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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 Scan 측정을 통한 노년 여성의 보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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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compares the gait characteristics of elderly women during barefoot walking and walking with
sneakers. We measured foot angles, max foot pressure, peak plantar pressure of each plantar region, velocity of Center
of Pressure(COP), and axis shifting of COP with an RS-scan system. Elderly women's foot angles were narrower when
walking with sneakers than when barefoot walking. We found that the subtalar joint angle (representing ankle joint flex-
ibility) affected walking stability. Regarding the peak plantar pressure of each foot region, pressures were high in the
medial regions and the pressures greatly varied depending on the region measured during barefoot walking. The COP
moved significantly faster when walking with sneakers than barefoot walking and suggests that elderly women walked
faster in sneakers. Axis shifting of the COP decreased during walking with sneakers and indicated that gait balance
improved when walking with sneakers.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can be utilized as foundational data for elderly
women's gait characteristics as well as data for the production of functional footwear. Future research that focuses on var-
ious types of shoes, age groups, and gender are recommended for the development of more functional footwear for stable
ga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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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보행동작은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수행되는 동작

중 하나로 동적 균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신발의 유형, 발

이 닿는 지면의 형태등과 같은 외적인 특성과 함께 보행 주체

자의 특성인 남녀 차, 연령 차, 건강의 상태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Imms & Edholm, 1981). 특히 노년기에는 시각 및 전

정 감각 저하로 인한 균형감 저하, 중추신경의 정보처리 속도 저

하로 인한 보폭과 발걸음 수 감소, 단하지의 지지 비율 감소, 양

하지의 지지 비율 증가 등의 보행 특성이 나타난다(Kim, 2010).

신체 민첩성 및 반사신경의 저하와 몸의 불균형으로 인해 노년

여성과 남성은 청·장년에 비해 불안정한 걸음걸이가 되기 쉬

우며, 골절, 관절염, 근육경직 및 근육약화, 관절변형 등이 비

정상적인 보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Shin & Tae, 2010).

보행(gait)은 신체의 가속과 제어를 위해 반복적인 하지 관절

의 굴곡과 신전운동을 수반하므로 정상적인 노화과정에 의해서

도 관절범위와 근력이 감소되면서 보폭이 좁아지고 보행속도가

느려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노인의 활동성이 줄어들면 더욱 현

저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노인들의 걸음걸이는 보행속도

가 느리고 움직임이 서툴러 민첩하지 않고 보폭은 작고 끌면서

걷는 것처럼 보이며 발을 드는 높이가 낮다(Song & Hah,

1995). 또한, 건강한 노인에 비해 발목 근육이 약하거나 유연성

이 좋지 않은 경우(Menz et al., 2006), 체질량 지수가 낮은 경

우(Voort et al., 2001),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은 노인의 경

우 낙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증가한다(Lajoie & Gallagher, 2004).

낙상은 노년기에 골절 등의 신체적 손상, 기능장애 및 사망

을 초래하는 주요 건강문제로 노인의 활동을 제한시키고 독립

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며 낙상이나 전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과 칩거로 사회적 활동에도 제약을 초래하는 등 노인의 안

녕과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소가 된다(Gu et al.,

2005). 그러므로 노년기에 있어서는 바르게 걷는 기능을 잘 보

존하는 것만으로도 노화방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보행 및 보행 자세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로는 보행시 신발

의 아웃솔 형태가 하지 관절 운동과 발의 압력에 미치는 영향

(Kim et al., 2011), 신발 힐의 높이에 따른 보행자세의 운동역

학적 분석(Ryew & Ahn, 1997), 발레 전공자의 보행에 관한

연구(Son et al., 2002), 기능성 신발과 일반 운동화의 운동역

학적 비교분석(Song et al., 2008) 등이 있으며, 노년기 낙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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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Jeon et al., 2001; Park, 2010)와 노인의 발의 형태

및 측정치에 관한 연구(Park, 2005; Park & Chae, 2008;

Park & Nam, 2004), 한국 여성노인용 신발의 인체공학적 기

능평가(Lee & Choi, 2000)등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국외

선행연구로는 효과적인 재활을 위한 gait 패턴 관찰연구(Ko et

al., 2011; Willems et al., 2005), 전도를 방지할 수 있는 풋웨

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Goonetilleke, 1999; Hansen et al.,

1998)등이 이루어져 왔다. 또, 노년기 증가하는 낙상 위험과 균

형을 손상시키는 발 문제에 대해서 발과 발목의 구조와 기능

변화가 사전 징후로 밝혀졌다(Leveille et al., 2002; Lord et

al., 2003).

노년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실버산업과 노년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노년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건강한 일상생활

을 영위하기 위한 본질적 문제 중 하나인 노년기 보행 특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년여성을 대상으로 풋스캔 측정을 통해

맨발과 운동화 착용시의 발축각도, 거골하 관절 유연도, 구간별

보행시간, 족저 최대압력, 압력중심(COP) 속도와 좌우 이동거

리 등을 분석하여 맨발의 보행 특성과 함께 운동화 착용에 따

른 보행 특성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새로운 노년기 여

성의 보행 특성을 파악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낙상, 골절 예방

등 건강한 노년 생활 유지에 기여함과 동시에 걸음걸이 재활을

위한 기초연구에 기여할 것이다. 

2. 실험방법 및 절차

2.1. 실험방법

노년 여성의 맨발과 운동화에 따른 보행특성 분석을 위해

64~78세 여성 58명이 피험자로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피험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보행측정에 사용된 RS-scan system(RS scan Ltd., Germany)

은 압력판(Plate, 415×675 mm) 위를 보행하는 동안 보행의 분

석과 최고 압력, 족저 압력의 이동경로 등을 분석하는 장비

(Blanc etc., 1999)이다.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가 맨발 또는 실

험화로 제공된 A사의 조깅화를 착용하는 각각의 조건에서 평

소 보행 속도로 걷도록 하여 3미터 보행라인의 중앙에 설치된

압력판을 디디도록 하였으며, 압력판의 크기가 보행 중 한쪽 발

만 닿을 정도로 작으므로 출발시 내딛는 발의 순서를 오른발과

왼발로 조정하여 압력판에 닿는 발이 오른발, 왼발 각각 3회

이상이 되도록 측정하였다(Fig. 1).

보행시 지면에 접촉되는 발의 영역은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족부(Fore foot)의 T1(Toe 1), T2-5(Toe 2-5), 중족부

(Mid foot)의 M1(Metatarsal 1), M2(Metatarsal 2), M3

(Metatarsal 3), M4(Metatarsal 4), M5(Metatarsal 5), MF (Mid

foot), 후족부(Rare foot)의 HM(Heel medial), HL(Heel lateral)로

나누어 모두 10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보행시의 자료는 RS-scan system 프로그램인 Foot scan 7

gait Ver.2를 이용하여 126 frame/sec로 수집되었다.

2.2. 측정항목

노년여성의 보행 분석을 위해 발축각도(Foot Axis Angle),

거골하 관절 유연도(Subtalar Joint Flexibility), 구간별 보행시간

(Contact Time), 10개 영역으로 나누어진 족저의 최대압력(Max

Table 1. Demographic data of subjects

Participants (n) Age (year) Weight (kg) Height (cm) Foot size (mm)

Elderly women 58 63~77 43.5~77.0 145.0~160.7 230~245

Fig. 1. RS-scan system and gait measurement.

Fig. 2. Dimension of 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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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보행 중의 족저 압력 궤적이 되는 COP(Center of

Pressure)의 속도와 COP의 좌우이동 거리를 측정하였다. 각 측

정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축각도는 보행의 진행 방향선과 발의 기준선(발 뒤꿈치 정

중앙과 둘째 발가락 중앙을 연결한 선)과의 각도(Fig. 3)는

2~15
o
 정도가 정상 범주이며, 평균적인 7~8

o
 보다 작은 발각도

를 인토잉, 큰 발각도를 아웃토잉으로 일컫는다. 거골하 관절

각도는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후족부의 목말뼈(거골,

talus)와 발꿈치뼈(중골, calcaneus)가 만나서 만드는 거골하 관

절의 외번과 내번 각도를 절대값으로 더하여 구한 것으로 후족

부의 좌우 움직임을 의미하는데, 유연도로 안정적인 걸음걸이

를 평가할 수 있다. 구간별 보행시간은 구간에 따라 발이 지면

과 접촉된 시간을 의미하며, Song et al.(2008)은 보행의 국면

을 접지기(발뒤꿈치 접지에서부터 발목관절과 고관절이 수직을

이루는 스탠스까지), 지지기(발목관절과 고관절이 수직을 이루

는 스탠스에서 발뒤꿈치가 떨어질 때까지), 이지기(발뒤꿈치가

떨어진 후 발앞꿈치가 떨어질 때 까지)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

는 보행시 최초 발뒤축 접지기에서 마지막 발가락 이지(離地)시

까지 Initial Foot Contact (IFC), Initial Metatarsal Contact

(IMC), Initial Forefoot Flat Contact (IFFC), Heel Off (HO),

Last Foot Contact (LFC)의 다섯 접촉 시로 나누고, 보행에 따

른 접촉과 접촉 사이를 Initial Contact Phase (ICP), Forefoot

Contact Phase (FFCP), Foot Flat Phase (FFP), Forefoot Push

Off Phase (FFPOP)로 나누어 각 구간별 접촉시간을 평가하였다

(Fig. 5). 최대압력은 보행시 지면에 접촉되는 10개의 발바닥 영

역의 최대 압력으로 1 cm×1 cm의 단위면적 당 미치는 힘의 측

정 단위는 N/cm
2
이다. COP는 보행분석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

이고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보행 중 족저압력의 궤적으로 정

상보행의 COP는 발뒷꿈치부터 시작하여 첫 번째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정상

보행과 이상보행을 구분할 수 있으며 COP의 속도는 mm/ms로

구하였다. 또, COP의 좌우 이동거리는 이동경로에서 발뒤꿈치

정중앙을 0으로 하여 보행시 진행방향의 이동축을 y축으로 하

고, y축과 수직인 축을 x축으로 하여 x의 절대값으로 좌우 이

동거리를 구해 보행의 안정감을 평가하였다. 

2.3. 데이터 분석

본 연구에서 얻은 자료는 SPSS Win 14.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의 기술 등 통계량을 산출하였고 맨발

과 운동화 착용조건에 따른 paired t-test로 유의차를 검증을 하

였으며 p <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발축각도와 거골하 관절 유연도

Fig. 6은 풋스캔 측정을 통해 나타난 발축의 각도와 거골하

관절각도의 유연도를 나타낸 것이다. 노년여성의 발축각도는 운

동화 착용 보행시 10.3
o
, 맨발 보행시 12.8

o
로 측정되어 운동화

Fig. 3. Foot axis angle and COP.

Fig. 4. Terms of the foot bone.  

Fig. 5. The contact time of gait and gait ph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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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시의 발축각도가 맨발보다 더 유의하게 작았다(p < .05).

Kim et al.(2011)의 20대 여성 보행분석 연구에서도 운동화 보

행시의 발축각도가 맨발 보행시보다 작게 나타났으나 유의차를

보이지는 않았다. 노년 여성들의 발 근력이 약해 신발 착용으

로 인해 영향을 더 민감하게 받아 운동화를 착용함으로써 맨발

에서 나타났던 개인의 발 특성이 줄어들게 된 것과 약해지는

하체 근육기능의 긴장에 도움이 되어 맨발보다 일자에 가깝게

보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거골하 관절 각도는 발을 처음 지지하게 되는 후족부의 거골

하 관절의 유연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 유연도는 보행 불균형으

로 인한 발목 삠, 낙상 및 전도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Lehtola

et al., 2006; Tinetti et al., 1988). 보행은 반복 지속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비록 하지 자체의 보호작용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잘못된 보행자세가 지속될 경우, 신체 자세의 균형에 악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하지 근육과 관절의 피로를 유발하는 원

인이 되기도 한다. 관절부위, 뼈 그리고 근육에 상당한 하중이

전달되어 여러 가지 상해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운동화 착용 조건 보행시 거골하 관절 유연도는

19.2
o
로 맨발 보행시의 6.1

o
 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으

며 젊은 여성의 운동화 착용시 증가경향보다는 낮아(Kim et

al., 2011) 유연도가 줄어듬을 알 수 있었다. 이지 회외 운동

(take-off supination)은 이지시 즉, 땅에서 발이 떨어질 때 발목

이 전족의 외측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하는데, 대부분 신발의

경우 20~25
o
의 이지 회외 운동을 일으키며, 맨발로 달릴 때는

회외 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 Nigg et al.(1987)의

결과는 본 연구의 운동화 보행조건시 거골하 관절 유연도가 맨

발보다 크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

행시 운동화 착용으로 인해 발축각도는 3
o
정도의 차를 보였지

만 거골하 관절 유연도는 맨발 보행시와 15
o
가량의 차를 나타

내어 운동화 착용이 맨발보다 보행시 거골하 관절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

록 신발 뒤꿈치의 월형과 뒤축 지지대를 고려하는 등의 올바른

신발선택의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3.2. 구간별 보행시간

보행이나 달리기를 할 때 정상적인 사람은 발의 후족부가 먼

저 지면에 접지하고 이후 힘의 이동경로에 따라 중족부와 전족

부로 이동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발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좀 더 복잡한 움직임이 있는데, 우선 발이 지면에 닿을

때는 후족부의 외측부터 지면에 닿은 후 그 다음에 발목이 내

측으로 돌면서 후족의 내측이 지면에 닿는다. 그 후 발의 전족

부분이 지면에 닿으며 이때 몸에서 전해지는 충격을 최대한 흡

수하기 위해 원래 위로 굽어 있는 발 중앙의 장심이 순간적으로

납작하게 펴진다. 이 장심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때 발의 전

족부분은 차고 나가는 힘을 얻기 위해 외측으로 회전을 한다. 이

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가리켜 전문적인 용어로 내전운동이라고

하는데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Kim et al., 2004).

노년여성의 맨발과 운동화 착용에 따른 구간별 보행시간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Initial Contact Phase(ICP), Fore Foot

Contact Phase(FFCP), Foot Flat Phase(FFP), Fore Foot

Push Off Phase(FFPOP)는 처음 발이 지면에 닿는 Initial foot

Contact, Initial Metatarsal Contact, Forefoot Flat Contact,

Heel Off, Last Foot Contact의 각 사이 구간을 의미한다. 

Last Foot Contact는 보행시 최초 발뒤축 접지기에서 마지막

발가락 이지(離地)시까지의 전체 접촉시간으로 맨발 보행시는

왼발 804.4 ms, 오른발 811.5 ms으로 운동화 착용 보행시의 왼

발 786.5 ms, 오른발 791.4 ms 보다 유의하게 긴 것으로 나타

났다. 뒷부분에 무게 중심이 실리는 Initial Contact 구간에서는

운동화를 착용한 경우가 왼발, 오른발에서 각각 맨발보다

Fig. 6. The angles of foot axis and subtalar joint flexibility. (*** p < .001)

Table 2. Time of gait phase                                                                                               time(ms)

 Phase

Left foot

t-value

Right foot

t-valueNude Sneaker Nude Sneaker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Initial Contact 68.3 27.2 78.5 24.8 0.008** 57.2 21.8 66.8 22.4 0.025*

Forefoot Contact 125.8 103.0 109.5 21.8 0.001*** 120.5 104.1 101.3 105.0 0.001***

Foot Flat 361.0 112.1 324.6 22.4 0.323 383.6 105.0 362.6 102.6 0.216

Forefoot Push Off 249.7 127.3 274.0 101.6 0.001*** 250.2 113.6 260.8 103.6 0.001***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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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p, 1.3%p씩 접촉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발과 지면이

접촉되는 순간 충격이 발생하는데 접지 시간이 길면 길수록 충

격 흡수가 잘 이루어지므로 운동화 착용의 충격흡수가 맨발보

다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발 앞부분이 접촉되고 발이 전체적으로 디뎌지는 FFCP와

FFP 구간에서는 맨발의 보행시간이 운동화 착용 보행시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발꿈치를 뗀 이후 마지막으로 발이 접촉되어

있는 FFPOP 구간에서는 운동화 착용 보행시가 맨발 보행시보

다 왼발, 오른발에서 각각 2.9%p, 0.6%p씩 증가하였으며, De

Cock et al.(2005)의 연구에서도 달리기와 보행을 비교하였을

때, 달리기의 전체 접촉시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FFPOP구간

이 차지하는 비율은 길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De

Cock et al.(2005)은 보행과 비교하여 달리기는 속도가 증가함

에 따라 앞발의 안쪽 부분(Medial forefoot)으로의 압력 이동이

빨라지기 때문으로 설명하면서 앞발의 안쪽 부분에 큰 하중이

걸리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운동화 착용 보행시가

맨발의 접지시간은 짧지만 FFPOP 구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길

게 나타났다. MacWilliams et al.(2003)은 연구에서 FFPOP 구

간은 전도가 발생하기 쉬운 구간이라고 하였으므로 FFPOP 구

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 것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보

행 속도가 빠르면 후족부와 중족부에서 전족부 쪽으로의 압력이

동이 빨라지면서 FFCP, FFP의 구간 비율이 짧아져 FFPOP 구

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길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3.3. 족저 최대압력

노년여성 보행 시 족저의 영역별 최대압력을 Fig. 7에 나타

내었다. 최대압력은 보행시 지면에서 발로 전해지는 충격력

(Loading response)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힘은 발을 지나 인

체에 전달되어 관절, 무릎, 허리에 부하로 작용한다.

T1, M1, M2, M3, HM, HL의 부위는 발바닥의 내측으로

운동화보다 맨발일 때의 압력이 높고, T2-5, M4, M5, MF의

부위는 발바닥의 외측으로 맨발보다 운동화 착용 보행시의 압

력이 높았으며 왼발과 오른발은 같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한

국여성 노인용 신발의 인체공학적 기능평가를 한 Lee and

Choi(2000)의 연구에서 운동화 착용시 내측 최대압력보다 외측

최대압력이 크게 나타난 결과와 같았다.

맨발의 구간별 최대 압력값은 최소 1 N/cm
2
에서 최대 8 N/

cm
2
의 분포로 각 부위의 압력값의 편차가 컸으나 운동화 착용

보행시 구간별 최대 압력값은 최소 2.4 N/cm
2
에서 최대 6.5 N/

cm
2
의 분포로 운동화 바닥면으로 인해 부분압력의 편차가 줄

어들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발뒤꿈치를 나타내는 HM과 HL의

최대압력에서 왼발과 오른발 모두 맨발 보행 시는 HM이 HL보

다 높았으며 운동화 착용 보행시에는 HL이 HM보다 높았다. 이

결과를 통해 맨발 보행시 발뒤꿈치의 내측부위에 쏠려있던 압

력은 신발 착용으로 인해 발뒤꿈치의 외측으로 옮겨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개인적인 관절질환의 형태나

보행습관 특성에 따라 바르게 걷도록 하는 처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맨발 및 신발착용 보행의 특성을 처방에 적절히 활용

해야 할 것이다. 

또, Willems et al.(2005)은 발목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발바닥 압력을 측정한 결과 불안정한 발목기능을 가진 사람들

의 족저 지면반발력이 유의하게 높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도 맨발의 족저 최대압력이 운동화 착용 시의 최대압력보다 높

게 나타났으며 이는 맨발 보행시의 발목기능이 운동화 착용 보

행시의 발목기능보다 불안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3.4. COP의 속도와 COP 좌우 이동거리

맨발과 운동화 보행에 따른 COP의 속도와 COP의 좌우 이동

거리를 Fig. 8에 나타내었다. 노년기 여성 보행시의 압력 중심이

동 속도는 맨발일 때보다 운동화 착용 보행시 유의하게 빨라 보

행시의 족저 압력 이동이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COP

의 좌우 이동거리는 맨발 보행보다 운동화 착용 보행시 감소하

였는데, 오랜 세월의 보행으로 인한 발 변형과 질병 및 통증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노년기 여성들은 맨발 보행보다 운동화 착

용 보행시 COP의 속도가 빠르고 발바닥 압력 중심의 좌우 흔들

림도 적어 안정감과 균형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왼발보다는 오른발이 좌우 이동거리가 적게 나타난 것은

실험에 참여한 노년여성 대부분이 오른발을 주로 사용하여 오

Fig. 7. Max pressure of elderly gait.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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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발의 균형감이 왼발보다 더 좋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4. 결 론
 

본 연구는 65세 이상의 노년여성을 대상으로 맨발과 운동화

착용시의 발축각도, 거골하 관절 유연도, 구간별 보행시간, 족

저 최대압력, 압력중심(COP) 속도와 좌우 이동거리 측정을 통

해 맨발의 보행 특성과 함께 운동화 착용에 따른 보행 특성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현 시점의 노년 여성 보행특

성을 파악하는 이 연구결과를 통해 노년기 여성이 안정된 걸음

걸이로의 유도, 낙상·골절 예방 등 건강한 노년 생활 유지에

기여함과 동시에 걸음걸이 재활 등의 즉각적인 활용 가능성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노년여성의 발축각도는 맨발보다 운동화 착용 조건 보행시

전 연령 평균값에 가깝게 이동되어 노인의 특성을 다소 완화시

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운동화를 착용함으로써 맨발에

서 나타났던 개인의 발 특성이 줄어들게 되며 약해지는 하체

근육기능을 긴장시켜 맨발보다 일자에 가까운 청년형 보행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거골하 관절 유연도는 운동

화 보행 조건에서 맨발 보행시보다 크게 나타나 보행이 불안할

수록 신발 뒷부분인 월형의 지지 역할이 커지므로 노년여성의

신발선택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전체 보행시간은 족저의 접촉시간으로 맨발보행시가 운동화

착용조건 보행시보다 유의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간별

보행시간에서는 뒷부분에 무게중심이 실리는 Initial metatarsal

접촉구간(IMC)에서 운동화를 착용한 경우가 접촉시간이 길었

으며, 발꿈치를 뗀 이후 마지막으로 발이 접촉되어 있는

Forefoot Push Off 구간(FFPOP)은 전도발생이 우려되는 구간

으로 운동화 착용 보행시 FFPOP 구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

맨발 보행보다 속도가 빠른 것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족저의 최대압력에서 노인여성들은 발바닥의

내측부위는 운동화 보행보다 맨발일 때의 압력이 높고, 발바닥

의 외측 부위는 맨발보다 운동화 착용 보행시의 압력이 높아

안정감과 균형감을 증가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된다.

맨발의 구간별 최대 압력값은 각 부위의 압력값 편차가 컸으나

운동화 착용 보행시 구간별 최대 압력값은 운동화 바닥면으로

인해 맨발보다 부분 압력의 편차가 줄어들어 운동화 착용 시가

내측으로의 편중경향을 완화시켰으며 맨발의 다양한 부분압력

을 평준화시켰다. COP의 속도는 맨발 보행보다 운동화 착용

보행시 유의하게 빨라 보행시의 족저 압력 이동이 빠르게 진행

된 것으로 나타났다. COP의 좌우 이동거리는 맨발 보행보다

운동화 착용 보행시 감소하였는데, 오랜 세월의 보행으로 인한

발 변형과 질병 및 통증을 가지고 있는 노년기 여성이 맨발보

행보다 운동화 착용 보행시 COP의 속도가 빠르고 발바닥 압

력중심의 좌우 흔들림도 적어 운동화 착용 보행이 안정감과 균

형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년기 여성의 보행특성을 다양한 측면에

서 분석하여 앞으로의 노년여성의 보행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디자인되는 각

종 풋 웨어 제작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

년기의 뼈 조직의 약화 등 신체적 변화로 인한 낙상·전도 예

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더 나아가 사회적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어 의료비용 발생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시 지면과 발바닥이 닿는 접촉구간

(Stance)만을 평가하였으나, 추후 Swing 구간까지 연결된 보

행특성 연구 뿐 아니라 정량분석을 위한 더 많은 피험자, 연

령별, 성별 및 신발의 종류에 대한 후속 연구 및 더욱 기능

적인 풋 웨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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