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Abstract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the dynamic balance and leg muscle activity of adults 

in their 20s with or without shoes.

Methods: In this study, seven male and 11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their 20s were randomized to determine the order of 

being with or without shoes, and the dominant foot was supported on the central platform of dynamic balance according to the 

order procedure. Using the opposite foot, the distance of leg stretching in the anterior, posterior medial, and posterior lateral 

directions and the muscle activity of the supporting leg were measured. Muscle activity measurement sites were attached to the 

dominant vastus medialis oblique muscle, vastus lateral oblique muscle, tibialis anterior muscle, peroneus longus muscle, and 

lateral gastrocnemius muscle.

Result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distance of leg stretching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anterior, posterior medial, and 

posterior lateral directions when barefoot rather than when wearing shoes (p < 0.05). The muscle activity of the vastus medial 

and lateral oblique muscle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all three directions when barefoot rather than when wearing shoes (p 

< 0.05). The muscle activity of the tibialis anterior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anterior direction when barefoot (p < 0.05), 

the peroneus longus muscl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when it was barefoot in the posterior medial direction (p < 0.05),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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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ral gastrocnemius muscle activity significantly increased when barefoot in the posterior direction (p < 0.05).

Conclusion: The movement of the legs is freed when barefoot as compared to when wearing shoes, and being barefoot 

can effectively activate muscle activity and improve balance ability.

Key Words: Dynamic balance test, Muscle activity, Shoes, Foot reach length

Ⅰ. 서 론

균형이란 다양한 움직임과 자세 변화 시 무게 중심

(center of mass)을 중력에 대항하여 지지면(base of 

support) 내에 위치하도록 조절함으로써 신체를 바른 

자세로 유지하는 기전이다(Radomski & Latham, 2008). 

이러한 균형은 감각 기관을 통해 신체의 움직임 패턴

을 파악하여 중추신경계로 입력시켜 감각을 통합한 

후에 근육뼈대계로 다시 신호를 전달하여 그에 따른 

자세조절 반응을 수행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달성

된다(Nagano et al., 2011).

균형은 정적균형과 동적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정적균형은 안정된 지지면에서 최소한의 신체 움직임

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Hrysomallis, 

2011) 동적 균형은 불안한 환경에서 움직이는 동안 

신경근 동원 순서를 유동적으로 바꾸어 자세를 조절

하는 능력이다(Fullam et al., 2014; Gribble et al., 2004). 

균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움직임을 수행하는 동

안 자세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근력, 

근지구력, 근긴장도, 관절의 유연성 등 다양한 기능적 

요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Vuillerme et al., 2002). 특

히, 발이 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는 발이 지면과 직접적으로 맞닿게 되면서 

자세유지를 위한 안정성과 지면에 대한 감각 정보를 

제공하여 지면으로부터 받게 되는 충격을 흡수하여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Hillstrom et al., 2013). 따라서 발목관절 근육들의 안정

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자세동요가 나타날 때 자세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Clifford 

& Holder-Powell, 2010). 이렇듯 균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데 신발이 외부환경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기

능 향상 및 발의 움직임 조절을 통해 보행의 효율을 

증진시켜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Barton et al., 2009). 

하지만 몇몇 연구자들은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맨발

에 비해 발에 대한 위치감각 및 운동감각을 감소시키

고 고유수용성 감각정보들을 정확하게 수용하지 못해 

발 주위 근육들의 민감도를 떨어뜨려 오히려 균형능

력이 감소되어 보행패턴에 악영향을 미쳐 낙상이 증

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McKeon et al., 2014; Petersen 

et al., 2020; Robbins et al., 1995). 또한 대부분의 신발들

은 이동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뒤굽이 앞굽보다 높기 

때문에 신체의 중심이 앞쪽으로 쏠려 발의 변형을 유

발하여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

다(An et al., 2007; Kim et al., 2015; Lee, 2010). 이처럼 

신발과 맨발에 따른 균형능력의 논란은 현재까지 계

속 진행중에 있으며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정

적인 상황에서 맨발과 신발 착용 시 균형능력을 비교

하였다(Alghadir et al., 2018; Andresa et al., 2012; Carl 

& Barrett, 2008; D’AoÛt et al.; 2009). 그러나 균형능력

은 정적인 자세보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균형을 유

지하는 동적균형능력이 자세를 조절하는데 있어 더 

필수적인 요소이며, 또한 균형 유지 시에는 다리의 

근활성도 패턴 변화양상도 매우 중요하다(Shimada et 

al.,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상 성인을 대상으

로 맨발과 신발을 착용한 상태에서 동적균형능력 평

가 및 다리의 근활성도 변화양상을 분석하여 장차 발

의 기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신발 개발에 기초

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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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건강한 20대 성인 남자 7명과 여성 11명이 본 연구

에 자원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몸통과 다리에 근육뼈대계 질환이 없는 자, 

(2) 다리에 선천적인 기형이 없는 자, (3) 외과적 혹은 

신경학적 질환의 경험이 없는 자로 선정하였다(Ahn, 

2018; Ahn, 2021). 연구대상자의 제외 기준은 (1) 몸통

과 다리에 영향을 미치는 염증성 질환의 이력이 있는 

자, (2) 몸통과 다리에 무리한 운동이나 특별한 운동을 

하고 있는 자, (3) 최근 1년 이내에 골절이나 다른 근골

격계 질환으로 수술이나 치료를 받은 자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자 표본 선정 기준은 G-Power 3.1(University 

of Dusseldorf, Germany)을 이용하여 Paired t-test, 유의

수준 0.05, 검정역 0.8, 효과크기 0.5로 설정한 결과 

연구대상자수는 15명이 산출되었는데 탈락 인원을 고

려하여 18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동의대학교 생

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모든 환자는 헬싱

키 선언의 윤리 기준에 따라 사전 동의 양식을 읽고 

서명하였다.

2. 측정 도구 및 방법

1) 동적 균형 검사(dynamic balance test)

본 연구의 동적균형은 다이나믹 밸런스 장비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다이나믹 밸런스 검사(Dynamic 

balance test, O2lab Inc., Korea)는 동적 균형 능력을 

측정하는 장비로써 한 발로 선 자세에서 중앙 발판을 

중심으로 앞쪽(anterior, AT), 뒤안쪽(posterior medial, 

PM), 뒤가쪽(posterior lateral, PL)으로 균형을 유지하면

서 최대한 발을 뻗고 돌아올 수 있는 지점까지의 거리

를 측정하는 Y-balance test와 동일한 플랫폼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Lee & Ahn, 2018)(Fig. 1). 측정방법과 

평가기준 또한 똑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디지털

센서 기술(데이터 무선전송 시스템, 데이터 기록 및 

관리 자동화 시스템, 대상자 1명으로 균형능력 측정이 

가능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화 시스템

을 사용하여 실험이 가능하다(Lee & Ahn, 2018). 본 

연구에서 측정은 신발유무에 따라서 우세발을 중앙플

랫폼에 지지하고 반대쪽 발을 앞쪽, 뒤안쪽, 뒤바깥쪽

의 세 방향으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평면 형태의 슬라

이드 판을 밀고 돌아올 수 있을 만큼의 거리를 측정하

였고, 근피로를 방지하기 위해 각 방향별로 3회 측정 

후 30초간의 휴식을 제공하였다. 뻗은 지점까지의 거

리는 소수점 2자리까지 cm단위로 측정을 하였고 학습

효과의 방지를 위해 각 방향별로 6번의 모의 연습 후 

본 실험을 진행하였으며(Plisky et al., 2009) 총 3회 측정

하여 평균값을 본 연구의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측정 

도중 지지하고 있는 발이 중앙플랫폼에서 떨어지거나 

슬라이드 판을 밀고 시작자세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경우에는 실패로 간주하고 다시 측정하였다(Plisky et 

al., 2009)(Fig. 2). 다이나믹 밸런스의 경우 기존에 있던 

Y-밸런스 장비와의 타당도를 비교한 결과 각방향별 

타당도 계수 r 값은 앞쪽방향에서 0.87, 뒤안쪽 방향에

서 0.96, 뒤바깥쪽 방향에서 0.94로써 각 방향별 타당도

는 아주 높은 타당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장비에 

대한 신뢰도의 경우에는 앞쪽 방향에서 0.92, 뒤안쪽 

방향에서 0.97, 뒤가쪽방향에서 0.98의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Park, 2020).

Fig. 1. Dynamic balance test.



156 | PNF and Movement Vol. 19, No. 2

2) 표면 근전도

본 연구에서 신발 유무에 따른 동적균형능력을 측

정하는 동안 다리의 근활성도를 알아보기 위해 표면 

근전도 Noraxon telemyo 2400 system (Myosystem TM 

DTS, Noraxon Inc., USA)를 사용하였다(Fig. 3). 전극을 

근육에 부착하기 전 피부 저항의 마찰은 줄이고 청결

함을 유지시키기 위해 소독용 알콜솜으로 부착부위를 

깨끗이 닦아낸 후 근섬유의 방향과 나란하게 부착하

였으며, 전극 사이 간 거리는 2cm로 설정하였다

(Hermens et al., 2000). 전극은 우세측 안쪽넓은근, 가쪽

넓은근, 앞정강근, 긴종아리근, 가쪽장딴지근에 부착

하였으며, 부착방법은 다음과 같다. 안쪽넓은근은 위

앞엉덩뼈가시에서 무릎뼈 안쪽을 이은 선 80% 사이의 

거리에 위치, 가쪽넓은근은 위앞엉덩뼈가시에서 무릎

뼈 바깥쪽을 이은선 2/3 사이의 거리에 위치, 앞정강근

은 종아리뼈 상단과 안쪽복사뼈 사이 위쪽 1/3 선상의 

위치, 긴종아리근은 종아리뼈 머리의 먼쪽 3cm 지점

의 위치, 가쪽장딴지근은 종아리뼈 머리와 발뒤꿈치 

사이 위쪽 1/3 선상 위치에 부착하였다(Hermens et al., 

2000)(Fig. 4). 각 근육에서 측정된 표면근전도의 신호

는 평균제곱근법(root mean square, RMS)의 값을 사용

하여 신호 파형(raw date)을 제곱한 뒤 적분하여 정량

화를 분석하였고 표본추츌률(sampling rate)은 2,000㎐

Fig. 2. Comparison of dynamic balance tests with or without shoes.

Fig. 3. Noraxon telemyo 2400 system.

 

Fig. 4. EMG attachment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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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하였으며, 주파수 대역폭은 20∼450Hz로 설정

하여 노이즈 제거하였다. 기타 신호 처리는 정류

(rectification)와 평활화(smoothing)를 사용하여 처리하

였고, 근전도 신호의 일반화는 최대 수의적 등척성 

수축의 동작을 기준 값으로 사용하는 %MVIC 

(maximum voluntary isomeric contraction) 값을 사용하

였다(Cram et al., 1998). 측정은 총 3회 실시하였고 측정

된 값을 평균화하여 사용하였다. 표면근전도의 장비

에 대한 신뢰도는 0.77∼0.98 사이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Kim, 2011).

3. 실험 절차

본 연구는 신발 유무에 따른 동적균형능력과 근활

성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무작위 배정(randomized 

controlled trial)비교를 통해 신발 유무에 따른 순서를 

정하였고 그 순서절차에 따라 다이나믹 밸런스의 중

앙플랫폼에 우세발을 지지하고 반대측 발을 이용하여 

앞쪽, 뒤안쪽, 뒤가쪽 방향으로 다리를 뻗는 동안 뻗은 

거리와 지지하고 있는 다리의 근활성도를 측정하였

다. 학습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각 방향별 6번의 사전연

습 후 본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총 3회 반복측정한 

값을 평균화하여 사용하였다. 신발 유무에 따라서 각 

방향별로 3회 측정 후 근피로 방지를 위해 1분간 휴식

을 취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를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검증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로 산출하였고 샤피로윌

크 검정을 통해 모집단의 정규분포가 충족하여 모수

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신발 유무에 따른 다이나

믹 밸런서 검사 수행 시 뻗은 거리와 다리의 근활성도

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 표본t-test (independent 

t test)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실험참가의 의사를 밝힌 정

상 성인 남녀 1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평균나이는 23.58±3.51세, 평균 키 171.35±8.13cm, 평

균 몸무게는 67.38±8.47kg이었다(Table 1).

Characteristics

Sex (geneder) Male (7)/Female (11)

Age (yerars) 23.58±3.51

Height (cm) 171.35±8.13

Weight (kg) 67.38±8.4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8)

2. 신발 유무에 따른 다이나믹 밸런스 측정 시 발 

뻗은 거리 비교

신발 유무에 따른 다이나믹 밸런스 측정 시 앞쪽, 

뒤안쪽, 뒤가쪽으로 발 뻗은 거리는 신발을 신었을 

때 보다 맨발일 때 3방향 모두에서 발 뻗은 거리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Table 2).

Direction Bare foot Shoes t p

AT 40.26±5.46 34.12±4.60 3.64 0.00*

PM 68.75±9.22 60.23±8.12 2.93 0.01*

PL 66.91±9.56 57.96±7.23 3.16 0.00*

*p<0.05, Mean±SD 

AT: anterior, PM: posterior medial, PL: posterior lateral

Table 2. Comparison of muscle activity of the neck and

shoulder muscle among the various postures 

of chin-in exercise     (n=18, unit: %MVIC)

3. 신발 유무에 따른 다이나믹 밸런스 측정 시 다리

의 근활성도 비교

신발 유무에 따른 다이나믹 밸런스 측정 시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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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안쪽, 뒤가쪽으로 발 뻗는 동안 지지하고 있는 다리

의 안쪽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의 근활성도는 신발을 신

었을 때 보다 맨발일 때 3방향 모두에서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p<0.05)(Table 3). 앞정강근의 근활성도는 앞쪽 

방향에서 신발을 신었을 때 보다 맨발일 때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5)(Table 3) 긴종아리근의 근활성도

는 뒤안쪽 방향에서 신발을 신었을 때 보다 맨발일 

때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05)(Table 3) 가쪽장딴

지근의 근활성도는 뒤가쪽 방향에서 신발을 신었을 때 

보다 맨발일 때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Table 3).

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신발유무에 따라서 다이나믹 밸런

서 측정 시 앞쪽, 뒤안쪽, 뒤가쪽 3방향에 따른 발 뻗은 

거리와 지지하고 있는 측 다리의 근활성도 차이를 알

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 발을 3방향으로 뻗는 동안 

신발을 신었을 때 보다 맨발일 때 발을 뻗는 거리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erry (1992)는 맨발이 신발을 신었을 때 보다 발을 

뻗는 동작에서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고 

Rose 등(2011)은 맨발이 신발에 비해 직접적으로 지면

과 접촉을 하여 다양한 감각 자극들을 받아들이기 때

문에 고유수용성 자극을 증가시킴으로써 균형 및 근

육능력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Al-Abdulwahab & 

AL-Dosry, 2000; Franklin et al., 2015, Sacco et al., 2010). 

또한 Wolf 등(2008)은 신발이 맨발에 비해 체중이 앞쪽

으로 이동하여 균형능력이 감소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신발의 경우 보행 시 추진력을 얻기 위해 뒷굽이 앞굽

보다 높게 제작되기 때문에 신체중심이 앞쪽으로 이

동하게 되어 발가락에 체중부하가 많이 발생하여 균

형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가락이 제 기능을 하

지 못하기 때문이다(Endo et al., 2002; Lee, 2010). 따라

Direction Muscle Bare foot Shoes t p

AT

VMO 65.44±6.72 58.86±6.48 2.98  0.01*

VLO 63.09±5.80 58.68±5.32 2.37 0.02*

TA 55.66±5.36 49.19±5.33 3.62  0.00*

PL 25.02±8.98 24.35±8.76 0.22 0.82

LGCM 22.92±7.11 22.36±6.74 0.24 0.81

VMO 60.53±3.90 56.77±4.70 2.60  0.01*

VLO 59.25±3.51 55.67±1.96 3.77  0.00*

PM TA 32.91±3.68 31.39±3.97 1.18 0.24

PL 41.85±3.39 38.36±3.14 3.19 0.84

LGCM 26.57±2.50 25.91±2.35 0.80 0.42

VMO 60.81±4.64 56.78±4.70 2.59  0.01*

VLO 58.95±3.60 56.06±2.51 2.78  0.01*

PL TA 35.51±19.65 34.84±19.57 0.10 0.92

PL 28.90±4.37 28.15±3.95 0.54  0.59*

LGCM 38.14±4.07 35.09±3.83 2.28  0.03*

*p<0.05, Mean±SD

AT: anterior, PM: posterior medial, PL: posterior lateral

VMO: vastus medialis oblique, VLO: vastus lateralis oblique, TA: tibialis anterior, PL: peroneus longus, LGCM: lateral 

gastrocnemius

Table 3. Repeated measures ANOVA on neck and shoulder muscl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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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연구에서도 맨발이 신발에 비해 지면과 직접 

접촉하여 발의 압력이 고르게 분배됨에 따라 고유수

용성 감각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자세 안정성이 향상

되었고 신체중심 또한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쳐지지 

않기 때문에 균형 유지에 중요한 발가락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어 3방향으로 뻗은 길이가 증가하였고 

판단된다.

지지하고 있는 다리의 근활성도는 맨발일 때 앞쪽, 

뒤안쪽, 뒤가쪽 3방향 모두에서 안쪽넓은근과 가쪽넓

은근의 근활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안쪽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은 다이나믹 밸런서와 동

일한 방향으로 측정이 되는 Y-balance test를 이용한 

측정에서 3방향 모두 높은 근활성도를 보이게 되는데

(Earl & Hertel, 2001) 이는 측정자세가 한 발로 선 상태

에서 스쿼트 동작을 하면서 발을 뻗는 자세이기 때문

에 무릎 주변 근육들이 활성화되어 안쪽넓은근과 가

쪽넓은근의 근활성도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Plisky 

et al., 2006; Tang et al., 2001). 특히, 맨발이 신발을 

신고 동작을 수행했을 때 보다 더 큰 근활성도가 나타

났는데 이러한 이유는 스쿼트 동작의 경우 발이 직접

적으로 지면에 닿아 있기 때문에 발목전략을 사용하

여 무릎 관절을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하는 동안 흔들

리는 신체의 무게중심을 유지하게 된다(Kim & 

Phuong, 2010; Yang, 2011). 즉 신체의 흔들림이 적어져 

자세의 안정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스쿼트 동작

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안쪽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의 

근수축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근활성도가 증가

하기 때문이다(McGill & Cholewicki, 2001). 반면에 신

발의 경우 신발 자체가 발목의 안정성을 잡아주기 위

해 오히려 발목관절의 움직임을 제한시켜(Lee, 2015) 

효과적인 발목전략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스쿼트 동작을 하면서 발을 뻗게 되는 동작 시에 올바

른 스쿼트 동작을 하지 못하게 되어 무릎보다는 허리

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보상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Ahn, 2018).

또한, 앞정강근의 근활성도는 맨발일 때 앞쪽방향

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긴종아리근은 뒤안쪽 방향

에서 가쪽장딴지근은 뒤가쪽 방향에서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Plisky 등(2009)은 Y-balance test 시 앞쪽으로 다리를 

뻗는 동작은 앞정강근의 활성화와 관련이 깊다고 하

였고 Hoch와 McKeon (2011)은 앞정강근의 활성화는 

발등굽힘의 가동범위를 증가시켜 Y-balance test 수행

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앞으

로 다리를 뻗는 동작은 시상면(sagittal plane)에서의 

움직임으로써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몸의 무게중심 

조절을 발등굽힘을 통해 앞정강근이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이다(Egol et al., 1998; Schieppati et al., 1996). 또한 

뒤안쪽과 뒤가쪽으로 뻗는 동작을 살펴보면 먼저 뒤

안쪽으로 뻗는 경우에는 동작 수행 시 체중이 바깥쪽

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발목의 가쪽번짐의 작용을 하

는 긴종아리근이 활성화되어 체중을 안쪽으로 이동시

켜 자세의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뒤가쪽으로 뻗는 경

우에는 체중이 안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발목의 안

쪽번짐을 통해 체중을 바깥쪽으로 이동시켜 자세의 

안정성을 증가시키게 된다(Cote et al., 2005; Gefen, 

2002). 이때 안쪽번짐의 경우 해부학적 구조로 인해 

발바닥굽힘과 동반되어 작용하기 때문에 발바닥굽힘

의 작용을 하는 가쪽장딴지근이 활성화된다고 할 수 

있다(Neumann, 2010). 이처럼 앞쪽, 뒤안쪽, 뒤가쪽 3

방향으로 발을 뻗는 경우에는 다리의 근활성도의 활

성화가 중요한데 맨발의 경우에는 신발에 비해 공간

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Franklin et al., 2015) 원하

는 발목의 움직임을 통해 체중을 이동할 수 있으며 

또한 지면과 발이 닿는 표면적이 커짐에 따라 발 전체

에 압력을 고르게 분배하여 기저면이 증가함에 따라 

동적 안정성에 기여하는 다리 근육들이 효율적으로 

활성화되어 자세 안정성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Franklin et al., 2015; Rose et al., 2011). 따라서 본 연구

에서도 맨발이 신발보다 다이나믹 밸런서에서 움직임 

수행 시 공간이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에 

기여하는 다리의 근육들이 더 많이 활성화되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수가 충분히 많지 않았고 신발과 맨발의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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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및 근활성도 비교를 다양한 측정방법을 통해 비교

를 하지 못했다. 둘째, 특정 신발하고 맨발의 균형능력

과 근활성도를 비교하였기 때문에 측정 값을 일반화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셋째, 균형능력 측정 시 

다리의 일부 근육만을 실험하였기 때문에 신체의 전

반적인 움직임에 대한 운동학적 분석을 일반화시키기

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신발과 맨발에서 나타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정상 성인 남자 7명, 여자 11명을 대상으

로 신발 유무에 따라서 다이나믹 밸런스 검사 시 앞쪽, 

뒤안쪽, 뒤가쪽 3방향으로 다리를 뻗는 동안 뻗은 거리

와 지지하고 있는 다리의 근활성도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결과 맨발이 신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움직임 수

행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에 기여

하는 다리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져 효율적으로 근활성

도를 활성화시켜 균형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발의 기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맨발과 유사한 신발을 개발하여 외부환경으로부터 발

을 보호하고 균형의 증진을 통해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신발을 개발하는데 기초가 되는 자료가 될 것이

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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