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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pace fabric type air insole pressure differences on young adults’ dynamic balance 

ability.  

Metho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7 young female adults without musculoskeletal system disease. Balance ability was 

measured by dividing the subjects into three groups: an experimental group which did not wear an air insole (insole-off group), 

an experimental group which wore an air insole to which air pressure of 0.55㎏/㎠ was applied (insole-0.55 group), and an 

experimental group which wore an air insole to which air pressure of 0.75㎏/㎠ was applied (insole-0.75 group). For dynamic 

balance, the subjects stood on a balance pad, and perimeter length and medium speed were measured three times. The averaged 

values were recorded and statistically processed. 

Resul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verage speed, and the insole-0.75 group’s average speed decreased compared 

to the insole-off group and the insole-0.55 group. Although the total movement distance did not statistically differ, the insole-75 

group’s movement distance decreased compared to the insole-off group and the insole-0.55 group. 

Conclusion: Application of a space fabric type air insole, in particular insole-0.75, was helpful in improving balance ability. 

This is considered to occur because the space fabric structure was conducive to decreasing sway and producing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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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노년층에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노화와 관련되어진 사회 전반적인 측

면에서 중요한 문제로 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

라도 2019년에는 노인의 비율이 14%로 고령사회로 진입

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고 있다(Statistics Korea, 2003).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

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

침할 수 있는 질적인 성장이 뒤따르지 못해 많은 사회적, 

의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Yu, 2010).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보건 문제 중 낙상은 지역사

회, 급성치료병원 및 복지기관에 거주하는 노인의 가

장 심각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이다(Holley, 2002). 노화

와 연관된 중요한 손상 기전중 하나가 낙상이며, 이것

은 골절, 운동성 감소, 보행 속도감소, 운동성 결핍과 

보행 장애, 하지근력 감소, 반응시간 감소 등이 있다

(Tencer et al, 2004). 낙상의 위험 요인으로 다양한 만성 

질환 관련 근력 감소와 균형 장애 외에도 청력과 시력

의 감퇴, 인지기능의 저하 등이 표적인 예이다(Lim 

et al, 2010). 

노인의 운동부족은 근위축과 평형능력, 지구력 감

퇴 등 체력 손실을 가져와 일상생활 기능을 떨어뜨리

고 심리적인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한번 낙상을 

경험한 노인들은 다시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

적인 불안 상태를 가지게 되어 스스로 활동을 제한하

고 신체가 쇠약해져, 낙상의 위험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Tinetti et al, 1994).

 잘 맞지 않는 신발이 낙상 비율의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74명의 노인 인구 중 53%만이 

적절한 신발을 신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Barbieri, 

1983). 인솔은 신발 착용 시 사람의 발바닥과 직접 접촉

되어 신발에 의한 보행 안정성을 확보하며, 쿠션에 

의한 충격 완화 및 감소 그리고 발의 착용감을 좋게 

하기 위한 필수 구성요소로서 품질 정도가 신발의 기

능성을 결정하게 되므로 좋은 인솔의 사용유무가 신

발 전체의 품질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Lee & Oh, 

2005). 이러한 인솔은 각종 신발에 넣어 편히 사용할 

수 있으며, 충격과 체중을 흡수하여 발목 및 관절을 

보호하고 체중을 분산시켜 피로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하였으며(Garner et al, 1988), 맞춤형 인솔 사용 시 관절 

각도와 체중의 분산에 도움이 되며, 충격 흡수에도 상

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Moon, 2012). 

공간직물형 에어인솔이란 상층면과 하층면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공간을 형성하는 수만 개의 실기둥

을 만들어 상·하면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항상 평

면을 유지하게 하고 직조된 공간직물에 인체에 무해한 

열가소성 우레탄(TPU)으로 코팅을 한 후 전·후·좌·우로 

투명 또는 불투명의 TPU로 열융착하면 완전 평면을 

이루는 3차원의 공간이 형성되는 형태로서 기능과 용

도에 따라 실의 종류 및 직조 방법을 달리 하는데 위, 

아래 별도의 특수 천에 코팅을 한 후 코팅된 원단과 

원단사이에 용도에 맞게 공간직물을 재단하는 특수한 

형태라 할 수 있다(Kwon & Nam, 2004).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VC 재질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포름알데히

드가 다량 함유되어 있으나 열가소성 우레탄은 인체에 

전혀 무해하고 인장강도도 고무에 비해 7배 이상이고 

100℃에서도 변형이 없으며, 영하 30℃에서도 부서지

거나 파손이 없는 특수한 재질이다(Kim & Nam, 2006).  

이처럼 인솔에 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기성품이 

출시되고 있으나, 제품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효율이 

있는 공간직물을 이용한 인솔의 개발은 미비하며, 여

기에 부위별로 다양한 공기압 배분을 통해 질환 예방

과 균형 보조용으로의 개발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간직물형 에어인솔의 공기

압에 변화에 따른 균형능력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공

간직물형 에어인솔의 최적의 공기압에 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D 학에 재학 중인 젊은 성인을 상으



Fig. 1. Balance equipment

로 최근 3개월 이내 근골격계 및 신경계적 이상 소견이 

없는 여성 17명을 상으로 하였다. 상자의 평균 

나이는 22.06±0.25세, 키는 158.03±18.58cm, 몸무게는 

57.33±8.87kg이다. 모든 상자는 실험에 참가하기 전 

연구 목적과 방법에 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에 

자발적인 동의를 한 후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상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무릎관절을 포함한 하지에 정형외과적 수술이나 

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2) 시야결손과 전정기관에 이상이 없는 자

3) 무릎관절의 변형(Genu varum, Genu valgum, Genu 

recuvatum 등)이 없는 자

4) 발의 변형(Pes planus, Pes cavus, Pes equinus 등)이 

없는 자

5) 엉덩관절의 변형(Coxa valgus, Coxa varus 등)이 

없는 자

6) 최근 헬스 등의 근력강화 운동을 하지 않은 자

2. 측정도구 및 방법

1) 측정 도구

(1) 균형장비(PROKIN System, tecnobody, Italia)

신체 중력중심의 이동거리를 정밀하게 계측할 수 

있는 장비로서 측정은 “equilibrium assessment”의 계측

방법을 통해 전체 이동거리(perimeter length)와 평균속

도(medium speed)를 측정하였다(Fig. 1). 

2) 측정 방법 

균형능력의 측정은 에어인솔을 착용하지 않은 상

태(insole-off), 0.55㎏/㎠의 공기압을 적용한 에어인솔

(insole-0.55), 0.75㎏/㎠의 공기압을 적용한 에어인솔

(insole-0.75)의 세 가지 상태에 따른 전체 이동거리

(perimeter length), 평균속도(medium speed)에 해 1분 

동안 측정을 하였는데 처음 시작과 마지막 10초를 제

외한 40초 동안의 측정값을 기록하였고, 총 3회 측정 

후 평균값을 기록하였다(Fig. 2). 측정 순서는 각 공기

압의 정도에 따라 3회 측정하였으며, 인솔의 교체 사이

에 휴식시간 5분을 주고, 각 공기압의 상태에 따른 

적응을 위해 인솔을 착용 후 5분간 보행 훈련 후 균형

능력을 측정하였다.

3. 자료 처리

공기압력의 상태에 따른 균형능력을 알아보기 위

해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적용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18.0 for window를 사용하였으며, 유의 수준 α는 

0.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균형능력의 분석

균형능력 분석기를 통해 에어인솔을 착용하지 않

은 상태(insole-off), 0.55㎏/㎠의 공기압을 적용한 에어

인솔(insole-0.55), 0.75㎏/㎠의 공기압을 적용한 에어

인솔(insole-0.75)의 세 가지 상태에 따라 한정된 가상

공간 안에 유지하기 위한 균형능력을 전체이동거리와 

평균속도를 비교 하였다.

1) 이동거리 분석

이동거리란 제한된 시간 안에 타원형의 공간 속에 

유지하기 위한 전체 이동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검사에서는 단위시간 당 전체 이동거리의 평균값으로



 insole-off  insole-0.55 insole-0.75 F P

perimeter length(°) 84.68±38.17 66.07±22.37 58.40±18.97 0.12 0.72

Mean±SD: Mean±Standard Deviation
*p<0.05

Table 1. Comparison of perimeter length                                                            Unit : ( °)

Fig. 2. Equilibrium assessment 

서 insole-off의 경우 84.68± 38.17도, insole-0.55의 경우 

66.07±22.37도, insole-0.75의 경우 58.40±18.97도의 평

균 이동거리 값을 보였다. insole-0.75에서 insole-off 와 

insole-0.55보다 균형검사에서 움직임의 양이 감소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Table 1)(Fig. 3, 5) (p>0.05). 

2) 평균속도 분석

균형능력 검사 중 평균속도(medium speed)란 제한

된 시간 안에 타원형의 공간속에 유지하기 위한 움직

임 속도의 평균값으로서 insole-off의 경우 8.46±3.81˚
/sec, insole-0.55의 경우 6.60±2.23˚/sec, insole-0.75의 경

우 5.84± 1.89˚/sec의 값을 보였다. insole-0.75에서 

insole-off 와 insole-0.55보다 균형 감각이 증가됨으로 

불안정한 기저면에서 움직임의 속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확

인할 수 있었다(Table 2)(Fig. 4, 5)(p<0.05).

균형능력은 10초간 일정한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전체이동거리 및 평균속

도가 감소하는 것이 균형능력이 향상되어 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insole-0.75의 공기압을 적용한 에

어인솔이 insole-off 와 insole-0.55의 공기압을 적용한 

에어인솔 보다 평균속도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동거리에서는 통

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1, 2)(p>0.05).

 Ⅳ. 고 찰

Shin(1997)은 발이 약하면 전체 몸 구조의 균형이 

깨어지며 자세의 이상과 기능장애가 발생하므로 신발

을 비롯한 발에 관련된 피복류들의 중요성이 두되

고 있으며, 특히 노인들의 낙상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또한 노인들이 가장 취약한 

균형감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인솔의 무분별

한 사용 보다 좀 더 정확히 공기압력의 정도에 따라 

균형능력의 개선에 어떠한 형태가 도움이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Duncan(1989)은 균형이란 일상생활의 모든 동작수

행에 필수적이며 신체 평형상태로 유지시키는 능력이

라고 하였으며, 균형은 감각정보 통합, 신경계처리, 생

체역학적 요인을 포함하는 복합적 운동조절 작업이라

고 정의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균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균형능력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Kim 등(2007)의 선행연구에서 사람들은 서 있기만 

해도 발과 발목에 가해지는 큰 힘에 의해 발의 통증이

나 발목의 손상, 보행 장애 등이 발생하며, 발의 기능은 

체중을 지지하며 보행 시 발생되는 물리적인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균형을 유지하므로 잘 맞는 신발은 이

러한 발을 보호하고, 보행을 편하게 한다고 하였다. 



insole-off insole-0.55 insole-0.75 F P

medium speed(°/sec) 8.46±3.81 6.60±2.23 5.84±1.89 12.62 0.00*

Mean±SD: Mean±Standard Deviation
*p<0.05  

Table 2. Comparison of Medium speed                                                         Unit : (°/sec)

Fig. 3. Comparison of perimeter length Fig. 4. Comparison of medium speed 

insole off insole 0.55 insole 0.75

Fig. 5. Comparison of equilibrium diagram

본 연구에서 검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인솔의 사용성 

및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3일간의 인솔을 착용하였

으며, 시험에 참여한 상자의 부분에서 무릎 및 

발목 등에서 가벼운 관절의 느낌을 받기도 하였으며, 

인솔이 발 사이즈에 잘 맞지 않는 경우 불편함을 호소

하기도 하였다.

Oh 등(2009)은 인솔 높이가 높을수록, 안정지수가 

증가하여 좌우, 전후, 전체 요동거리가 증가하여 균형 

능력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고, Tang 등(2003)은 발뒤

꿈치 손상환자에게 발바닥 전체에 닿는 인솔을 사용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한 경우보다 불안정성이 증

가하여 걷는 속도와 보폭이 감소하고, 양발지지 기간

이 길어지고, 한발지지 기간이 짧아지게 되며 고관절 

힘 생성 능력과 발목관절 힘 생성 능력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Lee 등(2011)의 연구에서 재질에 따른 

인솔의 발바닥 압력 변화를 관찰했을 때 에어를 적용

한 인솔이 다른 재질보다 발바닥 압력이 떨어지는 효

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이동거리에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없었지만 insole-off와 비교해서  insole-0.55, 

insole-0.75의 이동거리가 감소한 양상을 보였고, 평균

속도에서는 유의한수준의 차이가 보였는데 사후검정

에서 insole-off와 insole-0.55, insole-off와 insole-0.75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인솔 착용이 전체이동거리와 

평균속도를 감소시켜, 균형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공기의 압력 차이에 따라 균형능력의 변화

를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공기 주입형 균형도구들은 그 위에 신체를 올렸

을 때 균형을 잡기위해 전후, 좌우의 변화를 증가시켜 

더 많은 근육을 활성화하여 균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지만, 현재 사용되어진 공간직물형 인솔은 오

히려 공기층 사이에 많은 섬유가 들어가 있어 균형을 

잡는데 오히려 좌우, 전후의 변화가 적어진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근골격계 손상이 있는 환자, 노인환



자 등 균형 능력이 떨어지는 환자에게 적용 시 적은 

근활성으로 쉽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 도구

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공간직물형 에어인솔의 공

기압의 차이에 따른 균형능력의 비교로 발바닥의 압

력에 따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미흡하였으

며, 향후의 연구에서 다양한 형태의 재질 및 공기압에 

따른 균형능력 뿐만 아니라 발바닥 압력의 변화 및 

나이에 따른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연구 상을 균형 능력

이 부족한 노인이 아닌 젊은 층을 상으로 했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젊은 층을 상으로 한 실험에서 유

의한 연구결과가 나왔으므로 노인에게 적용 시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공간직물형 에어인솔의 공기압에 

따라 균형능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해 젊은 성

인을 상으로 비교·분석 하였다. 

insole-off, insole-0.55, insole-0.75의 세 가지 상태에 

따른 전체 이동거리(perimeter length), 평균속도(medium 

speed)등을 통하여 실험한 결과 insole 0.75 적용 시 

평균속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동거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으나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공간직물형 에어인솔의 사용

은 정상 성인의 균형 능력을 보완해주는 긍정적 요소

가 있음을 보였고, 근골격계 손상환자, 노인환자에서

처럼 균형능력이 떨어진 환자에게 균형 능력 보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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