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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풋 운동이 발의 안쪽 세로활과 균형에 미치는 영향과 효율적 

적용에 대한 연구

황 룡¹, 최영준² 

¹동남보건대학교 물리치료과, ²조은정형외과 물리치료실 

서 론 

일반적으로 발은 인체의 5%를 구성하고 발바닥의 감각정보를 통해 

자세의 조절과 균형을 유지하는 안정성을 제공하며,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1]. 여러 인대와 근육 그리고 뼈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는 

발은 매우 복잡하지만 크게 수동과 능동의 두 가지 구조물로 분류된

다. 수동적 구조물은 발바닥 인대와 발뼈로 형성된 세로활(Medial 

Longitudinal Arch), 발바닥근막이 있으며, 능동적 구조물은 발의 외재

근건과 내재근들이 있다[2]. 이 두 구조물은 하체의 운동 사슬의 기저

면으로서 역할을 하고 역동적인 활동 중 하지의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2,3]. 안쪽 세로활은 발의 일차적인 체중 지지 및 충격흡수 구

조로, 낮은 스트레스나 정적인 상황에서 발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4]. 발꿈치뼈, 목말뼈, 발배뼈, 그리고 3개의 쐐기뼈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발허리뼈가 골격을 구성하는 안쪽 세로활은 발바닥근막, 긴 발바

닥 인대와 짧은 발바닥 인대, 용수철 인대가 수동적 지지를 제공하며, 

앞정강근과 뒤정강근, 발가락 굽힘근과 발가락 벌림근이 능동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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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is the effective short foot exercise methods and verify the effect of short foot exer-
cise (SFE) on medial longitudinal arch (MLA) and balance in order to utilize it as foundation data for clinical fields.

METHODS: In this study, research papers were collected by using RISS, KISS and PubMed as a search term for SFE, foot intrinsic mus-
cle exercise (FIME) and MLA. 

RESULTS: A total of 30 research were gathered, and 16 papers of data were related effect of SFE, and 9 papers was related to effective 
exercise methods, and 5 papers was related to a comparison with other FIME. The collected data were classified into the influence of 
SFE on the MLA, balance, and the efficient exercise methods.

CONCLUS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SFE was very effective to maintain MLA and improve foot stability, dynamic 
balance and gait. In addition to, imagery training and biofeedback with SFE was efficient methods, and SFE applied with weight bear-
ing, or windlass effect, or 30° ankle dorsiflexion strengthened abductor halluces muscle effectively. Therefore, SFE will be useful for 
rehabilitation of pes planus patients or athl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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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한다. 안쪽 세로활의 구성요소 중 발의 내재근, 특히 엄지벌림

근은 체중 지지 활동 동안 활(arch)의 안정성에 기여하고 발바닥 근막, 

발바닥 인대 및 발의 외재근과 함께 작용하여 보행 시 발의 목말 밑 관

절의 엎침을 조절한다[5-7]. 그러나 여러 이유로 구조물들이 충분한 지

지를 하지 못하여 안쪽 세로활이 무너질 경우 편평발(pes planus)이 발

생한다. 

편평발은 만성적인 증상으로 안쪽 세로활 각도의 감소, 뒤 발의 밖굽

이, 뒷발에 대한 중간발의 벌림이 나타난다[8]. 이러한 발의 과도한 엎침

은 압박골절, 발허리뼈 골절, 아킬레스 건염 등 과사용 손상이 일어난

다[9-1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 재활 분야에서는 발가락

으로 물건 집기, 한쪽균형동작, 정강이굴곡과 숏풋 운동(Short foot ex-

ercise) 등과 같은 중재들이 사용되었다[12,13]. 숏풋 운동은 발을 앞쪽

에서 뒤쪽 방향으로 짧게 만드는 방법으로, 발가락 굽힘없이 첫 번째 

발허리뼈 머리를 뒤꿈치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운동이며, 종종 발의 내

재근, 세로활과 가로활의 강화를 위해 스포츠 및 재활영역에서 처방된

다[13]. Jung et al. [14]에 따르면, 숏풋 운동은 엄지벌림근을 활성화하며, 

안쪽 세로활이 낮아지는 것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노인 환자의 낙상 

예방과 보행 동안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다[15,16]. 

숏풋 운동은 최근 편평발 환자에 대한 운동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

다. 하지만 평상시 사용하는 근육이 아니고 발 내재근이 약해져 있어 

올바른 운동의 수행이 어렵다[17]. 이러한 이유로 숏풋 운동에 대한 최

근 연구들은 숏풋 운동의 다양한 운동효과를 검증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할 방법을 연구해왔으나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숏풋 운동의 다양한 효과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적용을 제시하고 

일반인, 스포츠선수 및 환자 등의 재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방법  

문헌 검색은 2018년 3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진행하였다. 문헌 검

토는 PRISMA 지침을 기반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국내 및 해외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는 키워드를 통한 검색으로 초록

과 전문을 분석하여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발표된 사례연구 및 무작

위대조군 연구 38편을 선별하였고 고찰 논문과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

하지 않는 논문 8편은 제외하여 총 30편의 논문을 검토하였다. 국내 

논문의 경우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학술정보서비스(KISS)

를 통해 출판 및 완성된 학술지 및 학위논문을 검색하였으며, 외국 학

술자료의 경우 PubMed를 통하여 확장 검색하였다. 검색어는 “단축발 

운동”, “숏풋 운동”, “Short foot exercise”, “Short-foot exercise”, “Foot 

intrinsic exercises”로 검색하였다. 그중 숏풋 운동의 다양한 영향에 대

해 연구한 논문은 16편, 숏풋 운동의 효율적인 운동방법에 대해 연구

한 논문 9편, 숏풋 운동과 다른 유사 운동들과 비교한 논문은 5편으

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연구 자료를 토대로 숏풋 운동이 안쪽 세로활

에 미치는 영향과 발목의 안정성 및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균형과 숏

풋 운동의 효율적 운동방법을 세부내용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본 론

1. 숏풋 운동이 발 안쪽 세로활에 미치는 영향 

편평발은 안쪽 세로활이 편평해지는 것, 뒤 발의 밖굽이, 뒤 발에 대

한 중간발의 벌림 증상을 포함하는 만성적인 징후이다[8]. 안쪽 세로

활은 걷거나 달릴 때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며, 첫 번째 

발허리뼈 먼쪽 및 중간 부분은 신체의 움직임 시 스프링과 같이 체중

을 지탱하여 균형을 유지한다[18]. 발을 구성하는 근육들 중 엄지벌림

근은 안쪽 세로활의 상승과 함께 엄지굽힘근, 첫 번째 발허리뼈의 뒤

침근, 뒤꿈치뼈의 번짐근, 정강근의 바깥돌림근의 기능을 같이 수행을 

한다[19].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엄지발가락 벌림근에 피로가 쌓이면 

발배뼈 하강(Navicular drop)이 증가하고, 정강신경을 차단한(Tibial 

nerve block) 상태에서 엄지 굽힘을 시도했을 때, 역시 발배뼈 하강의 

증가와 엄지벌림근의 근 활성도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언급하

며, 엄지벌림근이 안쪽 세로활을 지지하고 정적인 상태에서 엎침을 조

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5,7]. 따라서 엄지벌림근의 강

화는 과도하게 엎침된 발의 안쪽 세로활 유지와 편평발을 가진 사람들

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과사용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

다[5,7,19]. 편평발과 관련된 병적 문제는 서있거나 걷는 동안의 발이 과

도한 엎침이 되어 이로 인해 흔한 과사용 손상이 발생하고, 아킬레스

힘줄염, 엄지발가락가쪽휨증, 뒤경골근 기능부전 그리고 무릎뼈넙다

리통증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20-24].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방되

는 운동으로는 숏풋 운동, 발가락 오므리기 운동, 발가락 벌리기 운동

과 발가락으로 물건집기 등이 이용되었다[12,13].

숏풋 운동은 발바닥을 바닥에 붙인 채로 시행되는 운동이며 이를 

통해 발바닥 자극이 활성화된다. 그뿐만 아니라 안쪽 세로활을 구성

하는 엄지벌림근과 짧은 엄지굽힘근의 근 활성을 통해 고유수용감각 

되먹임을 적용한 감각 운동 훈련이 가능하다[25]. Prentice [13]는 숏풋 

운동이 세로활과 가로활의 강화와 내재근의 강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숏풋 운동이 엄지벌림근을 활성화

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안쪽 세로활이 낮아지는 것을 예방한다고 보고

하였다[14,26].

2. 숏풋 운동이 균형에 미치는 영향 

발은 인체의 5%를 차지하고 있지만 발바닥 감각 정보를 통해 자세

를 조절하고, 균형 유지를 위한 안정성을 제공하며, 충격을 흡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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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쪽 세로활이 낮아지거나 구조적 또는 기능적 변형이 일어날 정

도로 완전히 무너질 경우에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은 감소할 것이고 균

형 감각의 소실로 이어져 걷거나 뛰는 동안 안정성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보행의 어려움과 보행지구력의 감소로 나타나게 된다[27,28]. 이

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의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근골격계 요소, 신경근 연접, 개개의 감

각계, 감각 전략, 선행 기전, 적응 기전 그리고 내적 재현 등이 있는데

[29], 이들 중 발목 불안정성의 가장 큰 원인은 고유수용성 감각 또는 

관절 위치 감각의 감소라고 보고되었고[30], 고유수용성 감각을 향상

시키기 위한 치료적 방법으로 발바닥 자극은 운동 감각과 자세 유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31]. Janda et al. [32]은 숏풋 운동이 신체 분절

을 유지하고 발바닥의 체성 감각을 자극하여 체간 안정성까지 향상시

킨다고 하며, 다른 운동과 함께 적용 시 숏풋 운동은 고유수용감각 훈

련의 첫 단계로 시행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숏풋 운동이 균형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평가 도구로 분석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Lynn et al. [3]은 숏풋 운동 후 동적 균형평가에

서 내측에서 외측으로의 압력 중심이 유의하게 감소하여 동적 균형 능

력 향상을 보고하였으나, 정적 균형 검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Mulligan et al. [33]은 동적균형평가에서 앞쪽을 제외한 모

든 방향에서 안정성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와 유사하게 

Drewes et al. [34]의 연구는 하지 손상이 있는 환자에게 숏풋 운동 적용 

시 발 내재근 검사와 계단 내려오기 항목에서 향상을 보였지만, 역시 

정적인 평가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Mignogna et al. [35]은 이러한 정적 

검사와 동적 검사에서 숏풋 운동이 차이를 보이는 결과에 대하여 발 

내재근의 기능적인 연관성에 초점을 두었다. 정적 자세 조절은 동적 자

세 조절과 달리 발 내재근의 영향보다는 다른 운동감각이나 체성 감각 

그리고 중추신경계 기전에 의해 더 의존적일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동적 균형에서 발 내재근, 특히 엄지벌림근의 근 활성은 발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근 활성 동안 얻어지는 고유수용성 감각 되먹임 

기전으로 자세 안정성에도 향상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Chung et al. [36]의 연구에서 안정성에 대한 

척도로 감각 평가를 시행하였다. 발 내재근 운동으로 발가락 오므리기 

운동군과 숏풋 운동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는데, 숏풋 운동군에서 

감각 평가에 더 유의한 증가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

난 이유로 두 운동 모두 내재근 근 활성을 통한 고유수용감각의 향상

을 야기했으나 숏풋 운동군에서 수축 동안 더 효과적인 원심성 감각 

정보가 유입되었음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운동방법에서 숏풋 운동은 

발가락 오므리기 운동과 달리, 바닥에 발바닥을 접촉시킨 상태로 시

행하기 때문에 발바닥 자극을 통해 감각평가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

올 가능성이 있다. 향후 감각 평가를 분석하는 숏풋 운동연구에서는 

비교 운동군 간에 발바닥 자극 정도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Table 1).

3. 숏풋 운동의 효율적 적용

1) 관련 운동 및 중재와의 비교

Jung et al. [14]은 엄지벌림근의 근전도와 안쪽 세로활 각도를 숏풋 

운동과 발가락 오므리기 운동 동안에 비교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숏풋 운동이 더 큰 근 활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가락 오

므리기 운동은 발허리발가락 관절의 굽힘이 발가락 굽힘과 함께 발생

하지만 숏풋 운동은 발가락 굽힘없이 엄지벌림근의 근 활성이 유발되

기 때문이다. 이 연구와 동일하게 두 운동 적용 시 안쪽 세로활과 발목 

안정성을 비교한 논문에서도 숏풋 운동 그룹에서 더욱 효과적인 것으

로 보고되었다[36]. Kim et al. [37]의 연구에서는 엄지발가락가쪽휨증 

환자에게 숏풋 운동보다 발가락 벌리기 운동(Toe spread out exercise)

에서 엄지벌림근의 근 활성도가 더욱 크고 첫 번째 발허리발가락 관절

의 각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서 더 효율적인 운동으로 보고하였

다. 하지만 대상자가 엄지발가락가쪽휨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숏

풋 운동을 하는 동안에 첫 번째 발허리발가락 관절이 모음 되어 있어 

활시위 효과를 발생시켜 엄지모음근보다 엄지벌림근의 근 활성이 낮

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Goo et al. [38]의 연구에서는 앉은 자세

와 서 있는 자세에서 숏풋 운동과 발가락 벌리기 운동의 근 활성도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발가락 벌리기 운동 그룹에서만 앉은 자세

와 선 자세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길이-장력 관계에 따라서 엄지

벌림근의 길이가 짧아지는 숏풋 운동보다 길이를 유지하는 발가락 벌

Table 1. Various effects of short foot exercise    

Subject Effectiveness Result Reference

Hyper-pronated foot adult Sensory feedback SE Moon [42]
Normal feet adult Foot arch support strengthening SE Jung et al. [14]
Normal feet adult AHM FHBM strengthening SE Heo et al. [26]
Normal feet adult IM strengthening SE Heo et al. [50]
Normal feet adult Dynamic balance SE Lynn et al. [3]
Normal feet adult Static balance Non-SE Mulligan et al. [33] 
Hyper-pronated foot adult Gait ability SE Moon [42]

APM, abductor hallucis muscle; FHBM, flexor hallucis brevis muscle; IM, intrinsic muscle; SE,significan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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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 운동에서 효과가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정확한 체중 지

지의 양을 정량화하지 못하여 실험자가 각기 다른 부하를 주었음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가 필요함을 보고하였다. Goo et al. [38]의 연구결

과를 고려해보면, 앞서 분석한 Jung et al. [14]과 Kim et al. [37]의 결과

에서, 엄지벌림근은 길이-장력관계에 의해 활성화도에서 차이가 났음

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발가락 오므리기 운동은 첫 번째 발허리발가락 

관절의 굽힘이 일어나 엄지벌림근의 기시와 정지지점이 가까워진 반면

에 숏풋 운동은 엄지발가락의 굽힘이 없기 때문에 더 높은 근 활성도

를 낼 수 있는 근육 길이를 유지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엄지발가

락가쪽휨증 환자의 첫 번째 발허리뼈의 모음 된 위치 역시 엄지벌림근

의 기시와 정지지점의 변화로 근 활성도가 작게 나타나 발가락 벌리기 

운동보다 근 활성도가 적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근전도가 아닌 MRI를 

이용한 발 내재근 운동의 근 활성 변화를 연구한 논문의 결과를 보면, 

숏풋 운동과 발가락 벌리기 운동 모두 근 활성도에 변화가 있었으나 

두 운동 간 비교는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운동의 근 활성

도가 변화한 평균 차이는 매우 비슷하였고, Kim et al. [37]의 연구는 엄

지발가락가쪽휨증 환자였음을 이유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므

로 숏풋 운동이 안쪽 세로활을 유지하게 하는 엄지벌림근 강화에 효

과는 있지만 엄지발가락가쪽휨증과 같은 이차적인 병적 증상에서 정

상발의 모양이 아닐 경우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향후 정상인을 대

상으로 각각의 발 내재근 강화운동을 시행한 근 활성도 비교 연구를 

통해 엄지벌림근의 길이-장력 관계에 따른 효율적인 운동을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전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Moon et al. [39]의 연구에서는 동적 균형

을 안정 한계점(limit of stability)을 이용하여 검사하였다. 서 있는 자세

와 앉은 자세에서 숏풋 운동 후에 동적 균형 변화를 측정하였는데, 왼

쪽, 앞, 뒤 전체 모든 영역에서 안정 한계점이 증가했다. 이 역시 발바닥

에서의 고유수용감각 자극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고하였고, 신경계환

자에게 숏풋 운동을 적용한 연구논문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40]. Kim et al. [41]도 Y-균형검사(Y-Balance Test)에서 숏풋 운

동 그룹이 활 지지 보조기 그룹과 차이를 보이고 동적 균형 능력이 향

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들은 숏풋 운동이 체중 지지와 보행 시 신

체를 앞으로 미는 역할을 하는 엄지벌림근과 말기 입각기에서 안쪽 세

로활을 유지하는 짧은 엄지굽힘근의 활성화로 인한 결과로 판단하였

다. 숏풋 운동의 보행 기능에 대한 효과 분석 논문에서는 보행 시 좌우 

압력 중심의 이동 거리와 속도가 감소하고, 운동을 통해 발목의 안쪽 

번짐이 증가, 가쪽 번짐의 감소, 무릎의 안쪽 돌림과 수평면 가동범위

의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다[42]. 이러한 보행 기능의 향상은 감각운동 

훈련과 숏풋 운동을 결합하여 적용했을 때, 과도하게 엎침된 발을 가

진 사람에게 더욱 효과적이었다. 또한 Lim [43]은 편평발을 가진 노인

에게 단축발을 적용한 연구 사례에서 보행 시 좌우변동성이 유의하게 

줄어들어 노인의 낙상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전의 연구

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숏풋 운동을 통한 발바닥 자극과 고유

수용성 감각 자극을 통해 동적 균형 능력이 향상되고, 발의 내재근 강

화로 안쪽 세로활이 유지되어 보행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유연성 편평발과 중립발 대상자 간의 숏풋 운동을 통

한 균형 효과 비교연구에서는 압력 중심 동요 면적과 별표식균형검사

(Star Excursion Balance Test)에서 편평발 운동군과 중립위 발 운동군 

모두에서 동적 및 정적 균형이 유의하게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다[44]. 

이전의 선행연구들은 압력 중심의 이탈을 동적 균형의 척도로 선정한 

반면, 이 연구에서는 압력 중심 동요 면적을 정적 균형의 척도로 선정

하였다. 압력 중심 이탈의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의 이상 값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발 움직임의 3차원 축을 설명하기 어려워 오

차를 줄이고자 압력 중심 동요 면적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로 유연성 

편평발을 가진 운동군은 중립발 운동군에 비해 압력 중심 동요 면적

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유연성 편평발을 가진 사람은 정상인보다 운

동 전 압력 중심 영역이 넓은 상태였고, 운동을 통해 유의하게 감소하

였음을 증명하였다. 하지만 압력 중심 동요 면적을 측정한 유일한 연

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Jung et al. [45]의 연구에서는 편평발 환자에게 숏풋 운동과 함께 안

쪽 세로활을 높이는 발 보조기를 적용하였다. 발 보조기는 편평발 환

자의 정상적인 발 정렬을 유지하게 하여 발 내재근이 적절한 길이로 

복구되어 근 수축을 할 수 있다. 연구 결과로 보조기만 적용한 대조군

보다 발 보조기와 숏풋 운동을 결합한 실험군에서 더 효과적으로 강

화되어 편평발 환자에게는 보조기를 결합한 운동을 권고하였다. 그러

나 Kim et al. [46]의 연구에서는 앉은 자세와 한 발로 서 있는 자세에서 

발 보조기와 숏풋 운동을 적용한 그룹보다 권양기 효과(windlass ef-

fect)를 적용한 숏풋 운동 그룹이 근 활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양기 효과는 발허리발가락 관절을 발등굽힘시키면 발바닥 근막의 

장력이 증가하여 안쪽세로활의 높이를 올리고 발의 안정성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47]. 또한 앉은 자세보다 한 발로 선 자

세에서 근 활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여 체중 지지에 의한 지면반발력

이 발 내재근에 대한 저항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았다. 이는 Kelly et al. 

[48]의 앉은 자세와 서 있는 자세, 한 발로 서 있는 자세를 비교한 논문

에서 체중 지지가 많을수록 근 활성도가 크다는 결과와 동일하게 나

타났다. 

Koo [49]의 발목관절의 각도에 따른 운동효과 연구에서는 숏풋 운

동과 발가락 벌리기 운동 그룹 모두에서 발목의 30° 발등굽힘에서 근 

활성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Heo et al. [50]의 논문에서도 이와 동일하

게 일반적인 숏풋 운동보다 30° 발목 발등굽힘 상태에서 더 높은 근 활

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이유로 발목의 30° 발등

굽힘 상태에서는 아킬레스건이 신장되어 증가한 장력이 발바닥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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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준 것으로 보았다. 30° 발등굽힘은 권양기 효과와 마찬가지로 발

바닥 장력을 증가시켜 엄지벌림근의 근 활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생각

된다(Table 2).

앞서 논의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편평발에서 늘어난 엄지벌림근

의 길이는 발 보조기 적용 시 정상 길이로 회복되어 근 활성도가 높아

지지만, 엄지벌림근이 최대 수축을 할 수 있는 근육의 길이는 정상적

인 발 자세보다 권양기 효과가 적용된, 즉 엄지발가락의 폄 상태로 나

타났다. 이전에 논의했던 Kim et al. [37]과 Goo et al. [38]의 연구에서 

발가락 벌리기 운동이 숏풋 운동보다 더 효과적이었던 이유도 발가락 

벌리기의 운동 방법이 발가락의 폄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뿐만 아니라 권양기효과와 마찬가지로 발

목의 30° 발등굽힘 자세 역시 발바닥 장력 증가로 인해 정상 발 자세보

다 높은 근 활성도를 유도할 수 있다. 체중 지지의 여부에 따라서도 발

바닥에 미치는 지면반발력이 발 내재근에 저항으로 작용하여 한 발로 

서 있는 자세에서 근 활성도가 높았다. 하지만 이 모든 요소가 정상 발

이나 편평발에 적용되었을 때 엄지벌림근의 근 활성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는 없다. 발목의 30° 발등굽힘과 권양기 효과를 중복 적용시켰을 

때 엄지벌림근의 길이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져 정상 근 수축을 유발하

지 못할 수 있고, 더불어 체중 지지를 부여할수록 발바닥의 지면반발

력은 발 내재근에 스트레스로 적용되어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따

라서 향후에 권양기 효과, 발목의 30° 발등굽힘 그리고 체중 지지의 여

부에 따른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효율적 적용방법

숏풋 운동은 앞발과 뒤꿈치는 바닥에 붙인 상태로 첫 번째 발허리뼈

의 머리를 뒤꿈치 쪽으로 당기는 근 수축을 유발하되 발가락은 굽히지 

않는 운동이다[13]. Janda et al. [51]은 숏풋 운동을 1단계 수동적 모형화

(passive modeling), 2단계 능동-보조 모형화(active-assistive modeling), 3

단계 능동적 모형화(active modeling)로 시행하는 것을 제안하였는데, 

운동 중 앞정강근과 같은 외재근들의 과도한 활성을 피하며 처음에는 

부분적인 체중부하 상태에서 중재자와 함께 수동적으로 진행되며 점

차 대상자가 능동적으로 완전한 체중부하 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17]. Lee et al. [52]은 일반적인 숏풋 운동에 추가로 심상 기법을 

이용하여 발목 불안정성에 대한 효과를 연구하였다. 심상 기법을 적용

한 다른 운동의 선행논문과 동일하게 심상 기법이 숏풋 운동에 유의

한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발목 불안정성에 기인한 결과를 

증명하였으므로 추후 근전도나 MRI를 통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야 함을 제언하였다. 발목 불안정성은 앞서 논의했던 연구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숏풋 운동 시 발바닥 자극이나 발의 고유수용성 감각 자극

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이전 심상 기법 연구에서 심상 기법을 통해 운

동 학습 능력이나 근력 강화에 효과적이라 주장했지만 Lee et al. [52]의 

연구는 심상 기법을 통한 발목 안정성 향상을 확인하였기에 향후에 엄

지벌림근의 근 활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Lee et al. [53]은 편평발 환자의 숏풋 운동 적용 시 엄지벌림근과 앞

정강근의 근 활성도 비교 연구를 통해 편평발 환자의 숏풋 운동에서 

엄지벌림근과 앞정강근의 근 활성 비율이 1보다 높아 앞정강근의 근 

활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 따라서 숏풋 운동 시행 시 앞정강

근의 근 활성도가 높아지는 것은 안쪽 세로활의 각도를 유지하기 위한 

보상작용임을 인식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오피드백 접근법은 운동과 접목하여 적용 시 보상

작용을 감소시키고 선택적 수축이 가능하여 일반적인 운동에 비해 운

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54]. Cha et al. [55]은 외재근과 내재근

의 근 활성도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전도 바이오피드백을 이용

한 숏풋 운동이 앞정강근의 근 활성을 억제하여 안쪽 세로활 유지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서 있는 자세에서 체중 지지 동안 효과

가 극명히 나타날 것이라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Jeong [56]의 연구에

서는 족저압의 시각적 피드백을 이용한 숏풋 운동이 더욱 효과가 있었

다고 보고하였다. Park et al. [57]은 핀치측정기(Pinch gauge)를 첫 번째 

발허리 머리 아래 위치시키고 시각 피드백을 적용한 연구에서 엄지벌

Table 2. Comparison with related exercise and intervention    

Exercise Comparison Subject Effectiveness Result Reference

TC, SF Normal feet adult
Pronated foot patient

Proprioceptor facilitation TC<SF Jung et al. [14]
Chung et al. [36]

TCE, SF Normal feet adult
Pronated foot patient

AHM activity TC<SF Jung et al. [14]
Chung et al. [36]

TC, SF Normal feet adult
Pronated foot patient

MLA stability TC<SF Jung et al. [14]
Chung et al. [36]

TC, SF Normal feet adult
Pronated foot patient

Ankle stability TC< SF Jung et al. [14]
Chung et al. [36]

TSO, SF HV patients AHM activity TSO>SF Kim et al. [37]
TSO, SF HV patients First MTPJ angle height increase TSO>SF Kim et al. [37]

TC, toe curl; SF, short foot; TSO, toe spread out; HV, hallux valgus; AHM, abductor hallucis muscle; MLA, medial longitudinal arch; MTPJ, metatarsophalangeal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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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근의 근 활성과 핀치측정기 수치의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

하며, 임상에서 엄지 벌림근의 근 활성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도구로 

추천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전의 바이오피드백과 운동을 결합한 연구

들과 마찬가지로 숏풋 운동에서도 바이오피드백을 결합시킬 경우 외

재근의 보상작용 없이 엄지벌림근의 선택적 수축이 가능하며, 핀치측

정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엄지벌림근의 활성을 유도할 것으로 사료

된다(Table 3).

본 연구는 숏풋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적용 방법과 효과를 연구한 

논문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각 논문의 운동방법의 기간이나 방식에서 

같지 않았고, 대상자 또한 정상인, 운동선수, 편평발 환자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표본 수가 적은 논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반화하

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숏풋 운동은 엄지벌림근의 강화로 안쪽 세로활 

유지에 효과적이며, 동적 균형과 발 안정성, 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 검토한 효율적인 숏풋 

운동방법을 사용한다면 임상에서 안쪽 세로활이 무너진 일반인, 운동

선수와 환자의 재활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숏풋 운동이 안쪽세로활과 균형에 미치는 영향과 효율적

인 적용 방법 등에 관하여 전반적인 고찰과 분석을 통해 임상에서 기

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숏풋 운동은 발 내재근 중 엄지벌림근의 강화를 주 목적으로 적용

되며, 그 결과로 안쪽 세로활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게 하는 검증된 

운동이었다. 이는 편평발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정상인에게도 효과

적이며 발목의 안정성과 동적 균형을 향상시켜 보행 기능을 향상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엄지발가락가쪽휨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는 활시위효과로 인해 발가락 벌리기 운동이 숏풋 운동보다 효과적이

었으며, 정적 균형에 대한 영향은 검사 항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서 향

후 후속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숏풋 운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적용하

기 위한 방법으로는 심상 기법을 운동 후에 적용했을 때와 운동 중에

는 바이오피드백을 결합한 운동이었다. 운동 환경의 변화를 통한 효율

적인 운동방법으로는 체중 지지 시, 발목을 30° 발등굽힘을 통한 권양

기효과가 발 내측세로활 지지와 엄지벌림근 활성도에 효과가 있었으

며, 숏풋 운동과 함께 발 안창 보조기적용 시 발내재근 강화에 효과가 

뛰어났다. 하지만 각각의 변형된 방법 중 어떠한 방법이 최적인지 혹은 

모두 적용했을 때 운동 효과가 효율적으로 나타날 것인지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향후 더 많은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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