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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 curved shoe
design of the heel of a shoe on the impact variables, ankle joint angle, and COP
(center of pressure) during walking.
Background: Shoe design is one of important characteristics in the development
of walking shoes as it has to be considered for the mechanism of human movement.
Method: Twenty healthy male adults (age: 23.6±2.9 years, body mass: 71.0±8.7kg,
height: 175.8±5.0cm)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data was collected using eight
infrared cameras during walking at a speed of 1.3m/s and 1.7m/s on an instrumented
treadmill.
Results: The impulse and peak VGRF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 were statistically
smaller for the RHS and RLHS compared with the NS during walking of 1.3m/s &
1.7m/s (p <.05). The ankle plantarflexion angle at toe off, the ROM (range of motion)
of dorsi-plantarflexion, and ROM of inversion-eversion were statistically smaller for
the RHS and RLHS compared with the NS during walking of 1.7m/s (p <.05). The
antero-posterior COP range and jerk were statistically smaller for the RHS and RLHS
compared with the NS during walking of 1.7m/s (p <.05).
Conclusion: It is concluded that RLHS is slightly effective in reducing shocks, RLHS
and RHS help walk smoothly and naturally compared to NS, and RLHS improves
the stability of the ankle joints compared to NS, and RLHS during walking.
Application: The findings would be helpful when developing the walking shoes with
biomechanical functions.
Keywords: Shoe, Curved heel, Impact, Ankle, C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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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보행은 상 · 하지 관절의 복합적인 협응과 제어를 통해 나타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이동수단이다(Perry, 1992; Shin et al., 2008; Tirosh
and Sparrow, 2005; Whittle, 1990).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보행은 장시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하지 근육의 피로
를 발생시킨다(Yoshino et al., 2004). 잘못된 자세로 보행이 이루어질 경우, 관절, 근육, 뇌와 신체 구조의 손상 및 여러 가지 상해를 발
생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Garcia et al., 1998). 보행의 지지 과정에서 하지는 체중의 2~3배에 달하는 부하를 감당하여야 하며
(Nigg, 1986; Scott and Winter, 1990), 체중만큼 바닥을 밀어내는 동작으로 발생되는 힘은 발과 하지의 구조에 스트레스와 연부 조직의
염좌를 초래하기도 한다(Lott et al., 2007). 따라서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보행이 요구되는 실정이
며(Bohannon et al., 1987; Bowker and Messenger, 1988; Saunders, 1984), 이에 효율적 보행이란 지면에서 받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
하고 지면을 미는 힘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Schwartz et al., 2008; Waters et al., 1988). 하지만 보행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인체 내부나 외부 변화에도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Shin et al., 2017).
기존에는 보행 중 반복적인 충격으로 인해 발생되는 상해 및 손상을 감소시키고 예방하는데 관심이 많았다(Vaughan, 2003). 이러한
충격은 보행 형태와 속도에도 크게 영향을 받으며, 특히 신발 두께와 재질, 그리고 형태에 따라 충격과 근 피로도가 달라질 수 있다
(Shin et al., 2012; Esenyel et al., 2003; Kerrigan et al., 1998). 보행 중 인체가 받는 과도한 충격을 완화시키지 못하는 부적절한 신발은 급
격하게 혹은 반복적으로 누적된 피로가 원인이 되어 부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연구(Kong et al., 2009; Lake, 2000; Riemann and Lephart,
2002)에서 볼 수 있듯이, 적절한 기능의 신발은 발을 보호하고 보행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충격과 상해를 예방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Nigg, 1986; Nigg et al., 1995; Kim et al., 2006; Yoo et al., 2017). 최근 선행연구(Lam et al., 2019; Lam et al., 2017;
Meardon et al., 2018; Morio et al., 2009; Nigg et al., 1987; Kurz and Stergiou, 2004; Agresta et al., 2018)에서는 인체에 가해지는 반복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발의 쿠션과 관련된 소재의 물성적 특성(두께, 경도, 강성 등)의 변화를 통한 쿠셔닝 개선과 착화감 향상을
위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동 간 발생하는 충격을 원활하게 흡수하고 이용하는 측면에서 신발의 구조적(디자인 등) 특성 또
한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보행은 뒤꿈치 부위부터 자연스럽게 지면에 착지되어 발끝으로 밀어주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신발 바닥의 형태가 다른 신발이
착지 순간 신체에 전달되는 지면반력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제기되었다(Kang et al., 2016). 특히, 보행 시 신발 바닥의 바깥쪽이 마모
된 신발(발이 내번되는 신발)과 안쪽이 마모된 신발(발이 외번되는 신발) 간의 생체역학적 차이를 살펴본 연구(Kang et al., 2016)에서
발의 외번이 유도된 마모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내번이 유도된 마모 신발과 일반 신발을 착용하는 것에 비하여 보행 중 수직 지면
반력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신발의 형태 변화가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배드민턴화 뒤꿈치 부위의 형태 변화
(rounded heel shoe, flatted heel shoe, standard heel shoe)에 따른 최대 런지 동작을 비교한 연구(Lam et al., 2017)에서는 rounded heel
shoe가 수직 지면반력 최대값과 부하율이 다른 형태 신발에 비하여 작게 나타남에 따라 런지 동작을 실시하는 동안 인체가 받는 충
격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다. 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보행이나 런지의 착지 동작에서 뒤꿈치 부위의 곡선
형태(rounded heel)가 발의 외번 움직임을 억제할 수 있고 형태의 복합적 적용을 통해 보행 시 발생되는 충격과 발목관절의 불안정성
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보행 동작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에 적절한 신발의 디자인과 기능 개발
을 통해서 신체 동작 중 충격으로 발생되는 상해의 예방과 이로 인해 건강한 신체 활동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행 시 신발의 아웃솔 형태 변화가 인체의 움직임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가정을 바탕으로 뒤꿈치
부위의 곡선 형태 신발(RHS)과 뒤꿈치 바깥쪽의 곡선 형태 신발(RLHS), 그리고 일반 신발(NS) 간의 운동역학적 차이를 분석하여 뒤꿈
치 형태가 충격 흡수와 발목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뒤꿈치가 둥근 형태의
신발(RHS, RLHS)이 보행의 지지구간에서 평균 충격력과 부하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뒤꿈치가 둥근 형태의 신발(RHS, RLHS)
이 발목관절의 내번-외번 가동범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뒤꿈치가 둥근 형태의 신발(RHS, RLHS)이 힘의 작용점(COP) 범위와
COP 저크 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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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thod
2.1 Participants
본 연구의 대상자는 신발 크기가 265mm인 건강한 20대 성인 남자 20명(age: 23.6±2.9 years, body mass: 71.0±8.7kg, Height: 175.8±
5.0cm)으로 선정하였다. 이때, 본 연구는 K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생명윤리 심의 승인을 받았으며(IRB 과제관리번호: 1263-201706HR-007-01, 승인번호 20170810-011, 승인날짜 2017.08.10.), 모든 대상자는 자발적인 동의로 참여하였다.

2.2 Experimental procedure
대상자는 신발의 종류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되었으며, 신발을 착용한 순서는 무작위(randomization)로 선택되어 진행되었다.
우선, 신발을 착용한 후, 자연스러운 동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벼운 준비운동을 실시하고 Treadmill (Instrumented treadmill, Bertec,
USA) 위에서의 보행에 적응하기 위하여 약 5~10분 간 보행을 실시하였다. 이후 인체관절과 각각의 분절에 15개의 반사마커(bilateral
posterior superior iliac spine, sacrum, bilateral greater trochanter, right medial femoral condyles, right lateral femoral condyles, right
medial malleolus, right lateral malleolus, right heel bone, right medial talus, right lateral calcaneus, right 1st metatasal head, right 5th
metatasal head, and right 1st phalanges)를 부착하였다. 각 대상자는 8대의 적외선 카메라(Oqus 300, Qualisys, Sweden)가 설치되어 있
는 Treadmill 위에서 (Figure 1)과 같이 1.3m/s와 1.7m/s 속도로 보행을 실시하였다. 이때, 30 stride를 촬영하여 보행이 안정적으로 일정
한 패턴을 보이는 10 stride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촬영속도는 카메라가 100Hz, 지면반력기가 1,000Hz로 설정하였다.

2.3 Shoe characteristics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신발은 (Figure 2)와 같으며, NS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 형태의 신발이다. 그리고 RHS은 NS 비하여 뒤꿈
치가 곡선 형태(curved)로 높게 제작된 신발이며, RLHS은 NS 비하여 뒤꿈치가 곡선 형태(curved)로 높게 하여 뒤꿈치 부위가 바깥으
로 약 15도 틀어진 형태로 제작된 신발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신발은 뒤꿈치 형태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그 외 신발의 구조 및 기능
이 동일하게 제조사(Ls Networks, Korea)에 의해 제작되어 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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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Data processing
본 연구에서 뒤꿈치 형태가 다른 신발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충격 관련 변인, 발목관절각, COP 관련 변인은 Qualisys Track
Manager software (Qualisys, Sweden)와 Matlab R2009b software (The Mathworks, USA)를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NLT (non linear
transformation) 방법을 통해 반사마커의 좌표값을 3차원 좌표값으로 변환하여 획득하였다. 영상 자료와 지면반력 자료는 획득 과정에
서 생긴 오차(noise)를 제거하기 위하여 Butterworth 4th order low-pass filter로 smoothing 하였으며, 이때 차단주파수는 각각 6Hz와
50Hz로 설정하였다. 이때, 차단 주파수(cut-off frequency) 결정은 FFT (fast fourier transform) 분석을 실시하고 주파수로 전환된 신호에
대해 PSD (power spectral density)를 계산하여 누적된 PSD의 99.9% 수준을 각 신호 특성의 대표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결정하였다.

2.5 Variables
2.5.1 Impact variables
보행 시 착지 순간부터 수직 지면반력 초기 최대값이 발생되는 시점까지를 착지 및 흡수구간으로 간주하여 수직 지면반력을 적분하
여 충격량(impulse)을 산출하였으며, 소요시간으로 나누어 착지구간의 평균 충격력(mean impact force)을 산출하였다. 수직 지면반력의
초기 최대값(Initial peak VGRF)을 소요시간으로 나누어 최대값까지의 기울기를 인체에 전달되는 부하율(loading rate)로 정의하여 산출
하였다. 이때, 지면반력 자료는 체중(body weight: BW)으로 나누어 정지 상태의 지면반력을 1로 표준화하여 대상자들 간의 체중 차이
로 인한 영향을 제거하여 분석하였다.

2.5.2 Ankle joint angle
보행과 달리기 과정에서 하지분절 및 관절의 3차원 움직임을 살펴보기 위하여 발 분절과 발목관절의 3차원 각도를 산출하였다
(Hamill and Ryu, 2003; Winter, 2009; Yoo, 2015). 보행 전, 정적인 해부학적 자세에서 획득된 분절의 움직임 마커 좌표값을 이용하여
분절을 대변하는 기준 단위벡터를 설정하였다. 이때, 단위벡터는 오른손 법칙에 의한 벡터 곱(cross product)으로 계산되었다. 각 분절
의 기준 단위벡터(calibration unit vector [CUV])와 보행 및 달리기 매 순간마다 계산된 각 분절의 단위벡터(tracking unit vector [TUV])의
곱은 3 × 3 행렬로 표현되며, 3차원 분절각과 관절각은 아래와 같이 산출된다(Yoo, 2015). 각도에 대한 정의는 X축 회전이 배측굴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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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siflexion) (+)과 저측굴곡(plantarflexion) (-), Y축 회전이 내번(inversion) (+)과 외번(eversion) (-)을 의미한다.

CUV × TUV = −
이때,

=

,

=

+
−
−

+
+

,

이다.

2.5.3 COP
COP는 힘의 작용점을 의미하며, 지면반력 신호를 이용하여 다음 공식으로 좌우 · 전후 방향의 COP를 산출하였으며, 뒤꿈치가 지면에
닿는 착지 순간 뒤꿈치에 부착한 마커(heel marker: calcaneus)를 기준으로 바깥쪽(lateral side)을 (+)로, 안쪽(medial side)을 (-)로 정의
하여 COP 좌우 위치를 산출하였다(Hamill and Ryu, 2003). 또한, COP 범위는 시간 함수에 대한 크기의 폭으로 계산되었으며, 부드러움
및 자연스러움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는 저크(jerk) 함수를 산출하였다(Hreljac, 1993, 2000).

ML COP =

, ML COP =
, $% &

,-

저크함수 NJ = ! "0 # % ( )* ∙ /
$'
.

이때, r=위치벡터, T=소요시간, L=움직임 거리이다.

2.6 Statistical analysis
본 연구에서 뒤꿈치 형태가 다른 신발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반복측정변량분석(repeated measure one-way ANOVA)을 실시하였
으며, 사후분석은 LSD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때, SPSS Ver. 18.0 software (IBM, USA)를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α = .05로 설정하였다.

3. Results
3.1 Impact variables
보행 시 충격 변인에 대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우선, 일반 속도 보행(1.3m/s)에서 충격량은 NS가 0.12±0.01Ns, RHS가 0.11±

0.01Ns, RLHS가 0.11±0.01Ns로 나타났으며, 신발 간 차이는 F =4.153 (p =.023), 효과크기는 56 =.179, 통계적 검증력은 power=.698로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이때, 사후검증은 RHS와 RLHS가 NS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작게 나타났다(p <.05). 또한, 수직 지면반력 초
기 최대값은 NS가 1.06±0.05BW, RHS가 1.04±0.06BW, RLHS가 1.03±0.06BW로 나타났으며, 신발 간 차이는 F =4.122 (p =.024), 효과크

기는 56 =.178, 통계적 검증력은 power=.695로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이때, 사후검증은 RLHS가 NS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작게
나타났다(p <.05).

Table 1. Descriptive information for impact variables during walking of 1.3m/s
Effect size
(56 )

Statistical
power

.179

.698

-

.043

.185

.024

c<a

.178

.695

.788

-

.012

.085

NSa

RHSb

RLHSc

F

p

Post-hoc

Impulse (Ns)

0.12±0.01

0.11±0.01

0.11±0.01

4.153

.023

b, c < a

Mean impact force (BW)

0.69±0.03

0.69±0.03

0.70±0.04

.847

.436

Initial peak VGRF (BW)

1.06±0.05

1.04±0.06

1.03±0.06

4.122

Loading rate (BW/s)

6.28±0.85

6.37±0.88

6.26±0.87

.240

Variables

VGRF: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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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빠른 속도 보행(1.7m/s)에서 충격량은 NS가 0.12±0.01Ns, RHS가 0.11±0.01Ns, RLHS가 0.11±0.01Ns로 나타났으며, 신발 간

차이는 F =41.436 (p =.000), 효과크기는 56 =.686, 통계적 검증력은 power=1.000로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이때, 사후검증은 RHS와

RLHS가 NS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작게 나타났다(p <.05). 또한, 수직 지면반력 초기 최대값은 NS가 1.20±0.07BW, RHS가 1.19±0.07BW,

RLHS가 1.18±0.07BW로 나타났으며, 신발 간 차이는 F =5.683 (p =.007), 효과크기는 56 =.230, 통계적 검증력은 power=.835로 통계적

인 차이가 나타났다. 이때, 사후검증은 RLHS가 NS와 RHS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작게 나타났다(p <.05).

Table 2. Descriptive information for impact variables during walking of 1.7m/s
Effect size
(56 )

Statistical
power

.686

1.000

-

.038

.167

.007

c < a, b

.230

.835

.456

-

.041

.177

NSa

RHSb

RLHSc

F

p

Post-hoc

Impulse (Ns)

0.12±0.01

0.11±0.01

0.11±0.01

41.436

.000

b, c < a

Mean impact force (BW)

0.82±0.03

0.82±0.04

0.82±0.04

.746

.481

Initial peak VGRF (BW)

1.20±0.07

1.19±0.07

1.18±0.07

5.683

Loading rate (BW/s)

8.73±0.95

8.73±0.92

8.63±1.09

.802

Variables

3.2 Ankle joint angle
보행 시 발목관절각에 대한 결과는 (Table 3-4, Figure 3-6)과 같다. 우선, 일반 속도 보행(1.3m/s)에서 발목관절의 내번-외번 가동범위는
NS가 12.44±3.40 deg, RHS가 11.46±2.97 deg, RLHS가 11.25±3.03 deg로 나타났으며, 신발 간 차이는 F =5.642 (p =.007), 효과크기는
56 =.229, 통계적 검증력은 power=.832로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이때, 사후검증은 RLHS가 NS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작게 나타났
다(p <.05).

표

Table 3. Descriptive information for ankle joint angle during walking of 1.3m/s
Variables
(+) Dorsiflexion
(-) Plantarflexion

류시현·박상균

Heel
contact

unit: deg

NSa

RHSb

RLHSc

F

p

Post-hoc

Effect size
(56 )

Statistical
power

-7.85±3.02

-7.02±3.06

-7.40±3.30

2.955

.064

-

.135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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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criptive information for ankle joint angle during walking of 1.3m/s (Continued)
NSa

RHSb

RLHSc

F

p

Post-hoc

Effect size
(56 )

Statistical
power

-20.70±2.76

-20.00±2.63

-20.20±2.69

2.061

.141

-

.098

.398

29.12±3.40

28.46±3.15

28.89±3.86

1.548

.226

-

.075

.308

Heel
contact

4.41±2.07

4.24±2.13

4.25±2.34

.240

.788

-

.012

.085

Toe off

6.24±4.36

5.15±4.56

4.69±4.09

2.986

.062

-

.136

.546

12.44±3.40

11.46±2.97

11.25±3.03

5.642

.007

c<a

.229

.832

Variables

(+) Dorsiflexion
(-) Plantarflexion

(+) Inversion
(-) Eversion

unit: deg

Toe off
Range of
motion

Range of
motion

다음으로, 빠른 속도 보행(1.7m/s)에서 발끝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Toe off) 발목관절의 저측굴곡각은 NS가 -20.24±2.78 deg, RHS가
-18.72±2.89 deg, RLHS가 -18.51±2.81 deg로 나타났으며, 신발 간 차이는 F =7.717 (p =.002), 효과크기는 56 =.289, 통계적 검증력은

power=.932로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이때, 사후검증은 RHS와 RLHS가 NS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작게 나타났다(p <.05). 또한, 발목
관절의 배측굴곡-저측굴곡 가동범위는 NS가 28.88±2.80 deg, RHS가 27.47±3.25 deg, RLHS가 27.23±3.43 deg로 나타났으며, 신발 간

차이는 F =8.811 (p =.001), 효과크기는 56 =.317, 통계적 검증력은 power=.959로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이때, 사후검증은 RHS와

RLHS가 NS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작게 나타났다(p <.05). 그리고 발목관절의 내번-외번 가동범위는 NS가 12.51±3.41 deg, RHS가 11.15
±2.52 deg, RLHS가 11.41±3.03 deg로 나타났으며, 신발 간 차이는 F =4.562 (p =.017), 효과크기는 56 =.194, 통계적 검증력은 power

=.741로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이때, 사후검증은 RHS와 RLHS가 NS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작게 나타났다(p <.05).

Table 4. Descriptive information for ankle joint angle during walking of 1.7m/s
Variables
(+) Dorsiflexion
(-) Plantarflexion

Heel
contact

unit: deg

NSa

RHSb

RLHSc

F

p

Post-hoc

Effect size
(56 )

Statistical
power

-5.97±3.55

-5.27±3.08

-5.24±3.01

1.551

.225

-

.075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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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scriptive information for ankle joint angle during walking of 1.7m/s (Continued)
NSa

RHSb

RLHSc

F

p

Post-hoc

Effect size
(56 )

Statistical
power

-20.24±2.78

-18.72±2.89

-18.51±2.81

7.717

.002

b, c < a

.289

.932

28.88±2.80

27.47±3.25

27.23±3.43

8.811

.001

b, c < a

.317

.959

Heel
contact

3.89±2.00

3.98±1.69

4.36±1.87

1.277

.290

-

.063

.260

Toe off

5.75±4.40

4.62±3.91

4.74±4.19

1.737

.190

-

.084

.342

12.51±3.41

11.15±2.52

11.41±3.03

4.562

.017

b, c < a

.194

.741

Variables

(+) Dorsiflexion
(-) Plantarflexion

(+) Inversion
(-) Eversion

unit: deg

Toe off
Range of
motion

Range of
motion

3.3 COP
보행 시 COP에 대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우선, 일반 속도 보행(1.3m/s)에서는 신발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
으로, 빠른 속도 보행(1.7m/s)에서 전후 COP 범위는 NS가 35.17±1.93cm, RHS가 33.97±1.10cm, RLHS가 33.48±1.21cm로 나타났으며,

신발 간 차이는 F =9.214 (p =.001), 효과크기는 56 =.327, 통계적 검증력은 power=.967로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이때, 사후검증
은 RHS와 RLHS가 NS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작게 나타났다(p <.05). 또한, 전후 저크 값은 NS가 134.93±122.49m/s2, RHS가 83.45±

33.36m/s2, RLHS가 83.65±22.28m/s2로 나타났으며, 신발 간 차이는 F =3.724 (p =.033), 효과크기는 56 =.164, 통계적 검증력은 power

=.647로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이때, 사후검증은 RHS와 RLHS가 NS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작게 나타났다(p <.05).

Table 5. Descriptive information for COP variables during walking of 1.7m/s
NSa

RHSb

RLHSc

F

p

Post-hoc

Effect size
(56 )

Statistical
power

Initial COP M/L
position (cm)

0.09±0.57

0.17±0.64

0.29±0.67

1.670

.202

-

.081

.330

COP M/L range (cm)

2.59±0.60

2.60±0.62

2.82±0.61

2.184

.126

-

.103

.419

COP A/P range (cm)

35.17±1.93

33.97±1.10

33.48±1.21

9.214

.001

b, c < a

.327

.967

COP M/L integral
jerk (m/s2)

41.27±69.29

23.45±10.42

23.43±7.99

1.480

.240

-

.072

.296

COP A/P integral
jerk (m/s2)

134.93±122.49

83.45±33.36

83.65±22.28

3.724

.033

b, c < a

.164

.647

Variables

COP: center of pressure, M/L: medio-lateral, A/P: antero-posterior

4. Discussion
본 연구에서는 보행에서 발생하는 충격과 발의 움직임의 특성이 신발의 바닥 중 뒤꿈치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가정을 통해서 일반 신발과 뒤꿈치 부위가 곡선 형태 신발, 뒤꿈치 바깥쪽의 곡선 형태 신발 간에 보행 시 충격 변인과 발목관절각의
크기와 범위 및 COP의 특성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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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충격과 관련된 변인을 살펴보면, 보행 속도에 크게 상관없이, 충격량은 RHS와 RLHS가 NS에 비하여 작게 나타났다. 반면,
수직 지면반력 초기 최대값은 일반 속도 보행(1.3m/s)에서 RLHS가 NS에 비하여 작게 나타났으며, 빠른 속도 보행(1.7m/s)에서는 RLHS
가 NS와 RHS에 비하여 작게 나타났다. 착지구간의 평균 충격력과 부하율이 보행의 주요 상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Nigg, 2010)
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뒤꿈치 부위의 곡선 형태 신발(RHS & RLHS)은 보행 시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RHS와 RLHS가 NS에 비하여 평균 충격력과 부하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은 일부 기각되었다. 다만, 수직 지면반력 초
기 최대값은 뒤꿈치 바깥쪽의 곡선 형태 신발(RLHS)이 다른 신발(NS & RHS)에 비하여 작게 나타났다. 반복적인 보행이나 달리기로 미
세한 충격이 장시간 지속된다면, 만성적 상해와 손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연구(Chen et al., 2003; Clement et al., 1984)
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수직 지면반력 초기 최대값이 직접적인 상해 원인이 아니더라도 부하율 산출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며, 반복
적인 자극으로 충분히 그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뒤꿈치 바깥쪽의 곡선 형태 신발(RLHS)이 충격 완화에 작은
수치의 차이지만 반복되는 보행의 특성상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배드민턴 최대 런지 동작에서 뒤꿈치 부위가 곡
선 형태 신발이 다른 신발에 비하여 수직 지면반력 최대값과 부하율이 다른 형태 신발에 비하여 작게 나타나 충격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한 연구(Lam et al., 2017)와 같이 보행보다 충격이 크게 발생되는 달리기나 여러 스포츠 종목을 대상으로 빠르고 강한 동적 움직
임에 적용하여 뒤꿈치 부위의 곡선 형태 신발과 그 위치가 변화된 신발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발목관절각을 살펴보면, 일반 속도 보행(1.3m/s)에서 발목관절의 내번-외번 가동범위는 RLHS가 NS에 비하여 작게 나타났
으며, 빠른 속도 보행(1.7m/s)에서는 RLHS와 RHS가 NS에 비하여 작게 나타났다. 이것은 보행 시 발목관절의 내번-외번 각도 변화가
클수록 발목관절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염좌와 같은 손상이 야기된다고 보고한 연구(Ryu, 2010)와 맨발 보행에 비하여 신발 보행에서
발목관절의 외번각이 작게 나타나고 내번-외번 가동범위가 작게 나타남에 따라 신발이 발목관절의 안정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Lee and Nam, 2015)와 일맥상통한 결과이다. 따라서 RLHS가 RHS와 NS에 비하여 발목관절의 내번-외번 가동범
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은 수용되었으며, 뒤꿈치 부위의 곡선 형태 신발(RLHS)이 발목관절의 가동범위를 작게 하고
이로 인해 보다 효율성과 안정성이 증가하여 상대적인 상해 위험성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Clement et al., 1984). 여기서 뒤꿈치 부
위의 곡선 형태 신발(RHS)도 일반 신발(NS)에 비하여 내번-외번 가동범위를 감소시키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는 추후 연구에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반면, 빠른 속도 보행(1.7m/s)에서 발끝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toe off) 발목관절의 저측굴곡각과 지지구간
(stance phase) 발목관절의 배측굴곡-저측굴곡 가동범위는 RHS와 RLHS가 NS에 비하여 작게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 신발(NS)이 뒤꿈
치 부위의 곡선 형태 신발(RLHS & RHS)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각진 뒤꿈치의 형태로 인하여 (Figure 5)와 같이 초기 지지구간에서 저
측굴곡각이 크게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 지면을 밀어주는 구간(propulsion phase)에서도 자연스럽게 저측굴곡각이 크게 나타나 가동범
위도 증가한 것으로 예측된다.
세 번째로, COP 범위와 저크 값을 살펴보면, 빠른 속도 보행(1.7m/s)에서 전후 방향의 COP 범위와 저크 값은 RLHS와 RHS가 NS에
비하여 작게 나타났다. COP는 지면반발력이 작용하는 순간의 점으로 정의되며(Chiu et al., 2013), 보행 시 지지구간에서 COP 위치는 뒤
꿈치 부위에서 시작되어 발가락 방향으로 뚜렷하게 움직인다(Cornwall and McPoil, 2000). 본 연구에서 뒤꿈치 부위의 곡선 형태 신발
(RLHS & RHS)을 착용한 후 보행을 실시한 경우, 일반 신발(NS)에 비하여 전후 COP 범위가 작게 나타난 것은 뒤꿈치 부위의 곡선 형
태(curved shape)로 인한 결과라 판단된다. 또한, RLHS와 RHS가 NS에 비하여 전후 COP 저크 값이 작게 나타난 것은 전후 COP 범위
가 작게 나타난 것과 더불어 일반 신발(NS)이 뒤꿈치 부위의 곡선 형태 신발(RLHS & RHS)에 비하여 각진 뒤꿈치의 형태로 초기 지지
구간에서 발목관절의 저측굴곡각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인한 결과라 판단된다. 따라서 뒤꿈치 부위의 곡선 형태 신발(RLHS & RHS)이
일반 신발(NS)에 비하여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보행을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되며(Hreljac, 1993, 2000), RHS와 RLHS가 NS에 비하여 전
후 COP 범위와 COP 저크 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세 번째 가설도 빠른 속도 보행(1.7m/s)에서는 수용되었다. 이와 더불어 신발은
보행 시 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 초기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지지구간에서 원활한 신체중심 이동을 유도하며,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
는 순간 추진을 위한 발의 기능을 전달하는 매개체라는 측면(Nigg, 2010)에서 전후 COP 범위와 COP 저크 값을 감소시킨 뒤꿈치 부위
의 곡선 형태 신발(RLHS & RHS)이 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Preferred movement pattern)을 유도하고 보행의 효율성과 안정성에도 긍
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네 번째로, 착지 순간 COP 좌우 위치를 살펴보면, 신발 간에 통계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NS < RHS < RLHS 순으로 점점 바
깥쪽(lateral)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신발 뒤꿈치 부위의 형태 차이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뒤꿈치 부위의 곡
선 형태와 그 위치에 따라 COP의 위치가 달라질 수 일반적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신발의 미세한 형태 변화가 인체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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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임에는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신발 기능 개발과 형태의 제작에 있어 보다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신발의 생체역학적 기능 검증과 더불어 주관적 착화감 검사가 최근 신발 개발과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Ryu
et al., 2018). 일반적으로 신발 발바닥 전체의 압력이 고르게 분산될수록 전반적인 착화감이 좋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던 연구(Ryu et
al., 2018)에서 알 수 있듯이, 신발의 기능에 대한 주관적 평가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신발 디자인 형태에 따른 생체역학적
요인이 사용자의 긍정적 편안함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다면, 인간공학적 및 생체역학적 측면에서 가치 있고 실용적인 연구로 발전
되리라 판단된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 보행보다는 큰 충격이 발생될 수 있는 보다 동적인 스포츠 동작이나 빠른 속도의 달리기에서
뒤꿈치 부위의 곡선 형태 신발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5.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뒤꿈치 부위의 곡선 형태 신발과 그 곡선이 뒤꿈치 바깥쪽에 위치한 신발이 보행 시 발생되는 충격과 발목관절각, COP
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보행 시 뒤꿈치 바깥쪽의 곡선 형태 신발은 충격 완화에 조금이나마 효과적인 면이 관찰되었으
며, 또한 일반 신발에 비하여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보행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기능적 역할을 하고, 특히 발목관절의 안정성을 높
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기존의 신발의 기능을 평가하는 연구들에서 소재의 영향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는 반면에 인간공학적 신발 개발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제품의 디자인과 구조적 요소로 활용되리라 기대하며, 이와 관련
된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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