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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일반운동화와 스 링신발의 운동역학  분석을 통해 일상 인 보행에서 스 링신발이 갖는 특성을 알

아보기 해 실시하 다. 이를 해 정상족궁인 30-40  여성 12명을 상으로 2종류의 실험용 신발(스 링신발)과 

비교용 신발(일반운동화)을 착용시킨 후 1.7m/s의 보행속도에서 지면반력기와 EMG, 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운동

역학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지면반력 분석에서는 제 1정 과 제 2정 에서 실험용신발이 일반운동화에 

비해 큰 후성분값을 나타냈다. 근 도분석에서는 퇴직근의 활동이 스 링 신발을 신었을 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족각에서 스 링 신발이 착지 시와 제1정 간에 일반화보다 크며 발목 을 심으로 내측으로 회

하는 회내 운동을 하게 제어 하면서 이지 시에 후족 각의 감소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

링신발은 일반 신발에 비해 보행 시 무릎 신 근들의 근력 향상에는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ABSTRACT

C. H. LEE, Kinetic Differences between Normal-design Running Shoes and Spring-loaded Running Shoes. 

Korean Journal of Sport Biomechanics, Vol. 19, No. 3, pp. 581-592, 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functional shoes through the kinetic comparison of normal-design running shoes and 

spring-loaded running shoes. For this, 12 healthy females from the age from 30 to 40 years participated in the 

EMG and ground reaction force experiment with testing kinetic variables. 12 subjects walked at the velocity of 

1.7m/s. After analyzing variables in the spring-loaded running shoes and normal-design running shoe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For the ground reaction force, spring-loaded running shoes have larger 

antero-posterior GRF than normal-design running shoes in the first and second apexes of antero-posterior ground 

reaction force. For the analysis of EMG, spring-loaded running shoes showed the higher muscle activation of 

rectus femoris muscle than norma-design running shoes. So the spring-loaded running shoes help improvement 

muscle strength of knee ext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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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장시간의 보행이나 직립 상태에서의 반복 인 근육

의 사용과 부하는 하지 근육의 피로를 유발시키고 이는 

해당근육의 운동 수행능력을 하시켜 상해를 유발할 

수가 있다. 따라서 신발의 요한 역할  한 가지는 보

행이나 달리기 시 지면으로부터 받는 충격을 흡수하여 

발과 하지의 피로를 여 으로써 상해를 사 에 방

하는 것이다. 신발의 개발이 시작된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으나 인간은 더욱 안 하고 편리한 걷기를 하

여 신발을 개발하 고, 재는 사용목 에 따른 여러 

종류의 기능성 신발이 개발되어 시 되고 있다. 

신발은 사용 목 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으나, 일반

인 평가요인은 기능성, 경제성, 미 성 등의 요인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다른 두 가지 요인에 비해 기능

성에 한 평가는 스포츠의 발 과 함께 더욱 강조되어 

왔다(이종훈, 성 주, 2008). 운동화를 설계할 때 고려해

야 할 주요 기능으로 충격 흡수, 안정성, 운동 조 , 경

량성, 지 능력, 착화감, 유연성, 통풍성, 내구성 등 10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충격 흡수와 안

정성  운동 조  기능은 운동화의 본래 기능과 련

되는 것이다(김석 , 2000). 

신발의 기능은 신발 뒷축의 탄성정도  형태와 

한 계가 있다. 신발 바닥의 충격이 인체에 미치는 

효과에 한 연구(Fahey, 1986; Mayfield, 1978; Michell, 

1986; Nigg, 1986; Pagliano, 1978) 들을 살펴보면, 일반

운동화에서는 뒷축에 모서리와 같은 각이 만들어져 있

으므로 뒤꿈치 지 시 충격력이 격하게 증가하게 된

다는 과 그로 인해 뒤꿈치가 지면에 착지할 때 무릎

의 이 충분히 신 되지 못하여 보행의 연속 인 동

작이나 척추를 바르게 펴주지 못한다는 에서 부정

인 견해를 보이기도 하 다.

이와같은 신발의 기능성 향상을 한 노력으로 최근 

종목별 문체력 요인 향상이나 기술발휘에 합한 신발 

개발 등과 같은 특수한 목 이나 기능성을 강조한 신발 

개발도 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러한 신발이 갖

는 기능성에 한 평가 연구 역시 차 활발해지고 있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표 인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

면, Denoth와 Nigg(1981)는 충격력을 이기 해서 신

발을 특수한 형태로 제작하거나 특수한 바닥면을 사용

하는 것이 일반 인 방법이라 하 으며, Niggdhk와 

Bahlsen(1986)은 발의 충격력에 향을 주는 변인들 가

운데 인체 이동속도가 요한 작용을 한다고 하 다. 

이와는 달리 Fredeick와 Hagy(1986)와 Kinoshia, Ikuta

와 Okada(1990)는 체 이 더 요한 작용을 한다고 보

고 하 으며, Romkes(2006)과 Nigg(2006)은 불안정성 

신발을 신고 보행 시 하지근육의 활동에 정 인 효과

를 가져 온다고 하 다. 

국내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신발의 기능성에 한 연

구를 시도하 다. 최규정(2004)은 보행용 문 신발이 

일반운동화보다 면의 곡선구조에 의해 발목 에 

가해지는 부하가 어 부상의 험을 일 수 있다고 

하 으며, 박기란, 안송이,  이기 (2006) 등은 기능성

신발 착용 후 트 드  보행 시 발목 의 변화가 있

다고 하 다. 이순호, 윤성원, 최규정, 백진호,  문

진(2005)은 힐러 워업 슈즈에 한 연구에서 기능성 

 생리  효과를 분석하 으며, 한 신성훈과 진 완

(2006)은 런닝화의 인솔의 종류에 따른 보행 특성의 차

이를 알아보는 연구를 하 다. 채원식(2006)은 롤러 신

발과 조깅 슈즈 신발 착용 후 보행 시 지면반력의 형태

를 비교 분석하 으며, 이경옥과 권보 (2006)은 보행 

시 신발의 기능에 따른 부 별 족  압력분포의 차이를 

연구하 고, 이종훈과 성 주(2008)는 기능성 스 링신

발과 일반운동화에 하여 운동학  분석과 EMG분석

을 실시하여 그 차이 을 보고하 다. 

가장 최근에는 기능성 신발이 상 으로 높은 에

지소모량을 필요로 한다는 결과(성 주 등, 2005; 성

주 등, 2006; 성 주, 고병구, 박동호, 이강옥, 2007; 성

주 등, 2008)를 통해 과거 주된 연구 주제 던 신발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한 근 외에도 기능성 신발을 통

한 근력강화의 측면에서 근한 연구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개발된 보행용 기능성 신발에 

한 연구는 여 히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스 링신발 

착용 시의 근육활동이나 지지기 동안의 충격흡수양상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연구 동향의 연장선상에서 기능

성 신발의 충격흡수 효과  하지근 활동과의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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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의 실험 상자는 실험 당시 특별한 질환 없

고 발바닥이 정상 족궁(arch)인 30∼40 의 정상체

(20<BMI<30)인 여성 12명을 상으로 하 다. 이들은 

편평족이나 고궁족 의 이상 발 소유자를 제외한 정상

족의 후족 착지형을 선정하 으며 지면반력기에 닿는 

한쪽 발만을 측정하여 분석하 다. 피험자의 신장은 

159.5±4.2cm, 체 은 58.0±4.98kg, 나이는 39.8±1.82years, 

VO2max는 31.6±4.11 다. 

(가) S1  (나) S3

(다) 일반신발

그림 1. 실험에 사용된 신발

본 실험에 사용된 신발은 스 링신발과 일반신발로 

스 링신발은 <그림 1>에서 보듯이 한쪽 량이 각각

500g(S1), 1150g(S3)으로 S1은 바닥 후족부 에 1개 군

의 스 링이 장착되어 있고, S3는 바닥 면에 3개 군

의 스 링 구조물이 장착되어 있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는 스 링을 장착해 균형감을 유지하고 충격완화 효

과로 인한 하지   허리의 부상방지와 운동효과를 

증 시켜 주기 해 개발된 기능성 신발로 높이는 약 

5cm로 다른 신발에 비해 무거운 편이며 일반 신발에 

비해 약간 높은 신발이다. 일반신발은 N사에서 개발한 

가볍고 부드러운 운동화로서 무게는 한쪽이 300g으로 

기능성 운동화에 비해 상 으로 경쾌한 움직임이 가

능하다. 

2. 실험 장비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 장비는  하지의 근 활동을 분

석하기 하여 Noraxon(USA)사의 TeleMyo 2400T(  

Noraxon USA, Inc, gain=2000 fixed, input 

impedance>10 MΩ, CMRR>100dB, center to center 

distance=17mm)무선 근 도기와 보행 동작 시 착지발

의 지면반력을 측정하기 하여 AMTI(USA)사의 AG 

ORG 6-3, 보행동작의 촬 을 해 Motion Analysis사

의 Eagle4 외선 카메라 4 를 사용하 다. 

3. 실험 차  자료처리

본 연구의 실험 차는 다음과 같다. 먼  피험자들을 

상으로 3종류의 신발을 신게 한 후 지정된 속도(5m

의 거리를 1.7±0.05m/s의 속도로 이동)로 걷게 한 후 

분석을 하 다. 실험참가자들은 신발 종류별로 날짜를 

달리하여 실험에 참가 하 으며, 한사람이 동일한 실험

을 3회 반복하 다. 

스 링신발과 일반운동화의 운동역학  차이를 조사

하기 해 근 도와 지면반력, 상을 분석하 다. 

EMG 신호 처리 방법은  주요 근육들의 활동량을 측정

하기 하여 20-500Hz band pass 범 로 필터링 한 후 

다시 정류(full-wave rectification)시킨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 분근 도 값을 계산하 다.  근 도 측정부 는 

정철수와 신인식(2006)과 송주호 등(2008)의 연구에 의

거하여 하지근에 <그림 2>와 같이 퇴직근, 비복근, 

경골근, 퇴이두근 등 4개의 부 에 표면 극을 붙

이고 수축 시 근육의 동원 정도를 악하 다.

그림 2. 근 도 극 부착부 (성 주 등,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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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반력기의 sampling rate는 1000Hz로 설정하 으

며 수직(Fz), 후(Fy), 좌우(Fx) 3방향의 지면반력 성분

을 각 이벤트별로 구분하여 측정하 다. 상을 분석하

기 해 외선 카메라 4 를 사용하 으며, 촬 속도는 

60frames/sec, 노출시간은 1/500 로 하 다.

본 연구는 보행 시 신발의 유형에 따른 운동역학  

특성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반복일원분산분석

(repeated one-way ANOVA)을 실시하 고 사후검증으

로는 Scheffe의 다 비교 방법을 이용하 다. 모든 자료

는 .05의 유의수 에서 유의성을 검증하 다. 

4. 이벤트(Event)  국면의 구분 

 본 연구에서의 이벤트  국면은 수직지면반력  

상자료를 기 로 이벤트(event)와 국면(phase)으로 나

어 설정하 으며 구체 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1) 제 1정  - 첫 번째 수직지면반력 정 (발이 지

면과 처음 할 때 발생하는 최  수직지면

반력 발생 시 . passive peak)

 (2) 간지지기 - 하퇴와 퇴가 수직을 이루는 시

 (3) 제 2정  - 두 번째 수직지면반력 정 (상방향

으로 추진을 한 최  추진력이 발휘되는 시

. active force)

 (4) 감속국면 - 제 1정 에서 간지지기 까지 

 (5) 가속국면 - 간지지기에서 제 2정  까지

Ⅲ. 결과  논의

1. 근 도(EMG) 변인

분근 도에 한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퇴

직근은 장골의 하장골극에서 시작하여 슬개골의 근

연까지의 부 로 퇴를 굴곡(flexion)시키고 무릎을 신

(extension)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퇴 사두근 의 

하나로, 퇴직근의 경우 감속국면에서는 유의한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 감속국면에서 S1과 S3의 평균값은 

각각 67.93±35.73uV, 106.05±129.26uV이며, 일반운동화

는 69.42±50.65uV로 나타났다. S3신발이 S1  일반운

동화에 비해 상 으로 큰 근활동이 찰되었으며, S1

과 일반운동화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가속국면에서는 스 링 신발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으며, S1과 S3의 평균값은 각각 16.27±9.76uV, 

36.68±33.55uV로 나타나 스 링이 3개인 경우가 1개인 

경우에 비해 큰 퇴직근의 활동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운동화는 26.13±18.60uV로 S3신발이 S1

과 일반운동화에 비해 큰 근활동이 나타났으며, S1은 

일반운동화에 비해 근육의 활동이 오히려 어드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이두근은 감속국면

과 가속국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퇴이두

근은 슬와부근육군  3번째 근육으로 장두는 치골근에

서 단두는 퇴골의 간부 간에서 시작되며, 종지부는 

비골두이고 고 의 신 , 슬 의 굴곡  하퇴의 

외측회 을 수행하는 작용을 한다. 감속국면은 퇴이

두근이 굴곡되는 시기로 S1과 S3는 78.99±41.53uV, 

73.18±41.58uV, 일반운동화는 131.75±71.16uV으로 일반

운동화가 S1과 S3에 비해 비교  큰 값의 근육발 을 

보 다. 가속국면은 퇴이두근이 신 되는 시기로 S1

과 S3의 8.43±8.09uV, 11.18±8.50uV에 비해 일반운동화

는 62.06±32.40uV으로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골근의 분근 도값은 각 국면별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감속국면에서 S1과 S3의 평균값

은 각각 150.56±71.00uV, 146.69±70.57uV이며, 일반운동

화는 129.85±104.81uV로 기능성 신발인 S1과 S3의 값이 

일반운동화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가속국면에서는 S1과 

S3는 47.77±18.23uV, 52.43±35.93uV, 일반운동화는 

42.98±34.96uV으로 S1과 S3가 일반운동화가 비해 근 도 

값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감속국면보다 가속국면에서 

스 링신발  일반운동화의 근육동원량이 감소하 다. 

비복근에 한 분근 도에 있어서는 S1과 S3는 감속

국면에서 142.69±68.07uV, 159.44±100.76uV, 일반운동화는 

94.42±49.72uV로 스 링신발이 다소 높은 근육 활동치를 

나타냈다. 가속국면에는 감속국면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

냈는데, S1과 S3는 160.32±103.28uV, 153.65±94.20uV, 일반

운동화는 115.27±62.18uV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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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면 
 
근육     종류

감속국면 가속국면

M SD F P
응

비교
M SD F P

응
비교

퇴직근

S1 67.93 35.73

.844 <.443

16.27 9.76

3.858 <.037

1-2

S3 106.05 129.26 36.68 33.55 2-1

일반화 69.42 50.65 26.13 18.60

퇴
이두근

S1 78.99 41.53

4.336 <.026

1-3 8.43 8.09

24.944 <.001

1-3

S3 73.18 41.58 2-3 11.18 8.50 2-3

일반화 131.75 71.16 3-1 3-2 62.06 32.40 3-1 3-2

경골근

S1 150.56 71.00

.192 <.827

47.77 18.23

.475 <.628S3 146.69 70.57 52.43 35.93

일반화 129.85 104.81 42.98 34.96

비복근

S1 142.69 68.07

2.847 <.080

160.32 103.28

1.291 <.28094.20S3 159.44 100.76 153.65

일반화 94.42 49.72 115.27 62.18

표 1. 신발 종류에 따른 국면별 평균 분근 도 결과                                                         (unit: uV) 

축 종류 M SD F P 응비교

Event1

Fx

S1 -93.9 23.81

.294 .748S3 -87.4 30.11

일반화 -81.3 68.61

Fy

S1 26.6 25.58

2.797 .083S3 27.1 20.92

일반화 11.4 17.28

Fz

S1 799.7 108.85

2.451 .109S3 766.9 113.41

일반화 743.6 136.28

Event2

Fx

S1 4.0 6.91

18.046 .001

1-3

S3 3.7 11.08 2-3

일반화 -13.8 10.02 3-1, 2

Fy

S1 13.6 7.95

3.327 .095S3 19.8 8.76

일반화 7.5 12.83

Fz

S1 348.5 57.79

2.083 .148S3 366.9 52.49

일반화 340.7 47.35

Event3

Fx

S1 62.1 12.41

6.136 .008S3 70.9 17.41 2-3

일반화 40.0 32.77 3-2

Fy

S1 13.7 11.06

10.280 .001S3 20.1 10.76 2-3

일반화 6.4 9.07 3-2

Fz

S1 679.3 72.85

2.630 .095S3 648.6 63.91

일반화 676.0 70.13

표 2. 신발 종류별 지면반력 변인 측정 결과                                                                  (unit: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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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면반력 변인

지면반력에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1정 에서는 후 성분인(Fy)에선 

세 신발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후성

분에서 각 신발별 평균값은 S1이 26.6±25.58N, S3가 

27.1±20.92N, 그리고 일반화가 11.4±17.28N로 나타나 

스 링신발이 일반화에 비해 다소 제동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 1정 의 수직지면반력(Fz)에 한 결과를 

살펴보면 S1이 799.7±108.85N, S3가 766.9±113.41N, 그

리고 일반화가 743.6±136.28N로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좌우성분(Fx)에서는 S1이 

-93.9±23.81N, S3는 -87.4±30.11N, 일반운동화는 

-81.3±68.61N로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제 1정 과 제 2정 의 사이의 간지지

기에서의 좌우성분(Fx)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좌우성분의 경우 Fx가 0보다 크면 신체를 오른쪽으로 

미는 힘이, Fx가 -값이면 왼쪽으로 미는 힘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험용신발인 S1와 S3의 평균값은 각각 

4.0±6.91N, 3.7±11.08N이며, 일반화는 -13.8±10.02N로 

나타나 실험용 신발이 일반화에 비해 오른쪽으로 미는 

힘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성분(Fz)값은 S1이 348.5±57.79N, S3가 

366.9±52.49N, 일반화는 340.7±47.35N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후성분(Fy)의 평균값은 S1이 평균 13.6±7.95N, S3가 

19.8±8.76N, 일반화는 평균 7.5±12.83N로 나타나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제 2정 에서 좌우성분(Fx)의 

각 신발별 평균값은 S1이 62.1±12.41, S3가 70.9±17.41, 

일반화는 40.0±32.77로 S3가 가장 우측으로 힘을 많이 

발휘하 다. 후성분(Fy)에서는 S1이 13.7±11.06, S3가 

20.1±10.76, 일반화는 6.4±9.07로 일반화가 가장 은 값

을 보 고, 스 링신발이 방쪽으로 강한 힘을 가하여 

더 많은 추진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성분

(Fz)은 S1이 679.3±72.85, S3가 648.6±63.91, 일반화는

676.0±70.13으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며, S1과 일반화가 유사한 값을 보여 주었으며, S3

가 가장 작은 값을 나타냈다. 

3. 각도변인

본 연구에서 실험한 스 링신발은 S1과 S3 두 종류

로 스 링이 견착된 구조로 이루어져 지면과 하는 

바닥의 특이성으로 인해 일반 운동화와는 외형 인 구

조에서부터 다른 형태이다. 보행동작은 상지보다는 주

로 하지 분 의 상호 응  동작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지 분  상호간의 움직임, 즉 하지 의 각

도 변화를 통해 운동학  변인들을 분석 하 다. 분

의 운동학  변인으로는 착지와 이지구간의 각 이벤트

별 발목각, 무릎각, 착지각, 아킬 스건각, 후족각 등을 

포함시켰다. 각도 변인에 한 이벤트의 정의는 착지 

시, 제1정 , 제2정 , 이지 시 으로 하 고, 실험을 

해  4  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상자료를 통해 3차

원 좌표값을 산출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발목 각도

발목 각은 발목 을 심으로 하퇴와 발이 이루

는 상  각도로 정의하 다. 발목 각은 지면과의  

시 충격력을 완충시키기 하여 변화되므로 충격력의 

완충 역할이란 측면에서 운동역학  의미가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주요 이벤트별 발목 각과 그 값을  

<표 3>에 제시하 다. 

신발종류 Mean SD F P
사후
비교

착지 시

S1 101.92 5.98

12.918 <.001*
1-3
2-3

S3 97.98 6.26

일반화 92.47 6.73

제1정

S1 100.13 4.23

3.199 .060 1-3S3 96.96 4.66

일반화 96.29 5.51

제2정

S1 92.85 5.10

5.728 .010S3 96.42 4.47

일반화 90.34 7.54

이지 시

S1 112.08 6.33

.738 .490
1-3
2-3

S3 108.68 6.81

일반화 111.91 8.19

* S1-1, S3-2, 일반화-3

 표 3. 신발 종류에 따른 이벤트별 발목 각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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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벤트별로 발목 각도를 

살펴보면 발목 각은 신발이 지면에 닿은 순간부터 성

에 의하여 발 앞 부 가 지면 쪽으로 움직이면서 각도

가 약간 증가하다가 지면 반력의 제 1 정 이 나타나는 

시 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이지 국면에서 발목 각이 다

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 다. 착지 시에는 세 종류의 신

발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2.918, 

P=.000). 일반화에 비해 스 링신발이 비교  큰 발목각

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사후분석결과 S1, S3과 일반화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일반화(M=92.47)가 

S1(M=101.92)과 S3(M=97.98)에 비해 발목각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화 보다 스 링신

발의 구조상 창 높이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이라 사료

된다. 제1정 에서는 S1과 일반화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S3와 일반화간에는 비교  유

사한 평균 발목 각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정

에서는 세 종류의 신발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S3가 다소 큰 발목 각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뒤꿈치

가 지면에 닿는 순간부터 뒤꿈치가 다시 지면에서 떨어

지는 순간(제1정 , 제2정 )까지는 일반화에 비해 스

링 신발의 발목 각도가 다소 크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앞꿈치가 이지되는 순간에서는 일반화와 스

링 신발 간에 비교  유사한 발목 각도로 유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2) 무릎 각도

무릎 각도는 하퇴와 퇴가 이루는 사이각으로 정의

하 으며 각 이벤트별 신발의 종류에 따른 무릎 각도는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4>에서와 같이 무릎별 

이벤트 각도 분석결과 일반 으로 보행 시에는 무릎을 

거의 곧게 편 상태로 착지하기 때문에 무릎 각이 180°

에 가깝다. 착지를 시작한 다음, 체 이 착지발로 이동

되면서 부하를 완충시키기 하여 무릎을 약간 구부리

게 된다. 따라서 무릎 각은 제 1정  부근까지 감소하

게 되며, 이후 추진력을 얻기 하여 무릎을 펴면서 무

릎 각은 다시 증가하게 된다.

이지 국면에서는 지지 하고 있던 발이 지면을 차오

르면서 무릎 각이 다시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보행 시 착지발의 무릎 각은 지지구간에서 증․ 

신발종류 Mean SD F P
사후
비교

착지 시

S1 170.94 4.79

.312 .735S3 167.66 16.43

일반화 169.91 2.52

제1정

S1 166.36 4.53

3.266 .057S3 160.87 10.11

일반화 165.09 4.25

제2정

S1 172.65 3.87

.165 .849S3 171.44 9.32

일반화 171.87 3.24

이지 시

S1 150.23 4.96

3.731 .040S3 148.17 7.18

일반화 153.05 5.82

 * S1-1, S3-2, 일반화-3

표 4. 신발 종류에 따른 이벤트별 무릎 각도 결과

감 형태를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도 세 신발 모두 유사

한 증ㆍ감 주기 형태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벤트별로 

무릎 각도 변화는 세 신발 간에 통계 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신발 간의 차이가 없이 비

슷한 자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S3의 경우 S1과 일반화보다 보행 

시 다소 작은 무릎 각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발의 높이 뿐 만 아니라 S1은 뒤꿈치 부 에 스 링 

장착이 되어있고, S3는 족, 족, 후족 부 에 스 링

이 장착 되어 있는 구조  차이와 안정성 확보를 해  

피험자들이 평소 보행보다 다소 축된 자세로 보행한 

결과로 사료된다.

3) 착지 각도

착지 각은 연구 상자의 정측면에서 보았을 때, 하퇴 

분 의 후면이 지면과 이루는  각도를 의미한다. 보

행 동작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의 스윙을 통해 신발이 

처음 지면에 닿는 시 에서의 동작 특성을 악하기 

하여 분석한 것으로 결과는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벤트별 세 신발 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1과 

S3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S3와 일반화간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화에 비해 S3가 지면과 더 큰 각도로 착지한다는 사실

을 의미하며, 이는 착지각이 클수록 지면과 수직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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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종류 Mean SD F P
사후
비교

착지 시

S1 73.72 4.68

24.68 <.001*
1-2
2-3

S3 87.00 6.78

일반화 72.58 5.79

제1정

S1 93.44 5.69

44.064 <.001*
1-2
1-3
2-3

S3 107.59 5.18

일반화 101.49 2.80

제2정

S1 112.67 4.51

62.214 <.001*
1-2
2-3

S3 131.52 4.60

일반화 114.64 4.45

이지 시

S1 157.06 3.83

13.251 <.001*
1-2
1-3

S3 168.42 3.85

일반화 164.56 6.48

* S1(1), S3(2), 일반화(3)

 표 5. 신발 종류에 따른 이벤트별 착지 각도 결과

까운 상태로 착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착지 각

(지면과 하퇴가 이루는 각도)이 커지게 되면서 지면에 

해 수직으로 걷게 되어 직립 보행 동작을 한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곽창수, 김희석, 

2004). 결과 으로는 안정성 면에서는 스 링 신발 S3와 

일반화간에 보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통계 으로 S1과 일반화간에는 이지 시를 제외하고는 

비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S1과 일반화간

에 착지 각도에서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4) 후족 각도

후족각은 신발  뒤축의 지면에 한 각도를 의미하

며, 신발 자체의 인 치 변화라고 볼 수 있지만 

발 운동에 한 변형의 결과이므로 발의 운동학  분석

에서 요한 의미를 갖는다(최규정, 권회자, 2003).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세 신발의 후족각에 한 결과 분석은 

<표 6>에 제시하 다.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일반화의 경우 후족 각은 

착지 시 거골하 을 심으로 이루어지는 회내 운동 

결과, 착지 기에서는 작은 각도를 나타내었다. 이후 세 

신발 간에 비교  유사한 값을 나타내다가 이지 시에 크

게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내었다. 이지 국면에서 후족각

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은 발뒤꿈치가 지면에서 떨어지면

서 후족부가 안쪽으로 향하고 신발의 뒤축이 오른쪽으로 

기울어 각도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각도의 

신발종류 Mean SD F P
사후
비교

착지 시

S1 94.45 6.62

16.655 .001*
1-2
1-3

S3 94.55 4.24

일반화 79.48 12.07

제1정

S1 92.34 4.04

3.869 <.001*
1-3
2-3

S3 92.26 4.24

일반화 96.41 3.05

제2정

S1 93.02 4.45

.050 <.001*
1-3
2-3

S3 94.25 5.26

일반화 93.69 14.34

이지 시

S1 112.37 20.49

15.821 <.001*
1-3
2-3

S3 120.60 22.18

일반화 157.26 8.69

* S1(1), S3(2), 일반화(3)

 표 6. 후족 각도

증가는 부하가 작용하지 않은 상태로 운동역학 인 분

석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후족 각도 분석 결과, 

착지와 이지 순간을 제외한 시 에서 스 링신발과 일

반화간의 후족 각도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통계

으로 착지 시에서는 스 링 신발과 일반화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 주 등(2008)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후족 각도 변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의 손상을 래할 험성이 다소 높다고 보고하 다. 

5) 아킬 스건 각도

아킬 스건각은 상면의 뒤편에서 보았을 때 발목 

을 심으로 아킬 스건과 발뒤꿈치가 이루는 내측 

각도로 정의하 으며 신발의 후족제어기능을 평가하기 

해 분석하 다.  

신발은 각도의 과도한 변화를 방지하는 후족제어

(rear foot control) 기능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세 

신발간의 아킬 스건각에 한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 다.  보행과 주행 동작의 착지 시, 발은 발목 

을 심으로 회내 운동(pronation)을 일으키고, 그 

결과 아킬 스건각의 증가와 후족각의 감소를 가져온다

(성 주 등, 2006). <표 7>에서와 같이 아킬 스건 각은 

착지 시 190° 정도의 각을 나타내었다가 지속 으로 감

소하는 형태를 나타내는데, 각도의 변화량은 다른 

에서의 움직임과는 달리 미비하지만 그 변화량이 크면 

 손상을 가져오기 쉽기 때문에 운동역학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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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종류 Mean SD F P
사후
비교

착지 시

S1 181.34 4.65

10.817 .001*
1-2
1-3

S3 186.20 4.56

일반화 189.35 6.89

제1정   

S1 187.44 5.58

23.059 <.001*
1-3
2-3

S3 191.03 7.00

일반화 177.83 4.85

제2정

S1 185.37 5.14

39.631 <.001*
1-3
2-3

S3 187.52 6.50

일반화 166.12 8.51

이지 시

S1 175.75 4.14

26.694 <.001*
1-3
2-3

S3 180.53 7.26

일반화 158.36 9.00

* S1(1), S3(2), 일반화(3)

 표 7. 아킬 스건 각도

요한 의미를 갖는 변인이다(성 주 등, 2008). 본 연구 

결과에서 각도의 변화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아

킬 스건 각은 착지 시에 S1, S3보다 일반화가 다소 크

게 나타난 반면, 제1정 과 제2정 , 이지 시에는 일반

화 보다 S3, S1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검정 결과 

S1, S3과 일반화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아킬 스건 각의 변화는 신발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Ⅳ. 논 의

본 연구의 결과에서 우선 신발의 유형에 따른 국면

별 하지근의 활동정도에 한 결과를 살펴보면 스 링

신발인 S3을 신었을 때 감속국면에서 일반운동화에 비

해 상 으로 큰 근활동량을 보 다. 안송이 등(2007)

은 ,후방 굴곡형 기능성 신발의 연구에서 입각기 동

안 굴곡형 신발이 일반 신발에 비해 퇴직근의 활동이 

증가하며, 불안 한 지면을 이용한 균형훈련 장비들을 

통해 무릎의 근육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다고 하 다. 

한 Nigg et al.(2006)은 일반신발과 불안정성 신발의 

연구에서 하지근육의 활동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 으

며, 불안정성신발은 발목 보다는 무릎 이나 고

을 이용하여 더 큰 근 도 변화를 발생한다고 하 다. 

따라서 이러한 으로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스 링신발

의 구조  특성상 감속국면에서의 동작 수행 시 퇴직

근을 통해 안정성 조 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스 링신발이 면 퇴부의 근력강화에 정 인 효과

를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퇴이두근은 감속국면과 가속국면에서 기능성 신발

에 비해 일반운동화의 근활동이 오히려 큰 것으로 나타

났는데, 퇴이두근은 체공기의 근활동에 향을 미치

거나 지지기 동안 신 근의 길항근으로서의 역할을 하

므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경골근의 근 도값은 각 국면별로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지만 감속국면에서 S1과 S3의 평균값이 일

반운동화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Romkes 

et al.(2006)은 기 지기와 같은 부하를 받는 동안 경

골근의 근활동이 어드는 반면 비복근의 근활동은 계속

인 족 굴곡이 나타나는 이지기와 경골근의 길항근으

로 작용하는 말기 유각기부터 기 입각기까지 나타난다

고 했다. 한 안송이 등(2007)은 비복근과 경골근의 상

호작용은 기 입각기 동안 발의 움직임에 안정화와 발목

의 안정성에 기여한다고 하 다. 따라서 스 링신발

은 일반운동화에 비해 기 입각기 동안 경골근의 충분

한 근수축을 이끌어냄으로써 비복근과의 상호작용 증 를 

통한 안정성 향상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가속국면에서는 S1과 S3가 일반운동화에 비해 근

도 값이 크게 나타났다. 성 주 등(2008)은 제1국면에서 

하지가 방으로 이동하는 구간이므로 경골근의 근

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고, 신발 창에 의해 발이 지면

에 닿게 하기 해 발목의 배측굴곡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 다. 한 Nigg et al.(2004)은 보행

문 신발을 착용하고 보행 시에는 경골근과 척추 기립

근의 근활동이 체로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 하 는데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비복근은 일반운동화에 비해 스 링신발이 다소 높

은 근육 활동치가 나타났다. 특히 가속국면에서는 성

주 등(2008)과 김연정과 채원식(2007)의 연구에서 유선

형 기능성 신발 착용 시 비복근은 일반 신발에 비해 높

은 근육 활동치가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

타났다. 이는 지지기 동안 하지의 면 근육 활동이 높

게 나타나며 특히 방으로 굴림을 수행하기 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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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근육이 동원된 것으로 사료된다. 

지면반력과 련된 내용에서는 제 1정 의 충격력

(Fz)은 하지 의 상해와 깊은 계가 있는 변인이라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의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실험용신발(S1, S3)이 일반화

에 비해 충격력을 크게 받는 경향을 알 수가 있다. 성

주 등(2008)의 연구에서 나타난 기능성 신발인 MS사의 

결과치 814.89±96.81N에 비해서는 충격력이 낮게 나타

났지만, 이종훈 등(2008)의 MB사 신발연구결과 값인 

588.3±34.25N와 송주호 등(2008)의 기능성신발에 한 

연구결과 758.7 ±92.74N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다. 실

험용 비교신발인 일반화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 이유

는 기능성신발의 면에 부착되어 있는 스 링의 탄성강

도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사료되며, 그 메카니즘에 한 

연구는 추후 연구과제에서 규명되기를 기 해 본다. 

좌우성분(Fx)에서는 제 1정 과 제 2정 의 사이로 

하퇴와 퇴가 수직을 이루는 시 의 좌우성분(Fx)에서

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실험용 신발이 일반화에 

비해 오른쪽으로 미는 힘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지지기 동안 지면과 하고 있는 신발 면의 스

링의 구조나 치에 따라 좌우 성분 값의 차이가 발

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후성분(Fy)에서는 일반화가 가장 은 값을 보

고, 스 링신발이 방쪽으로 강한 힘을 가하여 더 많

은 추진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지기 

이후 발을 이지하기 해 신발 면 후반부에 치한 

스 링의 탄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각도변인에서 발목 각도는 신체가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가장 작아지게 되고 이지 직 에 가장 커지게 

된다. 따라서 지면에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는 발

목 이 최 로 배측굴곡 된 상태가 가장 안정 인 상

태이므로(한상덕, 1990), 발목각이 가장 작아지는 최  

간지지기 에서의 발목 각이 작게 나타날수록 배

측 굴곡의 정도가 크고 안정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한, 배측굴곡의 정도가 클수록 최 충격력의 감소 효과

도 높아지게 되므로 착지 직후 체 의 방 이동에 따

른 충격을 이기 해서는 충분한 배측굴곡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신발이 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2정

까지의 일반화의 발목 각도가 더 작으므로 스 링신발

이 발목 에서의 안정성 측면에서 일반화에 비해 그 효

과가 낮다고 사료된다. 이지 시에서는 지면에 힘을 가하

고 ,상방향으로 능동 인 추진력을 얻어야 하는 시 이

므로 충분한 측굴곡이 필요하며 스 링신발의 발목 각

도가 일반화와 비교 시 비교  유사하게 나타나 발목

의 신 근들이 효율 인 운동을 행한 결과라고 단된다. 

충격흡수 측면에서 일반화는 신체내부에서의 충격흡수를 

한 동작을 통해 만들어내지만, 스 링신발의 경우 충격

력의 감소는 신체내부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발

자체의 구조시스템에 의해 형성되므로 지면반력분석 결

과와 함께 살펴보는 것이 보다 합당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착지각은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 신발 모두 각

도가 지속 으로 증가하는 것은 착지 후 발을 지면에 

시킨 형태로 인체가 차 앞으로 이동하면서 하퇴가 지

면으로부터  멀어져 각도가 증가하고, 안정 인 지지

기에는 증가율이 둔화된다. 그리고 이지 시에는 하퇴 후

면이 지면과 더욱 멀어지기 때문에 각도가 지속 으로 증

가하는 보행의 일반 인 형태를 반 한 것으로 사료된다. 

후족각도는 착지 시와 제1정 간에 스 링 신발의 

경우 후족 각도 변화가 유사하고 일반화보다 크며 스

링 신발은 발목 을 심으로 내측으로 회 하는 회

내 운동을 하게 제어 하면서 이지 시에서는 후족 

각의 감소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후족 

각의 변화를 방지하는데 효과 일 것으로 사료된다.

아킬 스건 각의 경우 일반화의 경우 착지에서 이지 시

까지 외측에서 내측으로의 발목 을 심으로 회내 운동

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반면, S1, S3의 경우 착지 시보다 제

1정 에서의 아킬 스건 각이 더 크게 나타나 회내 운동이 

원활히 이루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단 S3보다는 S1이 

비교  회내 운동이 잘 이루어져 안정성 측면에서는 S3보

다 S1이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제언

30～40  여성 12명을 상으로 실험용 신발(스 링

신발)과 비교용 신발(일반운동화)을 착용한 후 1.7m/s

로 보행 시 이에 따른 운동역학  분석을 통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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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하지근의 활동과 련해서 퇴직근의 경우 충격흡

수 구간인 감속국면 동안 스 링 신발을 신고 보행할 

경우 일반운동화를 신었을 때에 비해 근육의 활동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인 하지 신 근의 

근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정 인 향을 미칠 것으

로 생각된다. 한 경골근은 스 링 신발을 착용할 

경우 일반운동화에 비해 근육의 활동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복근 역시 스 링신발을 신었을 경우의 근

도 값이 비교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상방으로 

굴림을 수행하기 해 발목 의 신 에 필요한 근육

의 활동량 증가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 지면반력의 제 1정 과 제 2정 에서 실험용신

발인 S1과 S3가 일반운동화에 비해 큰 후성분(Fy) 값

을 나타냈다. 이는 신발 면에 있는 스 링의 탄성이 

일반운동화의 아웃솔에 비해 단단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후족각에서 스 링 신발이 착지 시와 제1정 간에 일

반화보다 크며 발목 을 심으로 내측으로 회 하는 

회내 운동을 하게 제어 하면서 이지 시에 후족 각의 

감소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후족 각의 

변화를 방지하는데 효과 일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으로 스 링신발은 일반운동화에 비해 하지근

의 근력 향상에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제언 

스 링신발이 화되기 해서는 신발의 특성에 

합한 보행이나 고유의 운동 로그램 역시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외형 으로 불안해 보이는 스 링구조물에 

한 내장방법이나 최소한으로 부피를 이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 추후 연구에서는 스 링신

발의 기능성평가에서 운동역학  고찰뿐만이 아니라 신

발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요소인 스 링의 소재나 탄성

강도, 형태 등에 한 연구가 복합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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