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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성장호르몬 활성화와 뼈 형성에 효과가 있도록 고안된 성장호르몬 활성화 신발과 일반 런닝화에서의 
운동역학적 변인과 성장호르몬 분비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 지에 대한 평가 및 검증을 수행하였다. 연구 수행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성장호르몬 활성화 신발이 일반 런닝화에 비해 달리기 시 2km 이내 달리
기시 통계적으로 성장호르몬 분비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둘째, 4km 이내의 걷기 운동에서 청소년기에서는 일반 
런닝화보다는 성장호르몬 활성화 신발에서 평균적으로 성장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장호
르몬 활성화 신발은 걷기동작에서는 일반 런닝화보다 더 큰 부하를 신체에 전이시키고, 달리기에서는 일반 런닝화
보다 더 큰 충격량을 신체에 전달하고, 동시에 신체 일부분에 집중되는 부하를 분산시키고 작은 부하율을 통한 부
상 발생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부상 없이 몸에 자극을 크게 전달, 성장호르몬 분비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Y. J. MOON, Verification for the Effect of Growth Hormone Promotion and Kinetic Factor Evaluation on 

Growth Hormone Activated Shoes. Korean Journal of Sport Biomechanics, Vol. 18, No. 1, pp. 235-243, 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ffect of Growth Hormone promotin and kinetic factors on Growth 

Hormone Activated Shoe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ient 

difference between a normal shoes and the Growth Hormone activated shoes in the student's GH secretion with 

running test, and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shoes and distance. therefore it can be 

assum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effect of GH secretion in student at growth period during running with 

Growth Hormine Activated Shoes. Second, Within 4km walking, Growth Hormone secretion was in creased 

averagely in student.. Third, Growth Hormone Activated Shoes make a large load for light motion as walking. 

For heavy motion as running, it make a large impulsion but good pressure distribution and small loading rate.. 

KEYWORDS : GROWTH HORMONE, GROWTH HORMONE ACTIVATED SHOES, LOADING RATE, 

PRESSUR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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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키의 성장은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

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환경적인 영향으로는 영양, 

운동,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Sinclari, 1978; 

Weimann et al., 2000; Rogol et al., 2000; 박동호, 

2002). 따라서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의 키 성장을 위해

서는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절하게 운동

을 병해한다면 키 성장에 좋은 결과를 보이게 된다. 

성장이 가장 활발한 시기는 사춘기 전후로 이때 성

장에 관련된  요인들을 왕성하게 활성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춘기 중의 키 성장은 성장호르몬 분

비의 증대와 선형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Juul, 2001; 

Mauras et al., 1987; Albertsson-Wikland et al., 1994) 

사춘기시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키 

성장에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키 성장과 밀접한 관계요인으로서 성장

호르몬은 인체 내에서 뼈와 연골조직, 골격근 및 다른 

조직의 생성과정에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왔으며, 또한 에너지원으로서 지방 이용률을 증가

시키는 반면, 탄수화물의 이용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

다. 따라서 성장호르몬은 뼈의 생성을 증가시켜 키성장

에 도움을 주는것은 물론 지방은 감소시키고 근육을 

크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콜라겐 생성을 증가시키

고, 피부의 활성도를 높여 노화예방에 도움을 준다.

성장호르몬의 분비와 관련된 여러 요인들이 있으나 

이중 운동이 중요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혀졌다

(Grossman et al., 1997; Pritzlaff et al., 1999, 박동호, 

2002). 운동에 의한 성장호르몬과 IGF의 반응은 운동강

도와 운동지속시간에 의해 좌우된다(Brahm et al, 1996; 

Grossman et al., 1997; Pritlaff et al., 2000)고 보고되었

고, 운동시간, 운동형태 등에 따라서도 성장호르몬 분비

는 차이가 있다. 그중 운동 강도와 관련하여서는 운동 

강도의 크기여부에 따라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다르게 

나타나고 뼈의 성장에도 차이가 있음이 나타난다. 즉, 

일반적으로 걷기와 같은 운동보다는 농구, 점프와 같은 

몸에 자극이 크게 들어오는 운동에서는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더 활성화 되여(박동호, 2002) 뼈 형성에 중요한 

도움이 된다(Judex, et al., 1997, Zernicke,  2007). 

이에 본 연구는 운동강도에 의미있는 변화를 일으켜 

성장호르몬 활성화와 뼈 형성에 효과가 있도록 고안된 

성장호르몬 활성화 신발의 성능 및 기능의 적합성 여

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반 런닝화와 성장호르몬 활성

화 신발에서의 지면반력의 크기, 후족착지시 최대압력 

및 성장호르몬 분비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 지에 

대한 평가 및 검증을 수행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하였다. 첫째, 운동역

학적 평가는 30세 전후의  후족착지형 런닝을 하는 피험

자 8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둘째, 성장호르몬 분비에 대한 

검증은 중년층 남성 9명(40~50세)과 청소년 남학생 29명

(중등 2~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년층의 경우 기능화

와 일반화를 사용, 각각 달리기와 걷기를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의 경우는 기능화와 일반화를 사용, 19명에게는 달

리기를 실시하였고, 10명에게는 걷기를 실시하였다. 이들

은 정상적인 발(normal foot)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면서 

후족착지형(heel striker)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후

족착지형을 선정한 이유는 전체 조깅 인구의 80% 이상이 

후족착지형 이라는 Kerr 등(1983)의 연구결과에 따라 일반

적인 착지형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후족착지형은 1차

적으로 육안적인 방법에 의하여 선정하였으며, 2차적으로 

지면반력측정을 통한 정점(peak)의 형태와 압력분포측정

을 통한 압력중심선(center of line)의 위치로부터 선정하

였다. 실제실험을 하기 전에 실험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피험자가 자연스럽게 후족착지형태로 지면반력판(AMTI)

을 정확히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을 하였다.

2. 실험방법

1) 운동역학적 평가

일반 런닝화와 성장호르몬 활성화 신발에 대한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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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력 크기 및 후족착지시 최대압력을 평가하고자 키슬

러 지면반력기, Pedar 압력분포 측정기를 보행 및 달

리기 동작시 동시에 사용하여 달리기시 지면반력의 크

기, 부하율, 최대 압력크기를 분석하였다. 실험시 주행

속도는 일반적인 주행속도인 3±0.3m/sec로 실시하였

고, 걷기는 개인에 맞는 편한 보행속도로 수행하였다. 

2) 성장호르몬 분비에 대한 검증

실험은 달리기와 걷기를 실시할 때 혈액내의 성장호

르몬의 분비량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걷기의 경우 

운동전, 5km/h의 속도로 3Km 걷기를 실시한 후, 1km 

걷기를 더 실시한 후 총 3회 채혈을 실시하였고, 달리

기의 경우 운동전, 9km/h의 속도로 2km 달리기를 실

시한 후, 1km 달리기를 더 실시한 후에 채혈하였다. 

실험시 주행속도는 일반적인 주행속도인 3±0.3m/sec로 

실시하였다. 

3) 신발의 선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신발은 일반 런닝화, 성장호르

몬 활성화 신발 두 종류이다. 일반 런닝화로 규정된 신

발은 가장 일반적인 런닝용 신발로서 중저가 신발의 

충격흡수 재료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파이론으로 구성

된 신발이며 경도가 아스커 C 형 경도계로 58 전후의 

경도 값을 갖는 신발이다. 성장호르몬 활성화 신발은 

아스커 C형 경도계로 경도가 70 전후로 구성된 신발로 

특히, 반발력이 70% 이상(처음위치에서 반발된 위치를 

%화 한 값)인 복합재료로 구성되고 탄소강화체가 내장

되어 압력분산 능력이 좋게 설계된 신발이다. 

  

4) 자료처리 방법

자료처리는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

인과 청소년에서 걷기와 달리기에 따른 성장호르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각각 구하였다. 성인과 청소년에서 

신발의 종류, 걷기 또는 달리기 거리, 신발과 거리의 

상호작용에 따른 성장호르몬 분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선형모형(General Linear Model)의 반복측

정(Repeated Measures)을 실시하였으며, 유의도 p<.05 

수준으로 검정하였다.

거리와 신발*거리 상호작용의 경우는 구형성 검정을 

통하여 구형성이 가정된 경우는 일변량 분석결과를 취

하였고, 구형성이 가정되지 않은 경우는 다변량 분석결

과를 취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일반적인 런닝화와 성장호르몬 활성화 신발사이의 

운동역학적 변인과 성장호르몬 분비에서의 차이점을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1. 맨발, 일반 런닝화 및 성장호르몬 활성화 런닝화

에 대한 지면반력 및 후족착지시 최대 압력

   

MPF(Maximal Passive Force)에서 걷기시 성장호르

몬 활성화 신발에서 1059N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맨발시 1048N, 일반 런닝화 1015N 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성장호르몬 활성화 신발이 걷기 시에 보

다 큰 자극(지면반력)을 신체로 전이시킴으로서 운동 

강도를 높여 성장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메카니

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달리기시에는 중저의 경도가 70 내외이고 반발탄성율

이 70% 인 성장호르몬 활성화 신발이 일반 런닝화보

다 작은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곽창수(1993)가 

경도가 클수록 충격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

각과는 달리 경도가 연질일수록 충격력이 크게 나타났

다고 보고한 내용과 Nigg(1986)이 경도는 충격력의 크

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내용으로 판단해 

볼 때 중저의 경도 70은 충격력을 크게 하는 요인이라

고 말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경도가 큼에 의해 특정지

역으로 집중되는 압력을 분산시켜 충격력의 최대크기

를 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나타냈을 것으로 사

료된다. 

LR(부하율)에서는 걷기시 맨발이 10405 정도로 가장 

큰 값을 나타냈으며 성장호르몬 활성화 신발은 

9470.75, 일반 런닝화 신발은 9164.06으로 비슷한 크기

를 보였다. 달리기시에는 맨발에서 다른 신발보다 작은 

값을 보였는데 이는 Nigg(1987)이 외적인 충격력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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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요 
인

피
험
자

맨발  신발 종류

맨발
성장 호르몬 
활성화 신발

일반 런닝화

걷기 달리기 걷기 달리기 걷기 달리기

지

면

반

력

M
P
F

S1 1189.90 1074.27 1185.04 972.90 928.22 1447.92 

S2 1085.35  1068.57  1195.31  922.71  1098.37  1014.02  

S3 1134.39  1017.08  1050.13 1201.44 933.08 925.84  

S4 942.46   1334.75  948.94 1066.05  1032.48  1362.50  

S5 792.13  1157.52  1066.05  1073.86  945.39  1005.10  

S6 1125.65  1109.35  1096.27  966.91   1089.37 1294.21

S7 1002.19  1089.04  923.36  1393.32 1182.39 1237.79  

S8  1113.81  1246.90 1009.02  1042.32  916.65 1143.68

A±S
1048.23
± 129

1137.18
± 105

1059.26
± 99

1079.93
± 152

1015.74
± 99

1178.88
± 187

L
R

S1 11608.78 53713.50 13046.31 41695.71 8013.41 49642.97 

S2 10588.78 49318.62 12472.80  31635.77 9482.33 29678.63 

S3 12722.13 43589.14 10162.55 45054.00 7223.85 33666.91 

S4 8835.56 59322.22  7694.11 8253.29 7695.50 39878.05 

S5 7426.22 73106.53 8253.29 25267.29 7046.39 23194.62 

S6 10636.06 110935.00  9464.20 23679.43 12943.01 38826.30

S7 11453.60  130684.80  7057.53 30399.71 13910.47 40144.54 

S8  9974.42  62345.00 7615.25  43130.48 6997.52 47324.69

A±S
10405.69
± 1670

72876 
± 31316

9470.75
± 2273

31139.46
± 12326

9164.06 
± 2760

37794.58
± 8768

P
I

S1 222.52 25.06 178.86 23.66 183.13 31.82 

S2 188.59 32.29 216.61 23.44 205.06 18.42 

S3 180.16 25.03 180.72 38.52 173.75 32.49 

S4 183.20 33.24 210.76 29.19 202.54 42.99 

S5 164.02 22.33 193.92 38.17 184.71 25.06 

S6 189.29 16.42 181.54 34.59 181.37 34.20

S7 188.16 16.27 198.83 52.09 212.75 40.16 

S8  218.17  27.28 196.99 33.21 196.45 32.71

A±S
191.76
± 19

24.74
± 6

194.77
± 14

34.10
± 9

192.47
± 13

32.23
± 7

A
I

S1 182.39 281.83 143.44 219.29 185.23 201.68 

S2 222.79 241.76 170.28 196.37 162.43 221.05 

S3 121.14 191.39 243.14 158.95 228.09 201.13 

S4 175.96 207.84 129.12 171.48 149.39 250.05 

S5 136.41 191.20 170.76 189.42 177.26 176.84 

S6 158.84 232.62 154.14 285.80 163.72  181.82

S7 113.61 178.62 155.77 177.72 177.26 297.02 

S8 182.41 238.30 162.79  249.73 158.55 212.66

A±S
161.69
± 36

220.44
± 34

166.18
± 34

206.09
± 43

175.24
± 24

217.78
± 39

표 1. 맨발, 일반 런닝화 및 성장호르몬 활성화 런닝화에 대한 지면반력 (단위 : PF-N, LR-N/sec, PI-N⋅sec, AI-N⋅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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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맨발, 일반 런닝화 및 성장호르몬 활성화 런닝화에 대한 후족착지시 최대 압력
(단위 : PF-N, LR-N/sec, PI-N⋅sec, AI-N⋅sec, MPRC-kpa)

구
분

요 인
피
험
자

맨발  신발 종류

맨발
성장 호르몬 
활성화 신발

일반 런닝화

걷기 달리기 걷기 달리기 걷기 달리기

압력

M
P
R
C

S1 190 190 250 280

S2 280 230 240 280

S3 240 180 230 200

S4 250 190 200 310

S5 240 180 180 240

S6 220 200 250 260

S7 220 270 240 250

S8 250 280 210 250

A±S
230.26
± 30

211.69
± 39

215.93
± 36

261.31
± 31

※ MPE(=Maximal Passive Force), LR(=Loading Rate), PI(=Passive Impulse), AI(=Active Impulse), 
MPRC(=Maximal Pressure in Rearfoot Contact)을 각각 의미함.
A±S(Average±Standard deviation)

게 들어 올 때 신체에서는 외적인 충격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보호메카니즘을 발현하여 충격을 줄이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는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맨

발시에는 지면반력기라는 단단한 물체 위에서 달리기

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체 보호메카니즘을 발현하여 

충격력을 줄이는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

편, 성장호르몬 활성화 신발이 일반신발보다 더 작은 

LR을 보임으로써 부상과 관련하여 일반 런닝화에 비해 

충격력에 의한 부상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

단된다.  

이 밖에 PI(수동적 충격량)에서는 성장호르몬 활성

화 신발이 194.77Nsec로 일반 런닝화 192.47Nsec, 맨발 

191.76Nsec보다 더 후족 착지시 수동적 충격량에서 큰 

값을 나타냈다. 

후족착지시 최대압력(MPRC)에서는 걷기시 성장호

르몬 활성화 신발이 230.26kpa로 일반 런닝화 

215.93kpa 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달리기시에는 반대로 

성장호르몬 활성화 신발이 211.69kpa로 일반 런닝화 

261.31kpa 보다 작게 나타난 운동 강도가 낮은 걷기에

서는 최대 압력이 크고 충력량이 커 신체로의 부하전

이를 크게 시키고 운동 강도가 높은 달리기에서는 경

도가 높고, 신발에서의 압력 분산효과가 커 후족부위에

서 한곳으로 집중되는 최대 압력 값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 볼 때 성장호르몬 활성

화 신발은 운동강도가 약한 걷기동작에서는 일반 런닝

화보다 더 큰 부하를 신체에 전이시키고, 운동강도가 

큰 달리기에서는 일반 런닝화보다 더 큰 충격량을 신

체에 전달함과 동시에 부하를 분산시키고 작은 부하율

을 통한 부상 발생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일반신발에 비

해 부상 없이 몸에 자극을 크게 전달함으로써 성장호

르몬 분비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Jedex, et al., 

1997, 박동호, 2002)으로 사료된다.

2. 성인 남자 걷기시 혈중호르몬 분비량에 대한 분석

성인 걷기의 경우 일반 런닝화와 성장호르몬 활성화 

런닝화의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으며, 거리에 다른 통계적 차이도 나타나지 않

았다. 이러한 경향은 어린이, 청소년기에 비해 상대적

으로 성장호르몬이 작게 나타나는 성인들의 특성과 께 

걷기라는 운동강도가 작은 운동 조건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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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성인 남자 걷기시 혈중호르몬 분비량 (단위: ng/ml)

표 3. 신발과 거리에 따른 상관관계 및 평균, 표준오차

신발 N
걷기(평균, 표 편차) 유의확률

사 3Km 4Km 신발 0.640

일반화 9
 .3200 

(± .2165)
 1.4489 

(± 2.3714)
 4.2589 

(± 6.8912)
거리 0.097

기능화 9
 .3378 

(± .2123)
 1.4300 

(± 1.1153)
 2.5511 

(± 2.9517)
신발*
거리

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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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성인 남자 달리기시 혈중호르몬 분비량 (단위: ng/ml)

표 4. 신발과 거리에 따른 상관관계 및 평균, 표준오차

신발 N
달리기(평균, 표 편차) 유의확률

사 2Km 3Km 신발 0.842

일반화 9
 .7122 

(± 1.1444)
 8.7111 

(± 9.9577)
10.8333 

(± 9.6996)
거리 0.001

기능화 9
 .2544 

(± .2477)
 7.2222 

(± 6.7106)
11.7333 

(± 7.4761)
신발*
거리

0.090

3. 성인 남자 달리기 시 혈중호르몬 분비량에 대한 

분석

성인 달리기의 경우 일반화와 기능화의 비교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거리에 따

른 통계적 차이는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 청

소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호르몬이 작게 나타나

는 성인들의 특성이 달리기라는 운동강도가 조금 큰 

상황에서도 변화를 주지 못한 결과로 판단된다. 거리 

변인에서는 신발의 종류에 관계없이 거리가 증가됨에 

따라 성장호르몬이 더 활성화 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의 달리기에 있어서 신발에 대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거리변인(운동량)에 따라서는 운동

거리의 증가에 따라 성장호르몬 분비가 더 많이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청소년 남자 걷기시 혈중호르몬 분비량에 대한 

분석

청소년 걷기의 경우 일반화와 기능화의 비교에서 평

균에서는 3km, 4km 운동 중에서 증가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거리에 

다른 통계적 차이는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에서 걷기

시 일반화보다는 성장호르몬 활성화 신발에서 평균적

으로 성장호르몬이 많이 분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피험자내의 편

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거리 변인에서는 신발

의 종류에 관계없이 거리가 증가됨에 따라 성장호르몬

이 더 활성화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판

단해 볼 때 달리기나 점프와 달리 걷기와 같은 운동강

도에서는 경도가 낮은 신발, 경도가 높고 반발력이 좋

은 신발에 관계없이 성장호르몬 분비에 별 영향을 주

는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리의 증가(운동량의 

증가)에 따라서는 모든 신발에서 성장호르몬 분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됨을 알 수 있어 성장기의 

성장호르몬 분비를 통한 성장을 꾀하기 위해서는 운동

거리가 긴 운동을 수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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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청소년 남A자 걷기시 혈중호르몬 분비량 (단위: ng/ml)

표 5. 신발과 거리에 따른 상관관계 및 평균, 표준오차

신발 N
걷기(평균, 표 편차) 유의확률

사 3Km 4Km 신발 0.575

일반화  7
3.7343 

(±4.1214)
17.1429 

(±13.8906)
18.5571 

(±15.6330)
거리 0.001

기능화  7
3.7057 

(±3.7857)
23.4143 

(±17.5704)
21.0286 

(±13.5106)
신발*
거리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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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청소년남자 달리기시 혈중호르몬 분비량 (단위: ng/ml)

표 6. 신발과 거리에 따른 상관관계 및 평균, 표준오차

신발 N
달리기(평균, 표 편차) 유의확률

사 2Km 3Km 신발 0.005

일반화 13
2.2862 

(±2.5705)
16.6892 

(±21.4139)
23.4969 

(±23.9843)
거리 0.035

기능화 13
5.0638 

(±6.4882)
38.6615 

(±32.6303)
27.4923 

(±27.1163)
신발*
거리

0.003

5. 청소년 남자 달리기시 성장호르몬 분비량에 대한 

분석

청소년 달리기의 경우 일반 런닝화와 성장호르몬 활

성화의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p<.05) 또한, 성장호르몬 활성화와 거리의 상호작용

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신발 (중저의 

재질이 파이론이며, 경도가 55-60)보다 신발의 중저 경

도를 약 10 내외정도 더 높이고 반발탄성을 약 40-50% 

가량 높인 성장호르몬 활성화 신발을 통해 달리기시 더 

큰 충력량을 신체에 전달함으로써 호르몬 분비기관인 

시상하부에 더 큰 자극을 제공하고 그 결과 성장호르몬 

분비촉진호르몬(GHRH) 분비의 촉진과 뇌하수체에서의 

성장호르몬(GH) 분비를 더 크게 촉진하기 때문에 나타

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운동에 의한 

성장호르몬과 IGF의 반응은 운동강도와 운동지속시간

에 의해 좌우된다(Brahm et al, 1996; Grossman et al., 

1997; Pritlaff et al., 2000, 박동호, 2002)는 보고와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km 운동시에는 일반 런닝화가 16.7ng/ml, 성

장호르몬 활성화가 38.7ng/ml 로 2배 이상이 차이가 

났으나 3km 운동시에는 일반 런닝화가 23.5ng/ml, 성

장호르몬 활성화가 27.5ng/ml 로 약 4ng/ml 의 차이

가 난 결과로 판단해 볼 때 성장호르몬 활성화 런닝화

는 운동을 시작해서 2km 전후까지의 운동에는 일반 런

닝화에 비해 2배 이상의 큰 효과가 있다. 그러나 운동

강도의 증가(운동거리의 증가)에 의한 성장호르몬의 분

비에서는 점차 운동강도에 의한 성장호르몬 분비효과에 

의해 그 미치는 영향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로 판단해 볼 때 성장호르몬 활성화 신발

은 청소년기의 키성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통 2km 전후 정도의 달리기 운동에서 그 효과를 크

게 얻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그 이상 운동기간이 증

가될수록 더 큰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나 학교활동을 통해 일반적으로 보통 2km 내의 가벼

운 조깅을 수행하게 되는 일반 청소년이나 성장기 어

린이들의 운동습성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성장호르몬 

활성화 신발을 착용하고 운동할 경우 일반 런닝화 보

다는 성장호르몬 분비가 커짐으로 키 성장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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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는 운동강도에 의미있는 변화를 일으켜 성장

호르몬 활성화와 뼈 형성에 효과가 있도록 고안된 성

장호르몬 활성화 신발의 성능 및 기능의 적합성 여부

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반 런닝화와 성장호르몬 활성화 

신발에서의 운동역학적 변인과 성장호르몬 분비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 지에 대한 평가 및 검증을 수

행하였다. 연구 수행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신발의 경도를 일반 신발보다 약 10 내외정도 

더 높이고 반발탄성을 약 40-50% 가량 높인 성장호르

몬 활성화 신발이 일반 런닝화(경도가 55-60)에 비해 

달리기시 통계적으로 성장호르몬 분비가 유의하게 증

가됨으로써 2km 이내 달리기시 청소년기의 성장호르

몬 분비를 더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

서  키성장에 있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4km 이내의 걷기 운동에서는 성인에 있어서

는 성장호르몬 활성화 신발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청소년기에서는 일반 런닝화보다는 성장호르

몬 활성화 신발에서 평균적으로 성장호르몬이 많이 분

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

게 나타나지 않았고, 피험자내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성장호르몬 활성화 신발은 운동강도가 약한 

걷기동작에서는 일반 런닝화보다 더 큰 부하를 신체에 

전이시키고, 달리기에서는 일반 런닝화보다 더 큰 충격

량을 신체에 전달하여 보다 큰 운동강도를 생성하고, 

동시에 신체 일부분에 집중되는 부하를 분산시키고 작

은 부하율을 통한 부상 발생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부상 

없이 몸에 자극을 크게 전달, 성장호르몬 분비를 활성

화 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Ⅴ. 제 언

본 연구에서는 단지 일반적으로 런닝화의 표준이 되

는 파이론 중저와 경도가 55-60 내외의 런닝화를 토대

로 3±0.3m/sec 수준에서 성장호르몬 활성화 신발과의 

비교 분석을 수행 하였다. 따라서 추후에는 다양한 운

동강도, 달리기속도, 제품 등을 토대로 다양한 측면에

서의 검증연구를 통해 좀 더 명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연구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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