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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시 보급형 키 높이 인솔의 높이와 재질이 평균 족저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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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termined the effects of the height and the quality of the material of popular heel-up insole on mean plantar foot pressure

during walking. Seven healthy college students who are studying at S university in Busan were as participants in this study. After

sufficiently explaining about the research to the subjects before the experiment, mean plantar foot pressures were examined using F-Scan

Pressure Measure System 5.23 for the gait with shoes inserted insole and the data were compared among the height and the quality of

material of insoles. In the result, there was a difference significantly in the mean plantar foot pressure followed the height of insoles both

left and right. Especially, mean plantar foot pressure in left indicated significantly lower in 3 cm and 5 cm insoles than in 0 cm and 1 cm

insoles. Also mean plantar foot pressure in right showed significantly lower in 3 cm and 5 cm insoles than in 0 cm, and indicated

significantly lower in 5 cm insoles than in 1 cm and 3 cm insoles. The mean plantar foot pressure followed the quality of the material of

insoles were different significantly. In left, the mean plantar foot pressure of urethane poly-acetyl insole was lower significantly than

urethane poly-acetyl inserted air insole, power-gel insole and jelly insole. And the mean plantar foot pressure of urethane poly-acetyl insole

was lower significantly than power-gel insole and jelly insole in right. We showed that 3 cm and 5 cm insoles in the height of insoles

and Urethane poly-acetyl insole in the quality of material were suitable to reduce a fatigue which is felt in plantar foot during the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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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 보행인데, 이족보행(bipedal

locomotion) 또는 보행(gait)은 신체 특히 하체의 주요 관절 대부

분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협동을 필요로 하는 기능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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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Choi & Cha, 2007). 특히 보행에서 발은 지지하는 지면과

맞닿는 인체의 유일한 부위이며 모든 체중부하에 중요한 역할

을 할 뿐만 아니라 보행 시 체간 이동에 필요한 추진력을 제공

한다. 더해서 보행할 때에 발생하는 물리적 충격을 흡수하고

불규칙한 지면에서도 신체가 균형을 유지하여 보행할 수 있도

록 작용한다(Saltzman & Nawoczenski, 1995). 일반적으로 인간이

태어나서 평균 60세 까지 보행하는 거리는 약 16만 Km 정도이

며, 1 Km를 보행 할 때 마다 발이 느끼는압력은약 15 t의무게

이다(Lee & Kim, 2010). 따라서 보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고 있는 발을 보호하고 발에서 받는압력을감소시킬수 있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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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신발은 충격

을 흡수하여 발을 포함한 인체의 여러 관절을 보호하고 부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Nigg, 1986)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

이지만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인체가 지면으로부터 받는 힘을

측정한 선행연구를 보면, 주행 시 수직 방향의 최대지면 반발

력이 체중의 2-3배에 이르며(Mann, 1980), 관절에 걸리는 토크

는 서있을 때보다 7-8배에 달하고 있다(Cavanagh, Rodgers &

Iiboshi, 1987)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발목을 보호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행 시에 받는 압력을 줄일 수 있는 신발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초기 연구에는 신발의 물리적 특성과 적정 무

게 및 경도에 관한 연구가 있었고(Catlin & Dressendorf, 1979),

시간이 지나면서 보행동작의 일반적 운동 특성 및 하지 분절의

역학적 연구를 통해 발이 지면과의 접촉에 따른 충격력을 흡수

하여 발목을 포함한 인체의 여러 관절을 보호하고 부상을 예방

하는 역할을 하는 신발의 기능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Cavanagh

et al, 1987; Mann,1980). 또한 발의 피로를 줄이고 발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편안한 신발과 관련된 요인들인 발바닥의 압

력 분포, 수직 충격력, 후족운동, 발과 다리의 정렬 및 모양, 발

감각 등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Henning, Staats & Rosenbaum,

1994, Mündermann, Stefanyshyn & Nigg, 2001). 더해서 최근에는

발의 종아치 변형, 족부의 통증, 슬관절 통증, 그리고 요통이 비

정상적인 족저 압력분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Kang, 2008)를 근거로 인솔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들이 진행

되었다. Jeong과 Hah(2004)는 인솔의 높이와 재질이 발의 압력

과 운동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우레탄폴리가

파이론 재질에 비해 족저압이 낮았고, 인솔의 높이가 5 cm일

때 1 cm와 7 cm에 비해 족저압이 낮다고 보고함으로 인솔의

재질과 높이가 족저압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Kim,

Cho, Jung, Kim과 Chung(2010)은 기능성 인솔유형들의 생체역

학적 평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솔의 유형에 따라 관절각도와

족저압 등의 생체역학적인 요인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Lee와 Kim(2010)은 회외족의 Wedge Insole 각에 따른 보행시 접

지 시간, 접지면적 및 족저압력을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보행

시 압력이 집중되는 외측면에 Wedge Insole이 압력을 줄여준다

는 점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인솔이 족

저압의 감소에 도움을 주며, 인솔의 재질과 높이 역시 족저압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인솔의 재질과

높이가 발의 압력과 운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Jeong과

Hah(2004)의 연구를 보면 우레탄 폴리와 파이론 재질로 제작된

인솔을 착용한 후 발의 압력을 알아보는 연구로서 최근에 개발

된 소재인 Power-Gel과 Jelly 재질에 대한 자료가 없으며, Kim

등(2010)의 연구는 기능성 인솔로 특정 목적을 위해 제작된 인

솔을 사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고, Lee와 Kim(2010)의

연구는 후족부 외측 면을 상승시켜 보행시 발뒤꿈치가 바깥쪽

으로 기우는 것을 막아주고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도록 제작한

특수 Wedge를 외측 면의 상승 각도를 달리하여 충격흡수가 잘

되는 것을 알아보는 연구이었다. 반면 최근에 신소재를 이용해

보급형 키 높이 인솔이 보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널리 보

급되고 있는 인솔의 재질과 높이가 발에서 받는 압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에 개발된 신소재를 사용하여 널리

보급되어 있는 키 높이 인솔에 따른 족저압의 차이를 알아봄으

로 보급형 인솔의 재질이 실제 발에서 받는 압력을 줄일 수 있

는지와 발에서 받는 압력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높이가 무

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최근 1년간 하지에 상해를 입은 병력이 없고 신경

학적 이상이 없는 일반 대학생(19-26세) 13명을 대상으로 족저

압 측정기를 통해 센서가 보행 주기 동안 발뒤꿈치부터 발가락

까지 순차적으로 작동하는 정상족(normal foot)의 형태를 가진 대

학생을 선정하였으며, 족저압 측정기를 통해 편평족(low-arched

foot)과 고궁족(high-arched foor) 형태를 보인 4명, 센서가 지나치

게 외측으로 쏠리는 보행 형태를 보인 2명을 제외한 7명을 최종

피험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Monro, Miller와 Fuglevand(1987)은 지

면반력이 착지 형태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착지 형

태는 맨 처음 착지 시 지면과 접촉하는 부위에 따라 후족착지

형, 중족착지형, 전족착지형으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후족착지

형이 80% 이상임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보행

주기 동안 족저압측정기로 센서가 측정할 때 발뒤꿈치부터 발

가락까지 순차적으로 작동하는 일반적인 착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후족착지형만을 선정하였다.

2. 족저압 측정기

일반적으로 지면반발력은 힘 측정판(force platform)을 이용

하여 측정하게 되는데, 힘 측정판은 앞․뒤, 좌․우, 아래․위

세 가지 방향에서 작용하는 힘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으나(Song, 2007), 발의 국소부위에 작용하는 압력은 측정할 수

없고 또한 보행 주기 동안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발의 국소부위

의 압력을 감지해 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Kim et al, 2010).

따라서 보행을 하는 동안 발의 정적 그리고 동적 압력을 정량

화하기 위해 족저압(plantar foot pressure)을 측정하게 된다



The Effects of the Height and the Quality of the Material of Popular Heel-up Insole on the Mean Plantar Foot Pressure during Walking 481

(Cavanagh & Ulbrecht, 1994). 족저압은 운동과학의 임상 분야와

연구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측정 대상 중 하나이며

족저압을 측정함으로써 다양한 일상생활동작과 기능적 활동 중

발의 특정부위에 가해지는 압력을 관찰할 수 있다(Roh & Kim,

2001). 또한 족저압력 분포의 측정을 통해서 발의 각 부위에 전

달되는 충격을 자세하게 평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압력분포의 측정과 분석을 통하여 부상의 진단 및 치료에도 이

용 될 수 있다(Lee, Kim & Park,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Lee 등(2004)이 사용한 족저압 측정기

를 이용해 키 높이 인솔의 재질과 높이가 발에서 받는 압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장비는 <Figure

1>과 같이 F-Scan Pressure Measure System 5.23이었으며, 분석은

<Figure 2>와 같이 F-Scan 분석 소프트웨어인 F-Scan DB TAM

5.03이었다. F-Scan Pressure Measure System 5.23 압력 측정판으

Figure 1. F-Scan Pressure Measure System 5.23

Figure 2. F-Scan DB TAM 5.03

로 200개 이상의 센서가 삽입형 인솔에 장착되어 있어 족저압

측정을 세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존에 족저압 측정기와 달리

휴대가 가능한 무선 블루투스 사용 기계로 되어있어 분석 장비

와 선으로 이어져 있는 구형 족저압 측정기에 비해서 족저압

측정시에 불편감이 적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착용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보행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족저압

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장비이다.

3. 인솔(Insole)

본 연구 목적은 보급형 키 높이 인솔의 높이와 재질에 따라

발에서 받는 압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로 일반적으

로 보급되어 있는 인솔을 이용하였다. 가장 보편적으로 공급되

어 있는 인솔의 높이는 Urethane Poly-acetyl 인솔을 기준으로

<Figure 3>과 같이 1 cm, 3 cm, 5 cm 높이였으며, 재질에 따라

<Figure 4>와 같이 Urethane Poly-acetyl, Urethane Poly-acetyl

inserted air, Power-Gel, Jelly가 있었다.

Urethane Poly-acetyl 1cm Urethane Poly-acetyl 3cm

Urethane Poly-acetyl 5cm
Figure 3. Height of insole

Urethane Poly-acetyl 3cm Power-Gel 3cm

Jelly 3cm Urethane Poly-acetyl inserted air 3cm
Figure 4. Kinds of ins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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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방법

대상자에 보행에 관련하여 5분정도의 교육을 시킨 다음에 3

회 이상의 보행연습을 시켰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사전에 측정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족저압측정기를 장착

한 후에 2회의 연습측정을 통해서 족저압 측정기에 오류가 있는

지를 확인한 후에 실험을 하였다. 먼저 인솔 없이 측정하였으며

그 후에높이에 따라 1 cm, 3 cm, 5 cm의 Urethane Poly -acetyl 재

질로 된 인솔을 차례대로 착용하도록 하고 보행하도록 하여 인솔

의높이가족저압에미치는영향을 측정하였다. 이어서 재질에 따른

족저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Urethane Poly-acetyl, Urethane

Poly-acetyl inserted air, Power-Gel, Jelly의 재질로 만들어진 인솔을

순서대로 삽입하고 보행하도록 한 다음 족저압을 측정하였다. 인

솔의높이는 모든 재질에서 공통적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높이인

3 cm이었다. 각각의 인솔을 삽입하고 보행할 때는 보행과 보행

사이에 1분 정도의 휴식을 주었으며 센서의 오작동이 일어날 경

우에는 다시 족저압 측정기를 재 장착한 후에 1회의 연습측정을

한 후에 본 측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12 걸음 이상을걸

었으며 분석에 사용한 것은 중간의 10 걸음 이었다.

5. 분석

연구대상자가 7명이었기 때문에 Shapiro-Wilk를 이용해 정규

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정규성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모수검정

을 실시하였다. 먼저 동일한 대상자에게 인솔을 바꾸어 측정하

였기 때문에 보급형 키 높이 인솔의 높이와 재질에 따른 평균

족저압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이가 있는 높이와 재질을 알아보

기 위하여 각각의 높이와 재질에 대해 대응비교 t-검정을 실시

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ver.19.0) 통계프로그램이었으며, 유의

수준 α=0.05 이었다.

Ⅲ. 결 과

1. 인솔의 높이에 따른 평균 족저압의 차이

인솔의 높이에 따른 족저압의 평균압력을 보면 왼쪽의 경우

<Table 1, 2>와 같이 인솔이 없었을 때 89.98이었고, 1 cm에서

는 91.37이었으며, 3 cm에서는 84.19, 5 cm에서는 83.17로서 인

솔의 높이에 따라 평균 족저압에 차이가 있었다(p<.01). 차이가

있는 인솔의 높이를 확인한 결과 <Figure 5>와 같이 인솔이 없

었을 때 비해 인솔의 높이가 3 cm (p<.05)와 5 cm (p<.05)일 때

평균 족저압이 낮았고, 역시 인솔의 높이가 1cm에 비해 인솔의

높이가 3 cm (p<.05)와 5 cm (p<.01)일 때평균 족저압이낮았다.

Heights Left Right

0㎝ 89.98±11.19 91.95±5.41

1 ㎝ 91.39±10.17 89.17±5.99

3 ㎝ 84.19±8.19 84.67±3.17

5 ㎝ 83.17±8.40 79.34±5.66

Mean±SD

Table 1. The values of mean pressure following the height (unit: kPa)

Variables
Type Ⅲ

Sum of Squares
Freedom Mean square F p

Left 353.814 3 117.938 6.927 .003

Right 638.760 3 212.920 15.038 .000

Table 2. The differences of mean pressure following the height of insole

(unit: kPa)

Figure 5. Difference of left mean plantar pressure following the
height of insole

(unit: kPa)

Figure 6. Difference of right mean plantar pressure following
the height of ins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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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솔의 재질에 따른 평균 족저압의 차이

인솔의 재질에 따른 족저압의 평균압력을 보면 왼쪽의 경우

<Table 3, 4>와 같이 Urethane poly-acetyl 인솔은 84.19이었고,

Urethane poly-acetyl inserted air 인솔은 95.04이었으며, Power-Gel

인솔에서는 97.53, Jelly 인솔에서는 94.43으로서 인솔의 재질에

따라 왼발의 평균 족저압에 차이가 있었다(p<.01). 차이가 있는

재질을 알아본 결과 <Figure 7>과 같이 Urethane poly-acetyl 인

솔이 Urethane poly-acetyl inserted air 인솔(p<.01), Power-Gel 인

솔(p<.01), Jelly 인솔에(p<.01) 비해 평균 족저압이 낮았다.

Materials Left Right

Urethane poly-acetyl 84.19±8.19 84.67±3.17

Urethane poly-acetyl inserted air 95.04±12.67 89.99±8.21

Power-Gel 97.53±11.35 96.83±9.48

Jelly 94.43±10.44 96.23±6.28

Mean±SD

Table 3. The values of mean pressure following the height and
the kinds of insole (unit: kPa)

Variables
Type Ⅲ

Sum of Squares
Freedom Mean square F p

Left 728.925 3 242.975 9.245 .001

Right 692.890 3 230.963 6.827 .003

Table 4. The differences of mean pressure following the kinds of insole

(unit: kPa)

Figure 7. Difference of left mean plantar pressure following the
quality of material of insole

UPA : Urethane poly-acetyl insole
UPAA : Urethane poly-acetyl inserted air insole
PG : Power-Gel insole
J : Jelly insole

(unit: kPa)

Figure 8. Difference of right mean plantar pressure following
the quality of material of insole

UPA : Urethane poly-acetyl insole
UPAA : Urethane poly-acetyl inserted air insole
PG : Power-Gel insole
J : Jelly insole

오른쪽의 경우를 보면 <Table 3, 4>와 같이 Urethane poly-acetyl

인솔은 84.67이었고, Urethane poly-acetyl inserted air 인솔은 89.99

이었으며, Power-Gel 인솔은 96.83, Jelly 인솔은 96.23으로서 인

솔의 재질에 따라 오른발의 평균 족저압에 차이가 있었다. 차

이가 있는 재질을 알아본 결과 <Figure 8>과 같이 Urethane

poly-acetyl 인솔이 Urethane poly-acetyl inserted air 인솔과는 차

이가 없었지만 Power-Gel 인솔(p<.05), Jelly 인솔에(p<.01) 비해

평균 족저압이 낮았고, Urethane poly-acetyl inserted air 인솔은

Power-Gel 인솔에 비해 족저압 평균이 더 낮았다(p<.01).

Ⅳ. 논 의

사람들은 서 있기만 하여도 발목과 발에 가해지는 큰 힘에

의해 발목의 손상, 발의 통증, 기능장애 등이 발생한다. 발의 기

능은 체중을 지지하며 보행 시 발생되는 물리적인 충격을 완화

시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따라서 잘 맞는 신발은 이러한

발을 보호하고, 보행을 편하게 하며, 특히 기능성 신발의 경우

는 발에 변형을 교정하거나 예방할 수도 있는 반면 잘 맞지 않

는 신발은 보행을 불편하게 할 뿐 아니라 발의 변형을 초래한

다(Kim & Choi, 2007). 특히 발이 약하면 전체 몸 구조의 균형

이 깨어지며 자세의 이상과 기능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Shin,

1997), 신발은 인체의 제 2의 피부라고 까지 하는 의복과 똑같

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세련된 디자인뿐 만아

니라 인체의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발의 기능을 보완

하는 기능적인 신발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Jeong

& Hah, 2004). 또한 신발에 넣어 적용하는 인솔 역시 발 질환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술적인 방법보다 교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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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 많은 생체 역학적 문제점을 치료

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인솔의 적용목표에 따라 기

형의 예방이나 교정, 충분한 지지면 제공, 서기나 걷기 훈련, 걷

기 효율성의 향상 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Pratt, 2000). 일반적으로 신발과 인솔의 효과를 알아보는 방법

으로 족저압 측정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족저압의 측정판은 압

력 판에 작용하는 힘을 측정하는 기계로써 동작에 따른 발의

압력을 측정하고 있다. 족저압 측정은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에서 측정이 가능한데, 정적 시스템은 동적 시스템보다 간

단하고 발의 기형에 의한 압력 분포의 변이를 보여줄 수 있는

반면에 발의 주기능인 보행 상태에서의 족저압 변화를 측정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행과 같이 움직일 때 생기는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동적시 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Duckworth, Betts, Franks & Burke, 1982; Hughes, Kriss &

Klenerman, 1987). 그리고 족저압 측정기에서 얻어지는 접지시

간, 접지면적, 최대압력, 평균압력의 변인을 이용해 신발과 인

솔의 효과를 검증하게 된다(Lee & Kim, 2010).

여기서 압력이란 발에 가해지는 힘을 압력 감지부의 면적으

로 나눈 것(pressure=force/area)을 의미한다(Moon, Lee, Kim, Kim

& Chung, 1997). 때문에 인솔의 높이와 재질에 따라 보행하는 동

안 발에 가해진 전체 힘을감지부의 전체 면적으로 나누어 생긴평

균압력이 발의 피로와 많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본

연구는 인솔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동적 시스템을 갖춘 족저

압 측정기를 사용하였으며, 검증변인으로 평균 압력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솔의 높이에 따른 평균 족저압을 알아본 결

과, 왼쪽의 경우 인솔이 없었을 때와 인솔 높이가 1 ㎝일 때에

비해 인솔의 높이가 3 cm와 5 cm일 때 평균 족저압이 낮았다.

오른쪽을 보면 인솔이 없었을 때에 비해 인솔의 높이가 3 ㎝와

5 cm일 때 평균 족저압이 낮았고, 인솔의 높이가 1 ㎝와 3 ㎝

일 때에 비해 인솔의 높이가 5 cm인 경우 더 낮았다. 따라서

평균 족저압이 가장 낮은 인솔의 높이는 왼쪽과 오른쪽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3 cm와 5 cm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가장

바람직한 높이는 5 cm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Jeong과 Hah(2004)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그들은 인솔의

높이 1 cm, 5 cm, 7 cm를 비교한 결과 5 cm에서 족저압의 분포

가 가장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인솔은 아니지만 구두굽

높이와 발의 쾌적함을 연구한 Kim(1986)의 연구에서는 3 cm의

구두굽이 가장 좋았으며, Chun과 Choi(2000)의 논문에서도 3-5

cm의 구두굽이 발의 쾌적함에 적절하였다고 한 연구 결과와 비

슷한 것이다. 반면 Park(2009)은 3 cm와 7 cm의 구두굽의 높이

에 따른 족저압의 변화를 알아보는 연구를 하였는데, 후족부에

서는 3 cm에서 족저압이 높았던 반면 전족부에서는 7 cm에서

족저압이 높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과 본 연구 결과를

보면 5 cm를 넘는 인솔을 넣게 되면 후족부의 압력은 감소하는

반면 전족부의 압력이 높아져 전체적인 압력분포가 증가하게

될 수 있으며, 3 cm 보다 낮은 인솔을 넣게 되면 전족부의 압

력이 낮아지지만 후족부의 압력이 높아져 전체적인 압력이 높

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발에 기형이나 질환이

없는 발의 경우 인솔의 높이는 3 cm에서 5 cm 사이가 가장 적

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솔의 재질에 따른 족저압의 평균압력을 알아보는 본 연구

결과를 보면 왼쪽의 경우 Urethane poly-acetyl 인솔이 Urethane

poly-acetyl inserted air 인솔, Power-Gel 인솔, Jelly 인솔에 비해

평균 족저압이 낮았다. 오른쪽은 <Figure 8>과 같이 Urethane

poly-acetyl 인솔이 Urethane poly-acetyl inserted air 인솔과는 차

이가 없었지만 Power-Gel 인솔, Jelly 인솔에 비해 평균 족저압

이 낮았고, Urethane poly-acetyl inserted air 인솔은 Power-Gel 인

솔에 비해 평균 족저압이 더 낮았다. 본 연구 결과를 보면

Urethane poly-acetyl 인솔이 평균 족저압을 낮추는데 가장 좋으

며, Urethane poly-acetyl inserted air 인솔이 다음으로 좋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Jeong과 Hah(2004)의 연구결과

와 비슷한 것으로 우레탄폴리와 파이론을 비교한 그들의 연구

결과 역시 우레탄폴리의 족저압이 더 낮았음을 보고하였다. 우

레탄폴리는 고탄성체이면서 내열성, 내용제성, 내마모성 및 저

온특성 등이 우수하여 각종공업재료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면

포나 합성섬유에 도포하여 의료용, 가정용, 가구용 및 신발용

등 천연피혁 대용품으로 이용되고 있다(Lee, 1994). 또한 Hur와

Ha(2008)은 적절한 가공을 통해 통기성, 사람의 인체에 맞는 가

장 적절한 반응열, 저장기간 등의 우레탄폴리의 특성을 향상시

킬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결국 우레탄폴리의 특성에 맞게

Urethane poly-acetyl 인솔이 발바닥에 가해지는 압력을 낮추는

데 적합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Eun, Yu와 Shin(2007)은

겔-타입 인솔을 이용해 보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일

반 인솔이 장착된 신발과 비교해 지면반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발바닥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

산시키기에 겔-타입의 인솔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

는 것이다. 또한 젤리 인솔의 재료인 폴리실리콘과 관련하여

Park과 Park(1996)은 압력저항성이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

였다. 이러한 결과 역시 보행 중에 발생하는 족부의 열이 인솔

에서 받는 압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보행에

젤리 인솔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행하는 동안 발에서 받는 압력을 줄이기 위

해서는 Urethane poly-acetyl 인솔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발바닥에서 받는 전체 압력을 비교

한 것이기 때문에 차후로 부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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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부산시 소재 S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7명을 대상으로 보급

형 키 높이 인솔의 높이와 재질이 평균 족저압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솔의 높이에 따른 족저압의 평균압력을 보면 왼쪽과 오

른쪽 모두 차이가 있었으며, 왼쪽의 경우는 인솔이 없었

을 때와 인솔 높이가 1 cm일 때에 비해 인솔의 높이가 3

cm와 5 cm일 때 평균 족저압이 낮았다. 오른쪽을 보면 인

솔이 없었을 때에 비해 인솔의 높이가 3 cm와 5 cm일 때

평균 족저압이 낮았고, 인솔의 높이가 1 cm와 3 cm일 때

에 비해 인솔의 높이가 5 cm인 경우 더 낮았다.

2. 인솔의 재질에 따른 족저압의 평균압력을 보면 왼쪽과 오

른쪽 모두 차이가 있었으며, 왼쪽의 경우 Urethane poly-acetyl

인솔이 Urethane poly-acetyl inserted air 인솔, Power-Gel 인

솔, Jelly 인솔에 비해 평균 족저압이 낮았다. 오른쪽은

Urethane poly-acetyl 인솔이 Urethane poly-acetyl inserted air

인솔과는 차이가 없었지만 Power-Gel 인솔, Jelly 인솔에 비

해 평균 족저압이 낮았고, Urethane poly-acetyl inserted air

인솔은 Power-Gel 인솔에 비해 족저압 평균이 더 낮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보면 보급형 키 높이 인솔을 사용하

여 발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는 3 cm와 5 cm 높이의 인솔이

적합하며, 재질을 보면 Urethane poly-acetyl 인솔이 다른 재질의

인솔에 비해 발의 피로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차후로는 동일한 인솔을 이용해 발의 부위별 족저압을

분석하여 개개인의 발의 형태에 적합한 인솔을 알아보는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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