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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Flex-OA shoe, a specific functional shoe, in terms 

of the range of motion (ROM) of hip and knee joint during walking when compared to a standardized shoe. 

Methods : Twenty-six healthy adults (18 males, 6 femal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Subjects performed 8 walking trials consist-

ing of two different shoe conditions to evaluate the hip and knee ROM using a three-dimensional motion capture system. Visual 

3D motion analysis software was finally used to coordinate the kinematic data. 

Result : The total ROM and maximal abduction range of the hip joint in the coronal planes when wearing the Flex-OA shoe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during walking compared to wearing a standard shoe (p<.05). On the other hand, significantly increased 

ROM was observed in the sagittal plane when wearing the Flex-OA shoe in the knee joints compared to a standard shoe (p<.05). 

Conclusion : Although clinical application of the specific functional shoe has known clearly positive effects on knee mo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provide important clues to explain the background of these effects in terms of the hip and knee joints 

when applying a specific functional sh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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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걷는 동안 무릎 관절에서 발행하는 관절모멘트 중 무

릎 골관절염의 발생과 가장 접한 관계를 갖는 것은 

무릎모음모멘트로 알려져 있다(Baliunas 등, 2002; 

Henriksen 등, 2010; Miyazaki 등, 2002). 증가된 무릎모음

모멘트는 무릎 내측의 압박력(compression force)을 증가

시키고, 무릎 내측 연부 구조물의 마찰과 변성을 일으켜 

무릎관절의 정렬을 변화시킨다(Saragaglia 등, 2018). 일

반적으로 증가된 무릎모음모멘트로 인한 무릎골관절염

은 무릎 내반(genu varus) 변형을 일으키고, 내반 변형은 

무릎모음모멘트의 증가에 기여하여 증상을 더욱 악화시

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등, 2018; Shakoor 등, 

2008). 무릎 골관절염의 치료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기

존 연구들은 무릎모음모멘트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중재에 한 효과를 검증한 보고가 부분이며

(Maly 등, 2002; Moyer 등, 2013; Shelburne 등, 2008), 이

러한 보존적 치료법으로 일반신발에 삽입하는 인솔(shoe 

insoles), 무릎보조기, 기능성 신발보조기, 운동치료법 등

이 있다(Baker 등, 2007; Kutzner 등, 2011; Shakoor 등, 

2008). 

 많은 보존적 중재법 중, 일반 신발에 특수설계 밑창

과 유연성 재질로 제작된 기능성 신발보조기(Flex-OA)는 

착용에 한 거부감이 없고 맨발(barefoot) 보행에서와 

같이 무릎모음모멘트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Shakoor 등, 2008). Flex-OA 신발과 같이 무릎 

골관절염을 위해 특별하게 설계 제작된 기능성 신발의 

임상적 적용의 의의는 보행 기능을 향상시키고 환자에

게 일상생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

는 것이다(Terrier 등, 2009). 비록 Flex-OA 신발이 무릎 

관절의 하중과 무릎모음모멘트를 감소시키데 유의한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Kim 등, 2018; Shakoor 

등, 2008; Shakoor 등, 2013), 일반 신발과 비교하여 보행 

중 엉덩관절 및 무릎관절에서 발생하는 가동범위에 어

떠한 효과가 있는지 또한 이를 통해 무릎관절 모멘트 발

생의 기전을 고찰하는 연구는 없었다.

정상 보행의 질적 향상을 검증하는 측정 및 평가 방법

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보행 중 하지의 좌우 칭성과 

하지 관절의 가동범위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상

에서의 보행 평가는 주로 검사자의 관찰을 통해 이뤄지

고 보행 분석의 해석은 전문 지식이 상이한 임상 전문가

의 견해에 따라 매우 광범위하다(Iijima 등, 2017; 

Schlachetzki 등, 2017). 따라서 보행 동작의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는 치료적 중재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실험실 환경의 생체역

학적 3차원 보행분석은 보행의 객관적, 정량적 평가방법

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Kim 등, 2018; Miu 등, 2012; 

Pfister 등, 2014).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정상 성인을 

상으로 Flex-OA 기능성 신발과 일반 신발을 각각 적

용하여 걸을 때 3차원 보행분석을 통한 세 가지 운동면

에서 실시간 발생되는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에서의 관절

가동범위의 차이를 알아보고 무릎모음모멘트를 낮추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Flex-OA 기능성 신발이 엉

덩관절과 무릎관절의 가동범위에 미치는 운동학적

(kinematics)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적정 연구 상자의 표본수를 고려하기 위해서 

G*power 3.1을 이용한 결과, 효과크기 .8, 유의수준 .05, 

검정정력 .08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본 수는 22명이었

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26명을 선정하였고, 건강한 성

인 26명(남자 18명, 여자 8명)을 상으로 시행되었다. 

모든 연구 상자는 연구 내용에 한 충분한 설명을 듣

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고 서면 동의서를 제출

하였다. 본 연구의 상자 선정조건은 심장호흡기계, 근

골격계, 신경계 등의 기저 질환이 없고 10 m 실험실 보

행로(walk way)를 편안한 걸음 속도로 걸을 수 있는 자

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헬싱키 선언의 원칙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영국 센트럴랭카셔 학교 연구윤리위원

회(Ethics Committee of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의 

연구 승인(STEMH 348)하에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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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1) 측정도구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에서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운동

학적 관절가동범위의 3차원 동작 분석을 위해 Qualisys 

Motion Capture System (Qualisys, Gothenburg, Sweden)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Qualisys System은 10 의 

적외선 카메라(Oqus-7, Qualisys, Gothenburg, Sweden)와 

보행로의 중간에 설치된 4 의 힘판(BP400600, AMTI, 

MA, U.S.A)으로 구성되었다. 카메라와 힘판(force plate)

을 통해 얻어진 다양한 생체역학적 측정값은 중앙컴퓨

터의 QTM 소프트웨어(Qualisys, Gothenburg, Sweden)로 

보내져 저장되었으며, 적외선 카메라의 표본화 비율

(sampling rate)은 100 ㎐, 힘판의 표본화 비율은 500 ㎐ 

이었다. 적외선 카메라와 힘판으로부터 수집된 운동학

(kinematics) 및 동력학적(kinetics) 3차원 보행분석의 자료

는 Visual 3D 동작 분석 프로그램(C-Motion, Rockville, 

MD, U.S.A)을 사용하여 최종 처리되었다. Visual 3D 프

로그램은 카메라와 힘판 등으로부터 수집된 각 상자

의 다양한 운동학 및 동력학적 변수들을 통합, 분석하여 

최종적인 통계분석자료와 그래프 등의 보고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김용욱과 강승묵, 2017; Kim 등, 2018). 

적외선 카메라로부터 수집된 운동학 데이터는 6 ㎐의 차

단주파수(cut-off frequency)를 통해 저역통과 필터링

(low-pass filtering) 되었고, 힘판으로부터 수집된 동력학 

데이터는 15 ㎐의 차단주파수로 저역통과 필터링 처리하

여 보행 분석에 사용하였다. 동측 하지의 발뒤꿈치 접촉

(heel strike)부터 다음 접촉까지를 1회 보행주기로 정의하

고 전체 보행에 표준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그림 1). 

그림 1. Visual 3D 보행분석 모델 

2) 측정방법

보행 중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의 운동학적 관절가동범

위의 측정을 위해 각 상자는 본인의 발 크기에 맞게 

준비된 Flex-OA 신발(DJO Global, Vista, CA, U.S.A)과 

본인 신발을 신고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걷는 속도를 

유지하게 하여 10 m 보행로를 걷도록 하였다. 신발을 신

고 걷는 순서는 동전던지기를 통해 무작위로 결정하였

으며, 보행 중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의 3차원적 관절가동

범위의 측정을 위해 옥스퍼드 하지 모형(Oxford lower 

extremity model)을 사용하였다(Collins 등, 2009). 이를 위

해 14 ㎜ 반사마커(reflex marker) 40개를 참가자의 하지

와 신발에 부착하였으며, 부착위치는 옥스퍼드 하지 모

형에 따라 양측의 골반, 넙다리, 종아리, 및 신발에 부착

하였다. 구체적인 반사마커의 부착위치는 양측의 앞위엉

덩뼈가시(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뒤위엉덩뼈가시

(posterior superior iliac spine), 큰돌기(greater trochanter), 

넙다리뼈의 안쪽위관절융기(medial  epicondyle), 넙다리

뼈의 가쪽위관절융기(lateral femoral epicondyle), 안쪽복

사뼈(medial malleolus), 가쪽복사뼈(lateral malleolus), 첫 

번째와 다섯 번째 발허리발가락관절(metatarsophalangeal 

joint), 중앙 발(midfoot), 안쪽 뒷발(rearfoot), 가쪽 뒷발이

었다. 4개의 반사마커로 구성된 군집마커(cluster marker)

는 양측 퇴부 와 하퇴의 중앙부에 부착하였으며, 동작 

분석 시 오른쪽과 왼쪽 군집마커들 간의 스왑(swap)을 

방지하기 위해 군집마커를 양측에 비 칭적으로 부착하

였다. 보행 분석의 동적 관절가동범위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같은 마커의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서 해부학

적 정적 모형으로 활용되는 정적 자료(static data)를 각각

의 신발 조건에서 먼저 획득하였다. 각 상자마다 평균 

8회의 동적인 보행 분석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보행 측정 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적

인 보행 분석 실험을 하는 동안 상자가 보행로에 설치

되어 있는 힘판(force plate)에 완전히 발을 접촉을 하지 

못하면 그 실험에서 얻은 보행 자료는 분석에 사용하지 

않았다. 모든 상자에 해 보행 중 일반 신발과 

Flex-OA 신발을 각각 착용하여 보행주기 별로 실시간 

얻어진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의 가동범위는 Visual3D 분

석 프로그램을 통해 그래프로 처리하였으며, 실선은 



대한통합의학회지 제6권 제3호

36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Vol. 6 No.3

Flex-OA 신발 착용 시 관절가동범위이고, 점선은 일반 신발 착용 시의 나타낸다(그림 2)(그림 3).

그림 2. 보행 중 두 가지 신발 착용에 따른 엉덩관절의 가동범위 

    

그림 3. 보행 중 두 가지 신발 착용에 따른 무릎관절의 가동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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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연구 상자의 키, 몸무게, 나이, 보행 변수 등의 일반

적인 특성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보

행 중 각 신발 조건에 따른 양측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의 

가동범위 사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요인 반복측

정분산분석(two way repeated measures)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 분석은 SPSS window용(version 23.0)을 사용

하였으며, 유의수준(α)은 .05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의 평균 연령, 신장, 체중은 각각 28.7±10.3 

세, 176.8±9.1 ㎝, 73.7±10.4 ㎏이었으며, 보행 속도 등의 

일반적 보행 변수는 표 1과 같다. 

Characteristics Mean±SD

Gender (M/F) 18/8

Height (㎝) 176.8±9.1

Weight (㎏) 73.7±10.4

Age (year) 28.7±10.3

Gait speed (㎝/s) 133.8±7.9

Cadence (steps/min) 114.2±10.7

Step length (㎝) 121.2±11.7

Step width (㎝) 10.8±2.7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6)

2. 보행 중 두 신발 조건에서의 엉덩관절 및 무릎관절에

서의 관절가동범위 특성

보행 중 연구 상자의 엉덩관절 가동범위에 한 신

발 및 양측 조건에 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다(표 2). 이마면(sagittal plane)에서의 발생하는 엉

덩관절 가동범위 중 입각기(stance phase) 시 최  신전

(maximal extension), 유각기(swing phase) 시 최  굴곡

(maximal flexion), 전체 가동범위에서는 두 신발 조건, 양

측 조건, 신발 및 양측에 한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표 2). 보행 중 

가로면(coronal plane)에서의 발생한 엉덩관절 가동범위

에서 최  모음(maximal adduction)은 모든 조건에서 유

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5), 두 가지 신발조건의 최  

벌림(maximal abduction) 및 전체 가동범위에서는 

Flex-OA 기능성 신발을 적용하였을 때 가동범위의 유의

한 증가가 나타났다(p<.05)(표 2). 그 외 가로면의 엉덩관

절 가동범위에서는 두 신발 조건, 양측 조건, 신발 및 양

측에 한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표 2). 보행 중 수평면(transverse 

plane)에서의 엉덩관절 가동범위에서는 신발조건 및 상

호작용 효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5), 보행 

중 오른쪽과 왼쪽 엉덩관절의 전체 내회전 및 외회전 가

동 범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05), 오른쪽 엉덩

관절에서 높게 나타났다(표 2).

두 가지 신발을 적용하였을 때 보행 중 양측 무릎관절

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관절가동범위에 한 반복측

정 분산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마면에서의 무릎관

절 가동범위에서는 입각기 시 최  신전과 최  굴곡에

서 양쪽 무릎관절 사이 가동범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

으며(p<.05), 오른쪽 무릎에서 더 큰 가동범위를 보였다

(표 3). 보행 중 이마면에서의 전체 무릎관절 가동범위에

서는 유의하게 Flex-OA 기능성 신발을 적용하였을 때 

더 큰 관절가동범위를 보였다(p<.01). 가로면과 수평면에

서의 보행 중 실시간으로 발생한 무릎관절 가동범위의 

모든 가동범위에서는 두 신발 조건, 양측 조건, 신발 및 

양측에 한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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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 of motion (degree) Level F p

Maximal extension
in stance phase

Shoe conditions .527 .48

Hip sides 2.61 .12

Conditions*sides 2.81 .11

Maximal flexion
in swing phase

Shoe conditions .57 .46

Hip sides 1.74 .20

Conditions*sides .13 .73

Total range in sagittal plane

Shoe conditions .11 .75

Hip sides .18 .67

Conditions*sides 3.34 .08

Maximal adduction

Shoe conditions .22 .64

Hip sides .78 .37

Conditions*sides .37 .55

Maximal abduction

Shoe conditions 4.44  .04*

Hip sides .98 .33

Conditions*sides 2.62 .12

Total range in coronal plane

Shoe conditions 7.25  .01*

Hip sides .06 .84

Conditions*sides 4.18 .05

Maximal external rotation

Shoe conditions .50 .49

Hip sides 9.74 .01*

Conditions*sides .20 .66

Maximal internal rotation

Shoe conditions 1.06 .31

Hip sides 11.73 .00*

Conditions*sides .24 .63

Total range in transverse plane

Shoe conditions .47 .50

Hip sides .76 .39

Conditions*sides .00 .97
*Significant difference

표 2. 보행 중 두 신발 조건과 양측 조건에 따른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엉덩관절 관절가동범위 차이                     (n=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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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 of motion (degree) Level F p

Maximal flexion
in stance phase

Shoe conditions .05 .83

Knee sides 9.57 .01*

Conditions*sides 2.19 .15

Maximal extension
in stance phase

Shoe conditions 1.02 .32

Knee sides 6.78 .02*

Conditions*sides 1.75 .20

Total range in sagittal plane

Shoe conditions 14.30 .00*

Knee sides .20 .66

Conditions*sides .84 .37

Maximal adduction
in stance phase

Shoe conditions .03 .88

Knee sides 1.19 .29

Conditions*sides .92 .35

Maximal abduction
in stance phase

Shoe conditions .06 .81

Knee sides 2.74 .11

Conditions*sides 1.78 .19

Total range in coronal plane

Shoe conditions .05 .83

Knee sides 1.02 .32

Conditions*sides 1.59 .22

Maximal internal rotation

Shoe conditions 0.99 .33

Knee sides 1.51 .23

Conditions*sides .00 .95

Maximal external rotation

Shoe conditions 1.09 .31

Knee sides 1.83 .19

Conditions*sides .07 .79

Total range in transverse plane

Shoe conditions .14 .71

Knee sides .03 .87

Conditions*sides .39 .54
*Significant difference

표 3. 보행 중 두 신발 조건과 양측 조건에 따른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무릎관절 관절가동범위 차이                     (n=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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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는 무릎 골관절염의 완화 및 예방을 위해 설계 

제작된 Flex-OA 기능성 신발이 일반 신발과 비교하여 

보행 중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의 관절가동범위에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10 의 적외선 카메라 기반 3

차원 동작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행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적용된 동일한 Flex-OA 기능성 신

발을 적용하여 일반신발과 비교하여 엉덩관절 및 무릎

관절에서 보행 중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운동학적 관절

가동범위의 차이를 통해 기능성 신발의 특성을 파악하

고자 시행되었다.   

Flex-OA 기능성 신발과 일반 신발을 적용하여 걸을 

때 엉덩관절의 관절가동범위 차이에 한 분석 결과, 정

중면에서 주로 발생되는 굴곡과 신전 및 수평면에서 발

생되는 내회전과 외회전의 관절가동범위는 두 가지 신

발 조건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5), 가로

면에서는 Flex-OA 기능성 신발을 신고 보행할 때 엉덩

관절의 최  벌림각과 전체 가동범위가 유의하게 증가

되었다(p>.05). Shakoor 등(2008)은 일반신발을 신고 걸을 

때와 비교해 맨발 보행 시 무릎모음모멘트의 유의한 감

소가 있는 것을 검증하고 맨발 보행과 가장 유사한 형태

의 유연성(Flex-OA) 신발을 개발하였다. 무릎내측 골관

절염 환자 16명을 상으로 한 후속 연구를 통해 일반 

신발을 신고 걷을 때보다 Flex-OA 신발을 적용했을 때 

약 18%의 유의한 무릎모음모멘트의 감소를 보고하였다

(Shakoor 등, 2013). 보행 중 고관절에서 나타난 관절가동

범위의 운동학적 특성을 검증한 본 연구의 결과, 

Flex-OA 기능성 신발은 유의하게 증가된 엉덩관절 벌림

을 일으키고 이는 걷는 동안 양발 사이 간격을 보다 넓

혀 무릎내측으로 전달되는 관절 모멘트 값을 낮추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보행 중 이마면의 전체 무릎관절 가동범위는 Flex-OA 

기능성 신발을 적용하였을 때 유의하게 증가된 가동범

위를 보였다. 반면에 가로면과 수평면에서의 무릎관절 

가동범위의 모든 가동범위 변수에서는 두 신발 조건, 양

측 조건, 신발 및 양측에 한 상호 작용 효과에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이마면의 무릎관절 가동

범위는 입각기 시 최  신전 각도에서 Flex-OA 기능성 

신발을 적용하였을 때 유의하게 증가된 가동범위를 보

였다. 무릎모음 모멘트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가로면의 벌림과 모음 관절가동범위는 두 가지 신발조

건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

된 기능성 신발보조기가 가로면의 무릎관절 정렬에 직

접 영향을 미치는 무릎보조기와 같은 형태가 아닌 특수 

설계된 밑창과 유연성이 우수한 일반적인 형태의 신발

이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무릎관절에서 발생하는 

주요 가동범위는 가로면의 벌림과 모음보다는 주로 이

마면의 굴곡과 신전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

신발과 비교해 Flex-OA 기능성 신발은 입각기 시 무릎

관절을 보다 신전시켜 무릎관절로 전달되는 체중지지나 

지면반발력을 무릎 관절면에 고루 분산하는 긍정적 역

할을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일반신발 비교하여 무릎골관

절염 환자의 무릎모음모멘트를 낮추는데 효과적인 

Flex-OA 기능성 신발은 가로면에서 엉덩관절과 이마면

에서 무릎관절의 가동범위를 증가시키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행의 움직임 특성은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이마면에서 주로 발생한다. 

보행 중 이마면에서의 하지의 주요 움직임은 굴곡과 신

전이며, Flex-OA 기능성 신발의 적용을 통한 무릎관절의 

증가된 굴곡과 신전 가동범위는 보행의 속도, 보폭과 보

속수(cadence)를 개선하여 보행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두 가지 신발의 적용과 관계없이 양쪽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의 몇 가지 변수에서 오른쪽 가동

범위의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우세 발

(dominant foot)에 한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일반

인의 경우 오른쪽 상하지가 우세측으로 알려져 있으며

(Gabbard와 Iteya, 1996; Horovitz 등, 2013) 이러한 특성이 

본 연구에서 오른쪽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의 관절가동범

위 증가를 일으킨 것으로 사료된다. 

보행 중 3차원 동작분석을 통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보행 속도, 보폭, 입각기와 유각기 비율(stance and swing 

phase ratio), 이중지지 시간(double lime support time)과 

같은 시공간 보행 변수(McNair 등, 2018; Queen 등, 2011)

와 보행 중 발 뒤꿈치 초기 접촉(initial contact)과 같은 

특정 이벤트 시 엉덩이, 무릎, 발목 관절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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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가동범위에 한 연구가 부분 이었다(Kim & 

Kim, 2014; Mannering 등, 2017). 본 연구와 같이 기능성 

신발을 적용하여 보행 중 3차원으로 실시간 발생되는 관

절가동범위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존 연구는 

거의 없으나, Sinclair 등(2015)의 연구에 의하면 건강한 

성인에서 맨발 보행이 일반신발 보행에 비해 엉덩관절

과 무릎관절에서 유의하게 증가된 관절가동범위를 보였

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신발 보조기의 형

태, 측정 조건 및 참가자 특성 등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본 연구에서 적용한 

Flex-OA 기능성 신발이 매우 유연한 특성을 가지고 있

어 기존 연구의 맨발 보행에서와 같은 유사 효과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엉덩관절과 무릎관절 골관절염과 같은 근

골격계 질환을 가진 상자가 아닌 부분 젊고 건강한 

성인을 상으로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

운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보행 중 발생한 관절가동범위에 

한 특성 이외에 다른 생체역학적 변수를 통한 

Flex-OA 기능성 신발에 한 특성을 검증하지 못한 제

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일반인을 상으로 한 기능성 

신발의 임상적 특성을 보다 확장하여 향후 연구는 엉덩

관절과 무릎관절의 근골격계 질환자를 상으로 

Flex-OA 기능성 신발과 같은 형태의 유연성 신발 보조

기 적용이 하지관절의 생체역학적 변수와 임상적 변수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

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건강한 성인 남녀 26명을 상으로 무릎 모

멘트를 낮추는데 효과적인 Flex-OA 기능성 신발이 엉덩

관절과 무릎관절의 관절가동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여 기능성 신발의 임상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시행되

었다. 본 연구의 결과, Flex-OA 기능성 신발을 착용하여 

걸을 때 엉덩관절의 가로면과 무릎관절의 이마면에서 

발생하는 관절가동범위가 일반신발과 비교하여 유의하

게 증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의 

관절염과 같은 다양한 하지 근골격계 질환에 Flex-OA 

기능성 신발과 같은 매우 유연한 형태의 신발보조기의 

적용이 보행 변수를 개선하고 관절 모멘트를 낮추어 보

행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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