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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 D. EUN, Y. J. YU, and H. S. SHIN, The Effects of Gel-type Insole on Patients with Knee Osteoarthritis 

during Gait. Korean Journal of Sport Biomechanics, Vol. 17, No. 3, pp. 181-188, 2007.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biomechanical effects of wearing different type of insole shoes on gait characteristics 

in patients with knee osteoarthritis. Seven patients with knee osteoarthritis (Grade 3 & 4 by Kellgren & 

Lawrence) were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y wore two different type of shoes (with Gel-type Insole: GIS, 

with Normal insole: NIS) during gait. Three dimensional cinematography and Ground Reaction Force(GRF) data 

were used to get the maximal value of horizontal distance between the center of pressure in GRF and knee 

joint center, GRF in mediolateral direction, peak value of GRF in frontal plane, vertical compressive force and 

adduction moment in knee join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maximal value of horizontal distance between 

the center of pressure in GRF and knee joint center was smaller in GIS than NIS. The peak value of GRF in 

mediolateral direction was found in 30% of gait cycle, five subjects wearing GIS showed lower value of peak 

GRF in mediolateral direction than wearing NIS. The peak value of GRF in frontal plane and vertical 

compressive force in knee joint did not show any difference between GIS and NIS. The adduction moment in 

GIS decreased in the late stance of gait and the mean value of the adduction moment in GIS smaller than that 

in NIS. GIS may help to move quickly knee joint center to the center of pressure in GRF, therefore it may 

prevent increasing the adduction moment in knee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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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골 염(Osteoarthritis)은 일반 성인들이 가장 흔히 

경험하게 되는 후천  장애로서 모든 성인들의 20% 

가량이 이 질병의 향을 받으며 나이가 들면서 더욱 

많은 이들이 이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Badley & 

Wang, 1998). 골 염의 발병기 은 확실하게 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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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았지만 과 연골이 차 닳아 없어지면서 

 주변과 연골에 증식이 일어나 통증을 유발시키는 

만성 질환이다. 특히 노년기에 주로 발병하며 손이나 

무릎과 같이 큰 무게를 지탱하는 에 주로 나타난

다(Davis, 1988). 

60세 이상노인  30～40%가 무릎 부 에 골 염

을 앓고 있으며(Felson, 1990), 무릎 골 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동일한 연령 의 건강한 여성에 비해 

퇴 사두근이 약하다는 보고도 있다(Tan, Balci, 

Sepici, & Gener, 1995). 더불어 의 가동 범 가 작

고(Messier, Loeser, Hoover, Semble & Wise, 1992), 

의 안정성 한 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Baker & McAlindon, 2000). 특히 무릎 골 염은 

보행, 의자에서 일어서기, 계단 오르기, 기립자세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 필수 인 활동에 제한을 래하게 되

는데(Gur & Cakin, 2003), 이는 신체  장애 요인에 

있어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Van Saase, Van 

Romunde, Cats, Vandenbroucke, & Valkenberg, 1989). 

따라서 무릎 의 골 염과 에 가해지는 운동

부하간의 련성을 확인하는 연구는 골 염의 치료

와 개선에 있어서 매우 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

므로 꾸 한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이를 확인하기 

한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서도 보행(gait)은 일상생

활에서 가장 흔한 활동이라는  때문에 무릎 의 

골 염과 개인의 임상  평가에 있어서 양  방법을 

이용한 분석의 가장 요한 상이 되어왔다

(Andriacchi, 1994; Smith, Lloyd, & Wood, 2004). 

골 염 환자를 상으로 한 가장 흔한 보행분석 

시의 변인은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를 측정하거나 무릎

에서의 내 모멘트를 분석하는 것이다. 내 모멘트

의 존재는 경골의 내측과 퇴골의 내측부 가 맞물리

게 되면서 무릎 의 내측에 보다 집 인 압박을 

느끼게 한다(Hunt, Brimingham, Giffin, & Jenkyn, 

2006). 따라서 내 모멘트는 걷는 동안 무릎 의 내

측에 집 되는 부하의 간 측정을 해 많이 사용되어 

왔다(Schipplein & Andriacchi, 1991; Andriacchi, 1994). 

표 으로 Sharma, Pai, Holtcamp  Rymer(1997)는 

골 염의 정도가 무릎 내  모멘트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으며, Schipplen 와 

Andriacchi(1991)은 무릎 골 염 환자는 건강한 피험

자에 비해 동일 속도 보행 시 높은 내  모멘트를 발

생시킨다고 보고했다. 그 밖에 내 모멘트에 한 연구 

외에도 무릎 골 염 환자와 일반인의 근력, 유연성, 

보행, 보행 시 하지에 가해지는 부하 분배의 차이 등을 

분석하기도 하 으며(Messier 등, 1992), 무릎 골 염 

환자의 수직지면반력의 피크값과 지면반력 곡선의 비

칭성을 분석하기도 하 다(Gok, Ergin & Yavuzer, 

2002). 

다른 한편에서는 무릎 골 염 환자의 보행특성에 

한 연구와 더불어 보행 시의 통증을 이기 한 신

발 개발에 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는데, 측면 쇄기

형 인솔이 무릎 골 염 환자의 통증을 인다는 연

구(Sasaki & Yasuda, 1987) 이후 많은 학자들이 이에 

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 다. 하지만 측면 쇄기형 

인솔 착용이 보행 시 무릎 골 염 환자의 통증과 무

릎 내  모멘트 감소에 어떤 향을 주는지는 여 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는데, Kerrigan, Lelas, Goggins, 

Merriman, Kaplan  Felson(2002)는 측면 쇄기형 인

솔 착용이 무릎 골 염 환자의 무릎 내  모멘트를 

감소시키며 통증을 이는 효과 인 매커니즘을 발휘

한다고 한 반면, Maly, Culham,  Costigan(2002)은 

무릎 골 염 환자의 무릎 내  모멘트에 아무런 

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하기도 하 다. 

하지만 이 듯 많은 연구자들이 무릎 골 염 환자

를 상으로 보행 실험을 통해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런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실질

인 도움을 주기에는 여 히 미흡한 것이 실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릎 골 염 환자들에게 필요한 

신발과 련한 연구를 주제로 선정하 으며, 다른 부

분의 연구들이 신발 내부의 인솔의 각도 조 이 무릎

의 내  모멘트 감소에 기여하는 효과를 살펴본 것과

는 달리 인솔의 재질에 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

다. 즉 본 연구를 통해 인솔의 재질에 따라 보행의 형

태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고 더불어 내외측 강에는 

어떠한 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악하여 염 환자

를 한 신발 개발에 실질 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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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s1 s2 s3 s4 s5 s6 s7 평균

연령 
(yrs)

77 76 77 70 71 67 74
73.14±3.

89

신장 
(cm)

156.
30

150.
50

160.
90

155.
20

157.
40

156.
60

147.
30

154.90±4
.20

체  (N)
551.
29

484.
78

606.
48

531.
40

530.
03

520.
07

448.
99

524.72±4
9.69

질환
등

(grade)
3 3 4 4 3 3 4

3.43
±0.53

*s: subject

표 1. 피험자의 신체  특성

그림 1. 실험에 사용된 구두  겔-타입 인솔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자  과제

본 연구에 동원된 상자는 S시에 치한 A 노인종

합복지 에 등록된 60세 이상의 여성 노인이며, 문의

로부터 무릎 골 염 정을 받은 노인들  자원자

를 상으로 모집하 다. 10명의 지원자가 모집되었고, 

방사선과에서 X-선 촬 을 진행한 후 문의의 도움을 

얻어 Kellgren 과 Lawrence 등 (Kellgren & 

Lawrence, 1957)을 이용하여 피험자의 무릎 골 염

의 상태를 악하 다. 지원자  1명은 무릎  교체

술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2명은 실험 당일 개인 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무릎 골 염의 정

도가 비교  심한 grade3( 강의 간극이 매우 좁은 

상태)에서 grade4( 강이 심하게 붙어있는 상태)이상

의 여성 노인 7명이 실험에 참여하 다. 보행 실험에 

앞서 모든 피험자들로부터 실험 참가 동의를 얻었다. 

피험자들의 신체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실험장비

운동역학  변인을 산출하기 해 비디오 카메라 4

(Sony TRV 940), 지면반력기 2 (AMTI, ORG-6), 통제

 틀(1m×3m×2m), 동조용 장치(Visol sync unit), 겔-타

입(Gel-type)의 인솔이 장착된 운동화(이하 염화)와 

동일한 형태의 운동화로서 보통(normal) 인솔이 장착된 

운동화(이하 일반화)가 사용되었다. <그림 1>과 같이 

염화의 인솔은 0.8cm 높이의 겔막이 발 앞꿈치와 발 

앙, 그리고 뒤꿈치에 각각 분리되어 부착되었으며 일

반화의 인솔은 흔히 볼 수 있는 0.2(발가락부분)∼0.5cm

(뒤꿈치부분) 높이의 일반 인솔을 장착시켰다.

3. 실험 차

보행의 한 사이클이 완 히 포함 되도록 통제  틀

(1m×3m×2m)을 설치하 으며, 4 의 비디오카메라를 

동작 구간의 좌우측에 각각 2 씩 설치하 다. 비디오

카메라의 촬 속도는 30frames/sec로 설정하 고, 셔터 

스피드는 1/500sec로 각각 설정하 다. 동조를 해 4

의 발 체(LED)를 설치하 으며 트리거를 이용하여 

LED 발 신호를 동작 에 삽입하여 동일 시 을 찾

도록 하 다. 지면반력기의 sampling rate은 1000Hz로 

세 하 으며 트리거에 의한 기신호(5v)를 이용하여 

상자료와 동조하 다.

분석의 용이함을 해 무릎 골 염을 앓고 있는 

부 의 인체 분 만을 좌표화하 다. 인체 분 의 좌표

화를 해 좌우 장골극, 상후 장골극과 견 , 자, 

퇴 앙, 내외측무릎, 정강이 앙, 내외측 발목, 신발

의 뒤꿈치와 앞꿈치에 반사마커를 부착하 다. 본 실험

에 들어가기  1  간격으로 설정된 메트로놈에 맞춰

서 두세 번 가량 걷는 연습을 실시한 후, 각 운동화 착

용 후 보행 동작을 각각 3회씩 반복 수행하 다. 피험

자의 실시 순서와 운동화 착용 순서는 임의로 하 다. 

4. 자료 처리  변인의 계산 방법

본 연구에 동원된 자료는 상분석 도구와 지면반력

기를 통해 산출되었다. 통제 과 인체  심 의 좌

표화, 동조, DLT방법을 이용한 3차원 좌표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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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면반력의 압력 심과 무릎  심간의 
최 수평거리

구분 s1 s2 s3 s4 s5 s6 s7 평균(*)

염화
4.56 4.37 4.29 4.38 4.19 3.89 4.13

4.26
±0.21

일반화 5.16 5.28 4.90 4.29 4.77 4.15 4.88
4.78
±0.42

*p<.05 

표 2. 지면반력의 압력 심과 무릎  심간의 최 수평거리
(단  : cm)

자료의 스무딩에는 상분석용 로그램인 Kwon3D 

3.1 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지면반력 자료는 

KwonGRF 2.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기타 분석 변인

의 계산에는 Ms Office Excel 2003, Matlab 5.3 로그

램을 이용하 으며, 두 가지 유형의 신발에 한 각 변

인별 유의성에 한 검증은 .05의 유의수 에서 종속 

t-검증(paired sample t-test)을 이용하여 비교하 다.

자료처리의 첫 번째 단계인 3차원 좌표값을 계산하

기 에 원자료에 포함된 고주 의 노이즈를 제거하기 

해 역통과필터(lowpass filter)를 사용하여 6Hz의 

차단 주 수(cut-off frequency)로 스무딩하 다. 한편, 

3차원 좌표 계산을 한 지역좌표계는 은선덕(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변인으로 지면반력의 압력 심과 

무릎 심간의 수평거리, 최 좌우지면반력, 좌우면

상의 최 지면반력, 무릎 에 작용하는 수직압축력, 

무릎 의 내 모멘트 등을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변인의 계산과 련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면반력의 압력 심과 무릎 심간의 수

평거리의 경우 Hunt 등(2006)에서는 지 팔(lever arm)

로 정의하여 후지면반력벡터와 무릎 심간의 수

직거리로 정의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착지와 이지 순

간의 두 변인간 상  치를 보기 해 후지면반력

벡터 신 지면반력의 압력 심의 치자료를 이용하

여 계산하 다.

좌우면상의 지면반력은 수직지면반력과 좌우지면반

력의 합으로서,

GRF frontal= GRF verical+ GRF mediolateral

로 정의하여 계산하 다. 

무릎 에 작용하는 수직압축력은 합력

F k= m s a s－ m s g － F a
 

에서 계산된 합력 벡터를 하퇴의 해부학  좌표계

의 수직축에 투 시킨 값으로 정의하 다.

무릎 의 내 모멘트는 좌우면상에서의 지면반력

의 결과력과 좌우면상에서의 지 -팔(lever arm)로 표

되는 지면반력벡터에서 무릎 심까지의 수직거

리와의 곱으로서 

M k= J s－ M a－ P ka× F a－ P k× F k

( J s
 = 하퇴의 각운동량의 변화, P k a

= 하퇴의 

질량 심에서 발목  심으로의 치 벡터,

P k
= 하퇴의 질량 심에서 무릎  심으로

의 치 벡터)로 계산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지면반력과 수직압축력은 체

의 차이에서 오는 자료의 곡해를 최소화시키기 해 

실제 산출된 값을 피험자의 체 으로 나 어 표 화시

켜 제시하 으며, 내 모멘트는 산출된 모멘트값을 체

과 키를 곱한 값으로 나  다음 다시 100을 곱하여 

%로 표 화시켜 제시하 다.  

Ⅲ. 결과  논의

1. 지면반력의 압력 심과 무릎 심간의 수평거리

두 유형의 신발을 신었을 때의 지면반력의 압력 심

과 무릎  심간의 수평거리는 아래 <그림 2>와 

<표 2>에 제시하 다. <그림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평균 으로 지지기 동안 염화가 일반화에 비해 수

평거리가 짧게 나타났다. 체 인 양상은 두 신발 모

두 보행의 시작과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없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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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좌우지면반력의 변화패턴

구분 s1 s2 s3 s4 s5 s6 s7 평균

염화
-0.
08

-0.
05

-0.
06

-0.
06

-0.
04

-0.
02

-0.
05

-0.05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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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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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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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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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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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06
±0.02

*p<.05 

표 3. 최 좌우지면반력 (단  : N/BW)

0
0.2
0.4
0.6
0.8
1

1.2

1 9 17 25 33 41 49 57 65 73 81 89 97

%Time

N
/B

W

일반화 관절염화

그림 4. 좌우면상에서의 최 지면반력의 변화 패턴

구분 s1 s2 s3 s4 s5 s6 s7 평균

염화
1.05 1.05 0.98 0.99 1.01 1.00 0.95

1.00
±0.04

일반화 1.09 1.04 1.00 0.98 1.01 0.98 1.08
1.03
±0.05

*p<.05 

표 4. 좌우면상에서의 최 지면반력 (단  : N/BW)

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지기가 진행되면서 수평거

리가 조 씩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신발 

모두에서 나타난 결과이므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

렵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염화의 경우 지지기의 

반을 지나면서 지면반력의 압력 심과 무릎  심간

의 수평거리의 증가 정도가 처음에 비해 크지 않게 나

타난 것으로 볼 때 인솔에 의해 무릎 심이 내측으

로 이동하 거나 지면반력의 압력 심이 외측으로 이동

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2>에 나타난 결과에

서도 마찬가지로 지지기의 후반부에 지면반력의 압력

심과 무릎 심간의 최 수평거리에 있어서 염

화가 일반화에 비해 유의하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염화는 지지기의 후반부에도 

무릎 의 내측 골극에 가해지는 압박이 크게 증가하

지 않으므로 골 염 환자의 보행에 어느 정도 정

인 향을 주었을 것으로 단된다. 

2. 최 좌우지면반력

지면반력의 좌우성분에 한 두 신발의 결과치는 아

래 <그림 3>과 <표 3>에 제시하 다. 지면반력의 좌우

성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평균 으로 두 경우 모

두 동일한 양상을 보이긴 하 으나 처음 뒤꿈치가 지

면에 닿는 순간에는 염화의 경우가 일반화에 비해 

더 큰 좌우지면반력값을 보 다. 그 후 보행이 진행되

는 동안에는 일반화에 비해 작은 좌우지면반력값을 나

타냈다. 한편 최 좌우지면반력은 무릎 의 내측골극

을 자극시키는 직 인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변인으

로 지지기의 30%지 에서 나타났는데 염화를 착

용한 경우 최 수평지면반력의 피크(peak)값이 아주 약

간이긴 하지만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표 

3>에서 보듯이 체 으로 지지기의 반과 후반

에 일반화에 비해 최 내측지면반력이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나긴 했지만 4번과 7번 피험자에게서는 특별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통계 으로도 유의한 결

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지면반력의 좌우성분은 

그 값이 크지 않고 차이 역시 크지 않으므로 크게 의

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3. 좌우면(Frontal Plane)상의 최 지면반력

좌우면 상의 최 지면반력은 지면반력의 수직과 좌

우성분을 더한 값을 나타낸 것으로서 <그림 4>와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의미있는 차이는 찰되지 않았

다. 에 제시된 지면반력의 좌우성분이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것과 함께 좌우면상의 최 지면반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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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무릎 의 수직압축력의 변화패턴

구분 s1 s2 s3 s4 s5 s6 s7 평균

염화
2.48 2.65 2.49 2.48 2.63 2.42 2.37

2.50
±0.10

일반화 2.47 2.53 2.52 2.42 2.59 2.50 2.41
2.49
±0.06

*p<.05 

표 5. 무릎 의 최 수직압축력   (단  : N/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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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지지기 무릎 의 내 모멘트의 변화패턴

구분 s1 s2 s3 s4 s5 s6 s7 평균(*)

염화
3.11 3.18 2.38 3.08 2.56 2.79 2.88

2.85
±0.30

일반화 3.85 3.73 2.45 2.95 3.03 3.46 3.43
3.27
±0.49

*p<.05  

표 6. 지지기 무릎 의 최 내 모멘트 (단  : %BW*ht)

결정 인 향을 미치는 수직지면반력이 거의 동일하

게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Hunt(2006)의 결과와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지지기 

동안의 변화 패턴과 최 값에서 거의 유사한 결과치를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무릎 골 염 환자들의 

수직지면반력 패턴은 보행습 이나 염의 정도에 

큰 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두 신

발의 결과치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므로 인솔의 재

질이 큰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된다.

4. 무릎 에 작용하는 수직 압축력

 

두 유형의 신발 착용시 무릎 에 작용하는 수직 

압축력의 변화는 <그림 5>와 <표 5>에 제시하 다. 수

직압축력 역시 유의한 차이는 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수직 지면반력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던 결과와 련

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Messier, Vita, Cowan, Seay, 

Young  Marsh(2005)의 연구에서는 수직 압축력이 

3.70±0.26N/BW가 나온 반면 본 연구에서는 약 

1N/BW가량이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연구 상자의 보행습 이나 염의 정도에 

따른 차이로 단된다.

5. 무릎 의 내  모멘트

무릎 의 내 모멘트는 좌우면상에서의 지면반력

의 결과력과 좌우면상에서의 지 팔(lever arm)로 표

되는 그 지면반력벡터에서 무릎 심까지의 수직거

리와의 곱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내 모멘트가 체 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하지 의 정렬에 의한 것인지를 

독립 인 자료에 근거해 단할 수 있다. 이는 무릎

의 골 염을 가진 사람을 상으로 보행분석을 할 

때에는 보행주기 동안 무릎 의 최 내 모멘트의 

크기만을 보고해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림 

6>과 <표 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Hunt 등(2006)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치에 비해 상

으로 다소 높은 최 내 모멘트의 생성을 보 는데, 

Sharma, Pai, Holtcamp  Rymer(1997)의 연구에서 처

럼 골 염의 정도가 다른 연구에 동원된 피험자들에 

비해 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한편 두 

경우의 보행 모두 지지기 동안 내  모멘트가 발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 6>에서 보듯이 염

화는 4번 피험자를 제외하고는 일반화에 비해 지지기

의 후반에 내 모멘트를 상당부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염화를 착용했을 경우 무릎 의 심을 

지면반력의 압력 심쪽으로 신속히 이동시키므로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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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의 길이를 효과 으로 감소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Ⅳ. 결론  제언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겔-타입(Gel-Type) 인솔

이 장착된 신발은 일반(Normal) 인솔이 장착된 신발과 

비교해서 무릎 에 가해지는 압축력을 감소시키거나 

지면반력을 여주는 등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처음 지면에 닿는 순간에는 외측 안

정성이 낮게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지지기의 반부

를 벗어나게 되면 무릎 의 심을 신속하게 지면반

력의 압력 심쪽으로 이동시켜 내 모멘트의 증가를 

억제시키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겔-

타입 인솔은 내측 강에 지속 으로 가해지는 압박

을 어느 정도까지는 여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같은 겔-타입 인솔의 경우에도 형태

상의 변형을 다거나 혹은 인솔의 재질을 다양하게 

용시켜 으로써 보행 안정성  편의성을 한층 향

상시킨 염화의 개발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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