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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40 하이힐은 많은 여성들이 유행하는 복장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의 많은 여성

41들이 여성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평생 동안 하이힐을 착용하거나 주기적으로 착용하고 있다.1) 그러나 하이
42힐은 다리근육들의 불균형과 발 변형과 같은 근골격계 병변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여성들

43은 향후 이러한 하이힐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2)
44 신발의 굽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인체의 균형이 흐트러지고 보행의 형태가 변하여 허리와 척추에 많은 무

45리가 가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3) 높은 굽은 다리 관절 및 척추의 위치를 변화
46시켜 신체의 중력 중심선이 부분적으로 변화된다.4)

즉, 발바닥 쪽 굽힘 위치로 발을 강제로 움직이며 발목

47관절의 자연스러운 기능과 자세를 방해한다. 발목 위치의 변화는 발목 측면의 안정성을 감소시키고 발목의
48가 쪽 삠(sprain)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5) 이러한 변화는 정적 및 동적인 측면에서 다리 관절들, 특히
49발목 관절의 움직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또한 뒤 굽이 높아질수록 지면으로
50부터 주어지는 반발력이 증가되어 발 주변의 연부조직들이 변화되며, 이는 발목 근력에도 영향을 주어 발목
51불안정성의 원인이 된다.7) 몸의 균형을 제어하는 첫 번째 패턴은 발목 전략이다.8) 균형은 낙상을 방지하기
52위한

신체 자세의 역학이며,9) 신체 무게중심(Center of mass)을 기저면(Base of support) 한계 내에서

53유지, 복원 할 수 있는 기능이다.10) 신체 무게 중심의 높이는 발 뒤꿈치가 높을수록 증가하고 하이힐의 지지
54기반이 줄어들면 기저면 작아 지므로 하이힐을 착용하면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11)
55 굽 높이에 따른 균형능력을 비교한 김영록12)의 연구에서 4cm 이하의 굽 높이는 균형 능력에 영향을 미치

56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이유진13)등은 7cm의 굽 높이는 균형 능력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발 뒤꿈치 높
57이가 7cm에 이르렀을 때 신체 중력 중심, 이동 속도, 방향 제어 및 소풍의 인간 안정성 한계가 악화되며, 발
58뒤꿈치 높이가 10cm 인 하이힐을 착용하면 착용자가 더 많은 근육을 발휘할지라도 기립 균형이 악화된다
59고 밝혀졌다.14)
60 Barrack등15) 에 의하면 발목의 불안정성은 관절 움직임과 위치감각을 손상시킨다고 하였다. 이것은 발목

61관절의

국소적 감각을 변화시키는 요인이고 발목 관절과 중추신경계간의 되먹임 체계에 변화와 재인식에

62영향을 미친다. 감각 되먹임의 손상은 움직임을 조정하고 적절하게 적응하는 능력을 방해한다16).
63 이전의 연구들은 굽이 높은 신발을 장기간 착용 하였을 때 발목 주변의 근골격계에 미치는 운동학적

64(kinematic)과 동력학적(kinetic)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발목 주변 조직들의 변화와 국소 감각의
65변화들이 정적 및 동적 균형 유지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66따라서 본 연구는 뒤 굽 높이가 다른 신발을 신음으로써 나타나는 동적, 정적인 균형유지능력의 변화와, 발
67목 부위의 감각계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69

II. 연구 방법

701. 연구대상 및 기간
71 본 연구는 2016년 9월 5일부터 10월 2일까지 4주 동안 남원소재의 S대학교에 재학중인 여대생 30명을

72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연구군은 15명,

대조군은 15명 이었다. 연구군은 뒷굽높이가 7cm 인 신발을 대조

73군은 뒷굽 높이가 3cm 인 신발을 각각 평균 하루 8시간 이상 4주간 착용하였다. 대상자별 신발 착용시간이
74연구결과에 미칠 가능성을 배제 하기 위해 학교의 커리큘럼에 따른 학교 등교 시간 오전

9시부터 하교 시간

75오후 5시까지 출결 사항을 확인하였다. 발목에 정형외과적 혹은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현재 신체
76전반적으로 불편함이 있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 임산부와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사람, 특히 6개월 이전
77동안에 발목에 상해를 입었던 적이 있던 사람은 연구에서 제외시켰다. 모든 참가자는 연구의 윤리적 허가를
78받은 동의서를 읽고 서명하였다.
79

802. 연구도구 및 방법
811) 균형평가
82(1)동적 균형능력 평가
83 Y-Balance test 는 하지의 유연성, 근력 고유수용성 감각을 측정하는 도구로, 측정발로 지지한 상태에서

84비 측정발로 앞쪽, 뒤 안쪽, 뒤 가쪽의 세가지 방향으로 뻗는 자세를 실시하였다.17)
85 ① 지지하고 있는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경우.
86 ② 균형을 잡기 위해 뻗은 발로 바닥을 지탱한 경우.
87 ③ 또는 발을 뻗은 후 다시 시작자세로 돌아오지 못할 경우.
88 위와 같은 경우 에는 실패로 간주하고 재측정학습 효과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6회의 연습 후 측정하였고,

89점수는 앞쪽, 뒤 안쪽과 뒤 가쪽의 길이를 다 더한 후 다리길이의 3배 값으로 나눈 후 백분율(%)을 구한 점
90수이다.18) 검사자내 신뢰도는 r=.85에서 r=.89이고 검사자간 신뢰도는 r=.97에서 r=1.00을 가진다.17)
91(2)정적 균형능력 평가
92 FICSIT-4(Frailty and Injuries Cooperateive Studies of Intervention techniques)는 정적인 균형능

93력 평가를 위한 도구이다.
94 ① 양 발을 평행하게 위치하고 선 자세(parallel).
95 ② 한 다리의 발뒤꿈치 옆에 반대쪽 다리의 엄지발가락을 위치하고 선 자세(semi-tandem).
96 ③ 한 다리의 발 뒤꿈치 뒤에 반대쪽 발의 앞쪽이 위치하여 발이 일직선으로 위치하고 선 자세

97

(tandem).④ 한발로 선 자세(one legstanding).

98 위의 4가지 자세에서 측정하였으며, 한발로 선 자세를 제외한 3가지 자세에서는 눈을 뜬 상태와 눈을 감은

99상태를 나누어 측정하였다. 측정 시, 치료사의 관찰이나 보조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제공하였고, 각 자세별 최
100대 유지 시간은 10초 이며, 4점을 최고점수로 하여 7개 항목 28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번의 예비측정 이
101후 본 측정을 통하여 자료 값으로 사용 하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66이다.19)
1022) 감각변화 검사
103

감각변화검사는 두 점 식별 검사를 측정하였다. 최소 0.05mm까지 측정이 가능한 vernier calipers를

104사용하였으며, 측정방법은 김원호20)등이 사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피험자이 눈을 감게 하고 바로 눕게 하
105였고, 측정 위치는 5번째 발바닥 뼈의 머리 부분으로 닿도록 하였다. 측정의 도구의 두 점이 동시에 자극위
106치에

닿도록 하였다. 두 점 사이의 간격은 0cm부터 시작하여 0.2cm간격으로 늘려서 측정하였다. 측정결

107과는 피험자가 처음으로 두 점 이라고 분별한 수치를 선택하였다.21)
108

1093.분석방법
110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ver.21.0을 사용하였고 두 집단간의 정적 균형능력 및 동적 균형능력, 두 점

111식별능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Mann-Whitney검정을 사용하였다. 집단 내 정적 균형능력 및 동적 균형
112능력, 두 점 식별능력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Wilcoxon 검정을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통계학적 유의수준
113(α)은 .05으로 하였다.
114

115
116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III.연구결과

117 본 연구에 참여한 30명 중 연구군은 15명(50%)이었고, 대조군은 15명(50%)이었다. 연구군의 평균신장

118은

158.53 cm, 대조군의 평균신장은 160.06cm, 이었으며, 체중은 연구군은 52.06kg, 대조군은

11953.66kg 이었고, 신발사이즈는 연구군은 233.33mm, 대조군은 235.66mm 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

HHS(n=15)

Control(n=15)

Height(cm)

158.53±3.18

160.06±6.14

Weight(kg)

52.06±6.14

53.66±4.45

Foot size(mm)

233.33±8.38

235.66±5.93

Mean±standard deviation. HHS, Height heel shoes

120
1212.두 집단간의 정적 균형능력 차이
122 연구군의 정적 균형능력 차이는 연구 전 25.80±0.43 score에서 연구 후 23.33±0.27 score로 변화하였

123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대조군의 정적 균형능력 차이는 연구 전 24.73±0.51 score에서
12424.86±0.49 score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군과 대조군간 정적 균형능력 차이는 유의하
125였다(p<0.05)(Table 2).
126

Table 2. Difference in static balance ability between two groups
(unit : score)
HHS(n=15)

Control(n=15)

FICS-pre

25.80±0.43

24.73±0.51

FICS-post

23.33±0.27

24.86±0.49

p

0.001

0.589

ρ

0.026

Mean±standard deviation. HHS, Height heel shoes; FICS, Frailty and Injuries: Cooperative Studies of Intervention
Techniques-4
127

1283. 두 집단간의 동적 균형능력 차이
129 연구군의 동적 균형능력 차이는 연구 전 64.25±1.76 cm에서 연구 후 60.99±2.36 cm로 변화 하였으며

130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조군의 동적 균형능력 차이는 연구 전 65.20±2.57 cm에서 연구 후

13165.23±2.59cm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군과 대조군간 동적 균형능

132력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3).
Table 3. Difference in dynamic balance ability between two groups
(unit : cm)
HHS(n=15)

Control(n=15)

YBT-pre

64.25±1.76

65.20±2.57

YBT-post

60.99±2.36

65.23±2.59

p

0.069

0.865

Mean±standard deviation. HHS, Height heel shoes; YBT, Y-Balance Test;

ρ

0.604

133

1344. 두 집단간 두 점 식별능력 차이
135 연구군의 두 점 식별능력 차이는 연구 전 0.85±0.08 cm에서 연구 후 1.17±0.12 cm로 증가 하였으며

136통계학적으로

유의 하였다(p<0.05). 대조군의 두 점 식별능력 차이는 연구 전 0.86±0.06 cm에서 연구

137후 0.85±0.05 cm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군과 대조군간 두 점 식별
138능력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p<0.05)(Table 4).
Table 4. Difference in Two-point discrimination ability between two groups
(unit : cm)
HHS(n=15)

Control(n=15)

TPD-pre

0.85±0.08

0.86±0.06

TPD-post

1.17±0.12

0.85±0.05

p

0.004

0.714

ρ

0.010

Mean±standard deviation. HHS, Height heel shoes; TPD, Two Point Discrimination
139

140

Ⅳ. 논의

141 본 연구는 20대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여성의 하이힐 굽 높이가 동적인 균형능력과 정적 균

142형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발목 부위의 감각계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정적인 균형 능
143력 차이의 검사를 위해서 FICSIT-4를19) 동적인 균형능력 차이의 검사를 위해서 Y-Balance test를 선택하여
144측정하였다.17) 감각계의 변화를 보기 위해 두 점 식별감각(Two point discrimination)을 선택하여 측정하
145였다.20)
146 본 연구에서 두 점 식별감각의 결과는 연구군과 대조군간 유의하였다(p<0.05). Park21)은 3cm와 7cm의

147구두 굽의 높이에 따른 발바닥쪽 압의 변화를 알아보는 연구를 하였는데 3cm 보다 7cm 높이의 굽에서 전
148족부의 발바닥쪽이 높았다고 한다.

Lee와 Kim22)의 연구에서도 3 cm와 5 cm 높이에서 발의 평균 족저압

149이 낮게 나타났고, Jeong과 Hah23)의 연구 에서는 1 cm, 5 cm, 7 cm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5 cm에서
150족저압의 분포 가 가장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Opila-Correia24)는 높은 굽 신발이 발목의 소성 조직을 변화
151시킨다고 보고하였다.
152제공한다.

25)

또한 서있는 자세에서의 고유수용성 체성감각은 중추 신경계로 위치에 관한 정보를

따라서 높은 굽으로 인해 움직임동안 수직적 충격량은 전족부의 발바닥쪽 압을 증가시킴으로

153써 소성 조직의 변화가 있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발과 발목의 근력 약화와 연부조직의
154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신체 정렬 상태를 악화시키며 중추신경계의 위치에 관한 불완전한 정보를 보내어

155발목의 만성적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근골격계 병변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6 정적 균형능력 측정의 결과는 대조군보다 연구군에서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157< 0.05). 이는 20대 젊은 여성에서 신발 굽 높이에 따른 균형 능력의 차이를 연구한 김원호-박은영20)의 실
158험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대조군의 3cm 높이의 굽을 신은 군은 정적 균형능력의 실험 전후 차이가 유의하
159지 않았지만 7cm 높이의 굽을 신은 연구군은 정적 균형능력 실험 전후 차이는 유의하였다(p <0.05). 김경
160과-이전형26)의 실험에서 3cm

전후 높이의 굽은 균형능력과 보행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5cm 이상

161의 굽 높이가 되면 균형 및 자세조절에 있어서 발과 발목에 부담을 주고 무리가 따르게 되어 낙상 위험성을
162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다. 이는 본 실험에서 연구군에서만 정적 균형능력의 차이가 났었던 본 실험과도 유

163사함을 보인다. Gerber27)의 연구에서 굽이 높은 신발을 신었을 때 발목의 전후방 및 중외측의 진동이 증가

164되어 정적 균형능력을 유지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굽이 높은 신발은 발목

165에 많은 부담을 주고 이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발목 전략을 많이 사용하여 유지한다고 추측 되어진다.
166후 굽높이에 따른 발목전략,

향

무릎전략, 엉덩이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요

167구된다.
168 동적 균형능력 측정의 결과는 연구군과 대조군의 평균값에 변화가 없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169<

0.05). Lord와 Bashford28)의 실험에서 높은 굽을 신었을 때 동적 균형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하고 있

170다. 앞선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연구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차이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연구는
171대상자가 20대 젊은 여성인 반면 위 연구들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젊은 사람들은
172체감계의 빠른 적응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9 ) 류지선30)의 실험에서 높은 굽을 신었
173을 때 좌우 방향에서 동적 균형능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전후 방향의 동적 균형능력에 유의함을 나타냄을
174주장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 연구군내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희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175는 Y-BT에서 전후 방향의 동적 균형능력의 데이터 값이 상대적으로 적게 측정된 것이 원인일 수 있다.

연령

176대별 동적 균형능력 측정에 대한 전후 및 좌우 방향을 구분하여 그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177것으로 사료된다.
178 본 연구에서 높은 굽을 신은 연구군은 낮은 굽을 신은 대조군 보다 정적 균형능력과 두 점 식별 능력이 떨

179어졌다. Gerber27)의 연구에서도 가만히 서있는 동안, 7cm 하이힐의 사용은 맨발 서와 비교했을 때 COP의
180진동을 증가시킨다고 하였고,
181은 Functional Reach

맨발에 2cm 이하의 신발과 비교했을 때 발 뒤꿈치높이가 4cm 이상인 여성

및 Timed Up and Go 테스트 점수가 현저히 나빠졌다고 밝혀졌다.31) 따라서 3cm

182이상의 굽은 발의 체성감각 및 균형능력을 떨어뜨리고 이러한 균형성 상실은 자세에 대한 반응 능력을 떨어
183뜨려 상해와 낙상 유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겠다. 장시간의 높은 굽 신발의 착용으로 인해 하지
184의 근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는 피로 상태에서는 예기치 못한 저항에 대한 대처 능력이 크게 저하될 공산이
185클 것으로도 예측 된다.32)
186 장기간 굽이 높은 신발의 착용은 정적인 균형능력 상실과 더불어 체성감각의 중추신경계로의 불완전한 자

187세정보를 제공하여 신체 중심 조절 능력과 자세에 대한 반응능력을 떨어뜨리고 상해와 낙상을 유발 시킬 잠
188재적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다. 또한 신체의 피로를 증가시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지장을 초래할 수 있
189다. 따라서 적당한 굽 높이 선택은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는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향후 여성에게 자신에게
190맞는 높이의 신발을 선택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191

192

Ⅴ. 결론

193 본 연구는 20대의 젊은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신발 굽 높이 3cm, 7cm 변화에 따른 정적 균형능력과 동

194적 균형능력, 두 점 식별능력을 분석했다. 정적 균형능력과 두 점 식별능력에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
195다.

7cm 굽의 신발을 착용한 집단이 감각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졌고, 정적 균형능력 또한 낮게 나타났다.

196동적 균형능력은 두 군간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보면 높은 굽의 신발은 발의 체성감각을 떨
197어뜨리고 피로를 높여 균형을 유지 하는데 어렵게 한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개개인의 일반적 특성과 표준화
198된

작업환경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좀더 정확한 균형능력 측정을 위한 발목 움직임의 방향성 측정에 있어

199측정도구의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제한점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 높은 굽의 신발을

200신는 다양한 연령대로 대상자를 넓혀 연구할 필요성이 요구되며, 굽 높이를 다양화 하고, 전후 좌우 방향으

201로 움직일 때에 균형의 변화를 관찰할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굽높이에 따라 발목전략, 무릎전략,
202엉덩이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요구된다. 다음 연구에서 이러한 주제를 가
203지고 실험을 하게 된다면 더 정확한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사료 된다.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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