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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Y. J. KIM, and W. C. CHAE, The Plantar Pressure Comparison between the Curved Rear Balance Shoes 

and Normal.  Korean Journal of Sport Biomechanics, Vol. 17, No. 3, pp. 173-180, 2007. The purpose of study 

was to compare plantar pressure during walking wearing the curved rear balance and normal shoes. Twelve 

university students(height: 177.2 ± 4.6cm, weight: 68.4 ± 5.8kg, age: 26.2 ± 1.6yrs.) who have no known 

musculoskeletal disorders were recruited as the subjects. 

Plantar foot pressures were evaluated using the Tekscan's pressure measurement systems while subjects 

walked upright position wearing the curved rear balance and normal shoes in random order at a speed of 1.3 

m/s. The contacting dimension, the mean plantar pressure, and the peak plantar pressure were determined for 

each trial. For each dependent variable, paired t-test was performed to test if significant difference existed 

between shoe conditions (p<.05). 

As a result, the curved rear balanced shoes showed as large as 38 up to 50 % of area at the rear side of 

feet than the normal shoes when measuring the contact area with upright position. In the distribution of average 

pressure, the curved rear balanced shoes displayed fairly low pressure compared to other normal shoes in 

general except for one area, which is M2, and especially, the measured pressures at the both rear (M1) and 

middle (M5) side of feet were low and statically significant. The contact area of the curved rear balanced shoes 

when walking was significantly larger at the rear (M1) and fore (M6, M7) side of feet. When considering 

pressure distribution at walking, low pressure was detected at the rear side of feet with the curved rear 

balanced shoes and at the fore side of feet for other normal sho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ntacting dimension of the curved rear balance shoes that acts between shoes 

and feet was higher than the corresponding value for the normal shoes in general; therefore it would reduce the 

pressure to the feet by allowing the each sole of the foot on the ground eve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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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은 다른 척추동물들과 달리 직립보행을 함으로

써 걸을 때에는 자기 체 의 1～2배, 달릴 때에는 2～3

배의 충격력이 인체에 작용할 수 있고 이러한 충격력

이 반복 으로 신체의  부분으로 달되면서 이

나, 건, 근육, 인 에 과부하를 주게 된다. 이러한 과부

하는 피로골 , 연골연하증, 연골 괴, 요추 통증 등과 

같은 상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Simon, 1972; 

Voloshin & Wosk, 1982). 지면에 가장 먼  닿아 발로

부터 해지는 충격력을 여주고 발과 나아가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신발이다. 

하지만 이 신발 역시 뒤꿈치에 치한 굽 때문에 인체

에  다른 상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굽 높이의 증

가는 지지기의 발뒤축 착지 시에 충격부하와 불안정성

이 증가되고 요추 만이 감소되고 골반의 후방 가 

생기는 등의 생체역학  변화를 야기한다

(Opila-Correia, 1990). 굽이 높은 신발은 발목의 족  

굴곡을 증가시키고 발이 지속 으로 회외(supination)

되는 경향이 있으며 발의 앞쪽에 압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Snow, Williams, & Holmes, 1992). 

최근 신발의 굽에 의한 문제 들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으로 신발 창을 유선형으로 설계하거나 신발 굽

의 앞뒤 높이를 다르게 하는 등 굽 자체에 변화를  

신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의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을 상으로 많이 이용되는 신발 바닥을 변형시

킨 Rocker shoes는 창 체가 편평했던 일반 신발과 

달리 신발 앞굽과 가운데 부분을 유선형으로 변형시킨 

double rocker, 뒷굽과 앞굽을 둘 다 유선형으로 변형

하고 뒷굽의 높이를 낮춘 negative heel rocker, 앞굽만 

유선형으로 변형시킨 toe-only rocker가 있다. 치료용 

신발의 평가에 한 가장 인 방법은 족 압 측

정인데 이 세 가지 종류의 신발을 가지고 족 압을 측

정했을 때 족부의 압력이 모두 유의하게 낮게 나타

남으로써 발의 압력이 잘 분산되어 궤양성 질환을 방

지해야 하는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

다(Brown, Wertsch, Harris, Klein, & Janisse, 2004; 

van Schie, Ulbrecht, Becker, & Cavanagh, 2000). 

Mueller, & Strube(1997)와 Fuller, Schroeder, & 

Edwards(2001)도 Rocker shoes라고 불리는 족부와 

후족부가 족부보다 낮게 설계된 신발을 신었을 때 

발바닥에 가해지는 최  압력이 유의하게 낮게 측정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 

유선형 창의 신발이 가지는 여러 장   가장 큰 

것은 신발 구조의 특징 상 보행 시 발 뒤꿈치부터 발

가락 끝까지 지면에 고루 닿게 할 수 있는 이른바 ‘굴

림 보행’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일반 신발

과 비교해 발에 가해지는 압력이 분산되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Stewart(2005)는 신발 굽의 높이가 같지만 신발 바닥

의 앞뒤를 유선형이 되도록 하고 뒷굽의 소재를 부드럽

게 하여 보행 시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한 보

행 문 신발과 일반 신발과의 발의 압력분포를 비교하

는 실험에서 걸을 때 족부(forefoot), 족부(midfoot), 

서 있을 때 족부(midfoot), 후족부(hindfoot)에서의 최

 압력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 서 

있을 때와 걸을 때 모두 족부와 후족부에서 평균 압

력 역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서 있는 동안  

면 은 보행 문 신발이 높게 나타났고 걷는 동안의 

 면 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 다. 평균 압

력과 최  압력에 한 연구 결과에서는 시편을 4 구획

으로 나 었을 때 서 있는 동안 발 끝 부분의 압력은 

일반 신발이 낮게 나타났고 발뒤꿈치 부분의 압력은 보

행 문 신발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보행 문 신발의 

구조 상 발뒤꿈치를 연질의 소재를 이용하여 서 있는 

동안 끊임없이 불안정성을 가함으로써 하지 근력을 단

련시키고자 한 것으로 인체의 심이 방으로 쏠리면

서 나타나는 상이라고 하 다. 보행이 이루어지는 동

안 나타나는 족 압은 보행 문 신발이 발뒤꿈치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의 원인 역시 연질의 뒷굽 소재 

때문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최규정(2003)은 보행 문용 기능성 신발에 한 족

압의 연구를 해 Novel 사의 Pedar system을 이용

하여 시편(mask)을 후족부 좌우로 2개, 족부 좌우로 

2개, 족부 3개로 나 어 평가하 다. 부 별 최 압력 

 최 치는 후족부에서 발생하 고 보행 문 신발의 

압력이 일반 신발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최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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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험에 이용된 신발의 모습과 바닥(좌: 유선형 
후방 밸런스 신발, 우: 일반 신발)

력 발  시 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보행 문 신발에서

의 족부에서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인다고 하 다. 

하지만 체 으로 보았을 때 지지구간에서 신발에 가

해지는 부 별 압력  압력 심의 이동 방향은 신발 

종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일반 으로 발의 뒤꿈치가 높은 굽과는 달리 발의 

앞부분이 높거나 앞과 뒤꿈치가 낮게 설계된 후방 밸

런스 신발은 보행 시 심 이동이 즉각 으로 발의 

방으로 달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걸

을 때 뒤꿈치에서 앞쪽으로 진 으로 체 이 달되

어 보행 에 발생하는 충격을 완화시킴으로써 보다 

효율 인 보행을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다(Blandine & 

Andrée, 1990). 

오동재, 이성재, 김 동(2006)은 노인들을 상으로 

유선형 후방 밸런스 신발에 한 족 압 연구를 실시

하 다. 그들은 신발 창이 유선형으로 이루어져 있으

면서 뒤꿈치가 낮게 설계된 신발은 유선형 창의 장

과 후방 밸런스 신발의 장 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단하 다. 따라서 피험자에게 일명 ‘효도 신

발’이라 불리는 comfort 신발과 유선형 후방 밸런스 신

발을 착용하게 하여 3개월 후의 족 압과  면

과 압력 분포를 측정하 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일

반 신발은 후족부와 족부에서 압력이 집 되어 나타

났으며, 유선형 후방 밸런스 신발은 후족부와 족부에

서 압력이 분산 되고 족부에서 압력이 집 되어 나

타난다고 하 다. 착용 3개월 후, 후족부와 족부에 

작용하는 압력은 유선형 후방 밸런스 신발이 일반 신

발에 비해 감소폭이 증가하 다. 이는 지속 인 착용으

로 인해 유선형 후방 밸런스 신발의 압력의 분산이 족

부 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

만 이 연구에서는 서 있는 상태에서 족 압 측정이 이

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반인들이 신는 신발과의 직

인 비교 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선형 후방 밸런스 

신발의 효과에 한 명백한 결론을 유추하기에는 많은 

한계 을 보 다.

본 연구에서는 신발 굽의 형태가 유선형으로 이루어

지고 후방 밸런스가 가능하도록 설계한 신발 착용 시

와 일반 신발(flat shoes) 착용 시의 족 압의 변화와 

차이를 알아보고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해 어떠한 장단

이 있는지 밝 내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보다 인체에 합한 신발의 설계와 그 신발을 이

용한 보행만으로 질환을 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창(outsole)이 유선형이면서 후방 밸런

스가 가능하도록 설계한 신발과 일반 신발 착용 시 서 

있을 때와 보행 시의 족 압을 비교, 분석하는데 목

이 있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족부를 포함한 

하지의 근골격계에 이상이 없는 남자 학생 12명을 

피험자로 선정하 다. 피험자의 신장은 177.2 ± 4.6 

cm, 체 은 68.4 ± 5.8 kg, 나이는 26.2 ± 1.6세, 착용 

신발 사이즈는 270.8 ± 4.5mm이었다.

본 연구를 해 족 압 측정 기구로 F-scan 압력 측

정 분포기(Tekscan Inc. USA)와 Model #3000인 압력 

분포 측정 insole을 양발에 사용하 으며 측정된 자료

들은 동사에서 나온 software인 Research foot version  

5.23로 분석하 다. 피험자에게 신발 내에 착용하게 한 

안창(insole)용 시편(mask)은 960개의 센서로 나뉘어져 

있고 자료 수집율은 500Hz로 설정하 다. 

실험에 사용된 유선형 후방 밸런스 신발의 경도는 

70-75 정도 으며 창의 심인 가장 높은 부 는 3 

cm이며 270mm 사이즈에서의 무게가 479.8g이었다. 일

반 신발은 경도가 70-75 정도이고 후족부 가장 높은 

부 가 3 cm 높이이며 족부와 최 한 편평한 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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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획별로 구분된 시편

신발 M1 M2 M3 M4 M5 M6 M7

C
40.2*
(7.6) 

21.9*
(7.3) 

6.2*
(3.4)  

9.2*
(6.0)  

5.9
(4.5)  

4.6
(2.8)  

5.5
(3.2)  

N
29.1*
(5.5)  

6.8*
(4.5)  

7.5*
(3.7)  

13.5*
(3.4)  

7.2
(3.3)  

4.5
(2.9)  

3.7
(2.9)  

p 값 0.00** 0.00** 0.04* 0.00** 0.78 0.79 0.10

표 1. 직립 자세 유지 시  면 (cm2) 

**

**

**
*

그림 3. 직립 자세 유지 시  면

선택하 고 270mm 사이즈에서 374.4g이었다<그림 1>.

유선형 후방 밸런스 신발을 처음 신는 피험자에게 

신발에 익숙해지도록 사  보행 연습을 1주간 실시하

으며 실제 실험에서는 직립 자세에서의 족 압과 속

도 측정기(H 104, Hana Sports, Korea)로 통제한 후의 

보행 시 족 압을 측정하 다. 일반 신발과 유선형 후

방 밸런스 신발에 한 처치는 무작 로 설정하 다. 

피험자는 가볍게 몸을 풀고 비를 한 후에 각 신발

에 해 직립 자세 유지 동안 족 압 측정을 7 씩, 3

회 반복하 다. 보행 시 족 압은 양발이 칭이라고 

가정하고 정해진 속도(1.3m/s) 내에서 3회 수집되는 

데이터  오른발의 후 스텝을 포함해 4 스텝 자료

만을 분석하 다. 측정  피험자 각자의 체 으로 

calibration을 실시하 으며 시편 체를 후족부를 상하

로 2구획(M1, M2), 족부을 세로로 3구획(M3, M4, 

M5), 족부를 세로로 2구획(M6, M7)의 7구획으로 다

시 구분하 다<그림 2>. 센서에서 감지되는 단  면

과 그들에게 가해지는 압력을 구획별로 합하여  

면 과 평균 압력, 최  압력을 도출하 다. 모든 데이

터는 SPSS 12.0에서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

하 으며 유의수 (α)은 .05로 설정하 다. 

Ⅲ. 결과  논의

걷는 동안 나타나는 신발과 시편(mask) 사이에 나타

나는  면 과 평균 압력과 최  압력은 모두 오른

발의 뒤꿈치가 지면에 닿는 순간부터 족부가 지면에

서 떨어지는 순간까지의 체 값을 나타낸 것이다. 유

선형 후방 밸런스 신발 C, 일반 신발은 N로 나타내었

다(Note. *,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 and N 

shoes at * p<.05, ** p<.01, Standard deviations in 

parentheses.).

1. 직립 자세 유지 시  면

 

직립 자세 유지 시 나타나는  면 은 뒷굽이 낮

은 유선형 후방 밸런스 신발의 구조  특징 상 신발의 

후족부에서 유의하게 높은 값이 나타났다<표 1, 그림 

3>. 종골을 기 으로 뒷부분인 후족부 M1 구획에서는 

유선형 후방 밸런스 신발이 일반 신발보다 약 38% 정

도 넓은  면 이 나타났고 M2 구획에서는 일반 

신발의 두 배 이상 넓은  면 이 나타났다. 

유선형 후방 밸런스 신발 착용 시 직립 자세를 유지

할 경우 낮은 신발 뒷굽으로 인해 인체 심이 후방으

로 이동되면서 후족부분의 신발과 발 사이 보다 많은 

 면 이 생겼을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M2 구획은 

족궁(arch)이 치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창(insole)

의 형태를 족궁의 형태에 맞도록 솟아오르게 설계된 



유선형 후방 밸런스 신발과 일반 신발의 족 압 비교  177

신발 M1 M2 M3 M4 M5 M6 M7

C
48.9

(10.9)
27.1
(5.4)

27.3
(6.7)

27.8
(6.8)

25.8
(5.6) 

29.2
(19.9)

24.3
(5.3)

N
66.9

(14.2) 
23.2
(7.8) 

38.6
(22.9)

44.4
(26.7)

37.5
(15.3)

33.3
(21.8)

22.5
(10.3)

p 값 0.00** 0.19 0.09 0.05 0.01* 0.64 0.59

표 2. 직립 자세 유지 시 평균 압력 (KPa) 

**

*

그림 4. 직립 자세 유지 시 평균 압력

신발 M1 M2 M3 M4 M5 M6 M7

C
103.7
(23.1)

57.4
(17.6)

45.2
(19.0)

40.6
(13.2) 

33.9
(12.1)

47.2
(34.4)

34.9
(8.9)

N
147.2
(33.8)

34.3
(13.7)

62.7
(45.2)

71.5
(39.6)

59.8
(32.0)

55.8
(49.6)

32.2
(18.7)

p 값 0.00** 0.00** 0.19 0.02* 0.01* 0.62 0.65

표 3. 직립 자세 유지 시 최  압력 (KPa) 

**

**
*

*

그림 5. 직립 자세 유지 시 최  압력

유선형 후방 밸런스 신발에서  면 이 유의하게 

넓게 나타난 것으로 단되어진다.

족골을 나  M3, M4에서는 오히려 일반 신발이 

더 큰  면 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발의 회내 

운동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인 경골과 비골의 길이 차

이에 의해 생기는 발목 의 기울기 때문에 생기는 

상으로 사료되어진다. 신발 창의 후족부가 낮게 설

계되어 있으며 발의 해부학  구조상 뒤꿈치 바깥쪽이 

낮기 때문에 형태 으로 신발은 바깥쪽으로 더 기울어

져 M3와 M4 구획은  면 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Stewart(2005)는 보행 문 신발과 일반 신발의 직립 

자세 유지 시  면  비교에서 평균 으로 보행 

문 신발의  면 이 넓다고 보고하 다. 부 별 

 면 을 볼 때 족부의  면 이 더 넓게 나타

났는데 보행 문 신발이 후족부의 연질 소재로 인해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면서 심이 방으로 쏠리는 

상 때문인 것으로 보고하 다. 

2. 직립 자세 유지 시 압력

 

직립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평균 압력은 M2, M7 

구획을 제외하고는 유선형 후방 밸런스 신발 착용이 

일반 신발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표 2, 그림 4>. 특히 

후족부 M1에서는 일반 신발에 비해 26% 가량 낮게 

나타났고 M5에서는 31% 가량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

은 값이 나타났다. M2와 M7 구획에서는 유선형 후방 

밸런스 신발의 평균 압력이 다소 높게 나타나긴 했으

나 통계 으로 유의차는 발생하지 않았다. 

Stewart(2005)는 일반 신발과 보행 문 신발의 직립 

자세 유지 시 평균 족 압을 측정한 결과 보행 문 

신발이 일반 신발에 비해 족부에서는 83%가 높게 

나타났고 족부에서는 44% 정도 낮게 나타났다고 보

고하 다. 보행 문 신발을 착용하고 직립 자세를 취

했을 시 불안정한 구조와 함께 인체 심이 방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족부에서는 낮은 족 압, 족부에

서는 높은 족 압을 나타낸다고 보고하 다.  

최  압력의 경우도 평균 압력과 유사한 패턴을 보

여주었다<표 3, 그림 5>. 후족부 M1 구획과 족부 

M4, M5 구획에서의 최  압력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

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면 과 무 하지 않을 것

으로 단되어진다. 후족부 에서 M2 구획에서는 넓

은  면 에도 불구하고 유의하게 큰 최  압력이 

나타났다. 이는 인체 심이 후방으로 이동되는 신발의 

특성 상 발에 가해지는 압력의 심 역시 일반 신발에 

비해 후방으로 이동되는 특징 때문에 M2 구획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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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M1 M2 M3 M4 M5 M6 M7

C
27.4
(6.8) 

16.5
(6.6) 

6.9
(2.8) 

10.6
(5.1) 

7.3
(3.9) 

6.5
(2.5) 

7.0
(3.4) 

N
22.5
(4.9) 

4.6
(3.7) 

6.4
(2.4) 

11.7
(2.5) 

7.9
(2.3) 

5.1
(2.3) 

5.6
(2.6) 

p 값 0.00** 0.00** 0.33 0.29 0.39 0.00** 0.04*

표 4. 보행 시  면 (cm2)

**

**

** *

그림 6. 보행 시  면  

신발 M1 M2 M3 M4 M5 M6 M7

C
60.2
(9.7) 

37.3
(11.3)

48.3
(17.3)

54.4
(17.4)

44.5
(15.3) 

66.6
(26.7)

43.1
(12.3) 

N
81.8

(38.5) 
27.7

(14.9) 
60.7

(43.7) 
88.7

(56.6) 
68.1

(46.5) 
53.1

(28.9) 
38.1

(21.9) 

p 값 0.06 0.03* 0.25 0.03* 0.05 0.22 0.40

표 5. 보행 시 평균 압력 (KPa)

*

*

그림 7. 보행 시 평균 압력 

큰 압력이 발생했으리라 사료되어진다. 

3. 보행 시  면

보행 시 나타나는  면 에서는 유선형 후방 밸

런스 신발 착용이 일반 신발 착용에 비해 후족부 M1, 

M2와 족부 M6, M7에서 유의하게 넓은  면 이 

나타났다<표 4, 그림 6>. 특히 보행 시 나타나는  

면 에서 M1 구획은 유선형 후방 밸런스 신발 착용이 

일반 신발에 비해 약 21%의 증가된 면 을 보 으며 

M2에서는 약 3.5배 이상의  면 을 보여 신발의 

구조 자체가 발뒤꿈치부터 순차 으로 지면을 디딜 수 

있는 굴림 보행이 가능할 것으로 단되어진다. M6, 

M7에서 나타나는  면 의 증가는 유선형 창의 

신발 구조에 의해 족부가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 

지면을 끝까지 어주면서 나타나는 상으로 단되

어진다.

보행 시 유선형 후방 밸런스 신발의 체 인  

면 이 일반 신발에 비해 넓게 나타나는 것은 걷는 동

안 보행 문 신발과 일반 신발과의  면 이 비슷

하게 나타나는 Stewart(2005)의 연구 결과와는 상이한 

것이다. 그러나 Stewart(2005)는 보행 시 체 인  

면 은 비슷하지만 구획별로 구분했을 때 족부의 

 면 이 넓게 나타났으며 이는 족부의 평균 압력

과 최  압력의 증가 때문이라고 보고하 다.

4. 보행 시 압력

 

보행 시 나타나는 구획별 신발과 발 사이에 작용하

는 평균 압력은 유선형 후방 밸런스 신발이 일반 신발

에 비해 평균 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족부 M4에

서는 38% 가량 유의하게 낮은 값이 나타났다<표 5, 그

림 7>. 후족부 M2과 족부 M6, M7을 제외한 나머지 

구획별 값을 본 결과 유선형 후방 밸런스 신발은 발과 

신발 사이에 작용하는 압력이 체 으로 낮게 고루 

분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족부에 나타나는 높은 

족 압은 Stewart(2005)와 오동재 등(2006)의 연구 결과

와 같이 이지 시 발가락으로 지면을 면서 나타나는 

상으로 단되어진다. 후족부 M2에 나타난 높은 압

력은 족궁의 높이를 고려해 솟아오르게 설계되어 있는 

안창의 구조 때문인 것으로 단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 시 나타나는 최  압력은 평균 

압력과 유사한 형태가 발생하 다. 유선형 후방 밸런스 

신발 착용 시 후족부 M1, 족부 M4, M5에서 낮은 

압력 분포가 나타났지만 M2와 M6에서는 유의하게 높

은 압력치가 발생하 다<표 6, 그림 8>. 특히 M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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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M1 M2 M3 M4 M5 M6 M7

C
124.1
(26.9) 

73.0
(15.5)  

88.1
(34.0)  

86.1
(27.0)  

72.6
(29.1)  

163.7
(74.9)  

80.5
(17.5)  

N
222.3

(141.9)  
37.8

(17.2)  
106.4
(58.6)  

143.5
(53.8)  

101.1
(37.2)  

102.9
(52.5)  

65.9
(25.7)  

p 값 0.04* 0.00** 0.28 0.00** 0.00** 0.00** 0.06

표 6. 보행 시 최  압력 (KPa)

*

**

**

**

**

그림 8. 보행 시 최  압력

는 보행 기에 나타나는 발의 회내 운동에 의해 발의 

뒤꿈치 바깥쪽 부분이 지면에 닿아 발가락 내측으로 

이지되는 상과 동일하게 족부 안쪽인 구획에서 압

력 분포가 커지는 것으로 단되어진다.

   

Ⅳ. 결 론 

유선형 후방 밸런스 신발의 착용 시 후족부 M1에서

는 넓은  면  때문에 낮은 압력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M2 구획은 유선형 후방 밸런스 신발 착

용이 족궁에 맞춰진 안창 구조와 인체 심이 후방으

로 이동되는 신발 구조 때문에 높은 압력이 발생한 것

으로 단되어진다. 그러나 유선형 후방 밸런스 신발의 

발에 가해지는 체 압력이 일반 신발보다 낮고, 만약 

동일한 압력이 작용한다면 족궁 부분의 압력이 나타남

으로써 나머지 구획들에 압력이 집 되는 상을 막아 

압력의 분산 측면에서 이로울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이

는 발에 가해지는 부하를 넓은 지역에 분산시켜 부상 

험도를 히 여  수 있다. 족부에 압력이 높

게 나타나는 것은 굴림 보행으로 인해 지면을 미는 힘 

때문인 것으로 단되어진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 로 유선형 후방 밸런스 

신발은 보행 시 발에 가해지는 압력이 일반 신발에 비

해서 평균 으로 낮게 나타나며 각 구획별 압력 분산

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체 으로 낮게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러 선행 연구 결과들에서 

지 되었듯이 유선형 후방 밸런스 신발을 착용했을 때 

압력이 어느 한 부분에 집 되지 않아 편안함을 증

시킬 수 있으며 궤양성 발 질환에 있어서도 치료용 신

발로서 효과를 기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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