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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 Y. WAN, and S. H. SHIN, The Biomechanical Comparison of Running Shoes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Insole. Korean Journal of Sport Biomechanics, Vol. 17, No. 2, pp. 51-59, 2007. These studies show 

that I applied to functional insole (a specific A company) for minimizing shocks and sprain people's ankle 

arising from running. How to an effect on human body which studied a kinematics and kinetics from 10 college 

students during experiments. This study imposes several conditions by barefoot, normal running shoes and put 

functional insole shoes ran under average 2.0±0.24 m/sec by motion analysis and ground reaction force that 

used to specific A company. First of all, motion analysis was caused by achilles tendon angle, angle of the 

lower leg, angle of the knee, initial sole angle and barefoot angle. The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below. Motion analysis showed that statically approximates other results from achilles tendon 

angle (p<.01), initial ankle angle(p<.05), initial sole angle(p<.001) and barefoot angle(p<.001). Ground reaction 

force also showed that statically approximates other results from impact peak timing (p<.001), Maximum loading 

rate(p<.001), Maximum loading rate timing (p<.001) and impulse of first 20 percent (p<.001).

Above experiment values known that there was statically difference between Motion analysis and Ground 

reaction force under absorbing of the functional insole shoes which was not have an effect on our body for 

kinetics and kin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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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조깅에 참여하는 인구는 약 4백만 명을 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 으로 크고 작은 마라톤 

회가 개최되고 있다. 런닝 인구 증가와 함께 런닝에 

련된 상해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런닝 인구의 연간 

부상 율은 약 50% 정도이며, 부상 부 로는 무릎이 

체 달리기 부상의 25%로 가장 많고, 다음이 하퇴로 

이 논문은 동의 학교의 2006년 교내연구비 지원(2006AA203)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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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부상의 20%, 그 다음이 발로 15%이고 마지막으로 

발목이 15%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체 부상의 7

0～80%가 무릎 아래쪽 신체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Johnston, Taunton, Lloyd-Smith와 McKenzie, 

2003). 한 런닝 시 지면을 하는 발에 작용하는 

수직방향 최  충격력은 체 의 2～3배에 달하며 만약 

70㎏의 사람이 1㎞를 달릴 경우 한쪽 발이 받는 충격

량은 약 110톤에 달한다(Mann과 Hagy, 1980). 이러한 

충격은 발을 통하여 몸에 달되어 , 건, 인 에 

부하로 작용하게 되고, 발과 지면사이의 반복되는 충격

으로 인한 충격 는 피로골 과 연골 괴, 요추 통증 

등 부상의 원인이 된다(Radin, Paul과 Rose, 1972). 그

리고 런닝 시 지지발의 과도한 회내(pronation) 한 부

상의 원인으로 작용한다(Clement, Taunton, Smart와 

McNico, 1984). 그러므로 런닝에서 발에 달되는 반

복되는 충격  회내는 상해의 주요원인이다. 런닝 시 

지면으로부터 충격력의 흡수는, 첫째로 인간의 근골격

계가 충격력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다. 그 로 런닝 시 

발생하는 회내(pronation) 동작과 런닝 시 무릎을 굽히

는 동작은 충격을 흡수하기 한 신체의 자연스러운 

동작이다. 둘째로는 추가 으로 충격흡수에 도움을 주

는 한 경도와 충격흡수력이 뛰어난 소재로 제작된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런닝과 워킹의 분석과 신발 연구를 

통해 상해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데 노력

하 는데, McClay(1995)는 발목 과 무릎 의 유

기 인 계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함을 설명하면서 회

내의 양과 지면 반력의 크기만을 변인으로 분석하고, 

변인 내에서의 시간  계만을 연구하던 종래의 연구 

문제 을 지 하고 변인간의 시간 인 계도 연구되

어야 할 문제라고 제시하 다. 계속되는 연구에서는 상

해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변인들을 통제함으로써 상해를 방하고 최소화하는데 

심을 가지게 되었다. 일반 인 상해의 원인은 복합 

발목 에서 과다한 회내운동과 이로부터 이되어

지는 경골의 내측회 에 기인하기 때문에(Nigg 와 

Morlock, 1987) 회내를 통제하는 장치의 개발에 심

을 갖기 시작하 다. 발에서의 비정상 인 동작을 방

하기 하여 고안된 기능성인솔의 역할은 발의 과도한 

회내, 편평족(pes planus), 요족(pes cavus), 족내번

(forefoot varus), 후족내번(hindfoot varus), 경골 내번

(tibia vara) 등에 의하여 발생되어지는 발의 비정상

인 움직임을 제어하고, 반복 으로 러닝을 실시함으로

써 발생되는 회내운동(pronatary movement)을 통제하

며, 지면으로부터 받는 충격을 흡수 분산시키는 것이

다. 이를 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신발의 보조기구인 

기능성인솔 연구를 통하여 발목 에서의 과도한 회

내를 감소시킴으로써 경골로의 부하 이를 감소시켜 

상해를 이려고 시도하여 왔다(McPoil & Cornwall, 

1991; Janisse, 1994; Eng & Pierrynowski, 1994). 기능

성인솔을 사용하게 되면 족궁의 높이를 없애주고 동

인 동작 시 족궁의 붕괴(Flattening of arch)를 막아주

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과도한 발목 (ankle joint 

complex)의 동작을 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Kogler, 

Solomonidis, & Paul, 1995; Shiba, Kitaoka, Cahalan, 

& Chao, 1995), 지면반력의 특성을 변형시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즉, 효과 인 후족의 통제를 하여 경질

의 기능성인솔을 사용하는 경우가 부분이며, 기능성

인솔의 제작 시 충격 흡수와 련된 사항들은 배제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지 까지의 연구들은 기

능성인솔의 동작 통제의 기능에 을 맞추어 운동학

 변인들을 심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면 반력에 한 상세한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토 로 본 연구는 운동학   

운동역학  변인들을 밝  인솔의 기능성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데 그 목 이 있다.

Ⅱ. 연구방법

1.연구 상자  실험방법

연구 상자들은 학교 1학년을 상으로 편평족

(low-arched foot)과 고궁족(high-arched foot)이 아닌 

일반족(normal foot)의 형태를 가진 사람 10명으로 선

정하 으며 최근 1년간 하지에 상해를 입은 경력이 없

었다. 피험자들의 신체  특징은 키 1.77±3.64m,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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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제조사 모델명

비디오카메라 JVC JVC GR-DVL9800

지면반력측정기 Bertec FP4060-10

삼각 Velbon Velbon VGB-36

조명 LPL LPL VL302

컴퓨터 Samsung
Magic station 

mv40

표 1. 실험에 사용된 장비

그림 1. 인솔  런닝화 그림 2. 측정각

69.66±7.82kg, 발길이268.2±2.35mm 다. 

2. 실험 장비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  분석 장비는 상분석 장

비, 지면반력 측정  분석 장비, 기타 장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장비에 한 내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3.인솔  런닝화

피험자들이 착용할 런닝화는 A사 ․ 자용 마

라톤화로 한국인의 발모양을 고려한 라스

트를 사용한 제품을 사용하 다. 인솔은 S사의 런닝

을 목 으로 개발된 충격흡수 기능을 특화시킨 기능성 

인솔을 사용 하 다<그림 1>.

4.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종속 변인은 하지 운

동에 따른 분  상호간의 운동학  변인, 착지 시 후족

부 제어 기능에 한 운동학  변인, 지지 기간 동안 

발의 운동에 한 운동역학  변인  발의 지면반력

으로 이들에 한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분 의 운동학  변인

상분석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일반 인 조깅속도

2.0±0.24m/sec 에서 오른발이 heel contact에서 heel 

up까지 바닥에 하 을 동안 하지 분  사이의 각

도와 하퇴와 지면이 이루는 각도의 변화 형태를 분석

하 으며, 상분석에는 APAS ver 1.0 로그램을 사용

하여 하퇴 각(angle of the lower leg), 무릎 각(angle 

of the knee), 발목 각(initial ankle angle), 발바닥 각

(initial sole angle)과 후족 제어 기능에 한 운동학

인 변인으로 뒤꿈치 각(barefoot angle), 아킬 스건 각

(achilles tendon angle) 그리고 이동에 따른 지지시간

도 함께 포함시켰다<그림 2>. 상분석은 달리기 동작

에서만 분석 되었다. 

2) 지면반력 변인

지면반력 연구는 일반인솔과 기능성인솔을 착용하여 

걷기(1.43±0.21m/sec)와 달리기(2.0±0.24m/sec)를 통하

여 모두 오른발을 포스 랫폼에 착지하게 하여 분석하

다. 실험에 사용된 장비는 Bertec 사의 포스 랫폼(샘

링빈도 500Hz)으로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었

다. Fx는 좌우방향 수평력(horizontal force)으로, Fy는 

후방향 수평력으로, Fz는 수직력(vertical force)으로 

오른쪽 발에 작용하는 힘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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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맨발(a) 일반인솔(b) 기능성인솔(c) F post-hoc

경골 각 81.4282 〫
(±2.1097)

82.4594 〫
(±2.0712)

82.1546 〫
(±1.6286)    .739

뒤꿈치 각 84.2743 〫
(±4.0518)

89.5661 〫
(±4.1395)

90.2313 〫
(±2.0603)   8.457*** a<c.b

무릎 각 154.9046 〫
(±3.7723)

154.0069 〫
(±3.8995)

154.2102 〫
(±4.3076)    .138

발목 각 75.5043 〫
(±3.1641)

71.4866 〫
(±3.4383)

70.7419 〫
(±3.9957)   5.209* b.c<a.b

발바닥 각 95.4383 〫
(±3.2346)

90.5228 〫
(±2.9411)

89.2537 〫
(±3.3524)  10.438*** b.c<a

아킬 스건 각 165.7024 〫
(±5.3008)

172.0255 〫
(±5.3055)

172.3859 〫
(±2.6396)   6.706** a<c.b

* p<.05, ** p<.01, *** p<.001

표 3.  각 변인

그림 3. 지면반력측정

5. 통계처리

분 의 운동학 변인의 통계처리는 SPSS(ver. 12.0)

를 이용하여 맨발, 일반인솔, 기능성인솔로부터 측정된 

자료를 일원변량분석 방법(ANOVA)을 사용하 으며, 

이때 유의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Scheff 의 방법에 

의한 사후 검증(α = .05)을 실시하 으며, 지면반력의 

통계처리는 SPSS WIN 10.0 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t-test로 검정하 다.

Ⅲ. 연구결과  논의

1. 상분석에 의한 인솔 기능성의 운동학  차이분석

런닝 시 상분석을 이용하여 인솔의 기능성 차이를 

운동학 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런닝 시 

발이 지면에 하는 시간동안 맨발, 일반인솔, 기능성

인솔에서의 경골각 변화(F=.739, p<.05)와 무릎각(F=.138, 

p<.05)은 통계 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뒤꿈치각의 경우 p<.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 다. 맨발의 경우 뒤꿈치각은 84.2734±4.0518,〫 

일반인솔의 경우 뒤꿈치각은 89.5661±4.1395,〫 기능성

인솔의 경우 뒤꿈치각은 90.2313±2.0603로〫 나타났다.  

뒤꿈치각<그림 4>, <표 3>의 맨발, 일반인솔, 기능성

인솔간의 차이는 맨발과 일반인솔에서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 고, 맨발과 기능성인솔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그러나 일반인솔과 기능성인솔

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김석

(1999)이 제시한 운동 조  기능은 운동역학에 서 말

하는 후족제어 기능으로 착지 시, 거골하 을 심

으로일어나는 회내 운동을 신발이 조 하는 기능을 말

하는데, 뒤꿈치각의 이러한 결과 는 런닝  워킹을 목

으로 개발된 기능성인솔의 충격흡수 기능은 런닝 동

작의 뒤꿈치각의 변화에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사

료된다. 발목각의 경우 p<.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맨발의 경우 발목각은 75.5043±3.1641,〫 

일반인솔의 경우 발목각은 71.4866±3.4383,〫 기능성인

솔의 경우 발목각은 70.7419±3.9957로〫 나타났다. 발목

각에서 맨발, 일반인솔, 기능성인솔간의 차이는 맨발과 

일반인솔 그룹과 일반인솔과 기능성인솔 그룹 사이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그림 5>, <표 3>의 

발목 각은 보행이나 주행 시에 발목의 충분한 배면 굴

곡이 요구되며, 인체 이동에 따라 발목 각은 지면과의 

에 따른 충격력을 완충시키기 하여 변화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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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발바닥 각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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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뒤꿈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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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발목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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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아킬 스건 각

충격력의 완충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운동학  의미를 

갖는다.  

런닝 시 발목 각은 충격이 클수록 각이 커지데 인솔의 

차이에 따른 충격흡수는 발목각의 크기를 여주는 역할

을 수행하 다. 그러므로 기능성인솔의 충격흡수는 발목

각의 변화에 향을 주었다고 사료된다. 발바닥각<그림 

6>, <표 3> 의 경우 p<.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 다. 맨발의 경우 발바닥각은 95.4383±3.2346,〫 일

반인솔의 경우 발바닥각은 90.5229±2.9411,〫 기능성인솔

의 경우 발바닥각은 89.2537±3.3524로〫 나타났다. 발바닥

각의 맨발, 일반인솔, 기능성인솔간의 차이는 맨발과 일

반인솔, 맨발과 기능성인솔 사이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 다. 그러나 일반인솔과 기능성인솔 사이에

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일반인솔과 기능성인솔의 충격흡수 기능의 

차이는 발바닥각의 변화에 향을 주지 않았다. 아킬

스건각의 경우 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그림 7>, <표 3>에서 맨발의 경우 아킬 스

건각은 165.7024±5.3008,〫 일반인솔의 경우 아킬 스

건각은 172.6255±5.3055,〫 기능성인솔의 경우 아킬

스건각은 172.3859±2.6396로〫 나타났다. 아킬 스건각

에서 맨발, 일반인솔, 기능성인솔간의 차이는 맨발과 

일반인솔, 맨발과 기능성인솔 사이에서 통계 인 차이

를 보 다. 발목에서 발생하는 각의 변화는 보행이나 

주행 시에 발목의 충분한 배면 굴곡이 요구되며, 인체 

이동에 따라 발목 각은 지면과의 에 따른 충격력

을 완충시키기 하여 변화되므로 충격력의 완충 역할

이라는 측면에서 운동학  의미를 갖는데, 맨발과는 달

리 일반인솔  기능성인솔에서 아킬 스건각이 크게 

나타난 것은 일반인솔 과 기능성인솔의 외에 착용된 

런닝화에 의한 후족제어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기능성

인솔에 의한 아킬 스건의 제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지면반력연구

걷기와 달리기동안 지면반력분석은 발에서 x, y, z

축 방향으로 힘(충격력)의 쓰임정도와 x, y z축 방향으

로 발의 모멘트를 알아보기 한 실험으로 본 연구에

서는 인솔의 차이에 따른 충격력만을 분석하 다. 

1) 걷기 동작의 지면반력분석

걷기동작에서는 최  임팩트 피크(impact peak)와 

두 개의 액티  피크(active peak)가 나타난다. 액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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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기능성인솔 일반인솔 

Mean SD Mean SD t

GRFz First peak
GRFz max(N) 1291.53 297.58 1327.42 289.42 1.782

GRFz max time(ms) 623 49 625 72

GRFz Second peak
GRFz max(N) 1187.31 298.38 1192.79 269.50 1.551

GRFz max time(ms) 996 91 998 97

Antero-posterior
impulse(N․s)

braking impulse -32.78 6.42 -37.20 10.124 2.214*

propulsive impulse 20.41 4.40 20.77 6.34 1.672

total impulse -12.37 2.19 -16.43 4.69

Max AP force
braking force(N) -192.52 39.72 -201.95 68.41 2.921*

propulsive force(N) 196.72 48.64 201.33 50.43 0.731

*p<.05, df=9, t=2.261

표 4. 걷기 동작의 지면반력 분석

피크의 첫 번째는 최  뒷꿈치가 닿으면서 나타나는 

충격력으로 감속(braking)과 계가 있고, 두 번째 피

크는 앞꿈치가 지면을 힘차게 때 나타나는 충격력으

로 가속(propulsive)과 계가 있다. 신발은 일반 으로 

충격을 완화시키기 하여 인솔을 특수하게 제작한다. 

그리하여 일반인솔과 기능성인솔의 최  수직충격력 

비교 <표 4>에서는 두 가지 런닝화(1291.53N, 

1327.42N)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t=1.782)는 나타

나지 않았으나, 일반인솔에서 최  수직력의 평균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속(propulsive)과 계된 두 번

째 피크에서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1187.31N, 1192.79N, t=1.551). ‧후 방향의 감속 

충격량(braking impulse) 비교에서는 가속 충격량

(propulsive impulse) 그리고 충격량 합(total impulse)

을 알아보았다.

2) 달리기 동작의 지면반력 분석

걷기 동작에서 기능성인솔(-32.78N⋅s)과 일반인솔

(-37.20N⋅s)의 감속 충격력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t=2.214)를 보 다. 가속 충격력의 비교에서는 두 조건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20.41N⋅s, 20.77N⋅s, 

t=1.672)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후

방향 최  힘의 비교에서와 같이 기능성인솔과 일반인

솔의 특성으로 악된다. Adrian & Cooper(1995)는 발

뒤꿈치가 지면으로부터 떨어지고 난 후 수직력은 다시 

체 의 120%까지 상승하고, 발이 지면으로부터 떨어지

면 0(zero)으로 감소하게 된다. 지면으로부터 발뒤꿈치

(heel)가 떨어지고 난 후부터 발가락(toe) 끝이 떨어지

기까지는 신체의 약 20%의 가속력(propulsive force)이 

발생하며, 발은 뒤꿈치가 닿는 동안에는 지면 안쪽

(medially)으로 르고, 무릎이 굴곡 하는 동안에는 바

깥쪽(laterally)으로 른다고 밝혔다. 최  감속력 비교

(-192.52N, -201.95N, t=2.921)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가속력(196.72N, 201.33N, t=0.731)

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이러한 결과는 런닝화의 인솔차이에 따른 것으로 런

닝시 충격을 제어하기 해서 감속능력과 가속능력을 

해서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Adrian & 

Cooper(1995)는 수평력과 수직력은 걷기 동안 신체가 

지면에 할 때 쓰여지는 힘만큼의 동일한 힘이 반

방향으로 쓰여지며, 방으로 작용하는 힘(anterior 

force)은 걷기 동안 최  발뒤꿈치가 닿을 때 지면에 쓰

여지는 힘이고, 반작용력인 후방으로 작용하는 힘

(posterior force)은 신체의 방 운동량을 제어하게 되는

데 이것은 체로 체 의 약 20%정도라고 밝혔다. 최  

발뒤꿈치가 지면에 닿기 시작할 때 수직력은 체 의 

120%까지 증가하게 되고, 발 후 간단계(mid 

stance)에서 수직력은 체 의 80%정도로 감소하게 된

다.(Adrian & Cooper, 1995). 달리기(running)비교에서는 

일반 으로 축구선수들이 볼을 치고 달리는 것을 간주

하여 4.5m/sec의 속도(Asami & Nolte, 1983)로 달렸다.

두 조건의 인솔착용후 달리기 동작의 일반 인 지면

반력 결과는<표 5>와 같다. 최  수직력을 나타내는 

첫 번째 피크 비교에서는 두 가지 인솔에서 통계 으



인솔 차이에 따른 런닝화의 운동역학  비교  57

Variable
기능성인솔 일반인솔

Mean SD Mean SD t

GRFz First peak
GRFz max(N) 1492.23 389.07 1552.49 525.99 2.628*

GRFz max time(ms) 128 49 109 51 1.735

GRFz Second peak
GRFz max(N) 3.47 1.43 3.88 1.56 0.071

GRFz max time(ms) 428 187 452 204

Antero-posterior
impulse(N․s)

braking impulse -24.31 -6.88 -27.51 -5.74 2.234*

propulsive impulse 17.43 8.26 12.77 5.82 2.611*

total impulse -6.88 1.38 -14.74 0.08

Max AP force
braking force(N) -167.91 22.63 -208.41 40.45 2.981*

propulsive force(N) 158.22 48.23 50.32 16.39 5.231*

*p<.05, df=9, t=2.261

표 5. 달리기 동작의 지면반력 분석

로 유의한 차이(1492.23N, 1552.49N, t=2.628)가 나타났

다. 이것은 일반인솔착용후 런닝시에는 부상과 직결되

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가속과 계된 두 번째 피

크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Kermond & Konz(1978)는 달리기 동작에서도 빠른 속

도를 내기 해서는 지지발이 오랫동안 지면에 하

면 안되고 지면을 미는 힘의 양을 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수직력이 발생하는 시간의 연구에서는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t=1.735)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평균의 비교에서는 일반인솔(80ms)이 최  수직력에 

도달하는 시간이 기능성인솔(136ms)보다 빨리 도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상자들이 두 가지 인솔

착용후 무의식 으로 나타나는 동작으로 일반인솔착용

후 런닝시 마찰력의 결과로 생각된다. 최  충격력의 

비교에서는 감속 충격력의 비교에서 두 가지 인솔

(-24.31N⋅s, -27.51N⋅s)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t=2.234)가 나타났다. 가속 충격량에서는 두 가지 인솔

(17.43N⋅s, 12.77N⋅s, t=2.61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일반 으로 가벼운 달리기에서는 감속 충격력

과 가속 충격력 한 인솔의 종류별 차이에 따른 결과

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Nigg, 1987),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Nigg & Bahlsen(1988)의 연구에서도 가장연질의 

 조건에서 달리기시에 가장 큰 충격력(2.03BW)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 방향 감속력(braking 

force)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167.91N, -208.41N, t=2.981). 두 가지 인솔에서 가속

력(propulsive force)의 비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158..22N, 50.31N, t=5.231)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런닝에서 부분 평지, 오르막, 내리막을 달리

는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 인솔 종류별로 차

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Nigg(1987)의 조깅화 연구에서 신발을 평가할 때 감속

력과 가속력은 요한 변인이고, 감속력은 신발의 창 

경도와 달리기 형태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밝

혔고, 가속력은 발의 지지기 동안 달리는 사람의 무게 

심의 속도와 계가 있다고 밝혔다. Cavanagh & 

Lafortune(1980)은 감속력과 가속력은 발뒤꿈치로부터 

앞쪽으로 60-80% 신발부분에서 일어난다고 밝혔다. 

한 바닥이 딱딱한 축구화와 같은 신발을 신고 조깅

과 같은 달리기(2m/sec)를 할 때는 첫 번째 감속력과 

계된 충격력(active force)과 두 번째 가속력과 계

된 충격력은 거의 비슷한 값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Nigg, 1987). 이것은 본 연구와는 약간의 결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런닝 동작의 지지 구간에서 인솔의 기능

성 차이가 상분석의 각도변인, 지면반력기의 지면반

력 변인에 미치는 향을 비교 분석하여 런닝을 목

으로 하는 기능성 인솔을 착용할 경우 충격 흡수 분산

에 어떠한 효과  기능을 발휘하는지 검증해 으로써 



58  진 완․신성훈

인솔의 연구, 제작  사용에 필요한 자료로서 활용하

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 에 따라 10명의 피험자

에게 3개의 주어진 조건 맨발, 일반 인솔, 기능성 인솔

에서 런닝을 실시하여 분석한 주요 변인은 각도변인분

석과, 지면반력변인분석을 통하여 통계는 일원변량분석

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상분석을 

통하여 뒤꿈치 각, 발목 각, 발바닥 각, 아킬 스건 각

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그러나 뒤꿈치 

각, 발바닥 각, 아킬 스건 각의 통계 인 차이는 맨발

과 일반인솔 그리고 맨발과 기능성 인솔에서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 고 일반 인솔과 기 능성 인솔에

서는 통계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발목 각에서 

맨발과 기능성 인솔의 통계 인 차이는 기능성 인솔이 

충격력흡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목 각 변화

에 향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기능성 인솔

은 충격흡수기능을 통해 발목각의 변화에 향을 주었

다. 지면반력변인 결과에서는 걷기 동작에서 최  수직

력 비교는 두 가지 인솔(1291.53N, 1327.42N)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t=1.782)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일

반인솔에서 최  수직력의 평균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

다. 가속(propulsive)과 계된 두 번째 피크에서도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1187.31N, 

1192.79N, t=1.551). ‧후 방향의 감속 충격력(braking 

impulse) 비교에서는 가속 충격력(propulsive impulse) 

그리고 충격량 합(total impulse)을 알아보았다. 걷기 

동작에서 기능성인솔(-32.78N⋅s)과 일반인솔(-37.20N⋅

s)의 감속 충격력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t=2.214)를 

보 다. 가속 충격력의 비교에서는 두 조건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20.41N⋅s,20.77N⋅s, t=1.672)가 나타

나지 않았다. 달리기 동작에서 지면반력 비교는 최  

수직력을 나타내는 첫 번째 피크 비교에서는 두 가지 

인솔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1492.23N, 1552.49N, 

t=2.628)가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인솔 착용은 기능성인

솔 착용후 달리기에서 더욱더 최  수직력이 크게 나

타난 것은 선수들의 부상과 직결되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가속과 계된 두 번째 피크에서는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3.47N, 3.88N, 

t=0.071).최  수직력이 발생하는 시간의 연구에서는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t=1.735)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평균의 비교에서는 기능성인솔(128ms)가 최  수직력

에 도달하는 시간이 일반인솔(109ms)보다 빨리 도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충격력의 비교에서는 감속 

충격력의 비교에서 두 가지 인솔(-24.31N⋅s, -27.51N

⋅s)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t=2.234)가 나타났다. 

가속 충격량에서는 두 가지 인솔(17.43N⋅s, 12.77N⋅s, 

t=2.61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후 방향 감

속력(braking force)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고 있다(-167.91N, -208.41N, t=2.981). 두 가지 인솔

에서 가속력(propulsive force)의 비교는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158.22N, 50.32N, t=5.231)를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기능성인솔, 여러 종류

의 신발의 운동학  운동역학  특성과 피험자의 신

체 인 조건을 다양화 하여 신발  인솔이 피험자의 

신체변화에 따라 기능을 어떻게 발휘하지, 여러 가지 

신발  기능성 인솔을 운동역학 으로 비교하여 한 

가지 인솔에 추가로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부여하

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와 같이 복합 인 실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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