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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여성에서 단거리 및 장거리 보행 시 신발 뒤굽 높이가 보행 
속도와 다리 근육의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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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Background: High-heeled shoes can change spinal alignment and feet movement, which leads to

muscle fatigue and discomfort in lumbopelvic region, legs, and feet while walking.

Objects: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different shoe heel heights on the walking velocity

and electromyographic (EMG) activities of the lower leg muscles during short- and long-distance walking

in young females.

Methods: Fifteen young females were recruited in this study. The experiments were performed with

the following two different shoe heel heights: 0 ㎝ and 7 ㎝. All participants underwent an electro-

myographic procedure to measure the activities and fatigue levels of the tibialis anterior (TA), medial

gastrocnemius (MG), rectus femoris (RF), and hamstring muscles with each heel height during both

short- and long-distance walking. The walking velocities were measured using the short-distance (10-m

walk) and long-distance (6-min walk) walking tests.

Results: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were found between heel height and walking distance conditions

for the EMG activities and fatigue levels of TA and MG muscles, and walking velocity (p<.05). The

walking velocity and activities of the TA, MG, and RF muscles appeared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0 ㎝ and 7 ㎝ heel heights during both short- and long-distance walking (p<.05).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atigue level of the MG muscle were found between the 0 ㎝ and 7 ㎝ heel heights during

long-distance walking. In addition, walking velocity and the fatigue level of the MG muscle at the 7 ㎝ heel

height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omparison of short- and long-distance walking (p<.05).

Conclus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higher shoe heel height leads to a decrease in the walking

velocity and an increase in the activity and fatigue level of the lower leg muscles, particularly during

long-distance walking.

Key Words: Fatigue; Muscle activity; Shoe-heel height; Walking velocity.

Ⅰ. 서론

신발은 발을 보호함으로써 몸의 균형과 자세 및 보

행 동작을 효율적으로 만든다(Kim, 2006). 최근 대부분

의 여성들은 미용적인 목적과 자존감 및 심리적인 만족

감을 위하여 신발 뒤굽이 높은 하이힐을 즐겨 신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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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aw chart of the study.

(do Nascimento 등, 2014). 그러나 일반 신발과 달리

하이힐을 신고 장시간 보행할 경우, 높은 뒤굽으로 인

해 신체에 역학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다리관절에 집중

적인 부하가 발생되어 근골격계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

이 커진다(Kim 등, 2007). 하이힐은 발에 문제를 일으

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하이힐은 발을 발바닥쪽굽힘

자세에 놓이도록 함으로써 만성적으로 종아리 근육과

힘줄이 단축되고, 불편감, 피로, 상해 위험성을 증가시

킨다(Cronin, 2014; Orizio 등, 2007; Zöllner 등, 2015).

보행 동안 발목관절의 기능은 지면을 통해 전달된

신체 하중을 흡수하고 몸을 앞으로 추진시키는데 중요

하며(Kim과 Kim, 2007), 팔과 다리 및 몸통의 관절과

근육의 복잡한 협응 과정은 연속적인 보행 움직임을 구

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정상 보행에서 신체 근육은 동

시활성(co-activation)되어 기능적으로 협력하며, 이를

통해 보행속도를 조절하고 외부의 충격과 진동을 줄여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Kim, 2006). 하이힐 보행

은 정상 보행과 달리 역학적으로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의 작용을 변화시켜 다리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제한한다. 즉, 신발 뒤굽이 높아질수록 보행 동안 발목

관절에서 발바닥굽힘(plantar flexion)이 증가하는 반면,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에서는 굽힘이 증가하기 때문에 다

리의 움직임은 유의하게 감소한다(Lee, 2014).

하이힐은 보행 시 충격 흡수 혹은 체중지지 역할을

하는 다리의 역학적 구조가 변화되고 지지면이 불안정

해지기 때문에 하이힐을 착용하고 걸을 시 발목관절 주

변 근육들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균형

및 보행 기능을 유지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Srivastava 등, 2012). 다리관절, 특히 발은 움직임 생

성을 위해 주어지는 모든 스트레스를 흡수하여야 한다.

근골격계 구조에 대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하여 신

체는 모든 역학적인 변화에 적응하여야 한다. 각 관절에

서 각도, 힘 모멘트, 파워에서 변화가 나타나며, 근육의

동원 형태 또한 변화될 것이다(Srivastava 등, 2012). 선

행 연구들은 신발 뒤굽이 높은 하이힐을 착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근육과 관절에서 발생하는 불균형한 역학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보행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Cronin 등, 2012; Mika 등, 2012).

하이힐 보행은 산소소비량의 증가, 걸음길이(stride

length), 한걸음길이(step length), 보행속도를 감소시킨다

(Park과 Park, 2016). 일상적으로 하이힐을 신는 사람들은

다리 근육들의 불균형이 커지고(Naik 등, 2017), 보행의

신경근육 조절이 변화되므로 근육 작용의 효율성이 감소

되고 불편감이 야기된다(Cronin, 2014; Zöllner 등, 2015).

특히, 하이힐을 신고 오래 걸으면, 발바닥굽힘근(plantar

flexors)의 활성도를 높이고 장딴지근(gastrocnemius)과

가자미근(soleus)의 신장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근육

활성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ika 등,

2012). 이로 인해 근육 부하와 신진대사율이 높아지고 근

육피로는 가속된다. 그러나 발바닥굽힘근의 주요 대항근

(antagonist)인 앞정강근(tibialis anterior; TA)의 작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Cronin 등, 2012;

Hong 등, 2013; Johanson 등, 2010).

선행 연구들의 결과는 하이힐 보행 동안 다리 근육

들의 근전도 활성 형태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Hong 등, 2013; Lee 등, 2001; Nam 등,

2014), 또한 단거리 보행 조건에서 하이힐 착용과 관련

된 근전도 활성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구하였기

때문에 일상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거리 보행

동안 보행속도와 다리 근육의 신발 뒤굽 높이의 영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발 뒤굽 높이가 단거리 및 장거리 보행 동

안 다리 근육들의 활성도 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20대 초반 여성 15명(나이: 20.5±.5세, 신장:

161.7±3.4 ㎝, 체중: 53.9±16.2 ㎏, 발 크기: 239.7±3.0 ㎜)

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 조건은 일주일에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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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 자, 최근 6개월 동안 발과

발목에 상해가 없었던 자, 그리고 신경학적 문제와 정형

외과적 손상이 없는 자로 하였다.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

거나 임신한 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최초 선별 검사

에서는 4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참여 거부와 대상자

선정 조건에 부적합한 18명을 제외한 20명을 연구대상자

로 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5명이 측정오류로 제외되었고,

15명의 측정값이 최종 분석되었다(Figure 1). 실험 전 연

구대상자들에게 전체적인 실험 절차와 안전성에 대해 설

명하였으며, 모든 대상자들은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다.

2. 근전도 측정 및 자료 처리

우세측 다리 근육의 근활성도와 근피로도의 측정과 분

석을 위하여 TeleMyo-DTS 근전도 기기와 MyoResearch

1.06 XP software(Noraxon Inc, Scottsdale, AZ, USA)를

사용하였다. 우세측 다리는 공을 차는 다리로 결정하였다

(Edwards 등, 2008). 근전도 측정 데이터의 오류를 최소

화시키기 위하여 전극부착 부위를 제모한 후 알콜 소독

하였으며, 염화은(Ag/AgCl) 일회용 표면근전도 전극(Red

Dot, 3M, St. Paul, USA)을 피부에 부착하였다.

근전도 측정은 다리의 TA, 안쪽장딴지근(medial gas-

trocnemius; MG), 넙다리곧은근(rectus femoris; RF), 넙

다리뒤근(hamstring; HA)에서 시행되었다. 안쪽장딴지근

의 전극 위치는 넙다리뼈의 위관절융기(epicondyle)와 발

꿈치뼈(calcaneus) 사이 위쪽 1/3 지점이었으며, 앞정강근

의 전극 위치는 정강뼈(tibia) 안쪽 몸통(medial shaft)으

로부터 수평으로 바깥쪽 2 ㎝였다. 또한 넙다리곧은근에

대한 전극은 무릎뼈(patella) 앞쪽 중심과 앞위엉덩가시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의 중간 부위에 부착되었으

며, 넙다리뒤근에 대한 전극은 무릎 오금(popliteal fossa)

의 중심에서 볼기 주름(gluteal fold) 사이의 중간 부위에

부착되었다(Cram 등, 1998). 각 근육에 대한 두 전극은

근육 섬유의 방향에서 20 ㎜ 간격을 두고 부착되었다.

근전도 신호에 대한 표본 추출률(sampling rate)은

1500 ㎐였으며, 전기신호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노치 필

터는 60 ㎐를 사용하였고, 주파수 대역폭(bandwidth)은

20∼450 ㎐사이로 설정하였다. 다리 근육의 근활성도 데

이터는 제곱평균제곱근(root mean square) 값으로 측정

된 후, 최대수의등척성수축(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에 대한 백분율(%MVIC) 값으로 표

준화되었다. 각 근육에 대한 MVIC 측정은 각 근육의

도수근력검사 자세에서 5초 동안 수축할 때의 제곱평균

제곱근 값이었으며(Kendall 등, 2005), 이를 1분 간격을

두고 2회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근육

피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중간주파수(median fre-

quency)를 측정하였다. 중간주파수 값을 분석하기 위하

여 각 근육에서 수집된 근전도 신호는 근전도 소프트웨

어의 고속 퓨리어변환(fast fourier transformation)을

사용하여 디지털 처리되었다. 중간주파수는 근전도 측

정 시간에 기록된 근전도 스펙트럼의 중간값을 의미하

는 것으로, 낮은 값은 높은 근피로를 뜻하는 반면, 높은

값은 낮은 근피로를 의미한다(Murata와 Ishihara, 2005).

모든 근전도 데이터는 2회 측정의 평균값으로 계산되었

으며, 측정 간 3분의 휴식을 가졌다.

3. 보행속도의 평가

보행속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단거리 측정방법인 10미

터보행검사(10 meters walking test; 10MWT)와 장거리

측정방법인 6분보행검사(6 minutes walk test; 6MWT)

를 적용하였다. 10MWT는 14 m의 직선 보행로에서 편

안한 보행속도로 수행되었다. 보행속도에 대한 가속 및

감속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처음과 끝의 2 m를 제외한

중간 10 m 구간을 걸었던 시간을 측정하였다. 시간은

스톱워치(I-Phone, Apple, USA)로 측정되었다. 건강한

성인에서 10MWT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r=.91-.93)(Bohannon, 1997). 6MWT는 미국

흉부학회(American Thoracic Society)(2002)의 지침에

따라 30 m 보행 경로를 왕복하는 것으로 시행되었다.

30 m 보행로의 양쪽 끝에 삼각대를 설치하였고, 대상자

들에게 6분 동안 양쪽 삼각대를 편안한 보행속도 왕복하

도록 요구하였다. 6분 동안 걸었던 거리를 정확히 측정

하기 위하여 양쪽 삼각대 사이에 1 m 간격으로 마커를

붙였다. 측정된 보행거리를 근거로 보행속도를 계산하였

다. 건강한 성인에서 6MWT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ICC=.87)(Tsang, 2005).

4. 실험 절차

측정을 위한 신발 뒤굽 조건은 맨발과 7 ㎝ 하이힐

이었으며, 하이힐 뒤굽의 지면 접촉면은 1 ㎠였다(Oh

등, 2010). 근전도 측정은 단거리 보행속도 측정인

10MWT와 장거리 보행속도 측정인 6MWT 동안 시행

되었으며, 전체 보행 과정에서 측정된 근활성도와 근피

로도 신호를 수집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신발 뒤굽

조건, 그리고 10MWT와 6MWT의 적용 순서는 주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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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distance walking

(10MWT)
a

Long-distance walking

(6MWT)
b Results of 2×2 ANOVA (F)

0 ㎝ 7 ㎝ 0 ㎝ 7 ㎝
Heel

height

Walking

distance
Interaction

Muscle

activity

TA
c

23.45±6.54
d

25.44±6.73 20.76±6.16 29.82±12.28 17.02* .10 6.97*

MG
e

28.51±7.48 36.25±6.07 31.23±7.31 44.51±8.93 83.41* 4.86* 5.83*

RF
f

14.23±3.56 18.20±3.54 17.27±7.25 22.03±7.67 58.55* 2.79 .48

HA
g

14.58±3.89 18.42±5.07 16.57±4.12 23.06±6.45 54.37 3.90 3.59

Muscle

fatigue

TA .18±.03 .19±.03 .19±.03 .16±.06 2.26 1.11 8.56*

MG .31±.10 .29±.04 .35±.12 .22±.06 13.00* .34 7.76*

RF .21±.03 .24±.12 .22±.06 .22±.06 .837 .07 .66

HA .27±.11 .25±.09 .29±.11 .32±.15 .36 .98 4.10

Walking velocity 1.32±.22 1.235±.23 1.18±.25 1.00±.24 33.93* 6.08* 6.30*
a10 meters walk test, b6 minutes walk test, ctibialis anterior, dmean±standard deviation, emedial gastrocnemius,
frectus femoris, ghamstring, *p<.05.

Table 1. Comparison of the activities (%MVIC) and fatigues (㎐) of lower leg muscles and walking velocity

(㎧) in different shoe heel heights during short- and long-distance walking

를 던져 나온 숫자(짝수 혹은 홀수)에 따라 결정되었다.

각 신발 뒤굽 조건에서 10MWT와 6MWT는 2회 시행

되었으며, 그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측정 사

이에 5분의 휴식을 취하였다.

4. 자료 분석 및 통계 방법

측정값에 대한 분석은 윈도우용 SPSS ver. 22.0(IBM

Corp., Armonk, NY, USA) 으로 시행되었다. 신발 뒤굽

(0 ㎝와 7 ㎝)과 보행거리(단거리와 장거리) 조건에 대

한 각 평가 지표의 주효과(main effects)와 상호작용

(interaction)을 알아보기 위하여 2×2 반복측정 분산분석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시행하였다. 또한 신발 뒤굽과 보행 거리 조건에서 각

근육들의 근활성도와 근피로도 및 보행속도에 대한 사

후검정(post-hoc test)을 위해 짝비교 t-검정을 시행하

였다.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Ⅲ. 결과

Table 1은 단거리 보행 및 장거리 보행 사이에 0 ㎝

와 7 ㎝ 뒤굽 높이에 따른 다리 근육들의 근활성도와

근피로도 및 보행속도의 비교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신발 뒤굽 조건에서 TA, MG, RF의 근활성도와 MG의

근피로도에서 유의한 주효과를 보였으며(p<.05), 보행

거리 조건에서는 MG의 근활성도에서 유의한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또한 TA와 MG의 근활

성도와 근피로도는 신발 뒤굽과 보행 거리 조건 사이에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사후

검정 결과, 근활성도는 단거리 보행과 장거리 보행 동

안 TA, MG, RF에서, 그리고 근피로도는 장거리 보행

동안 MG에서 0 ㎝와 7 ㎝ 뒤굽 조건 사이에 차이가

있었으며, MG의 근피로도는 7 ㎝ 뒤굽 조건에서 단거

리 보행과 장거리 보행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보행속도는 신발 뒤굽 및 보행 거리 조건에서

모두 유의한 주효과가 있었으며(p<.05), 또한 신발 뒤굽

과 보행 거리 조건 사이에서도 유의한 상호작용을 보였

다(p<.05). 사후검정 결과, 보행속도는 단거리 및 장거

리 보행 조건에서 모두 0 ㎝와 7 ㎝ 신발 뒤굽 조건 사

이에 차이를 보였으며, 7 ㎝ 조건에서 단거리 및 장거

리 보행 조건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고찰

본 연구의 결과는 높은 뒤굽의 신발을 신고 걸을 때

단거리 및 장거리 보행속도가 감소되고 아래다리 근육

들의 활성도와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러한 변화는 장거리 보행 시 장딴지근과 앞정강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2019년 26권 2호 16-23

Phys Ther Korea 2019;26(2):16-23

- 20 -

근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높은 뒤굽의 신발은 발바닥 안쪽활(medial arch)을

높아지게 만들며, 보행 동안 체중을 발 앞쪽으로 집중

시켜 시상면에서의 신체 배열을 변화시킨다(Burden과

Bartlett, 1999). 하이힐 착용 시 발바닥쪽굽힘이 증가되

고 보행 동안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가 작아짐에 따라

보행 속도는 감소되며, 또한 줄어든 한걸음길이와 걸음

길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행률(cadence)을 높임으로써

보행 안정성을 유지한다(Park과 Park, 2016; Luximon

등, 2015). 본 연구의 결과에서처럼, 이러한 하이힐 보

행의 특성은 단거리 및 장거리 보행속도의 감소와 관련

이 있다. 또한 신체 무게중심의 바뀌면서 운동역학적

관계가 달라져 다리 관절의 위치와 기능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보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발목 주변 근

육들의 활동은 더욱 증가된다(Valentini 등, 2009). 특

히, 과도한 발바닥쪽굽힘으로 인한 체중 지지점의 앞쪽

변위에 따라 발바닥굽힘근과 발등굽힘근(dorsiflexors)

은 균형을 유지하고 발목관절의 불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동시활성(cocontration)된다(Nam 등, 2014).

본 연구의 결과는 단거리 및 장거리 보행에서 넙다

리곧은근과 넙다리뒤근 및 장딴지근과 앞정강근의 근활

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힐을 신고 걷는

동안 발목관절의 위치 변화와 체중 중심의 이동은 무릎

의 굽힘 모멘트를 증가시킨다(Hong 등, 2013). 높은 뒤

굽의 하이힐을 신고 걸을 시 흔듦기에서 무릎 관절의

굽힘 범위는 감소되지만, 디딤기에서 무릎 굽힘 범위는

증가된다(Park과 Park, 2016). 이로 인하여 한걸음길이

가 줄어들고 보행 움직임이 불안정해져 발목과 무릎 관

절 주변의 근육의 활성도는 커진다(do Nascimento 등,

2014). 특히, 넙다리네갈래근(quadriceps)의 활성도는 무

릎의 굽힘 모멘트조절하기 위하여 활성화된다(Alkjær

등, 2012; Hong 등, 2013). 또한 장딴지근이 짧은 위치

에 놓이면서 근육 활성도가 증가되는데(Candotti 등,

2012 Hong 등, 2013), 장딴지근의 활성도는 신발 뒤굽

높이가 높을수록 더욱 커지며, 이를 통해 균형 조절과

발목 안정성이 유지된다(Candotti 등, 2012; Cronin 등,

2012; Oh 등, 2010). 장딴지근에는 지근섬유(slow fi-

bers)보다는 속근섬유(fast fibers)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강한 힘을 발휘하는데 적합하다.

그러나 하이힐을 신고 있으면 장딴지근이 단축된 위치

에 놓여 역학적으로 힘을 생성하는데 불리해지고 수축

개시시간 또한 지연되기 때문에 하이힐 보행 동안 신체

의 추진력을 충분히 높이기 위해 장딴지근의 활성도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생긴다(Larsson 등, 2006). 하이힐

보행 동안 장딴지근의 활성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수

축 개시시간 또한 지연된다(Larsson 등, 2006). 장딴지

근과 가자미근의 빠른 근육 활성은 발목 안정성을 높이

는데 필요하다(Kermani 등, 2018). 또한 오래 동안 하

이힐을 신고 걸으면, 보행 동안 안쪽 장딴지근과 긴종

아리근(proneus longus)과 같은 근육들의 수축 강도와

기간은 증가되는 반면(Kermani 등, 2018), 앞정강근은

비교적 짧게 활성화된다(do Nascimento 등, 2014).

하이힐 보행 동안 앞정강근의 활성도 변화에 대해서

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지 않다. 선행 연구

들에서는 일반 신발에 비해 하이힐에서 발등굽힘 정도

가 더 작기 때문에 하이힐 보행 동안 앞정강근의 활성

도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Cronin 등,

2012; Lee 등, 2001).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장딴지

근뿐만 아니라 앞정강근에서도 근활성도가 증가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최근 연들구에서는 디딤

기와 흔듦기에서 모두 앞정강근의 활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Hong 등, 2013; Johanson 등,

2010). 앞정강근의 활동은 하이힐을 착용한 후 나타나

는 발바닥쪽굽힘의 정도와 비례하여 높아지며, 이것은

앞발이 바닥에 닿는 것을 조절하기 위한 발바닥굽힘근

의 보상적인 반응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Kermani 등, 2018). 즉, 하이힐 보행 동안 발목관절의

발바닥쪽굽힘과 안쪽번짐(inversion) 범위가 증가함에

따라 가쪽번짐근(evertor)의 작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디

딤기의 초기 접촉(initial contact) 단계에서 발의 엎침

(pronation) 움직임을 조절하기 위하여 앞정강근의 수축

은 증가된다(Johanson 등, 2010; Mika 등, 2012).

보행은 신체의 복잡한 협응 과정을 필요로 하는 기본

동작으로서, 신체의 이동과 관련된 움직임과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 사이의 역학적인 조화가 필요하다(Gerber

등, 2012). 보행 동작을 유지하기 위해 발목 주변의 발

등굽힘근과 발바닥굽힘근은 원심성(eccentric)-구심성

(concentric)수축을 반복하는데, 지속적인 근육 수축은

근육의 피로도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요인이 된다

(Svantesson 등, 1998). 즉, 뒤굽이 높은 하이힐을 신고

장시간 걸으면, 발목 주변 근육들에 대한 부하가 증가되

면서 근육 피로가 더욱 쉽게 발생하며 보행 지구력 또

한 감소한다(Johanson 등, 2010). 특히, 하이힐 착용으로

인해 발목 관절이 발바닥쪽굽힘되기 때문에 보행의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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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기에서 다리의 동작과 협응 운동이 감소되며, 이로 인

하여 보행 동안 신진대사율이 증가하여 에너지 효율성

이 떨어지고 근육 피로는 높아진다(Ryu, 2009). 이러한

상태는 장기간 보행 움직임을 반복하였을 때 더욱 두드

러지게 나타나며, 보행속도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다.

장시간의 하이힐 보행은 안쪽 장딴지근의 근막의 단

축을 초래하고, 아킬레스힘줄(Achilles tendon)의 뻣뻣함

(stiffness)을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발목관절의 능동적

인 운동범위는 감소된다(Csapo 등, 2010). 이에 따라 보

행 동안 근육-힘줄 단위의 신장이 힘줄 조직보다 근막

에서 더 많이 일어나면서 신경 활성 형태가 변화되어 근

육-힘줄 단위의 효율성은 감소된다(Cronin 등, 2008;

Lichtwark와 Wilson, 2007). 보행 동안 장딴지근에 비해

근막의 신장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근육의 힘 생성 능력

이 변화되고 디딤기 마지막 단계에서 근육이 능동적으로

단축되는 정도가 증가되므로, 이러한 모든 과정으로 인

해 근육의 에너지 소비는 증가된다(Cronin 등, 2012). 근

육 피로는 발목의 고유수용성 감각을 둔화시키고, 이에

따라 근육 반응은 점차 감소된다(Johnston 등, 1998). 이

때문에 만성적인 관절 염좌와 근육/힘줄 손상 및 낙상과

같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Srivastava 등, 2012).

본 연구는 향후 연구에서 보완될 수 있는 몇 가지 제

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가 상대적

으로 적어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둘째, 다양한 연령대의 연구 대상자를 포함시키지 못하

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

람들에게 일반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근전도 측

정 시 주변 근육들에서 오는 잡신호(crosstalk)에 의한

데이터 오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각 실험

조건 사이에 5분간의 휴식을 취하였지만 근활성도와 근

피로도에 대한 반복측정의 영향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 다섯째, 본 연구는 운동학적 지표를 측정하지 않

았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보행의 운동학적 특성을

설명할 수 없다. 향후의 연구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연구대상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많은

수의 대상자들을 포함한 연구들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신발 뒤굽이 높은 하이힐은 다리 관절의 정렬 상태를

변화시켜 발목관절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에 따라 보행 동안 관절의 위치와 움직임을 지각하는

능력이 감소되어 운동조절을 위한 감각되먹임 기전의

효율성은 점진적으로 떨어진다. 본 연구는 신발 뒤굽 높

이가 단거리 및 장거리 보행 동안 다리 근육들의 활성

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높은 뒤굽의 신발을 신고 걸

을 때 단거리 및 장거리 보행속도가 감소되며, 또한 아

래다리 근육들의 활성도와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장거리 보행 시에 MG와 TA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발 뒤굽의 높이가

보행 능력 및 다리 근육의 활성도를 변화시키며, 장거리

보행 시 발목 움직임을 조절하는 근육의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보행 시 신발 뒤굽

높이가 하지 근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

로, 향후 연구를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와 관

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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