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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Core Stabilization Exercise on the Dynamic  
Stability in Young Aged Women Wearing Heeled Shoes

서 론

인간의 신체 변형은 부적절한 학습자세, 핸드폰과 컴퓨
터의 장시간 사용, 잘못된 생활 습관 및 운동부족 등의 원
인으로 발생하며, 척추와 골반 주변의 근육 불균형을 발생
시키고(Na et al., 2014; Song et al., 2017) 통증, 유연성의 감
소 및 운동제한 등 기능장애와 신체 구조적 변화를 증가시
킨다(Kim & Choi, 2014). 젊은 여성들은 미적 측면을 위해 
높은 굽의 구두 착용을 선호하는 추세이지만, 굽 높이가 
높을수록 압력중심점(center of pressure : COP)과 지면반력
(ground reaction forces : GRE)이 변화하고(Gefen et al., 2002; 
Hong et al., 2005), 척추 전만, 골반 경사 및 근 피로를 발생 
시킨다고 보고하였다(Weitkunat et al., 2016).  

Gerber 등(2012)의 연구에서 높은 굽의 구두를 착용하

는 여성들은 낮은 굽의 구두를 착용하는 여성들에 비해 시
각적 제한에 관계없이 압력중심의 진동을 증가시키며 정
적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높은 굽의 
구두를 착용하는 여성들은 뼈, 근육 및 인대 조직에 과부
하를 일으켜 머리 뒤쪽기울기, 척추 직선화, 볼기와 무릎 
굽힘을 증가시킨다(El-Shamy et al., 2016; Silva et al., 2013). 
아울러 Mika 등(2012)은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뒤꿈
치를 들고 걸을 때 보행패턴을 분석한 결과, 척주세움근
과 중간볼기근에서 비정상적인 반응패턴을 보였으며, 무
릎의 굽힘을 증가시키고 정강뼈의 안쪽돌림을 만들어 무
릎 안쪽에 부하를 주는 동시에 넙다리네갈근의 힘 점(force 
vector)을 변화시킨다고 보고하였다(Callaghan & Oldham, 
1996; Kim & Park, 2013).
전술한 바와 같이, 생체 역학적 변화와 비정상적인 근

육 반응패턴은 고유수용감각의 기능 감소를 증가시키며
(Jang et al., 2016), 균형능력의 손상 및 수행능력을 감소시
켜 근골격계 부상 및 질환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Fath et al., 2017). Hodges & Richardson(1997)은 신체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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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동안 근육이 활성화되는 순서를 분석한 결과, 코어 안
정화 근육들(배가로근, 뭇갈래근 배곧은근, 배속빗근)이 
팔다리 움직임 전에 활성화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Anderson and Behm(2005)의 연구에 의하면 코어의 기능
은 몸통의 분절 안정성을 제공하며 몸통 안정화뿐만 아니
라 일상생활과 스포츠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
다. 즉, 동적 균형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코어
의 안정성을 향상시켜 몸통과 팔다리의 움직임 동안에 힘 
생산과 조절, 그리고 전달을 효율적으로 개선시키는 것
이라고 하였다(Borghuis & Lemmink, 2008). 이 외에도 Sek-
endiz and Korkusuz(2010)는 사무직 여성을 대상으로 12주
간 swiss-ball을 이용한 코어 근력 훈련이 동적 균형, 몸통
과 팔다리 근육 및 허리의 유연성을 개선시키는데 효과적
이라고 보고하였으며, Sandrey and Mitzel(2013)는 고등학
교 육상선수들 대상으로 6주간의 코어 안정화 운동이 동
적 균형을 향상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높은 굽의 구두를 착용하는 여성들의 근골

격계 질환의 문제점 및 코어 안정화 운동의 효과를 검토
한 연구는 찾아볼 수 있으나,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구두
의 굽 높이에 따라 코어 안정화 운동의 효과를 검토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굽 있는 구두를 착용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골

반의 경사, 근육의 활성도 및 보행패턴을 단순 비교분석
한 연구는 있지만(Gerber et al., 2012; Hong et al., 2005; Mika 
et al., 2016; Muyora et al., 2012), 운동 개입을 통한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평가 장비
들은 대부분 고가이며 장소적 제한과 사용방법에 어려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보다 현장 중심에서 손쉽게 이
용할 수 있는 장비 및 장소에서 굽 높이에 따른 운동개입
이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구두 굽 높

이에 따른 코어 안정화 운동이 동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
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20-26세 사이의 젊은 여성 14명을 착용하
는 구두의 굽 높이에 따라 높은 굽 착용 집단(High Heel 
Group; HHG, ≥7cm, n=7)과 낮은 굽 착용 집단(Low Heel 
Group : LHG ≥4cm, n=7)으로 분류하였다(Oh et al., 2010). 
연구대상 선정 조건은 지난 1년간 주 3회 이상 굽 있는 구
두를 지속적으로 착용한자로 1년 이내에 운동경험이 있
으며 정형외과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연구에서 제외시켰
다. 사전에 실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설명을 숙지하고 자
발적으로 참가 동의를 얻었다.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실험설계

이 연구에서는 굽 있는 구두를 착용한 젊은 여성 14명
을 대상으로 굽 높이에 따라 HHG(n=7)와 LHG(n=7)로 분
류한  후에 Y-Balance testTM를 이용하여 8주간의 코어 안
정화 운동 전(Before)과 후(A�er)에 동일한 방법으로 동적 
균형을 측정하였다.

측정방법

동적 균형은 다리의 근력, 유연성 및 고유수용감각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Y-Balance testTM(Move2Perform, 
Evansville, USA)를 이용하였다. 이 장비는 발판을 중심으
로 3개의 PVC바가 앞(anterior: 이하 Ant), 후외측(postero-
lateral: 이하 PL) 및 후내측(posteromedial: 이하 PM) 방향으
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 방향은 움직이는 플랫폼으로 구성
되어 있다. 피험자는 한쪽 다리를 중앙에 있는 발판에 지
지한 후 엉덩이, 무릎, 발목 관절을 동시에 구부리면서 반
대쪽 다리로 플랫폼을 보낸 후 처음 자세로 돌아온다. 이
와 같은 방식으로 Ant, PL 및 PM에 플랫폼을 최대한 보낸 
후 각 방향에 거리를 측정하였다. 
측정 시 비 주축 발은 중앙에 있는 발판에 위치시켜 중

심을 잡은 후 주축 발로 플랫폼을 각 방향으로보낸다. 피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M±SD)

Group Age (yrs) Height (cm) Leg length (cm) Weight (kg) BMI (kg/m2)

HHG 22.5±2.0 159.4±3.0 59.9±6.1 59.9±6.1 33.0±1.5

LHG 23.2±1.3 162.5±2.9 60.3±7.4 60.3±7.4 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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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길이(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to medial mlleolus)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을 사용하였다(측정거리/다리길이
×100). 또한 측정된 Ant, PL 및 PM 값을 합산 후 다리길이
에 3을 곱한 값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composite score; 
CS)을 사용하였다.

CS =〔(Ant+PL+PM/다리길이)×3〕×100

험자들은 Ant, PL 및 PM 순으로 측정을 진행하였으며 학
습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6번의 연습을 실시하였다. 
피험자들이 측정하는 동안 균형을 잃고 발판에 벗어

나거나 발이 바닥에 닿은 경우, 다리를 뻗은 후 측정자세
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패로 간주하고 재측정 하
였다. 공식적인 측정은 총 2회로 높은 점수를 측정값으로 
사용하였다(Plisky et al., 2009). 측정값은 측정거리를 주축 

Figure 1. Dynamic balance test

Anterior Posterolateral Posteromedial

Table 2. Core stabilization exercise.

Step Type Intensity Duration

warm-up dynamic stretch 10 min

exercise

plank 

1~2 week : 30 sec
3~4 week : 40 sec
5~6 week : 50 sec
7~8 week : 50 sec with balance pad

40 min
(rest between set : 90 sec /
rest between rep : 40 sec)

supine bridge

1~2 week : 3set / 12 rep.
3~4 week : 4set / 12 rep.

5~6 week : 3set / 12 rep.
7~8 week : 4set / 12 rep.

with
gymball

squat

1~2 week : 3set / 12 rep.
3~4 week : 4set / 12 rep.

5~6 week : 3set / 12 rep. 
7~8 week : 4set / 12 rep. 

with Bosu 

russian Twister 

1~2 week : 3set / 10 rep.
3~4 week : 4set / 10 rep.

1~2 week : 3set / 10 rep.
3~4 week : 4set / 10 rep.

with
gymball

back extension on gymball

1~2 week : 3set / 12 rep.
3~4 week : 4set / 12 rep.
5~6 week : 3set / 20 rep. 1kg
7~8 week : 4set / 20 rep. 2kg

alternate arm
and leg extension

1~2 week : 3set / 12 rep.
3~4 week : 4set / 12 rep.
5~6 week : 3set / 12 rep.
7~8 week : 4set / 12 rep.

with
gymball

cool-down static stretch 1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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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 안정화 운동   

코어 안정화 운동은 Araujo et al.(2015)이 사용한 운동 
프로그램을 기초로 Lee(2014), Arokoski et al.(2004) 및 Sek-
endiz and Korkusuz(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운동방법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코어 안정화 운동은 1일 60분씩(준
비운동 10분, 본 운동 40분, 정리운동 10분) 주 3회 실시하
였으며, 휴식시간은 각 세트 간 40초, 각 운동 간 90초로 설
정하였다. 
코어 안정화 운동은 <Table 2>와 같다. 

자료처리

모든 자료는 SPSS WIN 19.0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
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집단 간의 동적 안정성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비모수 검정인 크러스칼-왈리스 검정
(Kruskal-Wallis test)을 실시하였으며, 시기에 따른 동적 안
정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윌콕슨 검정(Wilcoxon test)
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
였다.

결 과

코어 안정화 운동 전과 후의 Ant의 동적 균형은   <Table 
3>에 제시하였으며, Ant의 동적 균형은 운동 전과 비교해
서 운동 후에 HHG집단에서는 유의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p=.0188) LHG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코어 안정화 운동 전과 후의 PL의 동적 균형은 <Table 

4>에 제시하였으며,  PL의 운동 전 동적 균형을 비교한 결
과 HHG가 LHG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025). PL의 동적 균형은 운동전과 비교해서 운동 후에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18, p=.028).
코어 안정화 운동 전과 후의 PM의 동적 균형은 Table 

5에 제시하였으며, 운동 후 동적 균형은 운동 전과 비교
해서 HHG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p=.028), LHG에서는 운동 전과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3. Changes in dynamic stability on anterior before and after core stabilization exercise.

Variable Group Before After Time

Ant(cm)
HHG 66.3±9.0 82.7±16.9 z= -2.366, p= .018*

LHG 72.1±5.1 79.8±9.7 z= -.943, p= .345

group X2= 1.180, p= .277 X2= 1.180, p= .277

*p<.05, Ant; anterior

Table 4. Changes in dynamic stability on  posteriolateral before and after core stabilization exercise.

Variable Group Before After Time

PL (cm)
HHG 104±7.2 121±18.9 z= -2.366, p= .018*

LHG 112.6±10 118.9±10.4 z= -2.201, p= .028*

group X2= 5.000, p=.025* X2=.102, p=.749

*p<.05, PL; posteriolateral

Table 5. Changes in dynamic stability on  posteriomedial before and after core stabilization exercise.

Variable Group Before After Time

PM (cm)
HHG 98.3±5.9 115±11.9 z= -2.197 , p= .028*

LHG 111.5±9.0 110.4±10.4 z= -.338, p= .735 

group X2= 3.440, p= 0.64 X2= .004, p= .949

*p<.05, PM; posteriomed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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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 안정화 운동 전과 후의 CS는 <Table 6>에 제시하
였으며, CS의 운동 전 동적 균형을 비교한 결과 HHG가 
LHG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25). 운
동 후 동적 균형은 운동 전과 비교해서 HHG에서 유의하
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p=.018), LHG에서는 운
동 전과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논 의

이 이 연구에서는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구두 굽 높이
에 따른 코어 안정화 운동이 동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높은 구두 굽의 착용은 동적 균형을 저하시
키는 반면에, 코어 안정화 운동은 높은 구두 굽 착용에 의
한 동적 균형의 저하를 개선시킨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de Oliveira Pezzan et al.(2011)은 높은 구두 굽을 착용
하는 여성들과 비 착용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세를 분석
한 결과, 높은 구두 굽을 착용한 여성들이 비 착용 여성
들 보다 요추 전만(착용집단 62°/비 착용집단 42°)과 골반 
앞방향경사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Lee et 
al.(2001)의 연구에서도 굽 높이가 1cm 증가할수록 요추 
굽힘이 1°정도 감소한다고 하면서, 굽이 높을수록 균형능
력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PM 및 CS의 
동적 균형은 LHG(4cm≥)와 비교해서 HHG(7cm≥)에서 유
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굽을 착용하는 
여성일수록 요추의 전만 증가 및 굽힘 감소 등이 낮은 굽
을 착용하는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며 균형 능력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Hong et al.(2005)은 구두 굽을 착용하는 여성들의 보행 
패턴과 족저 압력을 분석한 결과, 착용하는 구두 굽이 높
을수록 수직 지면반력이 높았다고 보고하였으며, Mika et 
al.(2012)도 높은 구두 굽을 착용할수록 압력중심점의 편

차 범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구두 굽이 높을수록 신체 구조적 변화를 증가시
켜 PL 및 CS의 동적 균형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
각된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코어는 척추, 골반 및 엉덩 관

절을 포함하는 부위로 몸의 움직임이나 동작을 수행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며 힘 전달과 발생에 밀접한 관련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Kible et al., 2006). 높은 구두 굽의 
착용은 요추와 골반 부위의 근육과 인대를 약화시키며 비
정상적인 근육 반응 패턴을 보여 균형감각을 감소시키고 
코어의 기능장애를 초래한다고 하였다(Mika et al., 2012; 
Oh et al., 2010). Gandevia et al.(1992)은 구조적 기능장애
는 관절 움직임과 위치감각, 힘과 근육수축 타이밍 인지 
등과 같은 고유수용감각 기능들을 저하시켜 균형능력이 
감소되며 하지의 근-신경 조절의 약화 및 무릎 인대의 부
담을 증가시켜 무릎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Zazulak et al., 2007). Behm et al.(2005)은 동적 균형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코어의 소근육(Local muscle)과 대근육
(Global muscle)의 동시수축(Co-contraction) 및 동시 활성
(Co-activation)작용이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Borghuis 
and Lemmink(2008)는 코어 안정화 운동은 요추와 골반의 
주변 근육의 활성을 향상시키며, 주변 근육의 활성은 척
추와 골반의 움직임과 자세조절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하
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코어 안정화 운동이 척추와 골
반 주변의 근육의 활성과 협응성을 향상시킨 결과, 주변 
근육이 강화되고 안정화됨으로써 적절함 힘 분배와 조절
이 이루어져 구두 굽을 착용하는 여성, 특히 높은 구두 굽
(7cm≥)을 착용하는 여성의 동적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Comerford and Mottram(2001)의 연구에 의하면, 코어 
안정화 운동은 좌우 대칭적 기능과 관련된 배속빗근, 뭇
갈래근 및 넙다리곧은근과 같은 심부 근육과 좌우 비-대
칭적 기능과 관련된 배바깥빗근, 큰볼기근 및 허리엉덩

Table 6. Changes in dynamic balance on composite score before and after core stabilization exercise.

Variable Group Before After Time

CS(cm)
HHG 269.4±18.1 315.2±44.2 z= -2.366, p= .018*

LHG 296.2±16.3 309.2±26.5 z= -1.014 , p =.310 

group X2= 5.000, p= .025* X2= .200, p= .655

*p<.05, CS; composite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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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근과 같은 대근육의 동시 수축을 발생시킨다고 보고
하였다. 아울러 코어 안정화 운동은 단일 관절의 움직임
을 피해야 하며 기능적인 움직임과 위치에 따른 조화로
운 움직임을 강조해야 한다고 하였다(Anderson & Behm, 
2005). 즉 소근육과 대근육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
으며 유사한 반응패턴과 동시에 작용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Sekendiz and Korkusuz(2010)은 앉아서 일하는 사무
직 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 swiss-ball을 이용한 코어 근
력 훈련을 실시한 결과, 몸통의 굽힘근(abdominals)과 폄
근(lowerback), 하지의 굽힘근(quadriceps)과 폄근(ham-
strings), 허리의 유연성 및 동적 균형을 개선시키는데 효
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Arokoski et al.(2004)의 연구에서
는 18가지의 운동 동작 중 이 연구의 코어 안정화 운동과 
유사한 브릿지 동작과 엎드린 자세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
는 운동이 다른 운동에 비해 요추 주변의 근육을 가장 크
게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코어 안정
화 근육을 발달시키는 요소들을 적절하게 반영한 결과, 
코어 안정화 운동을 통해 높은 구두 굽을 착용하는 여성
들의 동적 균형을 향상시켰으며 특히, 코어 안정화 운동
은 HHG(Ant, PL, CS)와 LHG(PL)에 관련된 코어 주변의 근
력과 반응패턴을 개선시켜 동적 균형을 향상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Y-Balance TestTM의 각 방향마다 관

여하는 근력과 근육의 활성도를 분석하여 구두 굽 높이
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된다.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구두 굽 높이에 
따른 코어 안정화 운동이 동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검
토한 결과, 높은 구두 굽의 착용은 동적 균형을 저하시키
는 반면에, 코어 안정화 운동은 높은 구두 굽 착용에 의한 
동적 균형의 저하를 개선시킨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향
후에는 구두 굽 높이에 따라 근력과 근육의 움직임을 보
다 상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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