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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high-heeled shoe on the quiet standing and gait balance. Twenty women

(mean height: 161.6±3.3 cm., mean body mass: 53.8 ±6.3 kg, mean age: 23.8±2.7 yrs..) who were without history or complain of

lower limb pain took part in this study. They were asked to stand quietly on a force platform for 30 sec and walk on it at their

preferred walking speed (mean speed 3.14±0.5 km/hr.) with wearing three different high-heeled shoe, 3, 7, 9 cm high for collecting

data. Data were randomly recorded to collect two trials for quiet standing and five trials for walking The parameters to have been

analyzed for comparison between three conditions of the height of high-heeled shoe were COP(Center of Pressure) range, COP

velocity, sway area, and free moment on the static balance and COP range, COP velocity, and free moment on the dynamic balance.

In this study, high-heel height affected on the COP range and velocity in the ante-posterior direction during walking, dynamic balance,

but didn't affect on the quiet standing, static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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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신체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균형성은 일반적으로 정적 균형

성과 동적 균형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정적 균형성은

고정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동적 균형

성은 보행이나 점프와 같은 운동 시 안정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정적이든 동적이든 균형성을 쉽게 유지하는 것은 반고

리관의 기능, 근과 건 및 관절의 운동 감각, 신체의 시각적 지

각, 이들 세 기능의 협응 능력에 좌우 된다. 균형성은 직립, 보

행, 또한 스포츠 활동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신체 능력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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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Johnson, & Nelson, 1986).

동적 균형성이 요구되는 보행은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위해

인간이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작 중에 하나이다. 보행의 특

성은 발이 딛는 지면의 형태, 신발의 유형 등과 같은 외적인 영

향뿐만 아니라 질병의 유무, 남녀 차, 연령 차 등과 같은 보행

주체자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류

지선, 2006; Imms & Edholm, 1981). 보행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중에 지면과 직접적으로 맞닿는 신발은 상해와 밀접하

게 관련되어 운동역학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어왔다. 신발 중에

서도 여성이 그들의 미적인 외모를 나타내는 일환으로 즐겨 신

고 있는 하이힐 보행에 대한 연구는 다른 신발 못지않게 다양

한 역학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Nyska, McCube, Linge 와 KLenerman (1996) 들은 하이힐 슈

즈를 신고 걸었을 경우 하이힐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상대적

으로 전족에 많은 부하가 가중되며, 이로 인해 전족의 발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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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McBride et al. (1991), Liu &

Wang (2004)들은 하이힐 슈즈 보행은 이지 순간에 발가락 관

절의 지면 반력이 맨발 보행에 비해 크게 작용되어 상대적으로

전족의 근 활동량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Stefanyshyn, Nigg,

Fisher, O'Flynn 와 Liu (2000)은 하이힐 보행 시 지면 반력을 분

석한 연구에서 수직 반력과 추진력의 제동크기는 하이힐 굽 높

이가 증가하면 일정하게 커진다고 보고했다. 그 밖에 Wang,

Pascoe, Kim 과 Xu (2001)은 굽 높이의 변화는 좌우 지면반력

과 충격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이힐 보행 시 하지근의 활동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Gefen, Megido-Ravid, Itzchak와 Arcan (2000)은 하이힐 보행을

즐겨하는 대상자들의 비복근을 근전도 분석한 결과 비복근 외

측과 내측의 활동이 피로한 상태에서 불균형을 보였다고 보고

했으며, Stefanyshyn et al. (2000)은 하이힐 보행 시 하지의 일부

근들은 하이힐 굽 높이가 증가하면 할수록 근전도 파형도 비례

적으로 커진다고 보고했다.

정적 균형성을 판단하는 수단으로 하이힐 슈즈 착용 시 신

체자세 연구에서 Bendix, Sorensen과 Klausen (1984)은 힐 높이

가 증가함에 따라 허리 전만증과 골반 기울기는 감소했다고 보

고했다. 또한 신체 무게 중심은 전족으로부터 거의 일정한 거

리가 유지되었으나, 힐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지구 중심을 향

한 무게 중심선은 전족 쪽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류지선 (2009a)은 하이힐 보행 시 하지의 협응성을

분석해 상해 가능성을 진단한 연구에서 무릎의 굴곡, 경골의

내측 회전, 발의 외반이 일어나는 최대 발생시간을 분석한 결

과 하이힐 굽 높이가 낮은 조건에서 일치도가 컸으나, 굽 높이

가 높은 조건에서는 최대 발생 시간 일치도가 낮아 시간 협응

성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보행 지지구간에서 경

골의 최대 내측 회전 발생 시간에 대한 발의 최대 외반 발생

시간 비는 낮은 굽 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은 굽 높이 슈즈보다

동시성이 높아 두 분절간 협응성이 높다고 보고 했다. 이외 안

정성 측면에서 하이힐 보행의 특징을 제기한 선행 연구도 있다.

Stefanyshyn et al. (2000), Ebbeling, Hamill과 Crussemmeyer

(1994), Gajdosik, Linden과 Williams (1999)들은 하이힐 보행은

좁은 발가락 박스와 높고 앞으로 향한 딱딱하고 단단한 힐 캡

((heel cap)으로 인해 전족에 지나친 압력의 치중과 하지근의 피

로, 하지의 협응성 결여 등으로 보행 시 안정성에 영향을 미쳐

잠재적인 상해 유발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또한 류지선 (2009b)

은 무릎각과 머리의 움직임을 비선형 분석 기법인 Lyapunov 지

수를 이용 분석 결과 보행 시 머리의 앞뒤 방향에서 신체 국부

적 안정성은 하이힐 높이의 증가에 따라 낮았다고 주장했다.

이상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언급한 바와 같이 하이힐 슈즈

보행에 대한 연구는 운동 역학적(kinetic) 접근뿐만 아니라, 근전

도를 통한 근 활동. 자세 변화, 하지 협응성, 국부적 안정성 분

석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이힐 착용에 따른 직립 자

세 유지와 보행과 같은 이동운동 시 전신의 안정성은 낙상과 같

은 상해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류지선, 2009b)) 이를 분석해

잠재적 상해 유발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체의 전신 안정성 분석은 COP(Center of

Pressure)를 기반으로 균형성을 분석해 판단한다.

압력판을 통해 균형성의 지표인 COP와 COP관련 변인들을

분석하는 것은 자세 제어와 전략 및 반응 메카니즘을 관찰해

불안정성을 판단하는 작업이다(Lee & Lin, 2007; Palmieri,

Ingersoll, Stone, & Krause, 2002). COP는 지지면에 작용하는 합

수직력의 작용점으로 정의되며, 자세 안정성을 COP의 변위를

이용해 정량화 할 수 있다 (Teasdale & Simoneau, 2001).

하이힐 굽 높이에 따른 압력판 균형성 분석 연구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신체 움직임과 자세 유지에 대한 균형

성을 분석한 연구는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김경훈

과 조준행 (2009)은 발목 테이핑 효과를 보기위해 COP를 관찰

했으며, 이경순과 강영택 (2009)은 여성 고령자를 대상으로 평

지, 내리막, 오르막에 따라 COP의 범위와 평균 속도를 분석했

다. 국외의 연구로는 Verkindt, Dalleau, Leroyer과 Allard (2009)

는 사춘기 전 소녀와 여성의 서 있는 정적 상태에서 시각 정보

의 결핍에 의해 차이가 있는가를 검사하고자 COP등 균형성 관

련 변인들을 비교했다. Poulain과 Giraudet (2008)은 이와 비슷한

연구로 자세 조절의 시각 기여를 연구했다. 또한 연령,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적 자세에 관한 연구 (Kim, Nussbaum, Madigan,

2008; Lafond, Crriveau, Hebert, Prince, 2004; Lin, Seol, Nussbaum,

Madigan, 2008)와 당뇨병과 파킨슨 질환자들에 대한 정적 직립

자세 연구들이 보인다 (Lafond, Crriveau, Prince, 2004; Termoz,

Halliday, Winter, Frank, Patla, & Prince, 2008). 그 밖에 Amorim,

Politti와 Hirata (2009)은 Eleve 발레 동작을 선정해 압력판의 자

세 균형을 두 가지 형태의 다른 슈즈를 착용하고 실시하는 움

직임을 분석했다.

이상과 같이 압력판을 이용한 균형성 분석은 다양한 조건에

서 수행되고 있지만, 다른 신발보다 상대적으로 굽 높이가 높

아 자세 유지에 불편을 느끼는 하이힐 슈즈에 대한 균형성 분

석은 안정성 문제의 유무를 규명하는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이힐 착용에 따른 신체 자세 유지와 보행과 같은 동적 상태

에서 적용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각기

다른 높이의 하이힐 착용에 따른 정적 자세와 보행의 동적 상

태에서 균형성 분석을 통해 운동 조절 패턴, 반응 메카니즘 등

을 규명해 낙상과 같은 잠재적인 상해를 예측하는 것은 하이힐

슈즈 착용 자들의 관심 유도뿐만 아니라 안정성 메카니즘을 규

명하기위해 필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이힐 굽 높이에 따른 정적 직립 상태

와 동적 보행 시 지면반력에 의해 도출된 COP 요인들을 기반

으로 균형성 결정 변인인 COP의 움직임 범위와 속도, 면적, 유



Effects of High-heeled Shoe with Different Height on the Balance during Standing and Walking 481

리 토크 변동 범위를 관찰해 자세 불안정성, 자세 유지를 위한

근 활동 및 조절 메카니즘을 판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를 위해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는 하지에 상해 경험이

없는 20대 여성20명 (체중 평균: 53.8±6.3 kg, 신장 평균: 161.6±3.3

cm, 나이 평균: 23.8±2.7 yrs)을 선정했다. 단, 대상자별각기 다른

하이힐 착용 기간이 연구 결과에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평소에 하이힐을 즐겨 신지 않는 대상자로 국한했다.

2. 실험 절차

하이힐 굽 높이가 전신 균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정적 직립 상태와 보행 상태에서 조사되었다. 우선 각기

다른 하이힐 굽 높이 3, 7, 9 cm (류지선, 2009b)를 무작위로 신

고 지면과 같은 높이에 설치된 압력판 (Kistler, Type9286A,

Switerland; Resolution ≈0.06..3N/bit, Natural fre.≈300)의 정중

앙에 어깨넓이로 30초 동안 정적 직립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자료를 수집했다. 이 때 샘플링 율은 1000 Hz로 설정했으며, 각

대상자별로 2회를실시했다. 같은 방법으로 각 대상자들의 하이

힐 굽 높이별 보행 시 동적 균형성을 파악하고자 지면 반력 신

호를 얻었다. 보행은 주로가 30 m인 길이의 가운데에 2대의 압

력판이설치된실내에서 이루어졌으며, 두 대중 하나에오른발이

정확하게 착지된 경우의 신호만을 분석했다. 이런방법으로 압력

판을 이용 대상자별 최소한 5번씩 무순위로 수직 지면 반력 신

호를 얻었다. 자료 수집샘플링 율은 정적 직립 상태와 마찬가지

로 1000 Hz로 설정했다. 이때 게인(gain)은 4000, 전압 범위는

±10V 범위로 설정했다. 지면 반력의 캘리브레션(calibration)은

Kistler사에서 채널 (channel)별, 렌지 (range)별로 사전에 조율된

측정값을 이용했다. 보행 속도는 대상자들의 선호 속도 (평균

3.1±0.4 km/hr)를 이용했다(Buzzi et al., 2003; 류지선, 2006).

3. 자료분석

실험을 통해 정적 직립 자세에서 얻은 세 방향 지면 반력의

자료는 필터링과 신호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했으며,

분석 범위는 수집된 30초 동안의 자료 중에 시계열 COP 변화

를 관찰한 후 정적 자세 집중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간주된 앞의 5초를 제외한 25초만을 했다. 보행 시 획득된 자료

는 다음과 같은 신호처리를 한 후 균형성을 판단하는 요인들을

산출했다. 우선 모든 값에서 처음 10점(point)까지의 평균값을

빼서 신호에 포함된 바이어스(bias)를 제거했다. 이렇게 정리된

지면 반력 신호를 Rectangular window 함수를 적용해 신호를

조절했다. 그 다음 신호에 내재된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저

역 Butterworth 필터링을 적용했다. 필터링 시 차단 주파수

(cut-off)를 결정하기 위해 FFT(Fast Fourier Transform) 분석을 각

시도 (trial)에 대해 실시했으며, 주파수로 전환된 신호에 대해

PSD (Power Spectral Density)를 계산했다. PSD 성분은 총 파워

의 비율로 표준화했다(류지선, 2010; Shorten & Winslow, 1992).

누적된 PSD의 99.9%수준은 각 신호 특성의 대표적인 것으로

간주해 차단주파수 준거로 사용했다 (류지선, 2010). 이런 절차

에 의해 필터링된 신호의 분석은 지지 국면으로 한정했으며,

지지 국면 시작점은 수직 지면 반력 값이 5N.이상을, 지지국면

끝은 5N.미만으로 설정했다. 좌우, 전후 방향 지면 반력의 신호

값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되었으며, 이들 지지 국면 기준은 수

직 지면 반력 신호에 맞추어 활용되었다.

이렇게 정리된 지면 반력 신호를 이용해 좌우 방향의 압력

중심 위치는 =-M /F , 전후 방향의 압력 중심 위치는

COPy=M /F를 이용해 계산되었으며, 유리 토크는 다음 공식

을 이용해 계산했다.

 
 =+( *)-( * )

이와 같이 계산된 결과를 이용해 정적 직립 상태에서 COP

변동범위와 스웨이(sway)면적, COP속도, 유리토크 범위를 산출

했으며, 동적 상태에서는 정적 상태에서 스웨이 면적을 제외한

모든 변인을 구했다. COP범위는 시간 함수에 대한 크기의 폭으

로 계산되었으며, COP 속도는 COP를 시간으로 미분한 값의 평

균속도와 최대 속도를 살펴보았다. 스웨이 면적은 +, -축에서

COP의 움직임 변화를 타원형으로 간주해 계산되었다. 이때 지

름은 x값의 최대와 최소 시 각각의 y값을 y값의 최대와 최소

시 각각의 x값을 산출해 직경을 구한 값으로 이용했다. 하이힐

3가지 굽 높이 조건에 따라 이들 파라메타들의 차이를 보기 위

해 one-way ANOVA 검정을 활용했으며, 이 때 모든 통계적 측

정은 α=.05수준에서 이루어졌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존재

할 경우 Turkey 검정을 통해 사후 검정을 실시했다.

Ⅲ. 결 과

앞에 서술한 방법으로 하이힐 굽 높이별 정적 직립 상태에

서 좌우, 전후 방향에서 COP의 범위<Figure 1>와 스웨이 면적

<Figure 2>, 유리 토크의 범위의 평균값과 이들 세 조건 간 통

계적 차이를 구했다<Figure 3>. 또한 정적 상태에서 3가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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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COP의 두 방향 평균 속도와 최대 속도의 평균값을 산출했

다<Figure 4>. 하이힐 굽 높이에 따른 동적 상태에서의 균형성

을 관찰하기위해 보행 시 좌우, 전후 두 방향의 COP 범위와 유

리토크의 범위에 대한 평균값과 이에 대한 통계적검정 결과를

도출했다<Figure 5>. 같은 동적 상태에서 COP의 최대 및 평균

속도에 대한 평균값과 통계적 검정 결과를 관찰했다(Figure 6).

이들 결과에 의하면, 정적 상태인 직립의 경우 하이힐 굽 높

이에 따른 좌우 방향의 COPx 범위는 굽 높이 3 cm가 2.4 cm를

움직였고, 7, 9 cm 높이에서는 2.7 cm로 같은 크기를 보였으나, 3

조건 간 통계적 유의한 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후 방향의

COPy 범위는 하이힐 굽 높이에 따라 각각 3.6, 4.0, 4.1 cm로 조

금씩 증가하였으나, 역시 조건 간 통계적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

다. 스웨이 면적은 3 cm 높이가 평균 34.2 cm , 7 cm가 43.7 cm
 , 9 cm가 41.7 cm 보였으나,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 유리 토크

의 범위는 세 굽 높이 조건 간 거의 비슷한 값을 보였다. COPx

의 최대 속도는 23.7, 25.6, 28.9 m/s로 굽 높이 증가에 따라 증가

했으나,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이의 평균 속도는 하이힐 굽

높이 증가에 관계없이 불규칙하게 보였다. COPy의 최대 속도와

평균 속도도 하이힐 굽 높이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본 연구 결

과 직립 상태에서의 균형성은 하이힐 굽 높이에 영향을 받지 않

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전후 방향으로의 COP 변

동 폭과 속도에서 좌우 방향의 COP 그것보다 크게 나타났다.

동적 균형성을 살펴본 보행의 경우 COPx 즉 좌우 방향의 압

력 중심은 하이힐 굽 높이에 따른 3조건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

만, 전후 방향 즉 COPy는 평균 51.7 cm, 55.4 cm, 65.3 cm로 하

이힐 굽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커지는 현

상을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 굽 높이 3 cm와 7 cm사이에는 차

이가 없지만, 3 cm와 9 cm, 7 cm와 9 cm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반면에 유리 토크의 범위는 굽 높이 조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속도의 경우 COPx 최대 속도는 굽 높이

3 cm 보행에서 평균 93.8 m/s, 7 cm에서 99.9 m/s, 9 cm에서 95.9

m/s를 나타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

렇지만, COPy의 최대 속도는 COPy의 범위와 같이 321.3, 338.3,

406.9 m/s로 굽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특

징을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 굽 높이 3 cm와 9 cm사이, 7 cm와

9 cm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평균 속도는 좌우, 전후 두 방향 모두에서 굽 높이 세 조건

간 평균적으로 차이는 보였지만 통계적 유의차는 관찰되지 않

았다. 본 연구 결과 동적 상태인 보행의 경우 하이힐 굽 높이에

따라 전후 방향에서 COP의 변동 폭과 최대 속도에서 차이가

확인되었다. 또한 정적 직립 상태와 마찬가지로 전후 방향에서

COP의 범위와 속도가 좌우 방향에서보다 크게 나타났다.

Figure 1. COP range in medio-lateral(below) &
anterio-posterior(above) at static standing

Figure 2. Sway area at static standing

Figure 3. Mean & SD of COP range in the medio-lateral and anterio-posterior, free torque
range, sway area by different high-heel shoe at static 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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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ean & SD of COP maximum and mean velocity in the medio-lateral and
anterio-posterior by different high-heel shoe at static standing

  

Figure 5. Mean & SD of COP range in the medio-lateral and anterio-posterior, free torque
range by a different high-heel shoe at walking

 

Figure 6. Mean & SD of COP maximum and mean velocity in the medio-lateral and
anterio-posterior by different high-heel shoe at walking

Ⅳ. 논 의

이 연구는 여성 하이힐 굽 높이가 정적 직립 상태와 동적 보

행 상태에서 균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관찰하기 위해

COP 움직임 범위와 속도, 유리토크의 범위, 정적 직립 상태에

서 스웨이 면적 등을 정량화해 비교하고자 했다.

본 연구 결과 하이힐 굽 높이 세 조건의 정적 직립 상태에서

는 균형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굽

높이의 증가는 신체의 균형성을 조절하는 반 고리관의 기전 기

능과 근, 건 및 관절에서 운동 감각 (Johnson, Nelson, 1986)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균형성 결정

요인인 불안정성의 지표의 변화, 자세 유지를 위한 근 활동 상

태, 작립 자세 유지를 위한 조절 메카니즘에 전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Verkindt, 2009).

Verkindt (2009)은 사춘기 전 소녀와 성인 여성의 정적 직립

균형성을 비교하고자 눈을 뜬 상태와 눈을 감은 상태에서 샘플

링율 64hz로 64초 동안 지면 반력 자료를 수집해 분석한 연구

에서 정적 직립 균형성을 평가할 때 성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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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정적 직립 상

태에서 균형성은 형태적인 특성보다 생리적인 특성에 의해 좌

우 된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 실험 조건으로 활용된 하이

힐 굽 높이는 신체중심을 높여 신체 형태를 변화시켰지만,

Verkindt et al (2009)이 주장한대로 균형성 변화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25초 동안,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균형성 요

인들을 관찰해 판단한 결론이라 장시간의 균형성 변화를 예측

하고, 하이힐을 즐겨 신는 전 연령의 여성한테까지 결과의 일

반화는 한계가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시간 증가와 연령

을 고려한 균형성 관찰의 연구도 필요하리라 본다.

보행을 통해 살펴본 동적 균형성을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

서 분석한 다른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으나, 전후 방향의 COP의 변동 범위와 최대 속도에서 하이

힐 굽 높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후 방향의 COP 범

위가 큰 것은 하이힐 보행 시 굽이 높으면 신체 관성 모멘트가

상대적으로 증가해 신체의 앞뒤 방향에 불안정한 상태가 야기

된다고 볼 수 있다. 하이힐 굽 높이 증가에 따라 비례적으로 최

대 속도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은 보행 시 신체 앞뒤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근 활동량이 그만큼 크게 작용한 것으

로 판단된다 (Verkindt et al., 2009). 본 연구 결과로 볼 때 하이

힐 굽 높이 7 cm이상을 장기간 신고 보행을 할 때 근의 피로

정도는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Gefen et al. (2000)

은 하이힐 착용 보행 시 근전도를 통한 피로 검사에서 비복근

외측과 비복근 내측의 활동이 불균형을 보였다고 제기했으며.

Stefanyshyn et al. (2000)은 발목과 무릎의 굴곡과 가자미와 대

퇴직근의 활동성은 굽의 높이에 따라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본

연구 결과 COP 전후 방향의 최대 속도가 하이힐 굽 높이 증가

에 따라 커진 것은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근들의 활동 상태가

큰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류지선 (2009b)은 국부적 동적 안정성을 판단할 목적으로 각

기 다른 하이힐 슈즈 높이 착용 보행 시 머리 분절의 3차원 변

위에 대해 비선형 시계열 동역학 기법의 Lyapunov 지수 (LyE)

를 분석한 연구에서 머리 좌우 방향의 경우 힐 높이 증가에 따

라 움직임은 선형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머리의 전후 움

직임은 힐 높이 증가에 따라 대체로 규칙적으로 증가하는 현상

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이힐 굽 높이는 보행 시 신체 좌

우 방향의 균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전후 방향의 균

형성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선행 연구와 본 연구가

각기 다른 역학적 변인을 통해 보행 시 안정성을 판단하고 있

지만, 두 연구간 하이힐 굽 높이 증가에 따라 좌우 방향은 차이

가 없고, 전후 방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변인들 간의 관계 정도를 관찰하는 연구

의 필요성도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에 미루어 볼 때 하이힐 굽

높이의 증가는 보행 시 신체 전후 방향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

치며, 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하지의 근 활동이

커져 상대적으로 근 피로를 가속 시켜 발목의 염좌와 낙상과

같은 잠재적인 상해 유발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장시간의 하이힐 보행으로 인해 하지의 근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는 피로 상태에서는 예기치 못한 저항에 대한 대처

능력이 크게 저하될 공산이 클 것으로도 예측 된다 (Gefen et

al.,2002).

정적인 직립 상태나 보행 시 균형성 상실은 신체 중심 조절

능력과 자세에 대한 반응능력을 떨어뜨려 상해와 낙상을 유발

시킬 잠재적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다. 또한 신체의 피로를 가

중시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적당한 하이

힐 굽 높이 선택은 신체를 보호하는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앞

으로 여성에게 적당한 하이힐 높이를 선택하기 위한 자료를 제

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이 연구는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하이힐 슈즈의 굽 높이 3

cm, 7 cm, 9 cm 증가에 따른 정적 직립 상태에서 COP의 움직

임 범위와 속도, 면적, 유리 토크 변동 범위를 분석했으며, 동적

보행 상태에서 COP의 움직임 범위와 속도, 유리 토크 범위인

균형성 변인을 분석해 안정성을 판단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하이힐 슈즈 굽 높이 증가에 따른 정적 직립 상태에서 균형

성 결정 변인인 COP 변화 범위와 속도가 좌우, 전후 방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스웨이 면적과 유리 토크 변화 폭

에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보행의 동적 상태에서는 좌우 COP

변화폭과 속도, 유리 토크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전후 COP의

변화 폭과 최대 속도에서는 하이힐 굽 높이가 높을수록 큰 값

을 보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이힐 굽 높이는 보행시 안정

성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하지의 근 활동량이 큰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 하이힐 슈즈를 신는 다양한 연

령대로 대상자를 확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요구되며, 하이힐 착

용 시간에 따른 균형성 변화를 관찰할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다. 또한 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근력 상태를 고려한 연

구 등이 앞으로 이루어져할 것이다. 부가적으로 하이힐 보행

시 낙상과 COP 속도와의 관계 정도를 규명하는 연구도 필요하

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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