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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유형에 따른 보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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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t Change According to Shoe Sty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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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measurement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hoe styles on gait patterns. This week-long study consisted of 13
healthy adult participants whose gait patterns were measured while using a treadmill. The following were measured: left and right forefoot
pressure, left and right rear foot pressure, right foot total pressure, left and right foot step change, left and right foot step time, right foot stance
and swing, left and right forefoot force, left and right foot heel strike. All measured results above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05).
Significant effects were found for left foot stance, swing, double stance, mid-foot force, mid-stance pressure, and heel strike (p < 0.05). According
to the results, when wearing slippers, steps become elongated and pressure moves towards the back of the foot. When wearing dress shoes,
steps become shorter and pressure moves towards the front of the foot causing abnormal gait patterns. Finally, when wearing athletic shoes,
pressure is evenly distributed and gait patterns are stabilized the most.
KEY WORDS: Shoes, Gait analysis, Gait pattern

공하며, 체중을 지지하고 지면에 대한 적응 및 신체의 중심이동에 반

서 론

등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임병일 등, 2000) 외부
에서 인체에 가해지는 충격으로부터 발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1. 연구의 필요성

보행은 태어나면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신경계, 근육계, 생체 역

볼 때 신발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20대 여성들의 신발 선

학적 그리고 운동 기능학적 변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지극히 복잡

택 기준은 모양과 디자인에 치중해서 결정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한 운동 패턴을 말한다. 보행동작은 인간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신발 종류에 따른 분류는 구두, 샌들, 운동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움직임이며, 이러한 동작은 하지와 골반, 체간, 상

단 샌들의 경우는 계절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신발의 형태 변

지와 상호 연관성을 통해 안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며 신체의 중심을

화가 운동학적 및 운동역학적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Eke-

이동시키는 기본적 운동 형태라고 할 수 있다(Beck et al., 1981; Wilson,

Okoro 등(1984)은 높은 굽을 신은 여성은 낮은 굽을 신은 여성보다 보

1987).

폭과 보행 폭이 짧다고 보고하였다. 운동화를 신은 경우 구두 착용

발은 우리 몸 전체의 1/4에 해당되는 52개의 뼈와 뼈가 서로 연결되

시보다 보폭이 길고 무릎 관절의 굽힘 범위, 대관절의 움직임 범위가

는 60개의 관절과 214개의 인대, 38개의 근육을 비롯한 혈관과 신경

크다고 하였으며(박진, 1996), 일상 보행 시 신발을 제외한 착용의 조

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위로 삼차원적인 공간 내에서의 운동을 하는

건을 동일하게 했을 때 구두를 착용하는 것이 운동화를 착용하는 것

행동기관이다. 또한 발은 자세의 안정성을 맨 처음으로 인지하는 부

에 비해 산소소비량과 심박수가 더 많이 증가하여 체열 생산이 많아

위이며(Freeman & Wyke, 1967), 발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지고 이 열은 심부 체온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정영옥

동 수단으로서, 보행 시 체간 이동에 필요한 추진력과 진행방향을 제

과 박신정, 1995). Kwon & Mueller (2001)는 발은 인체에서 모든 체중을
버티고 있는 부위로서 보행 중에는 하지의 가속도에 의하여 더욱 더
많은 압력을 받게 되며 “압력=힘/영역”에서 발바닥의 넓이를 일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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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가정할 때 작용하는 힘이 증가하면 압력 역시 증가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Roy (1988)는 뉴턴의 제2법칙에 따라 보행속도가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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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전체적인 지면 반발력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김재호(2006)는 전족,

일주일 간격으로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중족, 후족으로 구분한 족저압 분포에서 양발 모두 전족, 후족, 중족

Table 1과 같다.

의 순으로 족저압이 높게 나타났으며, 발의 압력 분포는 발의 형태와
관계없이 전족부에 해당하는 제2, 3 중족골두 부분에서 높게 나타났
다고 하였다.

2. 실험장비 및 측정 방법

보행 분석을 위해 트레드밀(인체 측정기 시스템, Apsun, Korea)을

각 신발보행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 트레드밀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측정하였으

에서 신발 종류 변화에 따른 보행분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

며 정면에 응시기준점을 만들어 응시하면서 걷게 하였다. 실험은 맨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트레드밀을 이용해 맨발군, 슬리퍼 착용

발-슬리퍼-운동화-구두 순으로 측정하였고 트레드밀의 속도를 4.9초

군, 운동화 착용군, 구두 착용군 간의 보행 분석이 보행 변화에 어떠

로 설정하여 각 신발을 신고 30분 내에 1 km를 걷게 한 후 1분간 보행

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 신발 종류에 따른 보행 변화에 대한

패턴 측정을 하였다. 다른 종류의 신발 보행패턴을 측정하기 위해 1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간 휴식 후 30분 내 1 km를 걷게 한 후 트레드밀 보행패턴을 분석하
는 것으로 측정하였으며 각 신발의 보행패턴 분석 후 일주일간의 휴
식기간을 준 뒤 5회 평균값을 측정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및 일반적 특성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연구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본 연구는 신발 착용 변화에 따른 각 보행의 활동 차이를 비교하기

후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남자 10명, 여자 10명, 총 20명 대상으로

위하여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실시하였다. 각 실험 대상자들은 내·외과적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ANOVA)을 하였고, 사후분석으로 Duncan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통

이 없는 자로 무작위로 선정하여 2013년 6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유의 수준은 α= 0.05로 정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Age (years)
Height (cm)
Weight (kg)

연구 결과

Men (N= 10) Women (N= 10) Total (N= 20)
20± 1.33
177± 0.37
78± 0.62

20± 1.33
158± 0.23
49± 0.16

20± 1.33
167± 0.76
63± 0.89

신발 착용의 종류에 따라 디딤기(stance phase)의 압력 변화, 중간
디딤기(mid-stance phase)의 압력 변화, 발꿈치 닿기(heel strike phase)

Mean± SD.

Table 2. Shoes Left Foot and Right Foot while Walking on the Type of the Change in the Pressure Difference
Each type of shoes

Variable
Left foot

Right foot

Both feet

Barefoot
Front pressure
Back pressure
Stride
Stance phase
Swing phase
Middle force -value
Mid-stance phase
Heel strike
Front pressure
Back pressure
Stride
Stance phase
Swing phase
Middle force -value
Mid-stance phase
Heel strike phase
Double stance phase

Slipper

Sneakers

Shoes

F

p

49.0± 7.98
50.92± 7.98
69.61± 5.00
61.82± 1.19
38.17± 1.19
275.42± 79.55
14.22± 2.25
23.84± 5.28
49.29± 14.55
50.70± 14.55
69.76± 5.13
62.32± 1.25
37.67± 1.25
284.73± 81.79
14.90± 3.40

53.1± 19.82
46.90± 19.82
71.92± 6.10
63.06± 1.30
36.93± 1.30
420.57± 78.84
10.66± 1.94
13.36± 2.79
49.71± 19.85
50.28± 19.85
71.38± 5.12
63.53± 1.48
36.46± 1.48
436.41± 77.51
11.51± 2.73

54.8± 11.48
45.11± 11.48
72.69± 5.31
63.67± 1.22
36.32± 1.22
430.19± 94.16
12.21± 1.94
12.80± 2.55
53.45± 4.27
46.50± 15.37
71.07± 5.75
64.59± 1.70
35.40± 1.70
452.53± 91.49
16.63± 3.46

60.8± 6.87
39.17± 6.87
72.84± 9.88
65.09± 1.63
34.90± 1.63
365.90± 84.59
25.07± 6.86
35.59± 9.44
70.45± 9.78
29.54± 9.78
72.46± 8.30
65.48± 1.57
34.51± 1.57
413.92± 107.82
27.76± 5.74

1.94
1.94
0.615
13.10
13.10
9.16
36.96
45.59
5.52
5.53
0.413
10.53
10.53
9.29
43.72

0.134
0.134
0.609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21)
0.0021)
0.744
0.0002)
0.0002)
0.0002)
0.0002)

22.64± 4.89
24.14± 2.10

12.28± 2.64
26.60± 2.47

11.64± 2.34
28.26± 2.68

33.90± 9.38
30.57± 5.91

45.13
14.57

0.0002)
0.0002)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level of 1)p < 0.05, 2)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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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압력 변화, 보폭(step)의 변화, 흔들기(swing phase)의 변화, 양 발 지

착용군, 운동화 착용군, 구두 착용군 간의 차이가 있었다(p< 0.05). 오

지기(double stance)의 변화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된 바

른발 발꿈치 닿기 압력 변화의 경우 신발의 변화에 따라 압력의 변화

와 같다.

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사후검정 결과 맨발군과 슬리퍼
착용군, 운동화 착용군, 구두 착용군 간의 차이가 있었다(p < 0.05)
(Fig. 3).

1. 그룹 간 디딤기(stance phase)의 압력 변화

왼발 디딤기 변화의 경우 신발의 변화에 따라 디딤기의 변화는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사후검정 결과 맨발군과 슬리퍼 착용

4. 그룹 간 보폭(step)의 변화

군, 운동화 착용군 간의 차이가 없었고(p> 0.05), 맨발군과 구두 착용
군 간의 차이와, 맨발군과 운동화 착용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왼발 보폭 변화의 경우 신발의 변화에 따라 보폭의 변화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5).

(p < 0.05). 오른발 디딤기 변화의 경우 신발의 변화에 따라 디딤기의
변화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5). 사후검정 결과 맨발군과 슬리

5. 그룹 간 흔들기(swing phase)의 변화

퍼 착용군 간의 차이가 없었고(p> 0.05), 맨발군과 운동화 착용군, 구

왼발 흔들기 변화의 경우 신발의 변화에 따라 흔들기의 변화는 유

두 착용군 간의 차이와, 슬리퍼 착용군과 구두 착용군 간의 차이가

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사후검정 결과 맨발군과 슬리퍼 착용

있었다(p< 0.05) (Fig. 1).

군 간의 차이가 없었고(p> 0.05), 맨발군과 운동화 착용군, 맨발군과
구두 착용군 간의 유의한 차이 있었다(p < 0.05). 오른발 흔들기 변화
의 경우 신발의 변화에 따라 흔들기의 변화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그룹 간 중간 디딤기(mid-stance phase)의 압력 변화

왼발 중간 디딤기 압력 변화의 경우 신발의 변화에 따라 압력의 변

(p < 0.05). 사후검정 결과 맨발군과 슬리퍼 착용군 간의 유의한 차이

화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5). 사후검정 결과 맨발군과 슬리퍼

가 없었고(p> 0.05), 맨발군과 운동화 착용군, 구두 착용군 간의 차이

착용군, 운동화 착용군 간의 차이가 없었고(p> 0.05), 맨발과 구두 착

와 슬리퍼 착용군과 구두 착용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용군 간의 차이가 있었다(p < 0.05). 오른발 중간 디딤기 압력 변화의

0.05).

경우 신발의 변화에 따라 압력의 변화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5). 사후검정 결과 맨발군과 슬리퍼 착용군, 운동화 착용군 간

6. 그룹 간 양 발 지지기(double stance)의 압력 변화

의 차이가 없었고(P > 0.05), 맨발군과 구두 착용군 간의 차이가 있었
다(P< 0.05) (Fig. 2).

양 발 지지기 변화의 경우 신발의 변화에 따라 지지기의 변화는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사후검정 결과 맨발군과 슬리퍼 착용
군 간의 차이가 없었고(p> 0.05), 맨발군과 운동화 착용군, 구두 착용
군 간의 차이와 슬리퍼 착용군과 구두 착용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3. 그룹 간 발꿈치 닿기(heel strike phase)의 압력 변화

왼발 발꿈치 닿기 압력 변화의 경우 신발의 변화에 따라 압력의 변

있었다(p< 0.05) (Fig. 4).

화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5). 사후검정 결과 맨발군과 슬리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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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 between the groups based in stance phas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level of *p < 0.05, **p < 0.01.

Barefoot

Slipper

Sneaker

Shoes

Fig. 2. Change of pressure between the groups based in mid-stance
phas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level of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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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 of pressure between the groups based in heel strike
phas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level of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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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 between the groups based in double stance phas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level of **p < 0.01.

발 보폭의 변화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족저압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족저압력의 자료는 근골격계,

보행에 관한 연구는 더욱 섬세하고 깊이 연구되고 있고 임상에서

외피계, 신경계와 관련된 질환들을 관리하는 치료사에게 유용한 정

도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예를 들어 부상으로 인해 보행을 못 하게

보를 제공한다고 하였다(Orlin & Mcpoil, 2000). 장종성 등(2010)은 무

된 사람이 치료 후 다시 보행을 배울 초기에 신발이 보행패턴에 영향

게 부하의 크기가 일률적으로 제시되어서 체중에 대한 무게 부하의

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신발 선택은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요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에 있어서 제한점이 있었으나 편평족 대상

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의 족저압력이 무게 부하의 크기에 따라 특정 부위에서 증가되는

김해진(2009)의 고관절 각도에 관한 연구에서 오른쪽과 왼쪽의 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김지혜와 오태영(2010)은 정상성인 18명을

이를 보였는데 보행 시 구두 굽 높이에 따라 발뒤꿈치가 닿는 시점에

대상으로 평지보행과 트레드밀보행에 2 km/h 속도를 적용한 후 10초

서 발끝이 떨어지는 시점으로 갈수록 고관절의 각도가 커지는 경향

동안의 데이터를 구하여 양측하지의 대칭성, 족저압력의 변화와 관

을 나타냈고 왼쪽 고관절각도의 경우 왼발이 닿고 떨어지는 시점에

절각도의 변화, 지면접지 시간 등의 변수를 연구한 결과 서로 다른 보

서는 각도가 작아지고 오른발이 닿고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각도가

행 환경에서 좌우 하지의 대칭성은 동일하였으나 트레드밀 보행이 평

커진다고 하였고 오른쪽 고관절각도의 경우 왼발이 닿고 떨어지는

지 보행보다 족저압력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구간에서 각도가 커지고 오른발이 닿고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각도

는 좌측 하지보다 우측 하지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족관절 각

가 작아진다고 하였다.

도 비교에서는 입각기 초기에 트레드밀 보행이 평지 보행보다 유의한

강수빈(2012)은 보행속도는 맨발 보행 시 정상족(1.22 m/s)보다 편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입각기 중기의 무릎관절 각도 비교에서 트레

평족(1.31 m/s) 그룹의 보행속도가 평균적으로 0.09 m/s 정도 빠르다고

이드밀 보행과 평지 보행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지보

하였으나 보행속도 면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며 이는

행과 트레드밀 보행에서 지면 접촉 총 시간을 비교해 본 결과 좌측 하

조혁태(2010)의 연구에서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행 연구에

지에서는 트레드밀 보행의 지면 접촉시간이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한

서 정상족(1.32 m/s), 편평족(1.32 m/s) 두 집단의 결과와 평균적으로 비

것을 볼 때 트레드밀 보행에서 족저압력의 부하가 적은 것으로 나타

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구두 보행 시(1.25 m/s) 정상족의 보

타났다. 특히 트레드밀 보행에서 우측 하지에서의 족저압력 변화가

행은 운동화 보행 시(1.25 m/s)와 평균적으로 동일한 보행속도를 보이

큰 것으로 나타나 우세 쪽 하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해석할

는 반면에 편평족은 운동화 보행 시(1.33 m/s)보다 구두 보행 시(1.26

수 있다. 박종진(2009)은 굽이 있는 신발을 착용했을 경우 앞발 부위

m/s) 다소 보행 속도가 갑작스럽게 느려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의 최대 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뒷발 부위의 수직 힘, 최대

하였다. Sato 등(1991)은 높은 굽을 신은 여성은 낮은 굽을 신은 여성

압력, 평균 압력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높은 굽일수록 앞발

보다 보폭과 보행 폭이 짧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발의 종

부위의 압력 집중도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발 부위

류에 따라 보행속도와 보폭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지 않

에 높은 압력분포로 구속압(confining pressure)이 증대되어 발가락의

았으나, 맨발군, 슬리퍼군, 운동화군, 구두군의 굽의 차이를 볼 때 왼

변형을 유발할 수 있으며 뒷발 부위에 압력증가는 장시간 착용 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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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치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굽이 높은 신발을 신을 경우

발 중간 force, 왼발 중간 디딤기(mid-stance) 압력, 왼발 발꿈치 닿기

굽이 낮은 신발을 선택하고 장시간 착용을 피함으로써 앞발부의 변

(heel strike) 압력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다(p < 0.05). 결과적으로 슬리

형 예방과 뒷발부의 통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Fuller 등

퍼를 신었을 때 보폭이 길어지고 압력이 뒤로 이동되며, 구두를 신었

(2001)은 roker heel에서 최대 정점 압력과 힘-시간의 통합이 유의하게

을 때 보폭이 짧아지고 압력이 앞으로 이동되어 비정상적인 보행패턴

감소되었음을 제시하였으며, van Schie 등(2000)도 roker의 높이가 낮

을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운동화를 신었을 때는 압력이 골고루

을수록 족저압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앞발부와 뒷발부

분포되기 때문에 가장 안정된 보행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압력은 왼쪽 발에서는 신발 굽의 차이에 따른 압력 변화가 유의하
지 않았으나, 오른쪽 발에서는 신발 굽이 높을수록 유의한 압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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