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걷기의 연장선인 달리기는 인간의 기본 동작 중 하나이다

(Perry & Burnfield, 1992). 달리기는 언제 어디서든 개인의 건강

을 쉽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

고 있다. 최근에는 스포츠 브랜드의 달리기 마케팅이 활성화

되면서 젊은 층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에 참여하고 

있다(Shin, 2018). 그러나 달리기는 걷기와는 다르게 발에 큰 

충격 부하를 준다(Cavanagh & Lafortune, 1980). 이는 곧 발에 

피로골절과 같은 상해를 유발시킨다(Simonsen, Marc, de Zee & 

Kersting, 2017). 

발은 해부학적으로 전족(forefoot), 중족(midfoot), 후족(rear- 

foot)으로 나누어지며, 각 분절 별 서로 다른 기능을 지니고 있

다. 후족은 지면과 접촉하는 동시에 지면으로부터 충격을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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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anthropometric parameters of the foot and kinetic variables during running. 
 
Method: This study was conducted on 21 healthy young adults (age: 24.8±2.1 yes, height: 177.2 
±5.8 cm, body mass: 73.3±7.3 kg, foot length: 256.5±12.3 mm) with normal foot type and heel 
strike running. To measure the anthropometric parameters, radiographs were taken on the frontal 
and sagittal planes, and determined the length and width of each segment and the navicular 
height. Barefoot running was performed at a preferred velocity (3.0±0.2 m/s) and a fixed velocity 
(4.0 m/s) on treadmill (Bertec, USA) in order to measure the kinetic variables. The vertical impact 
peak force, the vertical active peak force, the braking peak force, the propulsion peak force, the 
vertical force at mid-stance (vertical ground reaction when the foot is fully landed in mid-stance 
or at the point where the weight was uniformly distributed on the foot) and the impact loading 
rate were calculate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as us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nthropometric variables and kinetical variables. The significance level was set to α = .05. 
 
Results: At the preferred velocity running, the runner with longer forefoot had lower active 
force (r=-.448, p=.041) than the runner with short forefoot. At the fixed velocity, as the navicular 
height increases, the vertical force at full landing moment increases (r= .671, p= .001) and as the 
rearfoot length increases, the impact loading rate decreases (r=- .469, p= .032). 
 
Conclusion: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ngth of fore-foot and rearfoot, 
and navicular height. Therefore it was conclude that anthropometric properties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foot study. It was expect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anthropometric 
parameters and kinetical variables of foot during running can be used as scientific criteria and 
data in various fields including performance, injury and equipment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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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며, 순간적으로 신체의 이동을 멈추어 일시적인 신체의 

감속을 일으킨다. 중족은 체중을 지지하고 신체의 균형을 유지

시킨다. 전족은 지면을 밈으로써 신체가 앞으로 이동할 수 있

도록 한다(Neumann, 2002). 이러한 발의 기능을 판단하는 수

단으로 지면반력(ground reaction force)이 활용되고 있다. 지면

반력은 운동역학적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써, 달리기 시 

신체가 받는 충격(impact)을 정량화시키고, 추진(propulsion)과 

제동(barking)의 크기와 패턴을 분석하는데 활용된다. 대표적으

로 달리기의 속도가 증가할수록 수직 충격력, 제동력, 추진력, 

충격 부하율의 크기도 증가한다(De Wit, De Clercq & Aerts, 

2000; Nilsson & Thorstensson, 1989; Nigg, Bahlsen, Luethi & 

Stokes, 1987). 이러한 지면반력 데이터는 달리기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여 선수의 운동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상해의 기전을 

밝혀 잠재적인 상해 발생률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Ryu, 2005; Nilsson & Thorstensson, 1989). 

최근 들어 발과 달리기 운동수행능력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

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Ueno et al. (2018)은 달리기 선수

들이 일반인보다 전족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며, 이는 운동 수

행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Tanaka et al. 

(2017)은 남자 단거리 선수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발가락의 

길이가 비 선수의 발가락 길이보다 길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였으며, 단거리 선수들 중 빠른 그룹과 느린 그룹을 비교 분석

한 결과 속도가 빠른 그룹이 두 번째 발가락의 길이가 첫 번

째 발가락 보다 더 길다고 보고하여 전족의 뼈 길이가 길수

록 달리기 수행능력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Rolian, 

Lieberman, Hamill, Scott & Werbel (2009)는 이와 같은 결과는 

달리기 시 긴 발가락이 모멘트 암을 증가시켜 발가락의 굽힘 

힘을 증가시켜 운동수행능력이 향상된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발과 달리기 운동수행능력 연구와는 달리 달리기 시 발생되

는 발 상해에 관한 연구는 매우 많이 진행되어 왔다. 대부분의 

단거리 달리기 선수들은 전족 착지를 하는 반면, 장거리 선수

의 75~80%는 후족 착지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Novacheck, 

1998; Hasegawa, Yamauchi & Kraemer, 2007). Cavanagh & 

Lafortune (1980)은 달리기 시 후족 착지를 하는 선수들이 전족 

착지를 하는 선수들에 비해 더 높은 수직 지면반력 값이 관찰

된다고 보고하였으며, Daoud et al. (2012)는 후족 착지의 선수

가 전족 착지의 선수에 비해 상해가 약 2배 더 많이 발생한다

고 보고하였다. 후족 착지 달리기는 빠른 달리기나 맨발 달리

기처럼 반복적인 큰 충격력을 동반한다. 반복적인 큰 충격 부

하는 신체에 과 사용현상(overuse phenomena)을 일으키고, 이

는 곧 신체 근골격계의 상해 원인이 된다(Ryu, 2005; Cavanagh 

& Lafortune, 1980; Daoud et al., 2012). 반면 Simonsen et al., 

(2017)은 달리기에 의해 발생되는 상해 중 55%는 발허리뼈에서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Nagel, Fernholz, Kibele & Rosenbaum 

(2008)은 장거리 달리기 전과 후의 발 부위 별 압력을 비교한 

결과 달리기 전보다 달린 후 때의 발허리뼈 압력이 더 높았으

며, 발가락의 압력은 더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운동역학적 발 연구는 생체 내 발의 기능을 밝히고 달리기

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정의하여 운동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하였다(Chan & Rudins, 1994). 또한 정상과 병리학적 차

이를 통해 상해의 기전을 밝히고, 인체에 전달되는 충격력을 

최소화시키는 장비 및 도구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과학적 기준

과 자료를 제시하였다(Kim, 2006; Cavanagh & Lafortune, 1980; 

Novacheck, 1998). 이를 통해 발을 포함한 신체 각 관절들을 보

호하고 상해를 예방시키는 보조기나 운동화가 개발되었으며 

현재에도 더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되고 있다(Kim, 2000; 

Song, Lee & Sung, 2008; D'AoÛt, Pataky, De Clercq & Aerts, 

2009). 

그러나 달리기에 대한 발 연구 대부분은 사람 개인의 고유 

특성인 인체측정학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 발 분절에 따

른 기능과 특성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같다. 그러나 인체

측정학적 특성(anthropometric parameter)은 모든 사람마다 다

르다. 즉, 발은 사람들마다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은 같다 하더

라도 발 분절의 길이나 너비, 높이 등과 같은 인체측정학적 특

성은 개인마다 모두 다르다. 이는 곧 운동역학적 연구에도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인체측정학적 특성을 고려한 달리기 연구

는 최근에 몇몇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전족과 운

동수행능력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가 다소 있을 뿐(Ueno et 

al., 2018; Tanaka et al., 2017; Baxter, Novack, Werkhoven, Pennell 

& Piazza, 2012; Rolian et al., 2009), 중족 및 후족과 운동수행능

력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

한, 전족의 길이와 운동수행능력간 관계를 밝혀 냈을 뿐, 이에 

대한 역학적 메커니즘이나 정량적인 관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달리기 시 발의 인체측정학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상해와 경기력과 관련해 필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달리기 시 발 분절의 인체측정학적 특성과 운동역학적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METHOD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근 · 골격계에 이상이 없고, 정

상 발 유형과 달리기 시 후족 착지 유형을 지닌 건강한 20대 

남성 21명을 선정하였다(Table 1). 이 때, 본 연구는 K대학교 생

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승인을 받았으며(과제 관리번호: 1263- 

201806-HR-014-02, 승인번호: 20180625-016, 승인날짜: 2018. 

07. 05), 모든 대상자는 자발적 동의로 연구에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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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정상 발 유형과 후족 착지 유형을 선별하기 

위해 사전에 구두 설문과 NDT (navicular drop test) 및 NNHt 

(normalized navicular height truncated) 검사를 실시하여 대상

자를 모집하였다. NDT는 지면에 체중을 싣은 상태와 싣지 않

은 상태에서의 발배뼈 높이 차를 통해 정상 발 유형을 구분

하는 검사이며, NNHt는 발의 길이(뒤꿈치에서 첫 번째 중족 

관절까지의 길이)에 대한 발배뼈 높이까지의 길이 비로 정상 

발의 유형을 구분한다. 이 때 정상 발 범위는 NDT: 6~9 mm 

(Picciano, Rowlands & Worrell, 1993; Razeghi & Batt, 2002; 

McPoil et al., 2008), NNHt: 0.22~0.31 mm (Razeghhi & Batt, 

2002)로 설정하였다. 이후, 선정된 대상자들은 발을 횡단 면과 

시상 면으로 radiography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발의 인체측

정학적 변인(전족, 중족, 후족의 길이와 너비, 발배뼈의 높이)을 

측정하였다(Figure 1) (Ce4rt, 2017). 맨발 달리기를 실시하기 전, 

대상자들은 충분한 준비운동 시간을 가졌다. 각 대상자들의 

선호 주행 속도는 트레드밀 위에서 속도의 증가와 감소를 임

의적으로 반복하여 각 대상자가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속도

를 선정, 이와 같은 과정을 3번 반복 후 평균 내어 선정하였다

(Ryu, 2012; Ryu, 2013). 반사 마커는 달리기 시 발의 완전 착지 

순간을 측정하기 위해 오른발 1번째와 5번째 발허리뼈 머리

와 뒤꿈치에 각각 부착하였으며(Figure 2), 5번째 발허리뼈 머

리와 뒤꿈치의 반사 마커 높이를 동일하게 부착하였다(Tsung, 

Zhang, Fan & Boone, 2003). 운동역학적 변인들은 지면반력기

가 내장된 트레드밀(instrumented treadmill, Bertec, USA) 주변

으로 8대의 적외선 카메라(Oqus 300, Qualisys, Sweden)를 설치

한 후, NLT (non-linear transformation) 방법으로 각 카메라의 

기준 좌표계를 설정하였으며, 이 때 카메라와 지면반력의 샘

플링 율(sampling rate)은 각각 100 Hz와 1,000 Hz로 설정하였

다. 실험 시 속도(선호 주행 속도, 고정 속도 4.0 m/s)는 무작위

로 선정하여 3분 맨발 달리기를 수행하였으며, 각 주행 속도 

사이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자료 취득 후, 연속

되는 20보폭(stride)만을 이벤트 구간으로 설정하여 자료를 수

집하였다. 

 

3.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는 달리기를 통해 얻어진 20개의 보복 중 5개

(1, 5, 10, 15, 20번째)의 보폭만을 선정하여 최대 수직 수동력 

또는 충격력(vertical impact peak force), 최대 수직 능동력(ver- 

tical active peak force), 최대 제동력(breaking peak force), 최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ge (yrs.) Height (cm) Body mass (kg) Foot length (cm) Preferred run speed (m/s) 

24.8±2.1 177.2±5.8 73.3±7.3 256.5±12.3 3.0±0.2 

Figure 1. Navicular height (A), Foot length and width (B). In the
(B), (1) Total foot length, (2) Forefoot length, (3) Midfoot  length,
(4) Rearfoot length, (5) Forefoot width, (6) Midfoot width, (7) 
Rearfoot width, (8) Metatarsal bone, (9) Cuneiform bone, (10) 
Cuboid bone, (11) Navicular bone, (12) Talus bone, (13) Cal-
caneus bone. 

Figure 2. Position of reflective marker. (1) 2nd toe, (2) 1st meta-
tarsal head, (3) 5th metatarsal head, (4) H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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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추진력(propulsion peak force), 완전 착지 순간에서의 힘 값

(vertical force at mid-stance), 충격 부하율(impact loading rate)

을 산출하였다. 산출된 값은 대상자들의 체중으로 표준화시켜 

평균화하였다. 최대 수동력과 최대 수직 능동력은 상 방향을 

(+), 하 방향을(-)로 설정하였으며, 최대 제동력과 최대 추진력

은 신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 신체가 뒤로 나아가는 

방향을 (+)로 설정하였다. 완전 착지 순간은 달리기 시 체중이 

발에 골고루 분포되는 지점, 즉 발이 완전히 착지하는 시점으

로 정의하였다. 이 때의 수직 지면반력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달리기 착지 후 5번 째 발허리뼈 머리와 발꿈치뼈 끝 중앙점

에 부착된 반사 마커의 위치 차가 0에 가까운 지점을 완전 착

지 순간에서의 힘으로 설정하여 수직 지면반력 값을 산출하였

다(Tsung et al., 2003). 적외선 카메라와 지면반력기로부터 원 

자료를 획득하면서 발생된 오차(noise)를 제거하기 위해 4차 

버터워스 저역통과필터(Butterworth 4th low-pass filtering)를 실

시하였다. 이 때, 차단 주파수(cut-off frequency)는 주파수 분

석(power spectrum density; PSD)을 통해 설정하였으며, 누적된 

주파수의 99.9% 주파수로 선정하였다(Ryu, 2012; Ryu, 2013). 본 

실험에서 달리기 시 발생된 지면반력 크기는 개인 발의 고유

한 인체측정학적 특성에 따른 크기이기 때문에 발의 인체측정

학적 자료는 절대치로 사용하였다. 

4. 통계 처리 

 본 연구의 통계 처리는 SPSS 24.0 (IBM, USA)을 이용하여 피

어슨의 적률 상관계수(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s) r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적 상관 및 부적 

상관 정도를 해석했다(Kang, 2006). 이 때 유의 수준은 α= .05

로 설정하였다. 

RESULTS 

본 연구는 달리기 시 발의 인체측정학적 변인과 운동역학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radiograph 촬영을 통해 전

족, 중족, 후족의 길이와 너비, 발배뼈의 높이를 측정하였고, 

선호 속도(3.0±0.2 m/s)와 고정 속도(4.0 m/s)에서 맨발 달리기

를 실시하여 최대 수직 충격력과 최대 수직 능동력, 최대 제동

력, 최대 추진력, 완전 착지 순간에서의 힘, 충격 부하율을 산

출하였다. 

1. 인체측정학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21명의 발에 대한 인체측정학적 변인(전

족, 중족, 후족의 길이와 너비, 발배뼈의 높이)들을 산출한 결과, 

전체 발 길이: 256.3±12.4 mm, 전족 길이: 119.5±7.6 mm, 중족 

길이: 34.1±2.9 mm, 후족 길이: 90.8±5.4 mm, 전족 너비: 86.8

±4.9 mm, 중족 너비: 66.4±3.4 mm, 후족 너비: 55.3±3.6 mm, 

발배뼈 높이: 44.5±5.3 mm으로 나타났다(Table 2). 

2. 운동역학적 변인 

실험 결과, 대상자 21명의 달리기 속도에 따른 운동역학적 

특성은 선호 속도(3.0±0.2 m/s)에서 최대 수직 충격력: 1.50±

0.20 N/BW, 최대 수직 능동력: 2.29±0.14 N/BW, 최대 제동력: 

0.41±0.11 N/BW, 최대 추진력: -0.26±0.04 N/BW, 완전 착지 

순간에서의 힘: 1.4±0.23 N/BW, 충격 부하율: 83.02±22.99 N/ 

(BW*t)으로 나타났으며, 고정 속도(4.0 m/s)에서 최대 수직 충

격력: 2.07±0.28 N/BW, 최대 수직 능동력: 2.48±0.17 N/BW, 최

대 제동력: 0.59±0.16 N/BW, 최대 추진력: -0.36±0.05 N/BW, 완 

Table 3. Kinetic Variables feature 

 
Impact 

peak force 
(N/BW) 

Active 
peak force 
(N/BW) 

Braking 
peak force 
(N/BW) 

Propulsion 
peak force 
(N/BW) 

Vertical force at 
mid-stance 

(N/BW) 

Impact 
loading rate 
((N/BW)/t) 

PV  1.5±0.20 2.29±0.14 0.41±0.11 - 0.26±0.04 1.40±0.23 83.02±22.99 

FV 2.07±0.28 2.48±0.17 0.59±0.16 - 0.36±0.05 1.66±0.25 150.87±41.21 

Table 2. Anthropometric feature of the foot (Unit: mm) 

 
 Length 

 
Width Navicular 

height Total Forefoot Midfoot Rearfoot Forefoot Midfoot Rearfoot 

Mean ± SD 256.3±12.4 119.5±7.6 34.1±2.9 90.8±5.4  
 

86.8±4.9 66.4±3.4 55.3±3.6 4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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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correlation between vertical active peak force and forefoot length in preferred velocity (A) and in fixed velocity (B), and
forefoot width in preferred velocity (C) and in fixed velocity (D). 

Figure 4. The correlation between propulsion peak force and forefoot length in preferred velocity (A) and in fixed velocity (B), and 
forefoot width in preferred velocity (C) and in fixed velocity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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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착지 순간에서의 힘: 1.66±0.25 N/BW, 충격 부하율: 150.87± 

41.21 N/(BW*t)으로 나타났다(Table 3). 

3. 인체측정학적 특성과 운동역학적 변인과의 상관관계 

1) 전족(Forefoot) 

달리기 속도에 따른 전족의 인체측정학적 특성(전족의 길이 

및 너비)과 운동역학적 변인(최대 수직 능동력 및 최대 추진

력)과의 상관관계를 관찰한 결과, 선호 속도와 고정 속도 달리

기 시, 전족의 길이와 너비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수직 능동

력(Figure 3)과 최대 추진력(Figure 4)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이 중, 선호 속도 달리기에서 전족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최대 수직 능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낮은 부적 상관관계

(r=- .447, p= .042)가 관찰되었다(p< .05). 

2) 중족(Midfoot) 

선행 속도와 고정 속도에 따른 중족의 인체측정학적 특성

(중족의 길이 및 너비, 발배뼈의 높이)과 운동역학적 변인(완전 

착지 순간에서의 힘)과의 상관관계를 관찰한 결과, 두 속도에

서 중족의 길이와 너비가 증가할수록 완전 착지 순간에서의 

힘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

이지 않았다(Figure 5). 또한, 선호 속도 달리기 시, 발배뼈의 높

이가 높아질수록 완전 착지 순간에서의 힘은 감소하는 경향만 

보이는 반면, 고정 속도 달리기에서는 완전 착지 순간에서의 

Figure 5. The correlation between vertical force at midstance and midfoot length in preferred velocity (A) and in fixed velocity (B), and
midfoot width in preferred velocity (C) and in fixed velocity (D), and navicular height in preferred velocity (E) and in fixed velocity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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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e correlation between vertical impact peak force and rearfoot length in preferred velocity (A) and in fixed velocity (B), and
rearfoot width in preferred velocity (C) and in fixed velocity (D). 

Figure 7. The correlation between braking peak force and rearfoot length in preferred velocity (A) and in fixed velocity (B), and 
rearfoot width in preferred velocity (C) and in fixed velocity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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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증가하는 경향 및 통계적으로 유의한 보통의 정적 상관

관계(r= .572, p= .007)가 관찰되었다(p< .05). 

3) 후족(Rearfoot) 

선호 속도 및 고정 속도에 따른 후족의 인체측정학적 특성

(후족의 길이 및 너비)과 운동역학적 변인(최대 수직 충격력, 

최대 제동력, 충격 부하율)과의 상관관계를 관찰한 결과, 두 속

도에서 후족의 길이와 너비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수직 충격

력(Figure 6), 최대 제동력(Figure 7), 충격 부하율(Figure 8)은 대

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고정 속도 달리기에서 후족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충

격 부하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보통의 부적상관관계(r=- .469, 

p= .032)가 관찰되었다(p< .05). 

DISCUSSION 

본 연구는 맨발 달리기 시 발의 인체측정학적 특성과 운동

역학적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같은 

조건에서 실험 대상자들의 달리기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본 

실험에서는 고정 속도(4.0 m/s)를 설정하였다. 또한 실험 대상

자들의 자연스러운 달리기 특성을 유도하고, 고정 속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선호 속도(3.0±

0.2 m/s)를 활용하였다(Ryu, 2007). 

본 실험 결과에서 선호 속도 달리기 시 전족 길이가 길수

록 최대 수직 능동력은 감소되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Grimston, Nigg, Fisher & Ajemian (1994)는 피로골절을 경험한 

여성 주자가 경험하지 않은 여성 주자에 비해 최대 수직 능동

력이 훨씬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 Ryu (2013)는 2시간 이상의 

장시간 달리기 시 최대 수직 능동력은 감소하였으며, 감소한 

최대 수직 능동력은 상해 유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Messier, Davis, Curl, Lowery & Pack (1991)은 최대 

수직 능동력은 상해를 경험한 주자와 그렇지 않은 주자 간 상

해를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인자라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은 최대 수직 능동력이 상해와 밀접한 관계를 지

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처럼 선호 

속도 달리기 시, 전족이 길수록 최대 수직 능동력이 감소되는 

것은 전족이 짧은 사람에 비해 잠재적 상해 발생 가능성이 낮

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최대 수직 능동력의 감소는 달리기의 

속도를 증가시키는데 더 많은 힘과 에너지를 소모시켜야 하기 

때문에 운동수행능력에서는 우수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된다. 

즉, 빠른 달리기 속도가 필요한 단거리 육상 선수들에게는 전

족이 짧을수록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본 연구의 결과

와는 달리 Ueno et al. (2018)와 Tanaka et al. (2017), Baxter et 

Figure 8. The correlation between vertical impact loading rate and rearfoot length in preferred velocity (A) and in fixed velocity 
(B), and rearfoot width in preferred velocity (C) and in fixed velocity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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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2)는 엘리트 주자가 일반인에 비해 전족의 길이가 길며, 

선수들 간에도 경기기록이 더 좋은 선수가 좋지 않은 선수에 

비해 전족의 길이가 더 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Rolian et al. 

(2009)는 긴 전족은 발가락의 저측 굴곡 모멘트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많은 탄성 에너지를 저장 및 방출시켜 발가락 굽힘 

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추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고 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상반된 결과의 원인은 실험의 

대표 대상자를 선행 연구와는 달리 일반 대상자만으로만 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Ueno et al. (2018)와 Tanaka et al. (2017), 

Baxter et al. (2012)는 육상 선수의 전족 길이가 일반인보다 길

다라고 보고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육상 선수가 어렸을 때부

터 많은 달리기를 수행하였고 이것이 전족의 길이 변화에 영

향을 끼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때문에 선수를 대상으로 한 선

행 연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대조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일반인을 통한 본 연구 결과에서

도 발의 인체측정학적 요인과 운동역학적 변인과의 상관관계

가 나타났다는 점은 일반인에게도 인체측정학적 요인을 고려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두 번째로 고정 속도 달리기 시 발배뼈의 높이가 높아질수

록 완전 착지 순간에서의 힘이 증가되는 정적 상관관계가 관

찰되었다. 완전 착지 순간은 달리기의 중간 디딤기 시 발의 후

족과 전족 모두 지면에 완전히 닿는 순간을 의미하며, 이 순간

에서의 수직 지면반력은 중력 및 신체의 무게를 지탱하는 힘

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Šentija, Rakovac & Babić (2012)의 선

행 연구에서 복사뼈의 높이는 속도 변화와 상관관계가 나타나

지 않는다고 보고하였지만, 빠른 고정 속도 달리기에서만 복

사뼈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완전 착지 순간에서의 수직 지면반

력과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기 때문에 완전 착지 순간에서의 

수직 지면반력은 속도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고정 속도 달리기 시, 발배뼈의 높이가 높은 주자가 낮은 주자

에 비해 신체 무게로부터 받는 충격력이 크며, 잠재적으로 높

은 부상율을 지니게 된다고 판단된다. 보행 시, 지면으로부터

의 수직 충격력은 중족 아치의 엎침 동작에 의해 흡수가 된다

(Neumann, 2002). 하지만 고정 속도 달리기 시, 발배뼈의 높이

가 높은 주자는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은 주자에 비해 빠른 시

간 안에 완벽한 엎침이 이뤄지지 않아 지면으로부터의 충격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완전 착지 순간에서의 힘이 증가되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세 번째로 고정 속도 달리기 시 후족의 길이와 충격 부하율

의 상관관계 결과를 살펴보면, 후족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충

격 부하율은 감소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관

찰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충격 부하율에만 통계적 차이가 

나고 최대 수직 충격력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후족이 

지면에 접촉하는 순간부터 최대 수직 충격력이 발생되는 시점

까지의 시간에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고정 속도 

달리기에서 후족의 길이가 긴 주자는 짧은 주자에 비해 지면

에 닿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충격 부하율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짧은 후족 길이의 주자는 긴 후족 길이의 주자

에 보다 고정 속도 달리기를 수행할 때 더 많은 충격을 받을 

수 있으며, 발에 잠재적인 상해율을 지닐 수 있다고 판단된다. 

위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달리기의 속도에 따라 전족, 중족, 

후족의 길이 차는 지면으로부터의 충격력에 영향을 받는다. 이

는 곧 전족, 중족, 후족의 길이에 따라서 잠재적인 발 상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다. 따라서 속도와 전족, 중족, 후족의 

길이에 따라 받는 충격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또는 연구

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선호 및 고정 속도 달리기에 따라 발의 인체측정학적 특

성과 운동역학적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달리기 

주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선수 및 일

반인들에게 자신 발에 적합한 신발을 착용하여 상해를 예방하

고 재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뿐

만 아니라, 신발 제작 시 발의 각 분절의 길이와 너비에 따라 

쿠션 및 인솔의 기능과 형태를 고려하여 인체공학적 신발을 

제작함으로써 선수 및 일반인에게 운동수행능력의 향상과 상

해 예방 및 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더 나

아가 육상 선수 선발에 발의 인체학적 특성을 고려한 기준으

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CONCLUSION 

본 연구는 달리기 시 발의 인체측정학적 요인과 운동역학적 

변인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연구를 수

행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충격 부하율과 수직 능동력은 발을 통해 신체가 받는 충격

으로써 상해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전족과 후

족의 길이가 짧을수록 발에 충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

문에 쿠션이 내재된 신발 또는 아웃솔(outsole)을 착용하는 것

이 좋다고 판단된다. 반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추진력을 비

롯하여 수직 능동력의 크기가 높아야 한다. 이에 전족이 짧은 

사람일수록 전족이 긴 사람보다 달리기 속도를 내는데 더 유

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발의 인체측정학적 요인과 운동역학적 변

인 사이 간 상관성만을 규명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

는 상관관계를 가진 변인에 한하여 회귀 분석을 통한 인과관

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 트레

드밀에서 맨발 달리기를 통한 발의 인체측정학적 요인과 운동

역학적 변인과의 상관관계가 드러남에 따라 실제 야외에서 신

발을 신고 달리는 것을 분석하여 현장과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준과 자료를 제시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판단

된다. 향후 이와 유사한 연구에서는 발의 인체측정학적 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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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학적 및 EMG를 활용한 운동역학적 변인과의 분석을 통하

여 발 분절에 따른 움직임을 보다 효과적으로 검증하는 생체

역학적 분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족, 중족, 후족 길이에 

따라 지면으로부터 받는 충격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실 생활

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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