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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dynamic and static balance ability and the change of
sensory system in the ankle region by wearing shoes with different heel heights.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30 women attending S university in Namwon city for 4 weeks from September 5, 2016 to October 2, 2016.The study
group(n=15) was wearing shoes with a heel height of 7 cm and the control group(n=15) was wearing shoes with a heel
height of 3 cm for more than 8 hours per day for 4 weeks.The dynamic balance ability was assessed using the
YBalance Test, the static balance ability was assessed using FICSIT, and the sensory identification test was using the
twopoint discriminant test. Results Differences in static balance ability within the study group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p<.05). The difference of static balance ability between study group and control group was significant(p<.05).
The difference in the twopoint discrimination ability between the study group and the control group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p<.05). Conclusion The group wearing high  heeled shoes had low sensitivity to sensation and low static
balance ability.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high  heeled shoe is difficult to maintain balance by increasing foot
fatigue and lowering sense of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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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하이힐은 많은 여성들이 유행하는 복장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의 많은 여성들이 여성의 매력
을 높이기 위해 평생 동안 하이힐을 착용하거나 주기적으로 착
용하고 있다.1) 그러나 하이힐은 다리근육들의 불균형과 발 변
형과 같은 근골격계병변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많
은 여성들은 향후 이러한 하이힐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중요하
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2)신발의 굽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인체의 균형이 흐트러지고 보행의 형태가 변하여 허리와
척추에 많은 무리가 가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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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기도 한다.3) 높은 굽은 다리 관절 및 척추의 위치를 변화
시켜 신체의 중력 중심선이 부분적으로 변화된다.4) 즉, 발바닥
쪽굽힘 위치로 발을 강제로 움직이며 발목 관절의 자연스러운
기능과 자세를 방해한다. 발목 위치의 변화는 발목 측면의 안
정성을 감소시키고 발목의 가쪽 삠(sprain)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5) 이러한 변화는 정적 및 동적인 측면에서 다리 관절
들, 특히 발목 관절의 움직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6) 또한 뒤굽이 높아질수록 지면으로부터 주
어지는 반발력이 증가되어 발 주변의 연부조직들이 변화되며,
이는 발목 근력에도 영향을 주어 발목 불안정성의 원인이 된
다.7) 몸의 균형을 제어하는 첫 번째 패턴은 발목 전략이다.8)
균형은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신체 자세의 역학이며,9) 신체 무
게중심(Center of mass)을 기저면(Base of support)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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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내에서 유지, 복원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신체 무게 중심의
높이는 발 뒤꿈치가 높을수록 증가하고 하이힐의 지지 기반이
줄어들면 기저면 작아 지므로 하이힐을 착용하면 균형을 유지
11)
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굽 높이에 따른 균형능력
12)
을 비교한 김영록 의 연구에서 4cm 이하의 굽 높이는 균형
13)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이유진 등 은 7cm
의 굽 높이는 균형 능력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발 뒤꿈치
높이가 7cm에 이르렀을 때 신체 중력 중심,이동 속도, 방향
제어 및 소풍의 인간 안정성 한계가 악화되며, 발 뒤꿈치 높이
가 10cm 인 하이힐을 착용하면 착용자가 더 많은 근육을 발
14)
휘할지라도 기립 균형이 악화된다고 밝혀졌다. 이전의 연구
들은 굽이 높은 신발을 장기간 착용 하였을 때 발목 주변의 근
골격계에 미치는 운동학적(kinematic)과 동력학적(kinetic)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발목 주변 조직들의 변화와 국소
감각의 변화들이 정적 및 동적 균형 유지 능력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뒤 굽 높이가 다른 신발을 신음으로써 나타나는 동
적, 정적인 균형유지능력의 변화와, 발목 부위의 감각계의 변화
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6년 9월 5일부터 10월 2일까지 4주 동안 남원
소재의 S대학교에 재학중인 여대생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이
중 연구군은 15명, 대조군은 15명 이었다. 연구군은 뒷굽높이
가 7cm 인 신발을 대조군은 뒷굽 높이가 3cm 인 신발을 각
각 하루8시간 이상 4주간 착용하였다. 발목에 정형외과적 혹은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현재 신체 전반적으로 불편함
이 있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 임산부와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사람, 특히 6개월 이전 동안에 발목에 상해를 입었던 적
이 있던 사람은 연구에서 제외시켰다.
2. 연구도구 및 방법
1) 균형평가
(1) 동적 균형능력 평가
Y-Balance test는 하지의 유연성, 근력 고유수용성 감각을 측
정하는 도구로, 측정발로 지지한 상태에서 비 측정발로 앞쪽,
뒤 안쪽, 뒤 가쪽의 세가지 방향으로 뻗는 자세를 실시하였
15)
다. 지지하고 있는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거나, 균형을 잡기
위해 뻗은 발로 바닥을 지탱한 경우, 또는 발을 뻗은 후 다시
시작자세로 돌아오지 못할 경우에는 실패로 간주하고 재측정학
습 효과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6회의 연습 후 측정하였고, 점

수는 앞쪽, 뒤 안쪽과 뒤 가쪽의 길이를 다 더한 후 다리길이
16 )
의 3배 값으로 나눈 후 백분율(%)을 구한 점수이다.
검사
자내 신뢰도는 r=.85에서 r=.89이고 검사자간 신뢰도는 r=.97
15)
에서 r=1.00을 가진다.
(2) 정적 균형능력 평가

FICSIT-4(Frailty and Injuries Cooperateive Studies of
Intervention techniques)는 정적인 균형능력 평가를 위한
도구로써 양 발을 평행하게 위치하고 선 자세(parallel), 한 다
리의 발뒤꿈치 옆에 반대쪽 다리의 엄지발가락을 위치하고 선
자세(semi-tandem), 한 다리의 발 뒤꿈치 뒤에 반대쪽 발의
앞쪽이 위치하여 발이 일직선으로 위치하고 선 자세(tandem),
한발로 선 자세(one legstanding)의 4가지 자세에서 측정하
였으며, 한발로 선 자세를 제외한 3가지 자세에서는 눈을 뜬
상태와 눈을 감은 상태를 나누어 측정하였다. 측정 시, 치료사
의 관찰이나 보조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제공하였고, 각 자세별
최대 유지 시간은 10초 이며, 4점을 최고점수로 하여 7개 항
목 28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번의 예비측정 이후 본 측정을
통하여 자료 값으로 사용 하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66
17)
이다.
2) 감각변화 검사

감각변화검사는 두 점 식별 검사를 측정하였다. 최소 0.05mm
까지 측정이 가능한 vernier calipers를 사용하였으며, 측정방
법은 김원호18)등이 사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피험자이 눈을
감게하고 바로눕게 하였고, 측정 위치는 5번째 발바닥 뼈의 머
리 부분으로 닿도록 하였다. 측정의 도구의 두 점이 동시에 자
극위치에 닿도록 하였다. 두 점 사이의 간격은 0cm부터 시작
하여 0.2cm간격으로 늘려서 측정하였다. 측정결과는 피험자가
처음으로 두 점 이라고 분별한 수치를 선택하였다.18)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ver.21.0을 사용하였고 두 집단간
의 정적 균형능력 및 동적 균형능력, 두 점 식별능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Mann-Whitney검정을 사용하였다. 집단 내
정적 균형능력 및 동적 균형능력, 두 점 식별능력의 차이를 알
아 보기 위해 Wilcoxon 검정을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통계학
적 유의수준(α)은 .05으로 하였다.

III.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30명 중 연구군은 15명(50%)이었고,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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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15명(50%)이었다. 연구군의 평균신장은 158.53 cm, 대
조군의 평균신장은 160.06 cm이었으며, 체중은 연구군은
52.06 kg, 대조군은 53.66kg 이었고, 신발사이즈는 연구군은
233.33 mm, 대조군은 235.66 mm 이었다(Table 1).
2. 두 집단간의 정적 균형능력 차이
연구군의 정적 균형능력 차이는 연구 전 25.80±0.43 point
에서 연구 후 23.33±0.27 point로 변화하였으며 통계학적으
로 유의하였다(p>0.05). 대조군의 정적 균형능력 차이는 연구
전 24.73±0.51 점에서 24.86±0.49 점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
으며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군과 대조군간 정적 균형능력 차이
는 유의하였다(p>0.05)(Table 2).
3. 두 집단간의 동적 균형능력 차이
연구군의 동적 균형능력 차이는 연구 전 64.25±1.76 cm에서
연구 후 60.99±2.36 cm로 변화 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대조군의 동적 균형능력 차이는 연구 전
65.20±2.57 cm에서 연구 후 65.23±2.59로 거의 변화가 없었
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군과 대조군간 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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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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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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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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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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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능력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3).
4. 두 집단간 두 점 식별능력 차이
연구군의 두 점 식별능력 차이는 연구 전 0.85±0.08 cm 에서
연구 후 1.17±0.12 cm로 증가 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 하
였다(p<0.05). 대조군의 두 점 식별능력 차이는 연구 전
0.86±0.06 cm에서 연구 후 0.85±0.05 cm로 거의 변화가 없었
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군과 대조군간 두 점
식별능력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p<0.05)(Table 4).

IV. 고 찰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HHS(n=15)

Table 4. Difference in Two-point discrimination ability
between two groups

ρ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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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대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여성의 하
이힐 굽 높이가 동적인 균형능력과 정적 균형능력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와 발목 부위의 감각계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정적인 균형 능력 차이의 검사를 위해서 FICSIT-4를
17)
동적인 균형능력 차이의 검사를 위해서 Y-Balance test를
선택하여 측정하였다.15) 감각계의 변화를 보기 위해 두 점 식
별감각(Two point discrimination)을 선택하여 측정하였
다.18)
본 연구에서 두 점 식별감각의 결과는 연구군과 대조군간
유의하였다(p<0.05). Park19)은 3 cm와 7 cm의 구두굽의 높
이에 따른 발바닥쪽압의 변화를 알아보는 연구를 하였는데 3
cm 보다 7 cm 높이의 굽에서 전족부의 발바닥쪽이 높았다고
한다. Opila-Correia20)의 높은 굽 신발이 발목의 소성 조직을
변화시킨다고 보고한 연구와 유사함을 보인다. 따라서 높은 굽
으로 인해 움직임동안 수직적 충격량을 증가시켜 전족부의 발
바닥쪽압을 증가시킴으로써 소성 조직의 변화가 있었다고 사료
된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발과 발목의 근력 약화와 연부
조직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신체 정렬 상태를 악화시키며
발목의 만성적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근골격계병
변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적 균형능력 측정의 결과는 대조군보다 연구군에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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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이는 20
대 젊은 여성에서 신발 굽 높이에 따른 균형 능력의 차이를 연
18)
구한 김원호-박은영 의 실험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대조군의
3 cm 높이의 굽을 신은 군은 정적 균형능력의 실험 전후 차이
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7 cm 높이의 굽을 신은 연구군은 정적
균형능력 실험 전후 차이는 유의하였다(p<0.05). 김경과-이전
21)
형 의 실험에서 3 cm 전후 높이의 굽은 균형능력과 보행능력
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5 cm 이상의 굽 높이가 되면 균형
및 자세조절에 있어서 발과 발목에 부담을 주고 무리가 따르게
되어 낙상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다. 이는 본 실험에
서 연구군에서만 정적 균형능력의 차이가 났었던 본 실험과도
유사함을 보인다.
동적 균형능력 측정의 결과는 연구군과 대조군의 평균값에
변화가 없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Lord와
22)
Bashford 의 실험에서 높은 굽을 신었을 때 동적 균형능력
이 떨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앞선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연구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차이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
다. 이 연구는 대상자가 20대 젊은 여성인 반면 위 연구들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젊은 사람들은 체
감계의 빠른 적응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23)
24)
다. 류지선 의 실험에서 높은 굽을 신었을 때 좌우 방향에
서 동적 균형능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전후 방향의 동적 균형
능력에 유의함을 나타냄을 주장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 연구군
내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희하지 않았다. 이
러한 결과는 Y-BT에서 전후 방향의 동적 균형능력의 데이터
값이 상대적으로 적게 측정된 것이 원인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높은 굽을 신은 연구군은 낮은 굽을 신은 대
조군 보다 정적 균형능력과 두 점 식별 능력이 떨어졌다.
25)
Gerber 의 연구에서도 가만히 서있는 동안, 7 cm 하이힐의
사용은 맨발 서와 비교했을 때 COP의 진동을 증가시킨다고
하였고, 맨발에 2 cm 이하의 신발과 비교했을 때 발 뒤꿈치높
이가 4 cm 이상인 여성은 Functional Reach 및 Timed Up
26)
and Go 테스트 점수가 현저히 나빠졌다고 밝혀졌다. 따라
서 3 cm 이상의 굽은 발의 체성감각 및 균형능력을 떨어뜨리
고 이러한 균형성 상실은 자세에 대한 반응 능력을 떨어뜨려
상해와 낙상 유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겠다. 그러
나 동적 균형능력에 대한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는데 연령대별
동적 균형능력 측정에 대한 전후 및 좌우 방향을 구분하여 그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20대의 젊은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신발 굽 높이 3

cm, 7 cm 변화에 따른 정적 균형능력과 동적 균형능력, 두
점 식별능력을 분석했다. 정적 균형능력과 두 점 식별능력에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7 cm 굽의 신발을 착용한 집
단이 감각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졌고, 정적 균형능력 또한 낮
게 나타났다. 동적 균형능력은 두 군간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보면 높은 굽의 신발은 발의 체성감각을 떨어뜨
리고 피로를 높여 균형을 유지 하는데 어렵게 한다고 판단된
다.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 높은 굽의 신발을 신는 다양한
연령대로 대상자를 넓혀 연구할 필요성이 요구되며, 굽 높이를
다양화 하고, 전후 좌우 방향으로 움직일 때에 균형의 변화를
관찰할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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