예비보행 직후 3분간 동일

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이 때, 유한요소의 하중조건 결정을

표 1. 피험자의 신체적 특징(Avg ± SD)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Avg ±  SD)

Subject
(n)

Weight(kg)
Height

(cm)
Shoe size

(mm)
Age
(yrs)

6 67.5 ± 1.9 173.7 ± 3.6 266.6 ± 5.1 24.1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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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측정되는 지면반발력의 차이를 최소화 하기위해 보행속

도를 140 cm/s로 제한하였다[10]. 키높이 인솔 두께에 따른

족저압력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두께가 다른 키높이 인

솔 교체와 함께 10분간의 휴식을 취하게 한 후, 다시 족저

압 측정을 반복 수행하였다.

(3) 데이터 분석 방법

측정된 족저압 데이터는 Research foot version 5.23

(Tekscan Inc., USA)을 이용하여 족저면의 구역별 영역에

따른 압력 분포를 확인하였다. 족저면은 해부학적으로 heel

(후족부, M1), midfoot(중족부, M2), 그리고 forfoot(전족부,

M3-M7) 으로 나누었으며, 전족부는 medial forefoot(전족

부 내측, M3), central forefoot(전족부 중앙, M4), lateral

forefoot(전족부 외측, M5), hallux(엄지발가락, M6), lesser

toes(나머지 발가락, M7) 영역으로 구분하였다[11].

보행 시점별 COP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Perry의 gait

analysis 책의 보행주기 비율을 참고하여 initial contact

(초기접지기, IC), Loading response(하중 반응기, LR),

Midstance(중간입각기, MS), terminal stance(말기 입각

기, TS), 그리고 pre-swing(전유각기, PS) 시점을 선정하

였다[12]. IC은 발뒤꿈치가 지면에 닿는 시점, LR는 발바

닥이 닿는 시점, MS는 신체의 무게 중심이 발바닥의 중심

을 지나는 시점, TS는 발뒤꿈치가 떨어지는 시점, PS은 발

가락 끝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시점을 의미한다.

피험자간 상이한 발사이즈 차이를 고려하여 피험자의

COP 좌표를 Equation[1]과 같이 각 피검자의 width(발폭)

과 length(길이)를 이용하여 normalization(정규화)하였다.

이때, COPt 는 t높이의 키높이 인솔을 착용하였을 때의

COP를 의미하며 xi는 i번째 입각기에서 후족부 내측에서 부

터 내·외측 방향의 길이, yi는 i번째 입각기에서 후족부 내

측에서 부터 전·후 방향의 길이를 의미한다.

Eq. [1]

키높이 인솔 두께 변화에 따른 족저압력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처리 프로그램(SPSS v12.0, SPSS INC., USA)

을 이용하여 만-위트니 U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0 mm 기

준으로 각 두께 변화에 따른 COP와 PCP의 통계적 차이를

a = .05의 유의수준에서 확인하였다.

2. 유한요소 분석

(1) 유한요소 모델 구축

피검자를 이용한 족저압 측정 실험은 족저면에서의 정확

한 압력분포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보다 유용한 결과도출을 위해서 다수의 피검자를 통한 생체

역학적 시험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실험적 결과는

족저면에서 측정되는 족저압 데이터에 국한되어 실제 족부

관절 내에서 관절의 손상, 통증, 기형유발 등과 관련된 생체

역학적 요소인 골조직 또는 연부조직 내에서 응력변화와 같

은 생체역학적 분석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기존에

는 동인인의 CT 자료와 족저압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한

요소법을 적용시켰으나, 이는 일반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는

단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팀에 의해 사전

에 구축되고 검증된 족부 유한요소모델과 앞서 실시한 족저

압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키높이 인솔 두께 변화에 따른 족

부내의 생체역학적 거동 변화를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통용

가능하도록 분석하였다[9].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한요소 모

델의 구축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족부 질병이나 형태학

적 이상이 없는 남성(170 cm, 65 kg, 27세) 우측 발을 관

상면을 따라 1 mm 간격으로 computer tomography(컴퓨

터 단층 영상, CT)을 촬영 한 후(그림 1(A)), 소프트웨어

(Mimics v8.1, Materialize, Inc., Louvain, Belgium)를

이용하여 gray-scale threshold 조절을 통해 CT로부터 획

득된 data를 골조직과 연부조직으로 구분하였다(그림 1(B)).

구분된 영역을 바탕으로 line data와 surface model을 획

득한 후(그림 1(C)), 족부 골조직과 연부조직의 재구성 및

mesh 생성을 위해 전·후처리 프로그램인 PATRAN

(MacNeal Schwendler Corporation, USA)을 이용하였다

(그림 14(D, E)). 골조직은 sesamoid(종자골)를 포함한 30

개의 골조직으로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골구조물은 균질한

물질로 가정하여, 골 구조물 사이의 상호 작용을 부여하기

위해 마찰이 없는 15 쌍의 ABAQUS 'small sliding' 조건

을 부여하였다. 연부 조직은 생리학적 특징인 strain이 커

짐에 따라 elastic modulus(탄성계수)가 증가하도록 비선

형 물성 특징을 구현하였다. 인대와 족저근막을 포함한 족

부 골조직의 수동적 안정화 구조물은 Primal Picture 2006

(ANATOMY.TV, Primal Pictures Ltd., London, UK)

소프트웨어를 기초로 해부학적 특징을 반영하여 총 5개의

족저근막과 134개의 인대로 구성시켰다. 인대는 인장하중에

만 반응하는 tension only truss elements(2차원 다발 요

소)로 단면적을 적용하였다(그림 1(E)).

키높이 인솔에 대한 유한요소모델의 구축과정은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urethane poly-acetyl(우레단 폴리-아

세칠) 재질의 wedge 형태 제품의 실제 사이즈를 버니어캘

리퍼스(CD-15CP, Mitutoyo, Japan)로 측정 하여 10 mm

부터 50 mm까지 10 mm 단위로 두께를 변화시켜 총 5개

의 키높이 인솔 모델을 구현하였고, 아웃솔은 운동화의 두

께인 30 mm로 일정하게 적용시켰다. 이때, 키높이 인솔은

피검자 족저압 실험의 상황과 동일하도록 아웃솔의 최후방에

COP
t
X Y,( )

x
i

Width
--------------

y
i

Length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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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하도록 하였다(그림 2(A,B)). 키높이 인솔두께 변화에 따

른 전족부(M2, M3, M4)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보행주기

중 가장 큰 지면반발력을 갖는 toe-off phase를 선정하여 신

발밑창이 착화된 족부 유한요소 모델링을 실시하였다(그림

2(C))[12]. 키높이 인솔과 아웃솔의 물성치는 압축 실험을

통한 stress-strain 결과를 바탕으로 hyperelastic(고탄성)

특성을 적용하고자 하였으며(그림 3), 압축 실험 데이터는

만능재료 시험기(MTS 858 Bionix system, MTS Inc.,

USA)를 이용하여 한 변의 길이가 10 mm인 정육면체 솔 시

편을 1 mm/s의 displacement control을 통해 20 Hz 간격

으로 데이터를 획득하였다[13].

(2) 하중, 구속 및 경계 조건

하중조건은 족저압력 실험에서 6명의 F-scan data로부

그림 1. 정상인의 3차원 족부 유한 요소 모델의 구현 과정; (A) 1 mm 간격으로 CT 촬영된 정상인의 우측 족부, (B) CT data(좌측)로부

터 gray-scale threshold 조절을 통해 골조직(위)과 연부조직(아래)의 경계 구분, (C) Line data(좌측)와 surface model(우측)로 골조

직(위)과 연부조직(아래) 복원, (D) 골조직(위)과 연부조직(아래)의 solid model 생성, (E) 완성된 골조직(좌측)과 연부조직(우측)의 3차원

정상 족부유한요소 모델

Fig. 1. Construction process for a 3-D foot FE model; (A) Right foot of normal people obtained using a CT at 1 mm interval,

(B) producing image segmentation divided between bony structure(upper) and soft-tissue(lower) using gray-scale

thresholding, (C) Reconstruction of bony structure(upper) and soft-tissue(lower) from line data(left) and surface

model(right), (D) Solid model generation of bony structure(upper) and soft-tissue(lower), (E) 3-D foot FE model of bony

structure(upper) and soft-tissue(lower)

그림 2. 키높이 인솔, 아웃솔 그리고 신발밑창 착화 족부 유한요소 모델의 예시; (A) 유한요소 분석을 위해 구현된 50 mm 높이의 키높이인

솔 모델, (B) 구현된 다양한 두께의 키높이 인솔이 적용된 신발밑창(키높이인솔과 아웃솔) 모델, (C) Toe-off 상태의 신발밑창 착화 족부 유

한요소 모델

Fig. 2. The example of FE model with wedge-type insole, outsole and shod foot FE model; (A) Foot FE model with 50 mm

wedge-type insole, (B) Various thickness shoe model(wedge-type insole and outsole), (C) Shod foot FE model at the toe-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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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획득된 결과 data중 toe-off 시점에서 측정된 ground

reaction force(지면반발력, GRF)를 유한요소 모델의 솔과

접촉하는 지면 하부면에 F-scan과 수직방향으로 분포하중을

부여하였다(그림 4, 표 2). 구속조건은 tibia(경골), fibula(비

골), 연부조직의 최상위 면의 모든 node(절점)을 모든 방향

에 대해 고정하였으며 솔은 수직방향으로만 움직임이 가능

하도록 구속하였다. 족저면과 키높이 인솔 사이의 경계조건

은 기존 문헌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양말을 신고 신발을 착

용한 상태를 의미하는 0.5의 마찰계수를 적용하였다[14].

(3) 모델 검증

PCP는 족저면에 발생하는 가장 높은 압력의 크기를 의

미 하는 것으로, 족저면에 과도한 하중이 발생할 경우 족부

내부에 응력집중현상을 유발하여 연부조직을 손상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델의 검증을 위

해 족저압력 실험에서 F-scan system(Tekscan Inc.,

Bostone)으로 부터 획득된 결과 데이터 중 toe-off 시점에

서 측정된 전족부의 PCP 데이터와 예측된 족부유한요소 모

델의 PCP 족저압력 결과 차이율을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

증하였다.

(4) 결과 분석 방법

족부 내부의 응력 집중현상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종자골

(제 1 중족골두, sesamoid) 내·외측을 구분하여 중족골두

하부면의 연부조직에서 PVMS를 예측하였다.

무지외반 가능성 분석에 있어 지역좌표축은 transverse

plane(횡단면)의 1st metatarsal(제 1 중족골)의 longitudinal

axis(장축)을 y축으로, 제 1 중족족지관절의 중점을 원점으

로 해부학적 좌표축 x, y를 설정하였다. 외전모멘트는 각

element(요소)의 중점으로 부터 작용하는 주응력과 moment

arm(모멘트 암)을 이용하여 Equation[2]와 같이 lateral

abduction moment를 산출하였다(그림 5). 이때, σes
i
 는 i

번째 element에 걸리는 주응력의 크기, dmai
 는 i번째

element의 moment arm 길이를 나타낸다.

lateral abduction moment = Eq. [2]

III. 결  과

1. 족저압력 실험 

보행주기 내에서의 COP 와 PCP의 결과에 대한 분석은

σ
es

i

i

n

∑ d
ma

i

×

그림 3. 비선형 물성치 적용을 위한 실험 및 솔의 물성치 특성; (A)

솔의 물성치 획득을 위한 압축실험 구성, (B) 실험을 통해 획득되어

진 키높이 인솔과 아웃솔의 stress-strain curve

Fig. 3. The material characteristic and experiment for

applying the properties insole and outsole; (A) Compression

test, (B) Stress-strain curve of wedge-type insole and outsole

were obtained from experiments

그림 4. 족부유한요소 모델 해석을 위한 하중, 구속 및 경계 조건

Fig. 4. Loading and boundary conditions for foot FE model

analysis

표 2. 키높이 인솔 두께 변화에 따른 전족부에서 측정된 평균 지면반발력

Table 2. Average ground reaction force at the forefoot

Insole 
thickness

(mm)
0 10 20 30 40 50

GRF(N) 319.2 321.1 394.3 509.2 577.6 645.9

그림 5. 외전모멘트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

Fig. 5. The parameter for calculating the lateral abduction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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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저면의 압력 분포를 기초로 수행되었다. COP는 압력이

발생되는 영역 내부에 하나의 점으로 압력의 총합을 대표한

다. 본 연구에서 COP는 센서에서 측정되는 값을 바탕으로

보행 시 발생하는 지면반발력에 의해 족저면에서 발생되는

압력의 중심을 나타내며, PCP는 센서에서 측정되는 가장 높

은 접촉 압력 값으로, 보행 데이터를 획득 후 족저면을 구역

별(M1-M7)로 나누어 압력을 분석하였다. 그림 6은 10 mm

두께의 키높이 인솔을 착용하였을 때 보행 시점별 족저면

압력분포, 족저면 전체의 COP와 구역별 PCP의 위치를 나

타낸 예시다.

COP는 발의 길이와 폭을 피험자의 족부 사이즈에 따라

100으로 정규화한 값을 기준으로 내외측 방향을 x축, 전후

방 방향을 y축 좌표를 선정하였으며, 보행 시점에 따른 COP

의 위치를 나타내었다(표 3). 그림 7(A)는 평균 COP의 이

동 궤적을 나타내며 IC phase에서 후족부를 지나 LR와

MS phase에서 중족부를 거쳐, TS와 PS phase에서 전족

부 방향으로 이동함을 보여준다. 보행 시점에 따른 COP 변

화는 전 구간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나 PS구간에서 0 mm

기준으로 키높이 인솔의 두께가 30~50 mm로 증가함에 따

라 상대적으로 외측(58.2)에서 내측으로(51.4, 55.7, 51.9)

으로, 후방(74.5)에서 전방(78.5, 81.3 79.2)으로 통계적 유

의한 결과를 보였다(p < .05)(그림 7(B-D)).

PCP는 전족부(M3, M4, M5)에서 키높이 인솔의 두께가

0 mm에서 30 mm로 증가 할 때 각각 96.8 kPa에서 135.6

kPa, 135.8 kPa에서 193.2 kPa, 135.4 kPa에서 169 kPa

의 증가(9.0, 9.4, 5.3% 증가율)를 보였으며, 특히 40 mm 이

후에서는 M3과 M4(제 1, 2 중족지골)에서 137.8 kPa에서

177.4 kPa, 208.8 kPa에서 256.4 kPa로 변화함에 따라 급

격한 증가율(28%, 22%)를 확인하였다(p < .05). 이는 이전

0 mm에서 40 mm 구간에서의 완만하고 선형적인 증가추

이와 달리 뚜렷한 차이를 가졌다. 반면, 전족부 이외의 구간

에서는 인솔두께 변화에 따른 특징적 차이를 확인 할 수 없

었다(그림 8).

그림 6. 키높이 인솔의 두께가 10-mm일 때 보행 시점별 COP와 구

역별 PCP의 위치의 예; (A) Initial contact, (B) Loading

response, (C) Mid stance, (D) Terminal stance, (E) Pre-

swing

Fig. 6. Example of COP on gait phase and regional PCP with

10 mm wedge-type insole; (A) Initial contact, (B) Loading

response, (C) Mid stance, (D) Terminal stance, (E) Pre-swing

표 3. 키높이 인솔 두께변화에 따른 보행 시점별 COP의 이동경로는 내·외측과 전후방(x-y)의 길이를 100으로 설정하여 개인의 족부사이즈

로 정규화된 좌표

Table 3. The normalizated coordinate using personal foot size that the foot is set to 100 is that gait phase of COP by changing

thickness of wedge-type insole

(Avg ± SD)

Phase
0 mm 10 mm 20 mm

X Y X Y X Y

IC 60.3 ± 10.9 21.4 ± 9.1 57.2 ± 9.1 20.9 ± 4.7 55.5 ± 16.1 19.1 ± 3.3

LR 63.3 ± 17.8 32.5 ± 3.3 62.0 ± 10.7 32.9 ± 3.2 60.5 ± 11.6 30.8 ± 4.9

MS 66.2 ± 23.4 47.9 ± 6.5 66.5 ± 19.5 46.5 ± 7.9 65.0 ± 19.5 47.8 ± 10.8

TS 68.0 ± 17.2 63.5 ± 8.4 70.9 ± 23.5 62.7 ± 5.2 67.2 ± 11.1 66.5 ± 13.9

PS 58.2 ± 7.6 74.5 ± 7.9 60.7 ± 12.6 75.5 ± 7.4 58.0 ± 7.7 74.9 ± 7.9

Phase
30 mm 40 mm 50 mm

X Y X Y X Y

IC 57.2 ± 3.5 20.9 ± 7.5 62.5 ± 17.5 21.2 ± 10.1 64.7 ± 6.1 17.6 ± 7.2

LR 62.6 ± 7.1 32.8 ± 10.6 66.5 ± 19.2 35.4 ± 4.3 70.5 ± 19.1 38.8 ± 4.1

MS 65.6 ± 18.7 46.2 ± 8.2 67.5 ± 21.5 49.6 ± 8.6 68.1 ± 23.5 48.2 ± 5.7

TS 66.7 ± 15.1 61.4 ± 10.4 69.1 ± 25.7 64.4 ± 15.4 68.2 ± 25.7 59.3 ± 9.9

PS 51.4 ± 5.7 78.5 ± 9.1 55.7 ± 13.3 81.3 ± 3.6 51.9 ± 10.2 79.2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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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한요소 분석(Finite Element Analysis, FEA)

FE 모델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유한요소 분석을 통

한 전족부의 PCP 예측 결과와 F-scan을 이용하여 실제

M3, M4에서 측정된 PCP값의 상대비교를 실시하였다. 유

한요소 분석 결과는 실험 결과의 오차범위 내에 분포함을

확인하였으며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그림 9).

족저면 내부의 응력 집중효과에 따른 응력의 분포는 그림

13과 같이 나타났다. 인솔 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라 엄지발

가락, 종자골 내측 및 제 5 중족골두를 제외한 전반적인 응

력 증가를 보였다. 특히 제 1 중족골 외측 골두에서 가장 민

감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0~50 mm로 변화할 때 3.36 kPa

에서 6.94 kPa로 약 106% 증가를 보였다. 반면에 제 5 중

족골두에서는 0 mm에서 1.23 kPa이 측정되었으며 인솔의

두께가 변화함에 따라 족저면 내부의 응력이 점차적으로 감

소하여 50 mm일 때 0.39 kPa로 약 68% 감소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표 4). 

외전모멘트는 제 1 중족족지관절을 중심으로 무지가 외측

으로 작용하는 힘을 분석하는 것으로 0 mm를 기준으로 각

각의 높이에 정규화 하였다. 인솔두께가 변화함에 따라 증

가(0 → 50 mm, 150%↑)하는 경향을 예측하였으며, 특히

30 mm 이상일 경우 0 mm 높이와 비교하여 100% 이상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11).

IV. 결론 및 고찰

키높이 인솔과 유사한 하이힐의 착용은 보행시 비정상적

족저압력 발생, 전족부 통증 및 무지외반과 같은 족부질환

그림 7. 키높이 인솔 두께 변화에 따른 보행시 족저면의 COP; (A) COP 의 궤적, 붉은색 화살표는 평균 COP의 궤적으로 후족부에서 시작

하여 전족부 방향으로 이동함을 표시하였으며, 내측 후방을 원점으로 전·후방을 Y축, 내·외측을 X축으로 설정, (B) IC 시점에서 발생된 COP

로 각각의 색은 인솔두께를 의미함, (C) LR와 MS 시점에서 측정된 COP, (D) 전족부(M3, M4, M5)와 발가락 부위(M6 & M7)에서 측정된 COP

Fig. 7. COP at the plantar surface in each region with different insole thickness during a gait cycle; (A) Trajectory of average

COP is represented with an arrow. With a beginning of a gait cycle, the COP starts from the heel(M1) to the toes(M6, M7),

(B) COP at the IC phase, each color bar represent different insole thickness, (C) COP at the LR, MS phase, (D) COP at the

forefoot(M3, M4, M5) and toe region(M6 & M7)

그림 8. 키높이 인솔 두께 변화에 따른 족저면 구역별(M1-M7)에서

의 PCP 변화

Fig. 8. The changes of PCP at the regional plantar surface

by insole thickness

그림 9. 족부 유한요소 모델 검증을 위한 족저압 실험 및 유한요소

해석 결과에 따른 PCP 결과 비교

Fig. 9. The comparison PCP between plantar pressure ex-

periment and FE prediction for foot model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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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형이 증가하는 등 기존 연구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

적되었다. 박종진 등(2009)은 족저면을 전족부, 중족부 그

리고 후족부로 구분하여 하이힐 착화 보행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였으나[5], 보행시 발생하는 하중은 후족부에서 시작

하여 전족부의 다섯번째 발가락을 통과하여 첫번째 발가락

까지 하중이 전달되기 때문에, 족저면을 본 연구와 같이 구

분한 족저압력 분석이 요구되어 진다[15]. Yu 등(2008)등

은 하이힐 착용에 따른 무지외반을 분석하기 위해 제 1중족

족지관절에서 발생하는 주응력의 방향이 무지외반으로 작용

할 것으로 분석하였다[2]. 그러나 피로변형은 시간적으로 변

동하는 하중에서 발생되는 소성변형을 의미함에 따라 주응

력의 방향이 아니라 외전모멘트의 크기를 분석하는 것이 무

지의 외반현상을 예측하는데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

한 족저압력을 통한 족부궤양 가능성 예측의 부정확성을 극

복하고자 Chen 등(2010)은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중족골

두와 같은 돌출된 골구조물에 의해 족저면 연부조직에 발생

되는 응력집중현상 예측하였다. 하지만 족저면에 발생하는

체중의 절반만 작용하는 static standing balance상황을 표

현하여, 보행시 체중의 2~3배로 발생하는 지면 반발력과 하

이힐 착용시 발생하는 비정상적 족저압력에 의해 족저면에

발생되는 응력을 추가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8,16].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

들의 하이힐 착용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현상

은 여성에 국한되지 않고 남성들 또한 키높이 인솔 착용을

통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충족 시키고자 하는 추

세가 증가되어지고 있다. 키높이 인솔은 하이힐과 동일하게

high-heeled position로 하이힐과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남성들의 키높이 인솔 착용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4. 전족부 족저면 연부조직에서 예측된 구역별 PVMS

Table 4. The prediction of regional PVMS at the plantar surface of the soft-tissue

(Unit: kPa)

Insole thickness
(mm)

Location

Hallux

Metatarsal

1st

2nd 3rd 4th 5th

Medial Lateral

0 2.50 2.91 3.36 4.54 3.21 2.80 1.23

10 2.62 3.13 3.53 4.90 3.38 2.84 0.81

20 2.81 3.39 4.58 5.13 3.89 3.09 0.75

30 3.00 3.60 6.26 5.61 4.54 3.70 0.60

40 3.39 3.40 6.53 5.73 4.90 4.05 0.51

50 2.93 2.33 6.94 6.11 5.54 4.29 0.39

그림 10. 키높이 인솔 두께가 50 mm일 때 족저면 연부조직에서 발

생되는 von Mises stress의 분포 예시; (A) 응력 확인을 위해 관상

면을 따라 각 지족의 MH 부위를 사각형태의 관상면으로 절단, (B)

1st MH 기준으로 절단되어진 연부조직의 응력분포와 범례, (C) 연

부조직의 전체적인 압력 분포

Fig. 10. Example of internal von Mises stresses of plantar

soft-tissue at 50 mm thickness insole; (A) To survey the

stress, cutting each metatarsal of the MH as a rectangular

shape along the coronal plane, (B) Legend and stress dis-

tribution were under the 1st MH, (C) The overall stresses

distribution developed at soft-tissue

그림 11. 키높이 인솔 착용에 따라 0 mm로 정규화 시킨 외전모멘트

의 증가율

Fig. 11. Increasing rate of lateral abduction moment nor-

malized to 0 mm with wedge-type ins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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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저압력 측정 실험을 위해 선정된 피험자는 키높이 인솔

을 많이 착용하는 연령층으로 남성 대학생(20~29세)의 한

국인 인체표준정보 database(데이터베이스, DB)인 사이즈

코리아에서 제시한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제 1 분위수와 제

3분위수 사이 범위 내에 있는 키(169.6~177.3 cm), 체중

(63.8~76.8 kg) 그리고 발사이즈(248.5~263.5 mm) 내의

조건에 부합되는 6명을 선출하였으며, 신발사이즈는 발사이

즈보다 10 mm 크다고 가정하였다. 족저압력 실험간 보행

속도는 Richard 등(1997)의 연구를 참고하여 피험자 선정

과 동일한 연령구간인, 20~29세 남성이 편안함을 느끼는 보

행 속도(139.3 ± 15.3 cm/s) 구간에 있는 140 cm/s 속도를

동일하게 유도하였다. 실험에 대한 결과 분석은 각 피험자

의 0 mm를 기준으로 각 높이에 대한 상대비교를 실시하였

으며 이때 구역별로 통계적 유의치를 만-위트니 U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키높이 인솔을 삽입하여 보행할 경우 키높이 인솔과 신발

밑창간에 움직임이 발생하여 불안정성을 일으킬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전족부에 발생하는

응력변화 확인에 목적이 있어 유한요소 모델 구축시 키높이

인솔과 신발 밑창의 경계조건을 tied contact으로 적용하였

다. 또한 기존의 족부유한요소 모델의 검증은 모델구축에 사

용된 CT 영상자료와 동일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족저압력

결과값을 비교하였으나[2,8,9], 본 연구에서는 총 6명의 피

험자의 족저압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

하였다.

키높이 인솔을 삽입 보행시 발생하는 족저압력의 분포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PS 국면에서 COP는 인솔두

께가 30 mm 이상일 경우 전방과 내측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이전 Shimizu 등(1999)이 하이힐 착용에 따

라 COP가 전방 내측으로 이동하는 것과 동일한 양상을 나

타내었다[18]. 따라서 뒷굽이 높아지는 형태의 신발을 착용

할 경우 비정상적인 족저압력에 의해 족부질환이 발생될 가

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PCP는 키높이 인솔의 두께 변화(0 → 50 mm)에 따라 전

족부(M3, M4, M5)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9.0%,

9.4%, 5.3%)을 나타냈었으며, 특히 40 mm 이후에서는 M3

과 M4(제 1, 2 중족지골)에서 급격한 증가율(28%, 22%)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전 0 mm에서 40 mm 구간에서의 완만

하고 선형적인 증가추이와 뚜렷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 과도

한 두께의 인솔을 사용할 경우 제 1, 2 중족 지골 주변에

궤양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 질 것으로 판단되며 40 mm

이후 급격한 변화 양상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하여 Menz 등(2005)은 하이힐과 캐주얼 신발 평가를 통해

족저압력을 측정 및 분석한 결과 하이힐 착용시 M3와 M4

에서 PCP가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 하였으며, 특히 M3에

서 민감한 변화를 보였다[11].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M4에

서 가장 민감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족부와 신발의 중

간에 삽입되는 키높이 인솔과 같은 형태는 제 2 중족지골

부위에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인의 족부 3차원 유한 요소 모델을 검

증하기 위하여 족저압력 실험을 통해 하중조건을 적용하고,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경계조건을 설정한 후 그 결과를 기

존연구와 비교하였다. Cheung 등(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유한 요소 모델은 Yu 등(2008)이 업그레이드 하였으며, 이

후 Chen 등(2010)의 공저자가 개선한 족부 유한 요소 모

델을 이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본 연구의 바탕이 되는 족

부 유한 요소 모델들과 검증에 대한 상대적 차이를 비교를

실시 하였다[2,8,9]. 기존 연구에서의 PCP 값은 유한요소

표 5. 유한요소모델과 족저압력실험의 PCP를 이용한 모델검증의 상대적 차이 비교

Table 5. Comparison to relative difference of model validation using PCP of the FE foot model and plantar pressure

experimental data

Region Type
FE prediction(A)

PCP(kPa)
F-scan results(B)

PCP(kPa)

Relative difference(%)

Yu et al.[2]
Forefoot

High-heel
110 100 −10.0

Heel 360 170 −111.7

Cheung et al.[8] Heel Bare foot 230 170 −35.2

Chen et al.[9] Heel Bare foot 168 130 −29.2

Present study
(insole thickness)

Forefoot

0 mm 125 130 4.1

10 mm 160 153 −4.6

20 mm 165 166 0.8

30 mm 173 178 3.0

40 mm 184 195 5.5

50 mm 218 229 4.9

B A–( )
B

------------------ 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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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족저압 실험의 오차율은 10~111% 값을 보였으나, 본 연

구에서는 0.8~5.5%의 오차율을 보여, 유한요소 모델을 통

해 기존연구보다 정확한 결과값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표 5). 족저면 연부조직에 발생하는 응력집중 효과

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 연부조직에서 예측한 PVMS의 경

우 키높이 인솔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라 제 1 중족골 외측

골두와 제 2~4 중족골 골두 족저면 연부조직에서 응력이 증

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특히 제 1 중족골 외측 골두에

서 가장 높은 증가(0 → 30 mm, 106%↑)를 보였으며, 제 1

중족골 내측 골두 지점은 0~30 mm까지 증가한 후 50 mm

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키높이 인솔의 사용은 족

저면에 발생하는 압력이 외측에서 내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예측 할 수 있었다. 또한 제 1 중족족지관절에서 발생하는

외전 모멘트는 키높이 인솔의 두께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으며 30 mm 이상일 경우 0 mm 대비 최대

150% 증가를 확인함에 따라 30 mm 이상의 두께를 갖는 키

높이 인솔 사용은 무지가 굽어질 가능성을 높여 줄 것으로

사료된다.

무지외반 발생가능 요인으로 Eustace 등(1994)은 sagittal

면에서 지면과 1st metatarsal 과 이루는 각도가 높아질 경

우 발생하는 1st metatarsal의 회내운동은 무지외반의 근

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하였으며[18], Boston 등(2010)은

60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무지외반의 위험요소에 대한 연

구에서 arch의 높이가 낮으면 무지외반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19]. 1st metatarsal은 뒷굽이 높아짐에 따라 전

족부에 발생하는 하중이 증가하여 내측으로 이동하게 되며,

hallux는 신발과 반작용을 일으켜 외측으로 힘이 작용하게

된다. 또한 arch가 낮아질 경우 족부가 상대적으로 prona-

tion을 일으켜 무지외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Chang 등(2010)은 보행시 변화하는 arch의 높이를 조사한

연구에서 toe-off phase에서 GRF가 감소하기 직전 arch의

높이가 가장 낮다고 보고 하였다[20]. 본 연구에서 키높이

인솔의 두께가 두꺼워 짐에 따라 1st metatarsal과 지면이

이루는 각도는 증가하고, 보행시 toe-off 시점에서 arch 높

이가 가장 낮을 것으로 추측되어 무지외반 가능성이 높아

질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의 키높이 인솔 착용에 따른 족저면에 발생하

는 압력 변화 양상 예측과 족부 내부의 응력변화 및 무지를

외반 시키는 크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30 mm 미만

의 키높이 인솔의 두께를 사용할 경우 족저면의 궤양이나, 전

족부의 통증 등 족부질병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wedge 형태의 키높이 인솔 선택시 30 mm 미만이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족저면에 발생하는 압력변

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추후 발목관절에 대한 연구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키높이 인솔은 하이힐과 달리, 고

정식이 아닌 솔 위에 얹는 형태로 보행시 솔의 움직임에 의

해 균형유지능력 저하와 같은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차후

고정식·탈착식 키높이 인솔 및 하이힐과의 직접적인 비교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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