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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e the effect of the drop height on lower extremity and lower back kinematics and kinetics

during drop landing with the use of raised heel insole. Furthermore we investigated the change that occurred in our body. Joint

ROM, eccentric work and contribution to total work were calculated in 11 male college students performing drop landing with

8 motion analysis cameras and 1 forceplate. The result were as follows. First, the ROM and eccentric work were increased in all

joints with the increase of the drop height. Second, the ankle ROM and eccentric work were decreased with the use of the insole.

Third, the use of the lower back was increased as the use of the ankle decreased with the insole. Based on these results, we can

infer that putting on the insole may contribute to chronic injury. We recommend not to use the insole during physic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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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인들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 또한 자신의 외

모를 돋보이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특히, 남성

들은 자신들의 신장을 커 보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방법으로 키 높이 깔창을 착용하는 것이

다(Cho & Kim, 2012; Koo, 2011).

남성들이 키 높이 깔창을 착용하는 이유는 키 높이 깔

창이 하이힐과는 달리 신발 내부에 착용하므로 자신의 작

은 키를 감추면서도 신장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로 인해 많은 남 성들이 장시간 착용하고 있으며, 격한 운

동인 축구와 농구 경기 중에도 제거하지 않은 채 무의식

적으로 착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키 높이 깔창은 신발 내 뒤꿈치 아래에 착용하므로 일

반적인 보행 시 보다 족저굴곡된 상태로써 하이힐 신발 보

행과 유사한 형태이므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킨다(Cho

& Kim, 2012; Ebbeling, Hamill, & Crussemeyer, 1994;

Kerrigan et al., 2005; Kerrigan, Todd, & Riley, 1998; Lee,

Shieh, Matteliano, & Smiehorowski, 1990; Opila-Correia,

1990).

족저굴곡각의 증가는 해부학적 안정성을 감소시켜 발목

관절의 급성 부상인 내번 염좌(inversion sprain)의 위험성

을 증가시키게 되는데(Ricard, Sherwood, Schulthies, &

Knight, 2000; Safran, Benedetti, Bartolozzi, & Mandel-

baum, 1999), 높은 굽 신발은 지면과 접지 시 족저굴곡각

을 증가시켜(Frey, 2000; Voloshin & Wosk, 1982) 부상

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족저압을 앞쪽으로 집

중시켜 발의 모양 및 보행 패턴을 변형시켜(Fre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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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oshin & Wosk, 1982) 잘못된 자세 변화에 의한 보상

작용(Lee et al., 1990; Snow & Williams, 1994)이 나타

나 발과 발목 및 무릎 관절에 만성 질환 발병률을 증가시

킨다고 하였다(Nyska, McCabe, Linge, & Klenerman,

1996). 더불어 키 높이 깔창은 보행 시 발목 움직임을 감

소시켜 보행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므로(Cho & Kim,

2012), 다른 관절을 더 사용해야 하는 보상작용(Fry, Smith

& Schilling, 2003; Kerrigan el al., 1998; Powers, 2003)이

나타나 인체에는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체는 연결된 사슬로써(Fry et al., 2003; Powers,

2003), 키 높이 깔창을 착용 후 보상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족저압력 및 운동학적 분석을 통해

보상작용에 대해 언급하기에는 부족함이 느껴지며, 객관적

인 분석을 위해서는 인체 내에서 발생한 운동역학적 기전

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Kim & Cho, 2013). 하지만

그에 따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착지 시 충격을 흡수 및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발목, 무

릎, 엉덩 관절 및 허리 등의 유기적인 굴곡 움직임과 운동

역학적인 전략이 필요하다(Cho, Kim, & Koh, 2012;

Dufek & Bates, 1990; McNitt-Gray, 1993; Yeow, Lee,

& Goh, 2011). 발목 관절의 대표적인 부상인 내번 염좌

부상은 접지 시 족저굴곡각의 증가와 함께 위험성이 높아

지는데(Ricard et al., 2000; Safran et al., 1999), 키 높

이 깔창은 족저굴곡각을 증가시켜 내번 염좌를 유발시킬

수도 있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키 높

이 깔창에 의한 발목 움직임이 감소(Cho & Kim, 2012)

함으로써 보상작용에 의한 만성 부상의 위험성이 있을 것

이라 생각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드롭 착지 시 충격을 흡수하

는 과정에서 키 높이 깔창에 의한 발목 움직임의 감소가

충격흡수 기전 및 보상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는데 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를 위해 모대학교 남자 대학생 11명(age: 23.6±

2.1 yrs, height: 176.0±3.1 cm, weight: 69.1±2.9 kg)이 참

가하였으며, 이들 모두는 후족보행을 하는 오른발잡이로써,

최근 6개월 내 어떠한 부상 경험도 없는 자들이었다.

2. 실험 도구 및 절차

본 연구에서 착지 동작 시 하지 관절의 운동학적, 운동

역학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적외선 카메라 8대(Vicon

MX-F20, UK)로 구성된 3차원 동작 분석 시스템(Motion

Systems, UK)을 사용하였으며, 1대의 지면반력기(AMTI,

USA)를 사용하였다. 영상 데이터는 200 Hz로 수집하였으

며, 지면반력은 2000 Hz로 수집하였다.

전신의 운동학적, 운동역학적 변인들을 분석하기 위한

모델로 Vicon Motion System 내 Plug in Gait Full

Body Marker Set을 사용하였다. 총 35개의 구형 반사마커

는 7th cervical vertebral bone, 10th thoracic vertebral

bone, claviculosternal joint, xiphoid process에 한 개씩

부착하였으며, 좌우 forward head, backward head,

shoulder acromion, elbow lateral epicondyle, 1st wrist,

2nd wrist, 2nd metacarpophalangeal joint, ASIS, PSIS,

mid thigh, knee lateral epicondyle, mid shank, ankle

lateral malleolus, heel, 2nd metatarsophalangeal joint 등

에 부착하였다.

산출된 운동역학적 정보는 각 개인들의 체중으로 나누

어 일반화(normalization)하였으며, 참가자 모두는 스판 재

질의 전신 운동복과 A사의 운동화를 착용하게 하였다. 실

험에 앞서 실험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참가자 모두는 약 30분간의 준비운동을 철저히 실시하였

으며, 깔창 착용 후에도 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올 수 있도

록 충분한 시간동안 착용하게 하였고 보행과 착지 동작을

충분하게 연습하였다. 

<Figure 1>은 각 착지대의 높이와 지면반력기까지의 거

리 등을 나타낸 것이며, 모든 피험자는 양손을 양어깨에

교차시켜 고정시킴으로써, 착지 시 양팔 움직임에 의한 에

러를 최소화 하였다(Cho, Koh, Lee, & Kim, 2012). 

Figure 1. Landing heights & force plat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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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들은 “준비”라는 구호에 점프대 위에서 양손을 교

차시킨 후 왼쪽 다리를 들고 자연스러운 상태로 서있게 하

였으며, “시작”이라는 구호에 오른 다리를 이용해 착지하

게 하였다. 자유낙하를 유도하기 위해 점프대 위에서는 무

릎 및 엉덩 관절의 움직임을 최소화하였고 무게 중심을 앞

쪽으로 이동시켜 착지를 유도하였다.

착지 시 한 손이라도 어깨에서 떨어질 경우, 착지 후 발

이 약간이라도 돌아가거나 튕겨질 경우, 중심을 잡지 못하

고 넘어지거나 흔들릴 경우 등은 실패로 간주하였다.

착지의 순서는 착지 높이 및 깔창 착용에 따른 학습 효

과를 제거하기 위해 실험 전 제비뽑기를 통해 랜덤하게 이

루어졌다. 

깔창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4 cm 높이의 폴리우레

탄(poly urethane) 재질의 제품으로써(Figure 2), 깔창을 미

착용 시에는 No로 표시하였으며, 착용 시에는 Insole로 표

시하였다.

3. 연구 변인 및 자료 분석

1) 분석 구간

인체는 공중 동작 이후 지면에 닿는 순간(initial contact

[IC])부터 굴곡 동작을 통해 충격을 흡수하게 되며, 부상

또한 충격흡수를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본 연구의 분

석 구간은 IC로부터 최대 무릎 굴곡(maximum knee flexion

[MKF])까지로 설정하였다. 

2) 분석 변인

분석 구간 내에서 발목과 무릎, 엉덩 관절 및 허리의 가

동범위와 신장성 일량 그리고 관절의 사용비중을 살펴보

았으며, 각 변인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관절의 가동범위(Joint ROM): 해부학적 자세인 각 관

절 및 분절이 신전된 상태를 기준(0°)으로 하였으며, 분석

구간인 IC로부터 MKF 내에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발

목과 무릎, 엉덩 그리고 허리의 총 굴곡움직임을 각 관절

의 가동범위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Figure 3). 

관절의 신장성 일량(Joint eccentric work): 충격을 흡

수하기 위한 각 관절의 신장성 일량을 살펴보기 위해 각

관절 모멘트와 각속도를 곱하여 관절 파워를 산출하였으

며(Zhang, Bates, & Dufek, 2000), 이를 적분시켜 각 관

절의 일량을 산출하였고 이중 음(negative)의 값인 신장성

일량을 분석하였다(Decker, Torry, Wyland, Sterett, &

Steadman, 2003; DeVita & Skelly, 1992; Kulas, Zalewski,

Hortobagyi, & DeVita, 2008; Winter, 1990).

관절의 사용비중(Contribution to total eccentric work):

각 관절에서 발생한 신장성 일량을 모두 합한 후 각 관절

의 일량으로 나누어 백분화시킴으로써, 충격흡수를 위한

각 관절의 사용비중을 살펴보았다(Cho et al., 2012;

Zhang et al., 2000).

모든 동작은 각각 4회의 성공적인 동작이 나올 때까지

실시하였으며, 모두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모든 데이터는

각 대상자들의 체중으로 나누어 일반화하였으며, Labview

6.1(National Instruments, USA)을 사용하여 변인들을 추출

하였다.

4. 통계 처리

키 높이 깔창 착용 후 두 가지 높이에서 드롭랜딩 시

수집된 11명의 4회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다.

IBM SPSS 21 version(IBM, USA) 통계 프로그램 내 이

원배치 분산분석(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

sure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

하였다. 상호작용에 따른 사후검증은 bonferroni를 사용하

였으며, 산출된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한 효과의 크기

Figure 2. 4 cm raised heel insole 

Figure 3. Joint 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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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size)를 분석함으로써, 드롭랜딩 시 두 착지 높이

간의 차이와 깔창의 유무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았다. 효과

의 크기가 0부터 0.2까지는 차이 및 효과가 작음을, 0.2부

터 0.5까지는 중간이며, 0.8 이상은 차이 및 효과가 크다

는 것을 의미한다(Cohen, 1992).

III. 결  과

1. 각 관절의 가동범위

<Table 1>은 각 관절의 가동범위를 나타낸 것으로써, 모

든 관절에서 착지 높이와 깔창 착용에 따른 상호작용은 나

타나지 않았다(p>.05). 주효과 검증결과 모든 관절에서 착

지 높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나(p<.05) 무릎과 엉덩 관

절은 깔창 착용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2. 각 관절의 신장성 일량

<Table 2>는 각 관절의 신장성 일량을 나타낸 것으로써,

발목 관절과 허리에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p<.05). 사후검

증 결과 발목 관절의 경우에는 깔창 착용 후 낮은 높이보

다는 높은 높이에서 착지 시 신장성 일량이 크게 감소한

반면, 허리는 높은 높이에서 착지 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효과 검증결과 모든 관절에서 착지 높이에 따

른 차이가 나타났으나(p<.05) 무릎과 엉덩 관절은 깔창 착

용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3. 각 관절의 사용비중

<Table 3>은 각 관절의 사용비중을 나타낸 것으로써, 허

리에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p<.05). 사후검증 결과 깔창

착용 후 낮은 높이보다는 높은 높이에서 착지 시 허리의

사용비중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효과 검증결과

발목 관절과 허리는 착지 높이와 깔창 착용에 따른 차이

가 나타났으나(p<.05), 엉덩 관절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p>.05), 무릎은 깔창 착용에 따른 차이만 나타났

다(p<.05).

IV. 논  의

착지는 점프 후 중력에 의해 피할 수 없는 동작으로써

(Cho et al., 2012), 스포츠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도 필수적인 동작이다. 보행과 달리기 및 점프 후 착지 시

발생하는 지면반력에 의한 큰 충격은 인체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Cavanagh & Lafortune, 1980; McNitt-Gray,

1993), 근골격계 질환 및 골관절염을 유발시키는 주요한 원

인이 되기 때문에(Nigg, Bahlsen, Luethi, & Stroke, 1987),

충격흡수 및 착지 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연

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Boden, Dean, Feagin,

& Garrett, 2000; Dufek & Bates, 1990; Hootman, Dick,

& Agel, 2007; Olsen, Myblebust, Engebrestsen, & Bahr,

2004).

착지 시 인체가 받는 충격을 적절하게 흡수하고 분산시

키기 위해서는 발목과 무릎, 엉덩 및 몸통 등을 순차적이

Table 1. Joint ROM(unit: deg)

No Insole

joint heights Mean±SD Mean±SD t es(I) F

lumbar

30 cm
45 cm

t
es(H)

7.0±2.7 
13.6±7.4 
-3.460** 

-1.196 

8.8±3.4 
16.5±7.2 
-4.151**
-1.356

-2.129 
-2.192 

-0.591 
-0.389 

height
insole

height * insole

15.231**
5.328*
1.430 

hip

30 cm
45 cm

t
es(H)

15.2±4.8 
21.3±5.4 

-6.794*** 
-1.198 

15.4±4.5 
24.9±7.5 
-5.515***

-1.532

-0.243 
-1.978 

-0.041 
-0.540 

height
insole

height * insole

39.534***
2.223
2.157

knee

30 cm
45 cm

t
es(H)

41.6±4.0 
50.0±5.2 

-7.425*** 
-1.819 

41.8±4.6 
52.8±6.4 
-9.868***

-1.970

-0.106 
-1.385 

-0.032 
-0.477 

height
insole

height * insole

132.105*** 
0.914 
3.178 

ankle

30 cm
45 cm

t
es(H)

37.9±7.5 
48.3±5.3 

-5.317*** 
-1.606 

32.8±2.0 
38.9±5.2 
-5.111***

-1.551

2.655*
6.721*** 

0.935 
1.795 

height
insole

height * insole

48.079*** 
32.523*** 

3.851 

*p<.05, **p<.01, ***p<.001, es(H) : effect size for landing height, es(I) : effect size for ins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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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유기적으로 굴곡시켜야 한다(Cho et al., 2012;

Yeow, Lee, & Goh, 2009). 이러한 충격은 착지의 높이와

착지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높이의 증

가와 함께 충격이 증가하므로(Dufek & Bates, 1990;

McNitt-Gray, 1993), 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굴곡 움직임을 더 크게 증가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

에서 한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된다면 착지의 형태가 변화

하게 되며, 인체가 받는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한 또 다른

전략으로써 다른 관절의 움직임을 증가시키게 된다(Fry et

al., 2003; Powers, 2003).

착지 시 굴곡 움직임을 증가시키기 위해 인체는 착지 순

간 시점에서는 신전된 상태로 착지하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신속하게 굴곡시킨다(Cho et al., 2012; Yeow et

al., 2011). 이때 발목 관절은 착지 순간 시점에서 족저굴

곡된 상태로 착지하며, 배측굴곡이 이루어진다(Safran et

al., 1999).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깔창 착용 후 배

측굴곡각이 크게 감소함으로써, 발목 관절이 충격을 충분

하게 흡수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깔창 착

Table 2. Joint eccentric work(unit: Joule/kg)

No Insole

joint heights Mean±SD Mean±SD t es(I)

lumbar

30 cm
45 cm

t
es(H)

-0.15±0.08 
-0.33±0.14 
7.345*** 

1.558

-0.18±0.10 
-0.46±0.23 
6.492*** 

1.637

1.600
3.641** 

0.319
0.712

height
insole

height * insole

52.272***
10.864**
11.971** 

hip

30 cm
45 cm

t
es(H)

-0.39±0.18 
-0.75±0.28 
5.754*** 

1.519

-0.39±0.18 
-0.78±0.25 
6.462*** 

1.801

-0.033
0.608

-0.006
0.131

height
insole

height * insole

41.296*** 
0.165 
0.869 

knee

30 cm
45 cm

t
es(H)

-1.03±0.33 
-1.84±0.40 
8.628*** 

2.193

-1.11±0.29 
-1.97±0.45 
8.727*** 

2.276

0.995
1.117

0.251
0.313

height
insole

height * insole

88.875*** 
1.270 
0.563 

ankle

30 cm
45 cm

t
es(H)

-1.09±0.22 
-1.61±0.31 
5.299*** 

1.915

-0.86±0.16 
-1.15±0.27 
5.963*** 

1.313

-4.038** 
-7.381***

 

-1.191
-1.578

height
insole

height * insole

39.652***
68.535***

6.976* 

*p<.05, **p<.01, ***p<.001, es(H) : effect size for landing height, es(I) : effect size for insole

Table 3. Contribution to total eccentric work(unit: %)

No Insole

joint heights Mean±SD Mean±SD t es(I)

lumbar

30 cm
45 cm

t
es(H)

5.54±2.68 
7.41±3.43 
-3.495** 

-0.609

8.92±3.34 
12.69±5.09 
-4.346*** 

-0.875

-2.335* 
-3.610**

 

-0.456
-0.755

height
insole

height * insole

22.621***
12.944**
5.342*

hip

30 cm
45 cm

t
es(H)

15.05±7.32 
16.52±5.89 

-1.118
-0.222

15.35±6.90 
17.80±5.01 

-1.299
-0.405

-0.284
-1.134

-0.043
-0.234

height
insole

height * insole

1.551
.594
1.425

knee

30 cm
45 cm

t
es(H)

38.36±9.88 
40.50±7.29 

-0.69
-0.247

42.44±9.86 
44.11±9.67 

-0.818
-0.171

-1.908
-2.199

-0.515
-0.538

height
insole

height * insole

.615
4.939*
.057

ankle

30 cm
45 cm

t
es(H)

41.06±7.74 
35.57±5.85 

2.308* 
0.8

33.29±6.94 
25.41±6.08 
7.142*** 

1.206

3.309** 
6.645*** 

0.921
1.535

height
insole

height * insole

17.808**
29.970***

1.536

**p<.01, ***p<.001, es(H) : effect size for landing height, es(I) : effect size for insole



136 Joon-Haeng Cho · Ro-Bin Kim

용 후 낮은 높이인 30 cm에서 착지할 경우에는 15% 가

량 가동범위가 감소한 반면 높은 높이인 45 cm에서 착지

할 경우에는 20% 가량이 감소함으로써, 동일한 깔창을 사

용하더라도 높은 높이에서 착지할 경우 발목의 움직임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4). 

발목 관절의 해부학적 안정성은 족저굴곡이 증가하거나

배측굴곡이 감소할수록 낮아지므로 내번 염좌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Caulfield & Garrett, 2002; Safran et al.,

1999). 본 연구의 결과 깔창 착용 후 두 높이 모두에서

배측굴곡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깔창이 내번 염좌 부상의

위험성을 높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

나 무릎과 엉덩 관절의 움직임은 착지 높이의 증가와 함

께 가동범위가 증가하였지만 깔창 착용 후 발목 움직임의

감소에 따른 무릎과 엉덩 관절 및 허리에서의 운동학적 보

상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Zhang 등 (2000)은 3가지 높이(0.32, 0.62, 1.03 m)에

서 3가지 형태의 착지(연성, 보통, 경성)를 실시한 결과 착

지의 높이가 증가할수록 각 관절의 신장성 일량은 증가한

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착지의 높이와 형태에 따라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움직임과 흡수 기전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

든 상황에서도 무릎 관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

다.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각 관절의 사용비중에서도 무릎

관절은 높이와 형태에 따른 차이 없었으며, 원위 관절인

발목과 근위 관절인 엉덩 관절은 상호적으로 가감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충격흡수는 하지 관절뿐만 아니라 전신을 통해 이루어

지므로(Cho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상체인 허리까지

분석하였다(Figure 5-8). 그 결과 착지 높이의 증가와 함께

허리 및 모든 관절에서 신장성 일량이 증가하였으며, 발목

관절의 비중이 감소함으로써 엉덩 관절의 비중이 증가하

였다. 특히 모든 컨디션에서 무릎 관절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두 결과 모두 선행연구와 유사하였다(Figure 9).

본 연구에서 주요 관점은 깔창 착용 후 발목 움직임의

감소로 인한 허리 및 하지 관절의 운동학적, 운동역학적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 결과 깔창 착용 후 원위 관절

인 발목 움직임과 신장성 일량 및 사용비중이 감소함으로

Figure 4. Ankle sagittal movement

Figure 5. Ankle concentric-eccentric work

Figure 6. Knee concentric-eccentric work

Figure 7. Hip concentric-eccentric work

Figure 8. Lumbar concentric-eccentric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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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엉덩 관절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보다 근위

분절인 허리의 사용비중이 증가해 선행연구에서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발목과 엉덩 관절에서 상호적인 보상작

용이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엉덩 관절보다 근위인 허

리에서 보상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보상작용이

나타난 부위가 다른 이유는 높이와 수행과제에 따른 차이

로 판단된다.

V. 결  론

30 cm와 45 cm 높이에서 드롭 착지 시 깔창 미착용 및

깔창 착용 후 하지 관절의 운동학적, 운동역학적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높이의 증가와 함께 모든 관절에서 가동범위와 신장

성 일량이 증가하였다.

2. 깔창 착용 후 발목 관절의 가동범위와 신장성 일량이

감소하였다.

3. 깔창 착용 후 발목 관절의 사용비중이 감소함으로써,

허리의 사용비중이 증가하였다.

점프 후 착지는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경험하는 일반적인 동작이다. 깔창 착용 후 충격을 흡수하

기 위한 움직임과 일량이 발목 관절에서 감소하였으며, 그

로 인해 발목 관절의 사용비중이 감소함으로써 허리에 사

용비중이 증가하게 되었다. 즉, 보상 작용이 허리에서 나

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 연구들에서 뒷 굽이 높은 신발을 착용 시 하지 및

허리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 운동역학적 분석을 통해 허리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

칠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남성들이 깔창을 착용하고 있으며, 격렬한 운동 시

에도 깔창을 착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결과 볼 때

키 높이 깔창은 발목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

해 허리에서 보상작용이 나타나는 만큼 키 높이 깔창을 안

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동 중에는 제거하는 것이 좋

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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