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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effect of rear foot wedge angle on peak 
plantar pressures on the forefoot during walking. Twenty normal healthy subjects (10 
female, 10 male) were recruited. Peak plantar pressure was measured using pressure 
distribution platforms (MatScan system) in medial forefoot (under the first, second 
metatarsal head) and lateral forefoot (under the third, fourth, fifth metatarsal head). 
Thesubjects walked àt the comfortable velocity under seven conditions; bare footed, 
50 , 100 . and 150 wedges under the medial and lateral sides of the hindfoot. The three 
averaged peak plantar pressures were col1ected at each condition at stance and toe off 
phases. The results showed that a significant increase in lateral forefoot plantar peak 
pressure investigated in the medial wedge and a significant decrease in lateral 
forefòotplantar . peak pressure investigated in lateral wedge at stance phase (p<.05). 
These results suggest that rear foot wedge may be useful to modify the peak plantar 
pressure on the forefoo t. 

Key Words: Foot wedge; Orthotic device; Peak plantar pressure; Plantar ulceration.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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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셔론 

발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동 수 

단이며 보행시 체간이동에 필요한 추진력과 

진행방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 때 발생하 

는 물리적 충격을 흡수하므로 일상생활 중에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다(윤승호와 김 봉 

옥， 1994). 발바닥에 과다한 압력 이 한 곳에 집 

중되면 발은 통증이나 무지외반증(h떠lux v머gus) ， 

칼퀴 발(çlaw toe)과 망치 발가락(harnrner toe) 

과 같은 기형이 발생하게 된다(M없m과 Cogu

gh1in, 1981; T밟밟ura 등， 1999). 더욱이 당뇨 

병 성 、 신 경 증(diabetic neuropathy) 이 나 한센 병 

(Hansen’s disease)과 같은 말초신 경 에 병 변 이 

있는 경우 족부의 감각손실 뿐만 아니라 발의 

기형으로 특정부위에 압력이 집중되어 족저부 

에 상처를 유발하고 이 상처가 지속적인 압력 

을 받게 되면 조직의 궤사(necrosis)가 진행되 

어 결과적으로 절단이라는 극단적인 처치가 

필요하게 된다(Pecoraro 등， 1990). 미국의 경 

우 연간 12만명의 하지절단 환자 중 56-83% 

가 당뇨칠환이 원인이고 당뇨질환이 없는 사 

람보다 족부궤양(foot ulcer)으로 인한 하지절 

단위험이 15-46배로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Armstrong와 Lavery, 1998; Armstrong 등， 

1997). 족부질환과 족저압력과의 관계에 대해 

서 연구들이 선행되어 왔는데 그 중 당뇨병 

환자의 족저 궤 양에 관련된 연구들이 많았다. 

Veves 등(1992)은 86명의 당뇨병 환자를 평균 

30개월 동안 추적 관찰하였는데 이중 15명에 

서 족부병변이 발생하였고 이들 모두에서 족 

저 압력 측정결과 과도하게 높은 족저압력을 

보였으며 초기에 과도하게 높은 족저압력을 

보였던 환자의 35%에서 족저궤양의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Boulton 、등 (1983)은 족저 부의 궤 양발생 은 보 

행사 족저부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압력때문이 

며， 당뇨병성 신경증이 있는 환자의 51%가 족 

저부의 첫째 발가락 하부나， 첫째， 둘째， 셋째 

중족골 골두 하부에 비정상적인 높은 압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말초신경증 환자에 

있어서 궤양을 일으키는 비정상적인 족저압력 

의 원인은 족부 관절가동범위의 저하， 과도한 

굳은살의 형성， 균형감각의 소실에 의한 보행 

이상， 족부기형， 감염， 족부 연부조직의 위축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어 왔다(Femando 등， 

1991; Frag 등， 2001; Reiber 등， 1999). 따라서 

족저의 압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캐스팅 

(Total contact casting: TTC), Insole, Rocker 

shoes, 치 료적 신발 등이 사용되 고 있으며 치 

료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도 있다(Chantelau 

과 Haage 1994; Edmonds 등， 19@6; Wertsch 

등， 1995). 그 중 Wertsch 등(1995)에 의 한 연 

구에서는 캐스팅이 족저압력을 줄이는데 얼마 

나 효과적 인지 알아보았는데， 제 5중족관절에 

서 32% , 제 4중족관절에서 63%, 엄지발가락 

에서 65%, 발뒤꿈치에서 45%의 족저압력이 

감소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로 캐스팅 

을 착용할 경우 보행시 활보장(stride length) 

및 보행속도의 감소， 둘째로 시상면에서 발목 

관절의 제한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Lavery 등(1997) 에 의한 연구에서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점성과 탄성을 지닌 깔창 

(viscoelastic insole) 착용 유무에 따른 족저 압 

력을 비교하였는데 착용했을 경우 족저궤양 

부위 에 최 대 족저 압력 이 5.4 -20.1% 감소하였 

으며 치료적인 신발이 족저궤양 재발을 방지 

하는데 유용함을 증명하였다. 이처럼 전족의 

비정상적인 최대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orthotic divice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후족에 적 용하는 wedge의 각도에 따라 보행 

시 전족저 최대압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5. , 10. , 15。 의 wedge를 

후족의 외측과 내측에 착용하고 보행을 할 

때 전족부의 최대압력 변화를 알아봄으로써 

전족저의 최대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αthoic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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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트-1i-λ 。} 남성 (n=l이 여성 (n=lO) 계 (N=20) 

나이(세) 24.8:t 1.81 a 24.6 :t 3.13 24.70 :t 2.49 

신장(cm) 175.1 :t4.62 162.2 :t3.32 168.65 :t7.69 

몸무게 (kg) 71.7 :t 10.15 54.30 :t 5.31 63.00 :t 11.91 

a평균±표준편차 

deviæ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그l자 하였다. 

n .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및 연구기간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 

한 연세대학 재학생으로서 자원한 대상자는 

20명(남자 10 1정， 여자 10명)이었다. 연구 대상 

자의 선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행 장 

애가 없고 족부의 통증이 없는 자， 둘째 족관 

절의 관절가동범위가 정상이며， 셋째 후족각 

이 5。 이 하인 자로 목말밑관절(subtalar 

j이nt)의 과도한 외반(valgus)이나 내반(varus) ， 

무지 외 반증(hallux valgus)과 같은 족부 기 형 

이 없는 자로 하였다. 각 대상자에게 실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다음 자발적인 동의 

를 얻었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4.7세， 

평균신장은 168.6 cm , 평균체중은 63.0 kg이었 

으며(표 n 연구기간은 2001년 7월 1일부터 

20D2년 6월 30일까지 였다. 

2. 질험장비 

가. 족부압력 측정 

족부압력 측정은 matrix 형태의 저항식 압 

력 센서 (Tecscan sensór)~ MatScan system1) 

을 사용하였다. 압력센서의 너비는 702,597 빼 

(8,382 mm x 8,382 mm)이며 센서는 가로 44개， 

세로 527ij로 구성되어 있다. Tekscan 압력센 

서의 오차범위는 300 kPa 이하의 압력에 대해 

1) Tekscan Jnc. USA. 

서 최대 20%이나 압력이 작은 경우(100 kPa 이 

내)에는 약 8%이다(정진호 등， 2000)，(그림 n 

나. Wedge 제작 

Wedge의 제작은 보조기 회사에서 주문하 

여 각 대상자의 후족 폭에 맞도록 제작하였 

다. 내 · 외측의 각도가 각각 50 , 10。’ 15。가 

되도록 하였으며 wedge의 길이는 세로 7.5 

cm로 하였다(그림 2). 

그림 1. Matscan system 

그림 2. 각도에 따른 wedge 모형 

”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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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험방법 
Tecscan sensor는 보행 통로 중앙에 고정 

시키며 보행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 

하여 편안한 보행속도를 3회 측정하여 평균 

보행속도를 산출하여 산출된 보행속도와 메 

트로놈의 속도를 일치시키고 대상자가 보행 

하면서 Tecscan sensor를 밟고 보행할 수 있 

도록 미리 보폭의 거리를 맞춘 다음 5회 정도 

예비보행시켰다. 메트로놈의 박자와 익숙해진 

후 측정 전에 대상자의 체중을 측정하여 프로 

그램에 입력하고 압력 측정판 위에서 대상자 

가 한발로 5초간 움직엄 없이 왼쪽 발로 서도 

록 하여 각 대상자의 체중을 보정하였다. 

wedge는 1회용 종이 반창고를 이용하여 후족 

에 견고하게 부착시키고 맨발， 50 , 100, 15。

wedge 순으로 시행하였다. 실험자의 ‘시작’ 

구령을 하면 대상자가 메트로놈 박자에 맞춰 

보행하며 각 조건하에서 5회 반복 측정하였 

다. 족저부의 압력자료로부터 첫 번째， 두 번 

째 중졸골 하부를 포함한 내측부위와 세 번 

째， 다섯 번째 중족골 골두하부를 포함한 외 

측부위의 최대 족저압력을 측정하였다. 

4. 분석방법 

측정된 압력 분포 자료는 Tekscan의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0 irame/ sec로 자료를 

수집 하여 F-scan TAM 4.19프로그랩2)을 사 

용하여 내 · 외측 전족부의 각 영역을 구분하 

였다. 입각기 시기에는 발바닥 지면 접촉면적 

이 최대일 때의 내 · 외측 전족저 최대압력을 

측정하였고 발떼기 시기에서는 중족골 하부 

에서의 내 · 외측 전족저 최대압력을 측정하 

였다. 후족에 착용한 내 · 외측 wedge의 각도 

에 따른 내 · 외측 전족저 최대압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된 일요인 분산분석 

(one-way repeated ANOV A)을 실시하였으 

며， 유의수준 Q는 .05로 하였다. 자료의 통계 

처리를 위해 윈도우용 SPSS 10.0 프로그램 

을 사용하였다. 

m. 결과 

1. 내측 wedge의 각도에 따른 업각기 

시 전족저 내측 최대압력 벼교 

후족에 착용한 내측 wedge 각도가 증가함 

에 따라 입각기시 전족저 내측 최대압력이 

감소하였으나 유의 한 차이 는 없었으며 15。 에 

서 증가하였다(표 2)，(그림 3). 

2. 외측 wedge의 각도에 따른 업 각기 
시 전족저 내측 최대압력 비교 

후족에 착용한 외 측 wedge 각도가 증가함 

에 따라 입각기시 전족저 내측 최대압력이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15。에 

서 감소하였다(표 3)，(그림 3). 

표 2. 내측 wedge의 각도에 따른 입각기시 전족저 내측 최대압력 

전족저 내측 최대압력 

정상 보행시 

5。

Wedge 10。

평균±표준펀차 

67.93 :t 23.46 

64.73 :t 25.32 

61.28 :t 23.72 

150 63.67 :t 28.21 

(단위: kPa) 

자유도 F p 

3 2.72 .53 

2) Han Vit I.T ‘M. Co. U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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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외측 wedge의 각도에 따른 입각기시 전족저 내측 최대압력 (단위: kPa) 

전족저 내측 최대압력 
자유도 F p 

평균±표준편차 

정상 보행시 67.93 :t 23.46 

5。 65.05 :t 28.73 3 1.19 .32 
Wedge 10。 69.53 :t27.02 

15。 69.29 :t29.38 

% 

% 

m 
% 

% 

(
띠
〔
명
)
 

맘
양
{
K에
 즘
짜
 

40 
No M5 M10 M15 L5 L10 L15 

εZ쩔 No: 정상 보행 시 

훨뿔 M5: 내 측 wedge 50 착용 시 
-M10: 내측 wedge 100 착용 시 
-M15: 내 측 wedge 150 착용 시 
도길 L5: 외 측 wedge 50 착용 시 
머I디 L10: 외 측 wedge 100 착용 시 

~L15: 외 측 wedge 150 착용 시 

그립 3. Wedge 각도에 따른 입각기시 내측 전족저 최대압력 

표 4. 내측 wedge의 각도에 따른 입각기시 전족조 외측 최대압력 (단위: kPa) 

전족저 외측 최대압력 
자유도 F p 

평균±표준편차 

정상 보행시 52.41 :t 24.80 

5。 53.49 :t 23.84 
3 6.99 .00 

찌Tedge' 10。 58.26 :t 22.29 
15。 63.32 :t 26.87 

표 5. 외측 wedge의 각도에 따른 입각기시 전족저 외측 최대압력 

전족저 외측 최대압력 

정상 보행시 

5。

Wedge 10。

15。

평균±표준펀차 

52.41 :t 24.80 

47.71 :t 23.55 

46.82 :t 21.38 

45.62 :t 21.97 

(단위: kPa) 

자유도 F p 

3 5.19 
m 

ω
 

π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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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 } 

ν
 
{ ) 

π씨
써
아{
K싸
에
 I니
{
새
 

No M5 M• o M15 L5 L10 L15 

-No: 정상보행 시 

톨뻗 M5: 내 측 wedge 50 착용 시 

-M10: 내측 wedge 100 착용 시 
-M15: 내측 wedge 150 착용 시 
드킬 L5: 외 측 wedge 50 착용 시 
다]며 L10: 외 측 wedge 10。 착용 시 

~L15: 외 측 wedge 150 착용 시 

그림 4. Wedge 각도에 따른 입각기시 전족저 외측 최대압력 

3. 내측 wedge의 각도에 따른 업각기 

시 전족저 외측 최대 족저압력 비교 

후족에 착용한 내측 wedge 각도가 증가함 

에 따라 입각기시 전족저 외측 최대 족저압 

력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OO)，(표 4)，(그 

림 4). 

4. 외 측 wedge의 각도에 따른 엽 각기 

시 전족저 외측 최대 족저압력 비교 

후족에 착용한 외측 wedge 각도가 증가함 

에 따라 입각기시 전족저 외측 최대 족저압 

력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OO)，(표 5)，(그 

림 4). 

표 6. 내측 wedge의 각도에 따른 발끝떼기시 전족저 내측 최대압력 (단위: kPa) 

정상 보행시 

5。

전족저 내측 최대압력 

평균±표준편차 

224.93 :t 49.97 

223.33 :t 48.97 

218.76 :t 44.84 

223.03 :t 49.46 

Wedge 10。

15。

자유도 F p 

3 1.52 .21 

300 

c。

않 250 

í'ilr 
껴n 
ii< 200 

써「 

좋 150 

100 
No M5 M10 M15 L5 L10 L15 

홉-No: 정상 보행 시 

뿔뿔 M5: 내 측 wedge 50 착용 시 

-M10 내측 wedge 100 착용 시 
-M15: 내측 wedge 150 착용 시 
드킬 L5: 외 측 wedge 50 착용 시 
다]며L1 0: 외측 wedge 10。 착용 시 

양;ss] L1 5: 외측 wedge 150 착용 시 

그림 5. Wedge 각도에 따른 발끝떼기시 전족저 내측 최대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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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측 wedge의 각도에 따른 발끝떼 

기시 전족저 내측 최대압력 벼교 

후족에 착용한 내측 wedge 각도가 증가함 

에 따라 발끝떼기시 전족저 내측 최대압력이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15。에 

서는 증가하였다(표 6)，(그림 5). 

6. 외 측 wedge의 각도에 따른 발끝떼 

기시 전족저 내측 최대합력 벼교 

후족에 착용한 외측 wedge 각도가 증가함 

에 따라 발끝떼기시 전족저 내측 최대압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7)，(그림 5). 

7. 내측 wedge의 각도에 따른 발끝떼 

기시 전족저 외측 최대압력 비교 

후족에 착용한 내측 wedge 각도가 증가함 

에 따라 발끝떼기시 전족저 내측 최대압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8)，(그림 6). 

표 7. 외측 wedge의 각도에 따른 발끝떼기시 전족저 내측 최대압력 (단위: kPa) 

전족조 내측 최대압력 
자유도 F p 

평균±표준편차 

정상 보행시 224.93 ::t 49.97 

5。 221.60 ::t 48.83 3 .63 .59 
Wedge 10。 225.86 ::t 49.29 

15。 223.44 ::t 51.29 

표 8. 내측 wedge의 각도에 따른 발끝떼기시 전족조 외측 최대압력 

전족조 외측 최대압력 

정상보행시 

5。

Wedge 10。

평균±표준편차 

110.90 ::t 33.14 

120.04 ::t 38.05 

116.60 ::t 38.45 

150 121.54 ::t 41.49 

(단위: kPa) 

자유도 F p 

3 1.03 .38 

2 

(
띠ι
x
)
 떼
양
?
싸
에
 Z니
패
 

No M5 M10 M15 L5 L10 L15 

l!llEll껑 No: 정상 보행 시 

뿔뿔 M5: 내 측 wedge 5。 착용 시 
톨IIIIM10: 내측 wedge 100 착용 시 

-M15: 내측 wedge 150 착용 시 

드길 L5 외측 wedge 50 착용 시 
다며 L10: 외 측 wedge 100 착용 시 
양~L15 외측 wedge 150 착용 시 

그림 6. Wedge 각도에 따른 발끝떼기시 전족저 외측 최대압력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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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외측 wedge의 각도에 따른 발끝떼기시 전족저 외측 최대압력 (단위: kPa) 

정상 보행시 

5。

Wedge 10。

전족조 외측 최대압력 

평균±표준편차 

110.90 :t 33.14 

122.87 :t44.77 
124.94 :t 37.04 

150 115.30 :t 44.26 

자유도 F p 

3 1.96 .129 

8. 외측 wedge의 각도에 따른 발끝떼 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영역 

기시 전족저 외측 최대압력 비교 별 최대압력을 사용하여 입각기 시기와 발끝 

후족에 착용한 외측 wedge 각도가 증가함 떼기 시기에 전족저 내 · 외측 최대압력을 측 

에 따라 발끝떼기시 전족저 외측 최대압력은 정하였다.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9)，(그림 6). 다양한 발 질환으로 연해 비정상적으로 증 

N. 고찰 

족저압력 평가는 보행분석실에서 이루어지 

는 운동역학적인 분석방법 중의 하나이다. 족 

저압력 평가로부터 얻은 자료는 신경학적， 근 

골격적인 질환과 관련된 다양한 발 질환에 

대해서 신발 및 보조기 착용， 운동치료 프로 

그램 그리고 국한된 무게지지의 양을 수정함 

으로써 환자를 평가 및 치료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Orlin과 McPoil, 2000). 지면반 

발력 (ground reaction force: GRF)은 힘 측정 

판(force platform)을 이 용하여 측정 하게 되 

는데 힘 측정판은 앞 · 뒤 · 좌 · 우 · 위 · 아래， 

세가지 방향에서 작용하는 힘을 측정할 수 

있으나 발의 국소부위에 작용하는 압력은 측 

정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압력 측정판은 입각 

기 동안 발 바닥에 가해지는 하중을 영역별 

로 측정할 수 있어서 당뇨병 그리고 발에 말 

초신경학적 질환을 갖는 환자에게 궤양의 위 

치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Orlin 

과 McPüil, 2000; Rodgers, 1988). 압력 측정 

판을 여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 변수는 접촉 

시간(contact . duration) , 평균 압력， 시간-적 

분 압력 (time integral pressure) , 최 대 족저 압 

가된 족저 압력을 평 가하여 발 보조기 (foot 

orthotics), 치료적인 신발(다lerapeutic fl∞tw얹r) 

그리고 신발 깔창에 쓰이는 다양한 재질 

(various material)의 적용 혹은 보행전략을 

이용해 족저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 

지 방법들이 연구 중이다 그 중에 Albert와 

Rinoie(1994)는 회 내 적 인 당뇨발을 갖고 있는 

8명의 당뇨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신발 안에 

보조기를 착용했을 때 첫 번째 중족골두 하 

부와 내측 발뒤꿈치에 30-40%의 최대 족저 

압력을 줄일수 있었으며， 지면 접촉시간은 

5-10% 증가하였다. 이는 입각기시에 접촉면 

적과 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궤양을 예방하 

는데 유용하다고 보고하였다 Schaff와 

Cavanagh (1990)은 240 rocker bottom shoes 

를 착용했을 경우 일반 신발과 비교했을 때 

내측 및 중앙 전족저와 발가락의 압력을 약 

30% 감소시 킨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본 연구 

에서 사용된 orthotic wedge는 생체역학적인 

발조절로 다양한 발 질환 치료에 널리 이용 

되고 있다. 다양한 wedge의 적용으로 후족의 

내 번 기 형 (varus deformity) , 전족의 내 · 외 번 

기 형 (v않us . valgus deformity) 그리 고 비 정 상 

적 인 회 내 발(pronated foot) 등의 다양한 기 

형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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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치료하는데는 우선 wedge가 선 자세 

혹은 보행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하여 골격 

정 렬 (skeletal alignment)을 증진시 킨다고 보 

고하였다(Kogler 등， 1999). 또한 발뒤꿈치 

통증치 료에 도 유용하다고 보고되 었다(Marr과 

Pod, 1980; Riddle파 Freeman, 1988). Rose등 

(1992)에 의하변 1/2-inch 외측 wedge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중족골두 하부 

(metatarsal heads)에서 평균 24%가 유의하 

게 감소되었고， 첫 번째， 두 번째 중족골두 

하부에서 평균 20.8%의 족저압력이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압력중심 (center of force)은 

내측으로 이동한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1/2-inch 내측 wedge는 첫번째， 두 번째 

중족골 하부에서 평균 27.7% 유의하게 감소 

되었으며， 첫 번째 발가락 하부에 (first toe) 

약 31.4%가 감소되었고 압력중심은 외측으로 

이동한다고 보고하였다 1/2-inch 내측 

wedge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중족 

골 하부에 10%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는 발의 내측보다 

는 외측이 더 유연하기 때문이어서 내측 

heel wedge를 착용하고 걸었을 때 발의 외측 

은 이러한 치료적인 신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을거라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오히려 입각기시 내측보다는 외측이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그 이유는 보행시 신발을 

착용하지 않아서 오히려 외측보다는 내측이 

유연하게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입각기시 내측 wege를 착용했을 때는 전 

족저 내측 최대압력이 감소하고， 외측 wege 

를 착용했을 때는 전족저 내측 최대압력이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발끝떼기시에는 입각기시와는 달리 wedge의 

착용위치와 상관없이 일정한 유형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wedge의 부착부위가 

후족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족저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발 뿐만 아니라 슬관절에 병변이 있을 때 

wedge가 부착된 insole을 적용하는 연구도 진 

행되고 있다. 그 중 Kerrigan 등(2001)은 외측 

insoel에 wedge를 부착하여 슬관절 골관절 염 

이 있는 환자에게 보행시 슬관절 내번 토크 

(knee varus torque)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정상 보행， 50 , 10。 외측 wedge 

를 부착한 insole을 착용하여 보행시 유의하 

게 슬관절 내번 토크가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 와 같이 wedge를 부착한 insole이 발뿐만 

아니라 슬관절의 생체역학적인 영향을 미치 

므로 앞으로 orthotic wedge를 부착한 insole 

을 이용하여 발과 슬관절을 동시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v. 결론 

본 연구는 후족에 다양한 각도의 wedge를 

착용하였을 때 입각기시와 발끝떼기시를 구 

분하여 전족저의 최대압력 분포의 변화를 알 

아보고자 시행하였다. 족저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MatScan system을 이용하였고 연구결 

과 내 · 외측 wedge 각도에 따라 입각기시 

전족저 외측 최대 족저압력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05) ， 입각기시 전족저 내측 및 

발끝떼기시 전족저 내 · 외측 최대압력은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때 

wedge보다는 내 · 외 측을 각도를 달리 하는 

wedge insole을 이용하여 전족저의 최대 족 

저압력을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선행된다면 보행 

시에 전족부의 비정상적인 족저압력으로 인 

하여 발생하는 발의 통증과 기형을 예방 및 

치료하기위한 orthoic device 제작시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당뇨병 

성 신경증(diabetic neuropathy) 환자나 한센 

병 환자의 경우와 같이 말초신경 마비로 인 

하여 전족부에 자주 발생하는 궤양(ulcer)을 

예 방 및 치 료하기 위 한 orthotic device를 제 

작시 궤양의 위치에 따라 후족각도를 적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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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하여 비정상적으로 한곳에 과다한 압력 

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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