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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감사사사사의의의의 글글글글

본 논문이 나오기까지 학문적으로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격적으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 김영호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논문의 검토과정

에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권오윤 교수님과 김한성 교수님께도 감

사드립니다. 학부와 대학원과정동안 학업을 통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윤형로 교

수님, 이윤선 교수님, 이경중 교수님, 김동윤 교수님, 윤영로 교수님, 신태민 교수

님, 조효성 교수님, 김법민 교수님, 김경환 교수님, 원주대학 송성재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구과정에 많은 의학적인 조언을 주셨던 이경태 교수님과

차승도 선생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을지병원

족부정형외과 관계자 분들 및 실험에 참여해주신 피검자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

다. 또한, 학교생활에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신 안종수 선생님과 양명배 선생님.

이현종 선생님, 이미형 선생님, 김경자 선생님, 정세은 선생님 및 모든 연세 의료

공학연구원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석사과정을 마무리 하면서 지난 대학원 생활을 돌아보면 매일 가족처럼 지내

면서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힘들 때 옆에서 힘이 되어준 생체역학 및 재활공

학 연구실 식구들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먼저 졸업하신 전성수 선배님, 이기원

선배님, 권치호 선배님, 윤상호 선배님, 김한일 선배님, 장근 선배님, 금영광 선배

님, 정임숙 선배님을 비롯하여 연구실의 큰 형님이신 류기홍 선배님, 연구하는 동

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태기식 선배님, 늘 따뜻한 조언으로 논문의 질을 높여

주신 이진복 선배님, 멀리서 늘 힘이 되어 주시는 강성재 선배님, 연구 뿐 아니라

인생의 조언자 역할을 해주신 김사엽 선배님과 언제나 친형처럼 많은 것을 함께

하고 어린 후배를 친구처럼 아껴주신 승찬이형, 어리버리한 저 때문에 늘 고생하

고 있는 희석이형, 고향 후배이자 연구실의 막내로 여러모로 수고가 많은 은진이,

새롭게 연구실 생활을 시작하는 환준이, 혜란이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학문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승관이형, 같이 살면서 늘 기댈



수 있는 따뜻함을 전해준 영윤이, 학문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정훈

이 등 대학원 생활을 함께 하며 우정을 다진 학부 동기들과 같이 졸업할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 형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

간에도 연구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의공학과 각 연구실의 모든 선배님들과 후배님

들에게도 지면을 통해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실험을 하는 동안 많은 도움

을 줬던 헬그렘, 은성, 주성, 장수, 상준, 동혁, 동민이 등 많은 이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함께 하지 못해 늘 아쉬움이 많은 친구들, 홍돈 패밀리의 기대, 진혁, 승환, 창

현, 주현, 정태, 용기 등,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애인처럼 늘 챙겨주는 혜선, 혜

림, 상희, 혜현 등, 멀리서 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일진, 치훈, 진식, 준석,

규태, 진호, 원필 등 부족한 저를 믿고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제 친구들,

동생들, 형, 누나들 모두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더 깊은 학문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의 삶에 많은 관심과 충고를 보내

주시는 큰아버님, 큰어머님, 외삼촌님, 외숙모님들, 제 모든 친인척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여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이 못난 아들을 믿고 불철주야 땀 흘리시며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늘 기쁜 일 보다는 속상한 일로 눈물

짓게 해드린 저의 수호천사 같은 어머니와 멋진 형이 되도록 늘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고 힘을 주는 하나뿐인 자랑스러운 동생 성욱이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

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큰 행복과 기회와 행운을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하다는 말과 앞

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기도를 드리면서 이 작은 노력의 결실을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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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보행에 있어 지면과 접촉을 이루는 발은 에너지를 저장, 방출하여 추진

력 공급 및 균형 유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복잡하고 정교한 인체 기관이다. 그

러나 최근 다양한 발 질환이 급증하고 있고, 이는 보행에 이상을 가져오게 되어,

신체의 여러 부위에 연쇄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 발의 생체역학적 기전을 규

명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발의 여러 관절에 대한 분석이 없었

고, 다양한 발 질환에 대한 운동특성의 분석이 미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발 질환의 임상적 진단과 치료를 위해 기존의 단일체절

또는 3~4개의 다체절 발 모델의 단점들을 보완하는 9개 다체절 발 모델을 개발하

고 개발된 모델을 정상인과 무지 외반증(hallux valgus) 환자군에 적용하여 보행

중 발의 세부 운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보행 시 발바닥에 작용하는 압력을

영역별로 나누어 보행주기에 따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 인자들과 관련하여 발의

주요 운동을 담당하는 근육들의 근활성도를 보행주기에 따라 분석하였다.

보행 시 발의 충격흡수 및 균형유지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활(arch)들의 변화

들을 관찰하기 위해 중족골 부위를 내․외측으로 나누었고, 무지 외반증과 같은

발 질환의 적용을 위하여 발가락 부위를 엄지발가락, 내측 발가락, 외측 발가락 부

위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또한 발꿈치뼈, 입방뼈, 목말뼈, 정강뼈를 각각 정의하여

총 9개의 체절의 발 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발 모델을 바탕으로 엄지발가락

허리관절, 내측 발가락 허리관절, 외측 발가락 허리관절, 목말밑관절, 발꿈치 입방

관절, 발목관절의 총 8개 관절을 정의하고 총 19개의 마커를 해부학적으로 유의하

게 위치시켜서 마커 셑을 구성하고 다체절 모델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든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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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과 관절들을 계층적으로 구속시켰다.

개발된 다체절 발모델을 사용하여 정상 성인군과 무지 외반증 환자군에 대한

발의 세부 운동특성을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시상면에서 엄지발가락 허리관절이

정상인의 경우 하중수용기에 급격한 굴곡을 한 후에 말기입각기에 급격한 신전을

하여 발이 지면을 차고 나가는 것을 보조하는 것에 반해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경우 전체적으로 굴곡과 신전의 운동크기가 매우 작고 특히 말기입각기시에 정상

인의 운동 각도와 큰 차이를 보였다. 전두면에서는 말기입가기에 발목관절의 운동

에서 정상인에 비해 환자군이 일찍 외반을 시작하는 특징과 목말밑관절의 입각기

초기에 과도한 외반을 하는 특징을 보였다. 횡단면에서는 보행주기 전체동안 발목

관절과 엄지발가락 허리관절의 과도한 외회전의 특징을 보였다. 동적 발바닥 압력

분포를 비교한 결과,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경우 정상인에 비해 외측으로 큰 압력

을 받으면서 보행을 하고 상대적으로 내측 전족부와 엄지발가락부에 훨씬 작은

압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보행 시 발의 운동에 관련된 근육들의 근활성도를

삼차원 운동특성 분석 결과 및 동적 발바닥 압력분포 결과와 연관하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운동 특성을 찾았다.

1. 무지 외반증 환자는 대부분 환부가 제 1 중족골두에 위치하기 때문에 보행

시 환부에 가해지는 자극을 피해 발의 외측으로 보행을 하는 특성이 있다.

2. 그리하여 보행주기 전체적으로 발의 배굴 및 내반을 담당하고 있는 앞정강

근의 과도한 활동을 유발하고 발 외측에 높은 압력을 분포시킨다.

3. 그리고 정상군에 비해 긴종아리근을 빨리 활성화 시켜서 회내 운동을 빨리

시작하여 제 2~3 중족골두로 압력중심이 지나가게 보행을 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향후 다른 다양한 발 질환의 임상적 진단과 치료를

위한 운동특성 분석이 가능하고, 발 질환 환자들을 위한 특수 안창 및 특수화의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 다체절 발 모델, 무지 외반증, 삼차원 동작분석, 발바닥 영역별

압력분포, 근전도,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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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1111 장장장장 서서서서 론론론론

인간의 보행에 있어 지면과 접촉을 이루는 발은 에너지를 저장, 방출하여 체중

을 지지하고 체부의 이동에 필요한 추진력과 진행 방향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물리적 충격을 흡수하며 지면에 대한 적응 및 체부의 중심

이동에 반응하여 균형을 유지하고 동시에 발 자체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역

할을 담당하는 복잡하고 정교한 인체의 기관이다[1].

그러나 최근 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발의 통증 및 불편감을 호소하는 사

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운동부족 및 합병증으로 인한 다양한 발 질환이 급증하

고 있다. 이러한 발 질환들은 발에만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보행에 이상을 초래

하게 되어, 결국에는 신체의 여러 부위에 연쇄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장 일반적인 발 질환은 무지 외반증(hallux valgus)으로써 김태경이 일부농

촌지역주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무지 외반증이 61.3%에 이르고 수

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2.6%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2]. 이러한 무지 외반증

은 중년 또는 노년 여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데 가장 큰 원인은 구두코가 뾰쪽

하고 좁은 구두의 장기간 착용함으로 인한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무지

외반증을 조기 발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다른 발가락의 변형은 물론 발 전체를

변형시키게 된다[3]. 이러한 발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 방사선 검사, 골주사 검사,

컴퓨터전산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촬영 등 많은 방법들이 사용되어 왔으나 검사의

복잡성과 고비용으로 인하여 최근 동작분석 장비를 이용한 발의 생체역학적 검사

와 압력측정 장비를 이용한 발바닥 압력분포를 측정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발의 생체역학적 기전을 규명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

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발 전체에 2-3개의 마커를 부착하고 발을 단일 체절

(rigid body)로 가정하여 발목관절(ankle joint)의 움직임만 분석 하였다. Winter

등[4]은 정상인의 입각기시 발의 운동학적(kinematic), 운동역학적(kinetic)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여 보행주기에 따른 발목관절의 전체적인 운동특성을 발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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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vanagh 등[5]은 정적상태의 발의 구조와 동적상태의 발의 구조에 대한 관계를

연구하여 적은 개수의 구조로 이루어진 발 모델일수록 보행 시 발뒤꿈치와 제 1

중족골 아래의 압력의 편차가 커진다고 하였다. Abboud 등[6]은 발의 생체역학적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입각기와 유각기의 발의 생체역학적 운

동을 분석하는 것이 보행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Stroud 등[7]은 뒤정강근

(posterior tibial tendon)에 이상이 있는 환자군을 대상으로 보행 시 발목관절의

동작특성에 대한 분석하여 보행 시 발목관절의 과도한 외회전이 있음을 발표 하

였다.

그러나 발은 많은 관절들이 단순한 경첩(hinge) 형태가 아니라 관절면에서의

다면 접촉에 의한 복잡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선행 연구들에서는

발목관절에서의 굴곡/신전, 내전/외전, 회내/회외 등의 동작만이 분석할 수 있었고

발의 다른 여러 관절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없었다. 또한 그림 1.1과 같이 단일 체

절로 구성된 발 모델을 적용할 경우, 보행주기 중 말기입각기와 전유각기에 발생

하는 중족(mid-foot)이 굴곡하는 동안에 발목관절 운동각도의 측정값과 실제값이

크게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오류는 첨족(pes equinus) 환자군이나 5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과 같이 첨족 보행(equine gait)을 하는 환자들에 대한 동작분석에서도

많이 발생된다[8]. 발을 발목관절의 굴곡/신전, 내전/외전 등을 위한 단 하나의 회

전축을 가진 모델로 가정할 경우 발의 복잡한 관절들의 운동을 측정할 수 없다.

또한 발의 관절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이상이 있는 특정 관절만을 분리시켜 연

구할 수 없다.

그림 1.1 단일 체절 발 모델에서 발생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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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컴퓨터 및 동작분석 장비의 발전으로 여러 동작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가능해 짐에 따라 기존 모델들의 단점들을 보완하여 다체절 발 모델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다체절 발 모델을 위한 발의 각 체절에 대한 질량, 위치, 회전

반경 등 인체측정 데이터들이 1986년에 Jensen 등[9]에 의해 발표되었고,

Moseley 등[10]은 정상 성인군의 보행 시 입각기(stance phase)동안 후족

(rare-foot)의 운동학적, 운동역학적 분석이 가능하였다. 또한 Liu 등[11]은 평지

보행 시 후족의 3차원적 6 자유도의 운동학적 분석을 하였다. 1997년에는

Abuzzahab 등[12] 이 발과 발목관절의 운동역학적 분석을 위해 4개의 체절로 된

발 모델을 만들었고, Lerdini 등[13]은 보행 시 발의 다체절 분석 및 정의를 위한

해부학적 기본 프로토콜을 제공함으로써 다체절 발 모델을 위한 중요한 연구 결

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프로토콜의 정확성과 타당성의 검증에 관한 연구가

Mickelborough 등[14]에 의해 진행되었고, 2001년에 Carson 등[15]은 반복 측정을

통한 다체절 발 모델을 개발하여 발의 운동학적 분석을 하였다. Cowley 등[16]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체절 발 모델을 적용하여 발의 운동학적, 운동역학적 분

석을 하였고 2003년에 Hamel 등[17]은 정상 성인군을 대상으로 입각기동안의 정

강뼈(tibia), 목말뼈(talus), 발꿈치뼈(calcaneus)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체절 발 모델 연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림 1.2와 같이

발가락부(HX), 전족부(FF), 후족부(HF), 정강이부(TB)등의 4-5개의 체절만 사용

하였기 때문에 보행 시 발의 전·후부와 발가락부의 상대적인 움직임 분석은 가능

하였지만 해부학적 위치에 맞는 여러 내부 관절들에 대한 동작특성 분석은 불가

능하였고, 발의 충격흡수 및 균형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활(arch)들의 변화 및

발의 회내․외 운동에 관련된 근육들의 활동에 관한 분석이 부족하였다.

그림 1.2 기존의 다체절 발 모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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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행 시 직접 지면과 접촉을 이루고 있는 발바닥은 많은 시간동안 신체

를 지지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바닥면과 접촉하여 마찰을 유발한다. 이러한 발의

기계적인 자극을 완화하기 위해 가장 고려되는 것이 발바닥의 압력분포이다[18].

그리하여 보행 시 발의 동작분석 뿐 아니라 발바닥 압력분포에 관하여도 많은 연

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Kernozek 등[19]은 성인군과 노인군에 대하여 발바닥 압력

분포를 측정하고 중족골 및 엄지발가락 부위의 압력분포가 크게 차이 남을 발표

하였다. 이는 노인군이 성인군에 비해 추진력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

다. Henning 등[20]은 어린 학생들과 성인의 발바닥 압력분포를 비교하여 뒤꿈치

영역과 중족골 및 엄지발가락 부위의 압력이 성인군이 높음을 발표하였다.

Hageman 등[21]은 젊은 여성과 늙은 여성의 발바닥 압력분포를 비교하여 중족골

에 최대 압력에 이르는 속도가 늙은 여성이 빠름을 연구하였다. Nurse 등[22]은

발의 피부에 전기자극에 대한 발바닥 압력분포와 하지 근육의 근활성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여 발의 피부에 전기자극이 보행의 패턴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고, Rosenbaum 등[23]은 보행 속도에 따른

발바닥 압력분포를 분석하여 속도가 증가할수록 전두면에서의 발목관절의 회내가

증가하여 발바닥 안쪽의 체중지지 비율이 늘어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영호 등

[24]은 엄지발가락 외반증 환자의 발바닥 압력분포의 특성을 연구하여 엄지발가락

외반증이 심한 환자일수록, 2~3번째 중족골 부위의 압력, 접촉면적과 시간, 충격량

등이 현저하게 증가함 발표하였다. 권치호 등[25]은 편평족과 요족의 동적 발바닥

압력분포의 특성을 분석하여 편평족의 경우 아치 내측에서 압력과 힘이 증가되고

요족의 경우 아치 내․외측에서의 접촉 면적이 현저하게 감속하여 정상적인 압력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기존 모델들의 단점들을 보완하는 다체절 발 모

델을 개발하고 이를 삼차원 운동분석에 적용하여 보행 시 정상 성인군의 발과 대

표적 발 질환 환자군의 발의 주요 관절들의 세부 운동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또한

근전도 측정 장비를 통해 보행 시 발의 운동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근육의 근활

성도를 분석하고, 압력분포 측정 장비를 이용해 보행 시 발바닥 압력중심의 궤적

및 보행주기에 따른 발바닥 영역별 압력분포를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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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은 본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다체절 발 모델을

임상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정의를 하여 개발하고, 그 모델을 정상군 및 무지 외

반증 환자군에 적용하여 삼차원 동작분석, 동적 발바닥 압력분포 분석, 근활성도

분석을 통하여 보행 시 발의 세부 운동특성들을 비교․분석 하였다.

삼차원삼차원삼차원삼차원 동작분석동작분석동작분석동작분석

• 운동학적운동학적운동학적운동학적((((kinematickinematickinematickinematic) ) ) ) 분석분석분석분석

• 운동역학적운동역학적운동역학적운동역학적(kinetic) (kinetic) (kinetic) (kinetic) 분석분석분석분석

삼차원삼차원삼차원삼차원 동작분석동작분석동작분석동작분석

• 운동학적운동학적운동학적운동학적((((kinematickinematickinematickinematic) ) ) ) 분석분석분석분석

• 운동역학적운동역학적운동역학적운동역학적(kinetic) (kinetic) (kinetic) (kinetic) 분석분석분석분석

다체절다체절다체절다체절 발발발발 모델모델모델모델 개발개발개발개발다체절다체절다체절다체절 발발발발 모델모델모델모델 개발개발개발개발

정상군정상군정상군정상군 및및및및 무지무지무지무지 외반증외반증외반증외반증 환자군환자군환자군환자군 적용적용적용적용정상군정상군정상군정상군 및및및및 무지무지무지무지 외반증외반증외반증외반증 환자군환자군환자군환자군 적용적용적용적용

동적동적동적동적 발바닥발바닥발바닥발바닥 압력분포압력분포압력분포압력분포 분석분석분석분석

• 압력중심압력중심압력중심압력중심 궤적궤적궤적궤적 분석분석분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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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활성도근활성도근활성도근활성도 분석분석분석분석

• 근전도근전도근전도근전도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분석분석분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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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학적운동학적운동학적운동학적((((kinematickinematickinematickinematic) ) ) ) 분석분석분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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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군정상군정상군정상군 및및및및 무지무지무지무지 외반증외반증외반증외반증 환자군환자군환자군환자군 적용적용적용적용정상군정상군정상군정상군 및및및및 무지무지무지무지 외반증외반증외반증외반증 환자군환자군환자군환자군 적용적용적용적용

동적동적동적동적 발바닥발바닥발바닥발바닥 압력분포압력분포압력분포압력분포 분석분석분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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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활성도근활성도근활성도근활성도 분석분석분석분석

• 근전도근전도근전도근전도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분석분석분석분석

발의발의발의발의 세부세부세부세부 운동특성운동특성운동특성운동특성 분석분석분석분석발의발의발의발의 세부세부세부세부 운동특성운동특성운동특성운동특성 분석분석분석분석

그림 2.1 본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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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1111 다다다다체체체체절절절절 발발발발 모모모모델델델델 개개개개발발발발

2.1.1. 9개의 체절 정의

본 연구를 위해서 그림 2.2와 같이 발을 총 8개의 체절로 나누어 정의하고 1개

의 정강이 체절을 추가함으로써 총 9개의 체절로 정의된 발 모델을 만들었다. 발

의 내·외측 구분과 활(arch)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중족골 부위를 내·외측 전

족부(medial, lateral forefoot)로 나누어 정의하였고, 무지 외반증과 같은 질환에

적용하기 위하여 발가락을 엄지발가락(hallux), 내측발가락(제 2, 3 발가락), 외측

발가락(제 4, 5 발가락)의 세부분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또한 발꿈치뼈

(calcaneus), 입방뼈(cuboid), 목말뼈(talus), 정강뼈(tibia)를 각각 정의하였다. 쐐기

뼈(cuneiform), 발배뼈(navicular)는 목말뼈와 함께 정의하였고 종아리뼈(fibula)는

정강이뼈와 함께 정의하였다.

11112222
3333

44445555

7777
8888

6666

9999

11112222
3333

44445555

7777
8888

6666

9999

Segment No. Description

1 Hallux
2 Medial toes
3 Lateral toes
4 Medial forefoot
5 Lateral forefoot
6 Calcaneus
7 Cuboid
8 Talus/Cuneiform/Navicular
9 Tibia/Fibula

그림 2.2 정의된 다체절 발 모델의 9개 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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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8개의 주요 관절 정의

정의된 체절들을 바탕으로 표 1과 같이 엄지발가락 허리관절(hallux

metatarsalphalangeal(MP) joint), 내측 발가락 허리관절(medial MP joint), 외측

발가락 허리관절(lateral MP joint), 내측 발목 허리관절(medial

tarsometatarsal(TM) joint), 외측 발목 허리관절(lateral TM joint), 목말밑관절

(subtalar joint), 발꿈치 입방관절(calcaneocuboid joint), 발목관절(talocrural joint)

등 보행에 있어서 중요한 총 8개의 주요 관절들을 정의하였다(그림 2.3).

표 2.1 정의된 8개의 주요 관절의 연결 체절 관계

Joint Distal segment. Proximal segment

Hallux MP Hallux Medial forefoot

Medial MP Medial toes Medial forefoot
Lateral MP Lateral toes Lateral forefoot
Medial TM Medial forefoot Talus
Lateral TM Lateral forefoot Cuboid
Subtalar Calcaneus Talus

Calcaneocuboid Calcaneus Cuboid
Talocrural Talus Tibia

그림 2.3 정의된 8개의 주요 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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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마커 셑 정의

정의된 9개의 체절과 8개의 관절을 바탕으로 다체절 발 모델을 이용한 발의

운동분석을 위해서, 그림 2.4와 같이, 마커 셑을 정의하였다. 표 2.2는 9-체절 발

모델에 입각한 19개 마커의 해부학적 위치이다.

그림 2.4 정의된 마커 셑

표 2.2 정의된 19개 마커의 해부학적 위치

Marker no. Anatomical location Marker name

1 Origin of hallux triad OHT
2 Anterior of hallux triad AHT
3 Superior of hallux triad SHT

4 Third distal phalange nail TOE3
5 Fifth distal phalange nail TOE5
6 First metatarsal head MTH1

7 Third metatarsal head MTH3
8 Fifth metatarsal head MTH5
9 First metatarsal base MTB1

10 Third metatarsal base MT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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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Fifth metatarsal base MTB5
12 Medial calcaneus MCAL
13 Lateral calcaneus LCAL

14 Posterior calcaneus TCAL
15 Medial malleolus MMAL
16 Lateral malleolus LMAL

17 Anterior tibia ATIB
18 Medial tibial condyle MTIB
19 Lateral tibial condyle LTIB

엄지발가락의 독립적인 운동분석을 위해 3개의 마커를 서로 수직하도록 위치

시켰고, 셋째 발가락(3rd toe), 다섯째 발가락(5th toe)에 각각 1개의 마커를 위치

시켰다. 또한 제 1, 3, 5 발바닥뼈 머리(metatarsal head)와 발바닥뼈 기저부

(metatarsal base), 내·외측·후면 발꿈치뼈(calcaneus), 내·외측 복사뼈(malleolus),

정강이뼈 전면, 내·외측 관절융기(condyle)에 각각 1개씩의 마커를 위치시킴으로써

마커 셑을 정의하였다. 그림 2.5는 정의된 마커 셑을 바탕으로 총 19개의 9mm 반

사 마커를 부착한 사진이다.

그림 2.5 다체절 발 모델을 위한 마커 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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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다체절 모델링 프로그래밍

정의된 체절, 관절, 마커 셑 등을 바탕으로 발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사용자 위

주의 다체절 모델링 프로그램 Bodybuilder(Vicon Motion System, 영국)를 사용하

였다. Bodybuilder에서 다체절의 모델링은 벡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정

의된 마커 셑을 해부학적으로 적합하게 그룹화 하여 여러 개의 단일 체절(rigid

body)로 정의하였다.

각 체절의 정의는 체절의 중심점(origin)과 마커들의 위치로 정의되는 벡터들로

구성된 축으로 이루어진다. 하나의 체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3개의 마커(Marker

1, Marker 2, Marker 3)가 요구된다. 벡터 알고리즘을 통해 먼저 2개의 마커로 하

나의 벡터(Dash line 1)를 정의한 후 나머지 마커를 이용하여 또 다른 벡터(Dash

line 2)를 정의한다.

        

································(2.1)

       

·································(2.2)

정의된 벡터 중 하나를 체절의 축 중 하나(Axis 1)로 정의하고 두 벡터의 벡터

곱(cross product)의 결과를 다른 하나의 축(Axis 2)으로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두

축의 벡터곱의 결과에 의한 나머지 한 축(Axis 3)을 정의한다.

    

························································(2.3)

      ×  

··································(2.4)

     ×  

················································(2.5)

이렇게 결정된 세 축을 각 체절의 삼차원적 회전축, 즉 시상면, 전두면, 횡단면

의 회전축으로 정의 하였다. 이 방법을 발 모델을 위한 9개 체절에 적용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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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절에 대한 회전축을 정의하였다.

     

·····················································(2.6)

    

························································(2.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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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 엄지발가락 체절(hallux segment)

엄지발가락 체절은 직각 삼각대를 사용한 3개의 마커 위치 정보를 사용하여

정의하였다 직각 삼각대는 OHT, AHT, SHT 마커로 구성된다. OHT 마커는 첫

번째 발허리발가락 관절(the first metatarsophalangeal joint) 위에 위치되는 마커

로써 엄지발가락 체절의 중심점으로 정의된다. AHT 마커는 OHT 마커에 평행하

도록 앞쪽에 위치하고, SHT 마커는 OHT 마커와 수직을 이룬다. 식(2.1)과 같이

OHT 마커에서 AHT 마커 방향의 벡터를 정의하고 이 벡터를 식(2.3), 식(2.6)과

같이 x축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OHT 마커에서 SHT 마커로 향하는 벡터를 식

(2.2)과 같이 정의하고 이 벡터와 먼저 정의된 벡터를 벡터곱(cross product) 함으

로써 식(2.4), 식(2.7)과 같이 y축으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x축과 y축을 벡터곱

하여 z .축을 정의함으로써 엄지발가락 체절의 좌표계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발허

리발가락 관절이 엄지발가락 내부의 중심에 있다고 가정하고 정적인 상태의 마커

z OHT의 축 값을 참고하여 정의된 마커의 위치정보를 엄지발가락 두께의 절반만

큼 수직 아래로 이동시킴으로써 엄지발가락 체절의 중심점이 첫 번째 발허리발가

.락 관절의 위치와 일치하도록 하였다

2.1.4.2 내측 발가락 체절(medial toes segment)

내측 발가락 체절은 OHT, TOE3, MTH1, MTH3의 4개의 마커로 구성하였다.

이는 2번째, 3번째 발가락을 구성하는 가상 체절이다. 먼저 TOE3 마커를 중심점

으로 두고, MTH3 마커에서 TOE3 마커 방향의 벡터를 정의하고, x축으로 정의를

하였다. 그리고 OHT 마커에서 TOE3 마커 방향의 벡터를 정의한 후 두 벡터의

벡터곱으로 z축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x축과 z축의 벡터곱을 통하여 y축을 정의하

였다. 내측 발가락 체절도 TOE3 z정적인 상태의 마커의 축 값을 참고하여 셋째

발가락 두께의 절반만큼 수직 이동시켜 내려줌으로써 중심점이 내측 발허리발가

락 관절의 위치와 일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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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 외측 발가락 체절(lateral toes segment)

4번째, 5번째 발가락을 구성하는 가상 체절인 외측 발가락 체절은 TOE3,

TOE5, MTH3, MTH5의 4개의 마커로 이루어진다. 먼저 MTH5 마커를 중심으로

점으로 두고, MTH5 마커에서 TOE5 마커 방향으로 벡터를 정의하고, x축으로 정

의하였다. 다음 MTH3 마커에서 MTH5 마커 방향으로 벡터를 정의하고 x축과 벡

터곱을 통하여 z축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x축과 z축의 벡터곱을 통하여 y축을 정

의하였다. 외측 발가락 체절도 TOE5 z정적인 상태의 마커의 축 값을 참고하여 다

섯째 발가락 두께의 절반만큼 수직 이동시켜 내려줌으로써 중심점이 외측 발허리

발가락 관절의 위치와 일치하도록 하였다.

2.1.4.4 내측 전족부 체절(medial forefoot segment)

내측 전족부 체절은 MTH1, MTH3, MTB1, MTB3 마커로 구성된다. 이 체절

은 첫째 발허리 뼈(1st metatarsal bone)에서 셋째 발허리 뼈(3rd metatarsal

bone)를 포함하는 체절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체절을 첫째 발허리 뼈의

중간쯤에 위치시키고 뼈의 선(first ray)을 따라 정렬시켰다. 이는 첫째 발허리 뼈

의 크기와 사용빈도가 셋째 발허리 뼈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이고 또한 시각적으

로 체절들을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먼저 MTH1 마커를 중심점으로 두고, MTB1

마커에서 MTH1 마커로의 벡터와 MTH1 마커에서 MTH3 마커로의 벡터를 이용

해서 첫째 발허리 머리뼈(1st metatarsal head)를 정의하였다. 또한 MTB1 마커를

중심점으로 두고, MTB1 마커에서 MTH 1 마커로의 벡터와 MTB1 마커에서

MTB3 마커로의 벡터를 이용해서 첫째 발허리 바닥뼈(1st metatarsal base)를 정

의하였다. 이 두 체절의 중심점의 중간지점을 내측 전족부 체절의 중심점으로 정

의하였다. 그리고 MTB1 마커에서 MTH1 마커 방향으로의 벡터를 정의하여 x축

을 정의하고 MTB1 마커에서 MTB3 마커로의 벡터를 정의하여 두 벡터의 벡터곱

을 통하여 z축을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축의 벡터곱을 통하여 y축을 정의하

였다. 셋째 발허리 머리뼈(3rd metatarsal head)와 바닥뼈(3rd metatarsal base)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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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의를 하고 모두 z정적인 상태의 마커들의 축 값을 참고하여

절반만큼 수직 이동시켜 내려줌으로써 중심점이 관절의 위치와 일치시켰다.

2.1.4.5 외측 전족부 체절(lateral forefoot segment)

외측 전족부 체절은 MTH3, MTH5, MTB3, MTB5 마커로 구성된다. 이 체절

은 셋째 발허리 뼈(3rd metatarsal bone)에서 다섯째 발허리 뼈(5rd metatarsal

bone)를 포함하는 체절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체절을 다섯째 발허리 뼈의

중간쯤에 위치시키고 뼈의 선(fifth ray)을 따라 정렬시켰다. 내측 전족부 체절의

정의와 같은 방법으로 먼저 MTH5 마커를 중심점으로 두고, MTB5 마커에서

MTH5 마커로의 벡터와 MTH3 마커에서 MTH5 마커로의 벡터를 이용해서 다섯

째 발허리 머리뼈(5th metatarsal head)를 정의하였다. 또한 MTB5 마커를 중심점

으로 두고, MTB5 마커에서 MTH 5 마커로의 벡터와 MTB3 마커에서 MTB5 마

커로의 벡터를 이용해서 다섯째 발허리 바닥뼈(5th metatarsal base)를 정의하였

다. 이 두 체절의 중심점의 중간지점을 외측 전족부 체절의 중심점으로 정의하였

다. 그리고 MTB5 마커에서 MTH5 마커 방향으로의 벡터를 정의하여 x축을 정의

하고 MTB3 마커에서 MTB5 마커로의 벡터를 정의하여 두 벡터의 벡터곱을 통하

여 z축을 정의하였다. 또한 두 축의 벡터곱을 통하여 y축을 정의하였다. 마지막으

로 z정적인 상태의 마커들의 축 값을 참고하여 절반만큼 수직 이동시켜 내려줌으

로써 중심점이 관절의 위치와 일치시켰다.

2.1.4.6 발꿈치뼈 체절(calcaneus segment)

발꿈치뼈 체절은 MCAL, LCAL, TCAL 마커로 구성하였다. 먼저 MCAL 마커

와 LCAL 마커의 중간을 계산하여 CCAL 마커를 가상적으로 정의하였다. 이 가상

마커를 발꿈치뼈 체절의 중심점으로 정의하고 TCAL 마커에서 CCAL 마커로의

벡터를 x축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MCAL 마커에서 LCAL 마커로의 벡터를 벡터

곱하여 z축을 정의한 다음, 두 축의 벡터곱을 통하여 y축을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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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7 목말뼈 체절(talus segment)

목말뼈 체절의 경우 표면 마커만을 이용하여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

문에 체절의 정의가 복잡하다. 먼저 MMAL 마커와 LMAL 마커의 중간을 계산하

여서 JMAL 마커를 가상적으로 정의하여 내·외측 복사뼈(malleolus)의 중간지점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MCAL 마커, LCAL 마커와 JMAL 마커의 중점을 TCJC 마커

로 가상적으로 정의하여 발꿈치뼈와 목말뼈의 사이의 목말밑관절(subtalar joint)의

중심을 정의하였다. 이 가상 마커, JMAL 마커와 TCJC 마커의 중심을 CTAL 가

상마커로 정의하고 목말뼈 체절의 중심점으로 하였다. 그리고 CTAL 마커에서

MTB1 마커로 향하는 벡터를 x축으로 정의하였다. CCAL 마커에서 CTAL 마커

로 향하는 벡터를 정의하여 두 벡터를 벡터곱함으로써 y축을 정의하고, 두 축을

벡터곱함으로써 z축을 정의하였다. 이렇게 가상 마커들을 이용해서 정의함으로써

x축은 목말뼈의 내려가는 경사면을 따라서 발배뼈와 쐐기뼈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통 발목관절을 정강이뼈에 정렬시키는 내·외측 복사뼈 마커를 사

용하는 경우보다 더 낫게 목말뼈 체절의 기울어짐과 비틀림을 보여줄 수 있다.

2.1.4.8 입방뼈 체절(cuboid segment)

입방뼈 체절의 경우에도 목말뼈 체절과 같이 표면 마커가 아닌 가상 마커와

다른 체절들로 정의된다. 먼저 MTB3의 관절중심(JMTB3)과 MTB5의 관절중심

(JMTB5)의 중간지점을 ACUB 가상 마커로 정의를 하여서 입방뼈와 발허리뼈 사

이의 관절 중심을 정의하였다. 또한 CCAL 마커와 ACUB 마커의 중심을 PCUB

가상 마커로 정의를 하여서 발꿈치뼈와 입방뼈 사이의 관절을 정의하였다. 이 가

상마커들을 사용해서 먼저 PCUB 마커를 입방뼈 체절의 중심점으로 정의하고

CCAL 마커에서 ACUB 마커로의 벡터를 정의하고 이를 x축으로 정하였다. 그리

고 JMTB3 마커에서 JMTB5 마커로의 벡터를 정의하여 벡터곱을 하여서 z축을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축을 벡터곱을 하여서 y축을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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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9 정강이뼈 체절(tibia segment)

정강이뼈 체절은 LTIB, MTIB, ATIB 마커를 사용해서 정의하였다. 먼저 무릎

관절의 중점을 정의하기 위해서 LTIB 마커와 MTIB 마커의 중심을 KJC 가상 마

커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정강이뼈와 목말뼈 사이의 발목관절(talocrural joint)는

그림 2.6과 같이 구르기(roll), 활주(sliding) 운동을 한다[26]. 그러므로 단순한 경첩

(hinge) 형태의 관절이 아닌 활공(gliding) 관절을 구성하기 위해 목말뼈의 중심점

인 CTAL 마커를 정강이뼈의 중심점으로 정의를 하여 두 체절이 중심점을 공유하

도록 하였다. 또한 CTAL 마커에서 KJC 마커로의 벡터를 정의해서 이를 z축으로

정하고, LTIB 마커에서 MTIB 마커로의 벡터를 정의하고 벡터곱을 통하여 x축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z축과 x축을 벡터곱함으로써 y축을 정의하였다.

그림 2.6 발목관절(talocrural joint)의 구르기(roll), 활주(sliding) 운동[26]

2.1.4.10 운동학적(kinematic) 분석을 위한 관절각 정의

각 체절 지역좌표계(local axis)와 관절각을 설정하여 체절들을 계층적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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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시켰다. 관절각은 근위 체절(proximal segment)에 대한 원위 체절(distal

segment)의 회전 각도로 정의하였다. 3차원 공간에서 다른 체절에 대한 한 체절의

방향각을 나타내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27].

1) Cardan/Euler 접근

Cardan 방법과 Euler 방법은 원칙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간주된다.

여기서는 두 방법에서 얻어질 수 있는 12가지 회전 유형 중에서 Cardan의 Xy'z''

회전 순서에 입각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운동역학 문헌에 가장 많이 소개

되고, 이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Cardan/Euler 각은 굴곡/신전, 내전/외전, 내

측/외측 회전의 해부학적 관절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회전의 정확한 순

서는 이들 관절의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해 일반적으로 선택된다.

① 굴곡/신전 운동은 근위 체절에 부착된 좌우로 향한 i'proximal 축에 대해 일어

난다.

② 내전/외전(혹은 내반/외반)은 근위와 원이 체절에 고정된 각각 i'proximal,

k'distal 2축의 벡터곱한 축에 대해 일어난다.

③ 내측/외측 회전은 원위 체절의 장축 k'distal 에 대해 일어난다.

한 체절의 지역 좌표에 대해 다른 체절의 지역 좌표를 향하게 함으로써 이들

두 체절이 이루는 관절의 각을 구할 수 있다. 전역 좌표에 대한 지역 좌표의 회전

에 따른 방향 행렬을 전개한 것과 같이 두 분절에 대해서도 코사인 방향 행렬

[TR]을 전개할 수 있다.

  
⋅ ⋅ ⋅
⋅ ⋅ ⋅
⋅ ⋅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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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체절의 지역 좌표에 대한 한 체절의 지역 좌표 XYZ 회전으로부터 회전

행렬 [R]은 다음과 같다.

  
      
       
   

(2.10)

[R]과 [TR] 행렬로부터 (x축에 대한 회전), (y축에 대한 회전), (z축에 대

한 회전)의 관절각들을 구할 수 있다. 발목관절에서는 는 배굴(dorsiflexion)/저굴

(plantarflexion)을 나타내며, 는 내반(inversion)/외반(eversion)을 의미한다. 또한

는 내전/외전을 의미한다. 사지 체절들의 관절각을 계산할 때 왼쪽과 오른쪽은

정확히 같은 방법으로 계산되지만 좌우축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Euler와 Cardan 방법의 단점은 관절의 각을 산출할 때 인접한 체절에 설정된

축이 신체의 움직임으로 인해 겹치는 소위 Gimbal lock이 되기 쉽기 때문에 운동

시 신체가 크게 회전하는 운동에서는 이를 교정해 주어야 하는 번거로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Gimbal lock이라고 하는 것은 y축 회전각을 90로 고정시키고 x축,

z축 회전을 실시했을 경우 x축과 z축 회전이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관절 좌표계(Joint coordinate system)

관절 좌표계를 이용해 관절의 각을 계산하는 것은 Grood와 Suntay(1983)가 무

릎관절의 운동을 최초로 기술한 이래 다른 하지 관절의 각을 계산하는데 종종 이

용되었다[28]. 이 방법은 신체 체절 사이의 3가지 회전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으로 기능 해부학적 의미를 부여한다. 관절 각 해석은 두 체절의 지역좌표로부터

각각 한 축을 사용하고, 나머지 한 축은 이들 두 축과 벡터곱(cross product)인 부

동 축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면 무릎 관절각을 계산한다면, 대퇴의 지역 좌표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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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좌우 축을 하퇴의 지역 좌표로부터 수직 축을 사용하고, 나머지 세 번째 축은

이들 두 축의 벡터곱인 부동 축을 사용한다. 굴곡/신전()은 근위 체절의 좌우 구

에 대한 회전 결과이고, 부동 축(전후 축)에 대한 회전 결과는 내반/외반()을, 내/

외측 회전()은 원위 체절의 수직 축의 결과이다.

부동 축(floating axis)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2.11)

오른쪽 사지의 관절 각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해 산출될 수 있다.

굴 곡 ( + ) / 신 전 ( - )

     ∙  ···········(2.12)

내 반 ( + ) / 외 반 ( - )

      ∙  ·······(2.13)

내측 회전(-)/외측 회전(+)

      ∙  ··············(2.14)

이 부동 축은 두 축과 직교를 이루지만 운동 시 대퇴의 수직 축과 하퇴의 좌

우 축은 반드시 수직이 아니기 때문에 관절 좌표계는 직교 좌표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이 좌표계는 공통적인 원점을 갖지 않는다. 이 방법은 관절 방향을 실제 표

현한다는 면에서 유용하게 이용되나, Carda/Euler 방법과 같이 Gimbal lock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운동 시 신체가 크게 회전하는 운동에서는 이를 교정해

주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사실 이 관절 좌표계의 접근 방법과 Cardan/Euler 방법의 원리는 같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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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각 방법에 의해 계산된 각은 정확히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절 좌표계의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각 체절간의 관절각을 정

의하고 구하였다.

2.1.4.11 정의된 다체절 발 모델 출력

정의된 각 체절이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각 체절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부학적 모양을 참고하여 가상적으로 체절들을 출력시켰다. 그림 2.7은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정의된 9개 체절의 다체절 발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7 정의된 9개의 다체절 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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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 삼삼삼삼차차차차원원원원 동동동동작작작작분분분분석석석석

2.2.1. 실험 대상

2.2.1.1 정상 성인군

정의된 다체절 발 모델을 이용하여 발의 삼차원 운동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지에 이상이 없고, 발에 질병이나 외과적인 상해가 없으며 현재까지 신경 병력

이 없고, 회내, 회외반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양측이 정상적인 보행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20대 성인 남자 10명을 선정하였다. 정상 성인군의 보행의 경우

양 발이 대칭 운동을 한다고 가정하고 오른발의 운동만을 측정하였다. 실험에 임

하기 전에 다체절 발 모델링을 위해 필요한 피검자의 인체 데이터를 측정하였다.

다리 길이(leg length)는 큰 대퇴돌기(greater trochanter)에서 바닥까지의 길이를,

무릎 폭(knee width)은 내·외측 관절융기(epicondyle)의 폭을 측정하고, 발목 폭

(ankle width)은 내·외측 복사뼈(malleolus)의 폭을 측정하였다. 또한 발길이(foot

length)는 뒤꿈치 끝에서 두 번째 발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표 2.3은

10명의 정상 성인군 피검자에 대한 인체 측정 데이터이다.

표 2.3 정상 성인군의 신체적 특성

Characteristics mean SD

Age (years) 23.44 1.74

Body mass (kg) 78.21 9.15

Height (cm) 175.64 4.22

Leg length (cm) 92 3.63

Knee width (cm) 10.28 0.65

Ankle width (cm) 7.18 0.59

Foot length (cm) 26.02 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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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무지 외반증(hallux valgus) 환자군

피검자들의 무지 외반의 정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림 2.8과 같이 무지 외반각

(hallux valgus angle)을 측정하였다. 제 1 근위지의 종축과 제 1 중족골의 종축이

만나는 무지 외반각에 따라 표 2.4와 같이 네 단계로 분리하였다[29].

HVAHVAHVAHVAHVAHVAHVAHVA

그림 2.8 무지 외반증 및 무지 외반각(hallux valgus angle)

표 2.4 무지 외반증의 단계 구분

Grade Condition

0 (normal) HVA < 15

1 15< HVA 20

2 20< HVA 40

3 40< HVA

주. HVA : hallux valgus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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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참가한 무지 외반증 환자군은 2명(Hallux_A, Hallux_B)으로 모두 2단

계의 중증 환자들이다. 피검자들의 특성은 표2.5와 그림 2.9과 같다.

표 2.5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신체적 특성

Characteristics mean SD

Age (years) 52.5 0.7

Body mass (kg) 61.55 1.06

Height (cm) 154 1.41

Leg length (cm) 79 1.41

Knee width (cm) 10.3 1.27

Ankle width (cm) 6.8 0.84

Foot length (cm) 23.75 0.35

HVA() 37 1.41

그림 2.9 무지 외반증 피검자(Hallux_A, Hallux_B)들의 X-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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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실험 방법

3차원 동작분석을 위해서 그림 2.10과 같이 1280 1024 픽셀의 고해상도 디지

털 CMOS 센서를 가지고 있는 6개의 적외선 카메라(MCam2, VICON motion

systems Ltd., 영국)와 2대의 힘측정판(BP400600, AMTI, 미국)을 삼차원 동작분

석 시스템(Vicon 612, VICON motion systems Ltd., 영국)과 연동하여 사용하였

다. 적외선 카메라는 120Hz, 힘측정판은 1080Hz의 샘플링률(sampling rate)로 데

이터를 획득하였고, 상용프로그램인 Matlab 6.5(Mathworks Inc., 미국)을 이용하여

리샘플링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각 피검자당 외부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속도로 수평보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충분한 보행훈련 후 마커의 움직임을 최대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측정 범위(capture volume) 중앙으로 보행하여 동작분석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발은 크게 발가락부(toes), 전족부(forefoot), 중족부(midfoot), 후족

부(hindfoot)의 4개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족부와 중족부를 함께 모델

링하였으므로 발가락부, 전족부, 후족부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 부위의 주요

관절의 운동특성을 분석하였다.

Force
plate 1

Force
plate 2

Walking Walking Walking Walking 
directiondirectiondirectiondirection

Capture volumeCapture volumeCapture volumeCapture volume

Force
plate 1

Force
plate 2

Walking Walking Walking Walking 
directiondirectiondirectiondirection

Capture volumeCapture volumeCapture volumeCapture volume

그림 2.10 삼차원 동작분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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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시 발바닥에 작용하는 압력은 충격 흡수 및 부하의 분배에 있어서 중요

하게 고려된다. 동적 발바닥 압력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압력측정시스템(RSscan,

벨기에)을 사용하였다. 이 압력측정시스템은 총 4,096개의 폴리머(polymer) 센서가

50cm 40cm의 판에 1cm2당 4개씩 위치되어 있다. 500Hz의 샘플링율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보행 시 발은 뒤꿈치가 지면과 접촉할 때 발의 뒷부분에서 약간의 내반

(inversion)이 발생하고, 발을 앞으로 구르면 앞부분이 지면과 접촉하면서 저굴

(plantar flexion)이 발생한다. 발에서는 이렇게 회외 운동(supination)이 발생한다.

중간입각기(mid-stance)동안 무게를 지탱하면서 회내 운동(pronation)이 발생한다.

즉, 발이 배굴(dorsiflexion)함에 따라 외반(eversion)과 외전(abduction) 경향이 나

타난다. 이러한 회외 회내 운동은 지면반발력을 줄여서 충격 흡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30]. 이러한 회내․회외 운동의 분석을 위해서 측정된 압력분포

데이터를 이용하여 발바닥 압력중심의 궤적을 분석하였다. 그림 2.11와 같이 발뒤

꿈치와 제 2 중족골두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보행직선을 정의하고 COP(center of

pressure) 궤적과의 직선거리를 구하여 COP가 보행직선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비

교하였다. 보행주기 중 초기입각기에서 하중수용기에 보행직선에서 외측으로 최대

차이를 보이는 간격을 회외변위(A)라고 하고 중간입각기에서 전유각기에 보행직

선에서 내측으로 최대 차이를 보이는 간격을 회내변위(A+B)라고 가정하였다.

AAAA

BBBB

AAAA

BBBB

그림 2.11 보행 직선과 회외변위(A), 회내변위(A+B)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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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행주기에 따른 해부학적으로 타당한 발바닥 영역별 압력분포를 분석하

기 위하여 그림 2.12와 같이 총 10개의 영역을 설정하였다[24]. 다체절 모델링의

정의를 참고하여 발가락부를 3개로 나누어 엄지발가락(T1), 내측발가락(T2), 외측

발가락(T3)을 정의하였다. 전족부도 3개로 나누어 내측(F1), 중간(F2), 외측(F3)을

정의하고 아치의 내측(M1), 외측(M2)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발꿈치 내측(H1), 외

측(H1)을 정의하였다. 설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발꿈치(A)의 중심과 둘째발가락(B)의 중심선(-c-)을 긋는다.

2. 발의 외곽선 밖으로 약 0.5cm 정도 떨어지게 내측(-m-) 및 외측(-l-) 경계

선을 긋는다.

3. 발의 외곽선 밖으로 약 0.5cm 정도 떨어져 중심선(-c-)과 수직으로 후면

(-p-) 경계선을 긋는다.

4. 중심선(-c-)과 발바닥 경계선과의 교점을 각각 D, E라 정의하고 D, E사이를

3등분하여 중심선과 수직으로 중족부(-r-), 전족부(-f-)를 긋는다.

5. 전족부 경계선 -f-를 내측에서 외측으로 30%(F), 25%(G), 45%로 나눈다.

6. 전족부의 경계를 나누기 위하여 -f-에 수직하게 F, G에서 중족골 쪽으로

-ms1-, -ms2-를 긋는다.

7. 전족부의 발가락을 분리하기 위하여 전족부 경계면 위에서 중심선 -c-에 수

직하게 선을 그어 H, I를 정의한다.

8. 전족부와 엄지발가락을 분리하기 위하여 H와 -m-을 연결한다.

9. 전족부와 외측 3개의 발가락을 분리하기 위하여 I와 -l-을 연결한다.

10. H와 I점에서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을 분리하기 위하여 -ms1-과 -ms2-

를 연장한다.

11. 발가락의 경계부에서 약 0.5cm정도 떨어지게 -m-과 J점을 연결하고, -l-과

K점을 연결한다.

12. J와 K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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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발바닥 압력분포에 관한 표준영역분할방법[24]

일반적으로 외측 발뒤꿈치(H2)에서 먼저 높은 압력이 분포하고 입각기 말기에

제 2 중족골(F2)과 엄지발가락(T1)에 높은 압력이 가해져 지면을 밀면서 전방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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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시 발의 운동과 관련된 근육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근전도 측정시스템

(MA300, Motion Lab., 미국)을 동작분석 시스템과 동기화하였다. 근전도 측정은

1080Hz의 샘플링율(sampling rate)으로 그림 2.13과 같이 보행 시 발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앞정강근(tibialis anterior), 긴종아리근(peroneus longus), 장딴지근

(gastrocnemius)에서 측정되었다.

그림 2.14와 같이 앞정강근은 발목관절의 내․외축 회전축의 앞쪽으로 지나 붙

어있기 때문에 배굴운동을 주로 담당하고 회전축의 내측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목

말밑관절의 내반을 주로 담당한다. 또한 안쪽 세로활(medial longitudinal arch)의

지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긴종아리근은 주로 발목관절의 외반과 목말밑관절

의 외회전을 담당하고 가로활(transverse arch)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여 발 외측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장딴지근은 발목관절의 저굴과 회외을 주로 담당한다.

그림 2.13 근전도 측정 근육 및 전극 부착 위치

그림 2.14 앞정강근(tibialis anterior)와 긴종아리근(peroneus longus)의 위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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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근전도 신호를 30Hz~300Hz의 대역필터(bandpass filter)를 통과시켜 잡

음을 제거하고 100ms간격의 RMS(root mean square)값을 구하여 비교하였다[31].

그림 2.15는 세 근육의 근전도 측정 장면이다. 그림 2.16은 보행주기 동안의 각

근육의 근활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5 근전도 측정 장면

그림 2.16 보행주기동안 근육들의 근활성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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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333 장장장장 결결결결 과과과과

3333....1111 삼삼삼삼차차차차원원원원 동동동동작작작작분분분분석석석석

정의된 8개의 관절에서 보행중 시상면(sagittal plane), 전두면(frontal plane),

횡단면(transverse plane)에서의 운동학적(kinematic), 운동역학적(kinetic) 변화를

분석하였다. 각 운동면에서의 운동 각도가 “양(+)”일때 굴곡(flexion), 외반

(eversion), 외회전(external rotation)이라고 정의하였다.

3.1.1. 정상인 발 관절의 운동학적 특성

그림 3.1은 정상인의 후족부 주요 관절에 대한 시상면에서의 운동 각도를 나타

낸다. 발목관절(talocrural joint)은 초기 접지기(initial contact)에 약 7정도의 저

굴 운동(plantarflexion)을 하여 지면에 발바닥이 닿도록 하여 보행주기의 10%에

해당하는 하중수용기(loading response phase)동안 안정성을 증가 시킨다(NT1-1).

보행주기의 10%~30%인 중간입각기(mid-stance phase)동안과 30%~50%인 말기입

각기(terminal stance phase)에는 배굴 운동(dorsi-flexion)으로 체중심의 전방이동

을 원활하게 한다(NT1-2). 그 후 50%~60%의 전유각기(pre-swing phase)에 지면

을 차고 나가면서 급격한 저굴 운동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빠르게 입각기(stance

phase)를 마무리하고 유각기(swing phase)로 진행한다(NT1-3). 그림 3.2와 같이

전족부의 외측 발목허리 관절(Lateral TM joint)에서도 배굴과 저굴을 관찰할 수

있는데(NLT1) 이는 그림 3.3과 같이 안쪽 세로활(medial longitudinal arch)에서의

유연성을 제공한다. 안쪽 세로활은 하중 부화와 충격 흡수의 중요한 구조 중 하나

이다. 그림 3.4와 같이 발가락부의 발가락 허리관절(metatarsal phalangel joint)들

은 하중수용기에 급격한 굴곡을 한 후(NHM1-1, NMM1-1, NLM1-1)에 말기입각

기에 급격한 신전을 하여 발이 지면을 차고 나가는 것(push-off)을 보조한다

(NHM1-2, NMM1-2, NLM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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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시상면에서의 후족부(hindfoot)의 주요 관절 운동특성 (TO: toe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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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시상면에서의 전족부(forefoot)의 주요 관절 운동특성 (TO: toe off)

그림 3.3 안쪽 세로활(medial longitudinal arch)과 가로활(transverse arch)[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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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시상면에서의 발가락부(toes)의 주요 관절 운동특성 (TO: toe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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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는 정상인의 후족부 주요 관절에 대한 전두면에서의 운동 각도를 나타

낸다. 전두면에서의 발관절의 움직임은 발의 복합적 움직임인 회내(pronation)와

회외(supination)의 운동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생체역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

니고 있다. 회내 운동은 배굴(dorsiflexion), 외반(eversion)과 외전(abduction)의 복

합적인 운동이고, 회외 운동은 저굴(plantarflexion), 내반(inversion)과 내전

(adduction)의 복합적인 움직임이다. 이들 운동은 하중을 수용할 때 충격을 고루

분포시킴으로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최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발목관절에서 초기 접지기(initial contact)에 저굴 운동과 함께 내반이 발생하

여 회외 운동을 함을 알 수 있다(NT2-1). 중간입각기 및 전유각기에는 배굴 운동

과 함께 외반이 발생하여 회내 운동을 함을 알 수 있다(NT2-2). 이러한 복합적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전두면에서 내외 축으로부터 회전축이 약 10도 정

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26].

목말밑관절(subtalar joint)은 뒤꿈치가 닿은 후 하중수용기동안 외반이 발생하

면서 회내 운동을 하여 완충 효과의 역할을 수행한다(NS2-1). 말기입각기에 급격

히 내반을 하는데(NS2-1) 이는 하중수용기 동안 무너져 있던 아치가 다시 복구되

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다.

발꿈치 입방관절(calcaneocuboid joint)에서는 약간의 회내가 발생하는데

(NC2-1), 이것은 압발의 착지를 감속시키고 발의 외측에서 내측으로 작용하는 앞

발의 체중부하(forefoot weight bearing)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3.6은 정상인의 전족부 주요 관절에 대한 전두면에서의 운동 각도이고 그

림 3.7은 정상인의 발가락부 주요 관절에 대한 전두면에서의 운동 각도이다. 대부

분 움직임의 크기가 작고 중요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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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전두면에서의 후족부(hindfoot)의 주요 관절 운동특성 (TO: toe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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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전두면에서의 전족부(forefoot)의 주요 관절 운동특성 (TO: toe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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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전두면에서의 발가락부(toes)의 주요 관절 운동특성 (TO: toe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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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은 정상인의 후족부 주요 관절에 대한 횡단면에서의 운동 각도를 나타

낸다. 발목관절에서 하중수용기동안 외회전 하였다가(NT3-1) 말기입각기까지 계

속 내회전하고(NT3-2), 전유각기시에 빠르게 외회전함을 알 수 있다(NT3-3). 목

말밑관절에서 일어나는 내회전(NS3-1)과 외회전(NS3-2)는 지면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하고 진출 시에 안정적인 지렛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3.9는 정상인의 전족부 주요 관절에 대한 전두면에서의 운동 각도를 나타

내고 있고, 그림 3.10은 정상인의 발가락부 주요 관절에 대한 전두면에서의 운동

각도를 나타낸다. 전족부에서는 크게 두드러지는 운동특성은 없으나 발가락부의

외측발가락 허리관절(Lateral MP)이 초기입각기부터 외회전 하기 시작하여

(NLM3-1) 말기입각기시 급격히 내회전 함을 알 수 있다(NLM3-2). 이는 하중수

용기동안 가로활(transverse arch)이 충격흡수를 위하여 무너졌다가 말기입각기에

회복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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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횡단면에서의 후족부(hindfoot)의 주요 관절 운동특성 (TO: toe off)



- 40 -

A_LatMid_TM:Z

-40-40-40-40

-20-20-20-20

0000

20202020

40404040

0000 50505050 100100100100

A_MedMid_TM:Z

-40-40-40-40

-20-20-20-20

0000

20202020

40404040

Forefoot

TOTOTOTO

E
xt

er
na

l R
ot

at
io

n 
(D

eg
re

es
)

Gait Cycle (%)

Medial TM

Lateral TM
A_LatMid_TM:Z

-40-40-40-40

-20-20-20-20

0000

20202020

40404040

0000 50505050 100100100100

A_MedMid_TM:Z

-40-40-40-40

-20-20-20-20

0000

20202020

40404040

Forefoot

TOTOTOTO

E
xt

er
na

l R
ot

at
io

n 
(D

eg
re

es
)

Gait Cycle (%)

Medial TM

Lateral TM

그림 3.9 횡단면에서의 전족부(forefoot)의 주요 관절 운동특성 (TO: toe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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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횡단면에서의 발가락부(toes)의 주요 관절 운동특성 (TO: toe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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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은 단일체절 모델과 다체절 모델을 각각 이용하여 발목관절 및 주요

관절들에서의 일률(power)을 계산하여 비교한 것이다. 발목관절(talocrural joint)에

서의 일률은 처음에 초기 충격흡수(initial shock)가 일어나고 초기 rocker일 때 빠

른 소비가 일어나며 이후 점점 천천히 흡수하다가 발이 지면을 차고 나갈 때 큰

공급이 일어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다체절 발 모델을 통해서 얻은 발목관절(talocrural joint)

의 최대 일률은 2W/kg으로 기존의 단일체절 발 모델에서의 최대 일률의 50% 정

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단일 체절의 경우 내․외측 발목 허리관절(media

l․lateral TM joint) 등 에너지를 공급하는 다른 체절들의 영향이 함께 계산되어

실제 발목관절의 최대 일률보다 크게 측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3.11 단일체절 발 모델과 다체절 발 모델 관절의 일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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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무지 외반증(hallux valgus) 환자군 발 관절의 운동학적 특성

그림 3.12는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후족부 주요 관절에 대한 시상면에서의 운

동 각도를 나타내고 그림 3.13은 전족부 주요 관절에 대한 시상면에서의 운동 각

도를 나타낸다. 정상인의 운동특성에 비해 특별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그림 3.14와 같이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발가락부 주요 관절에 대한 시

상면에서의 운동 각도에서는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엄지발가락 허리관절

(hallux metatarsal phalangeal joint)에서 정상인의 경우 하중수용기에 급격한 굴

곡을 한 후에 말기입각기에 급격한 신전을 하여 발의 push off를 보조하는 반면에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경우 전체적으로 굴곡과 신전의 운동이 매우 작고 특히 말

기입각기시에 정상인의 운동 각도와 정점의 크기에 차이를 보이는 특정구간을 찾

을 수 있다. 이 구간에서 최대 차이를 보이는 시점을 HHM1이라고 정의하고 표

3.1과 같이 HHM1의 각도차이를 분석해 약 37의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

러한 차이는 무지 외반증 환자들의 경우 환부가 대부분 제 1 중족골두에 위치하

여 피검자들은 엄지발가락 허리관절의 운동을 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측발가락 허리관절(lateral metatarsal phalangeal joint)의 경우에도 유각기동안

의 특정구간을 찾을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이 구간동안의 최대 차이를 보이는 시

점을 HLM1이라고 정의하고 표 3.2와 같이 차이를 분석하였다. 약 35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피검자들이 엄지발가락 허리관절의 운동을

대신해 외측발가락허리관절의 과도한 긴장으로 유각기에도 중립의 위치로 돌아오

지 못하고 과도한 굴곡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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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시상면에서의 후족부(hindfoot)의 주요 관절 운동특성 (TO: toe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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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시상면에서의 전족부(forefoot)의 주요 관절 운동특성 (TO: toe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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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시상면에서의 발가락부(toes)의 주요 관절 운동특성 (TO: toe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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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정상인과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HHM1 구간의 운동각도 차이

Hallux valgus subjects Difference angle in HHM1()

mean SD

A 40.32 5.06

B 34.12 4.27

Total 37.22 4.38

표 3.2 정상인과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HLM1 구간의 운동각도 차이

Hallux valgus subjects Difference angle in HLM1()

mean SD

A 37.27 3.04

B 33.15 4.12

Total 35.21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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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는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후족부 주요 관절에 대한 전두면에서의 운

동 각도를 나타내고 있다. 발목관절의 운동 중에서 말기입각기에 특정구간을 찾을

수 있었다. 이 구간을 HT2라고 하고 최대 차이를 표 3.3과 같이 분석해 보았다.

약 14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정상인에 비해 발목관절의 외반을 하는 시기가

훨씬 일찍 일어나기 때문이다. 즉 정상인은 전유각기에 급격히 외반을 하면서 지

면을 차고 나가는 반면에 환자군은 정상인에 비해 발의 외측으로 환부를 피해서

보행을 하여 일찍 외반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말밑관절 또한 입각기 초기에

과도한 외반을 하여 보행하게 된다.

그림 3.16은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전족부 주요 관절에 대한 전두면에서의 운

동 각도를 나타내고 있다. 전족부에서는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하기 힘들었다. 그

림 3.17은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발가락부 주요 관절에 대한 전두면에서의 운동

각도를 나타내고 있다. 시상면에서와 같이 발가락부에 주요 특정구간이 많이 나타

났다. 엄지발가락 허리관절의 경우 정상인은 중간입각기에 외반을 시작하여 말기

입각기까지 외반을 계속하는데 반해 환자군은 중립의 위치에서 큰 운동변화 없이

보행한다. 중간입각기의 특정구간을 HHM2-1이라고 하고 말기입각기의 특정구간

을 HHM2-2라고 하여 표 3.4, 표 3.5와 같이 최대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각각 약

15와 21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환자군이 제 1 중족골두 및 엄지발가락 부

위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보행을 하는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결과이다. 내측발

가락 허리관절의 경우 말기입각기에 정상인은 거의 중립의 위치에 있는 것에 반

해 환자군은 과도한 내전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엄지발가락 허리관절을

사용하지 않는 보상작용으로 내측발가락 허리관절을 과도하게 내전하여 보행을

하는 것이다. 이 특정구간을 HMM2라고 정의하고 표 3.6과 같이 최대차이를 비교

하여 약 17의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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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전두면에서의 후족부(hindfoot)의 주요 관절 운동특성 (TO: toe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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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전두면에서의 전족부(forefoot)의 주요 관절 운동특성 (TO: toe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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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전두면에서의 발가락부(toes)의 주요 관절 운동특성 (TO: toe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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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정상인과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HT2 구간의 운동각도 차이

Hallux valgus subjects Difference angle in HHM1()

mean SD

A 15.32 2.21
B 13.61 4.27

Total 14.47 1.21

표 3.4 정상인과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HHM2-1 구간의 운동각도 차이

Hallux valgus subjects Difference angle in HLM1()

mean SD

A 15.38 2.32
B 14.27 1.49

Total 14.82 0.78

표 3.5 정상인과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HHM2-2 구간의 운동각도 차이

Hallux valgus subjects Difference angle in HLM1()

mean SD

A 20.13 1.54
B 21.25 0.32

Total 20.69 0.79

표 3.6 정상인과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HMM2 구간의 운동각도 차이

Hallux valgus subjects Difference angle in HLM1()

mean SD

A 16.35 2.59
B 17.21 3.35

Total 16.78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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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은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후족부 주요 관절에 대한 횡단면에서의 운

동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횡단면에서의 운동은 환자군의 경우에도 정상인과 같이

크게 두드러지는 특성이 없었으나 발목관절에 차이가 있었다. 환자군의 경우 정상

군에 비해 외회전하여 보행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 특정구간을 HT3라고

하고 표 3.7과 같이 최대차이를 비교하였다. 약 13의 차이를 보였고 이러한 차

이는 환자군이 발의 외측으로만 보행을 하려고 하는 오랜 습관적인 보행패턴으로

인한 것이다.

그림 3.19는 전족부의 주요 관절에 대한 횡단면에서의 운동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20은 발가락부의 주요 관절에 대한 횡단면에서의 운동 특성을 나타

낸다. 특히 엄지발가락 허리관절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특정구간이 있었다. 보행

주기 전체적으로 환자군은 정상군에 비해 외회전하여 보행을 하고 있었다. 이 구

간을 HMM3라고 하고 표 3.8과 같이 최대차이를 비교한 결과, 약 26의 큰 차이

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도 발목관절과 마찬가지로 발의 외측으로 보행하는 결과임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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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횡단면에서의 후족부(hindfoot)의 주요 관절 운동특성 (TO: toe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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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횡단면에서의 전족부(forefoot)의 주요 관절 운동특성 (TO: toe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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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전두면에서의 발가락부(toes)의 주요 관절 운동특성 (TO: toe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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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정상인과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HT3 구간의 운동각도 차이

Hallux valgus subjects Difference angle in HHM1()

mean SD

A 12.37 1.24

B 14.21 0.27

Total 13.29 1.30

표 3.8 정상인과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HMM3 구간의 운동각도 차이

Hallux valgus subjects Difference angle in HLM1()

mean SD

A 25.37 2.48

B 27.54 3.68

Total 26.46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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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은 정상인과 무지 외반증 환자의 동적 발바닥 압력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동적 발바닥 압력분포를 통해서 압력중심(COP)의 궤적을 찾을 수 있다. 즉,

정상인의 경우 보행 시 압력중심은 발뒤꿈치 부분에서 시작해서 약간 발의 외측

으로 진행되다가 입각기 말기에 급격히 내측으로 진행되어 엄지발가락 쪽으로 진

행함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무지 외반증 환자의 경우 압력중심의 궤적은 아주

크게 발의 외측으로 진행되어 제2~3 중족골두를 지나면서 보행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압력중심 궤적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표 3.9와 같이 앞에서 정의하였던

회외변위(A)와 회내변위(A+B)를 분석하였다.

정상인의 경우 최대 회외변위(A)는 14.5mm, 회내변위(A+B)는 35.1mm으로, 하

중수용기, 중간입각기 동안 회외가 적절히 일어나서 큰 압력을 넓은 면적에 골고

루 분산시킴으로써 충격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소모를 효율적으로 하고, 말기입각

기, 전유각기동안 회내를 함으로써 충분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에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경우 압력중심이 발뒤꿈치에서 시작해서 발의

외측으로 진행되다가 입각기 말기에 내측으로 진행되어 제 2~3 중족골두를 지나

고 내측발가락 쪽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엄지발가락부위에 정상인에 비

해 거의 압력이 분포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최대 회외변위(A)는 22.8mm로 정상

인과의 큰 차이를 보이고, 회내변위(A+B)는 27.5mm이었다. 이는 무지 외반증 환

자군의 경우 정상군과 다르게 하중수용기 초기에 뒤꿈치가 지면에 닿은 후 과도

한 회외를 하여 중족골 외측으로 압력중심이 진행되고 제 2~3 중족골두를 지나

약간 회내하여 내측발가락 쪽으로 보행함을 의미한다. 즉 중족골 내측과 제 1 중

족골두, 엄지발가락의 압력분포가 거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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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상인 (b) 무지 외반증 환자군

그림 3.21 동적 발바닥 압력중심(COP) 궤적

표 3.9 정상군 및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회외, 회내 변위

단위 : mm

정상군 Hallux valgus 환자군

회외변위(A) 14.5 ± 3.5 22.8 ± 2.7

회내변위(A+B) 35.1 ± 4.2 27.5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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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보행주기는 크게 입각기와 유각기로 나누어지는데 발이 지면에 닿

아있는 입각기는 하중수용기(LRP : loading response), 중간입각기(MST :

mid-stance), 말기입각기(TST : terminal-stance), 전유각기(PSW : pre-swing)으

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 보행주기에 따른 발바닥 영역별 압력분포는 삼차원 동

작분석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분석 인자이다. 즉 정상인 및 발질환 환자

들의 운동특성이 발바닥 압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본 연구에서 정의된 다체절 발 모델의 유의성을 평가할 수 있다.

그림 3.22는 정상군의 보행주기에 따른 발바닥 영역별 압력분포를 보여주고 있

다. 앞에서 정의된 10개의 영역의 하중수용기(LRP), 중간입각기(MST), 말기입각

기(TST), 전유각기(PSW)에 따른 압력값을 피검자들의 체중으로 정량화하여 분석

하였다. 먼저 하중수용기에 뒤꿈치가 지면에 닿으면서 높은 압력을 받는다. 특히

내측(H1)보다 외측(H2)에 약간 더 큰 압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중간입각기로 진

행될수록 뒤꿈치의 압력이 줄어들고 외측중족골(M2)의 압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

다. 마찬가지로 전족부(F1, F2, F3)에도 약간의 압력이 작용하게 된다. 말기입가기

에는 전족부에 가장 큰 압력이 작용되고 그 중에서도 중간(F2)와 내측(F1)에 큰

압력이 분포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엄지발가락(T1)에도 높은 압력이 분포됨을 알

수 있다. 전유각기에는 내측 전족부(F1)와 엄지발가락(T1)에 큰 압력이 분포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삼차원 동작분석을 통해 얻은 발의 운동특성인 회외와 회내 운

동을 잘 반영하고 있다. 즉 하중수용기동안 목말밑관절의 외반을 통한 회내 운동

을 하여 외측뒤꿈치(H2)에서 내측뒤꿈치(H1)로 압력이 분포되고 발목관절의 저굴

운동과 내반 운동을 통하여 회외 운동을 하면서 외측 중족골(M2), 중간(F2), 내측

(F1)전족부의 압력이 차례로 증가하게 된다. 말기입각기와 전유각기에 다시 회내

운동을 하면서 내측 전족부(F1)와 엄지발가락(T1)에 큰 압력을 주면서 지면을 박

차고 보행을 진행하게 된다.

그림 3.23은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보행주기에 따른 발바닥 영역별 압력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경우 하중수용기에 내․외측 뒤꿈치와 외측

중족골의 압력이 크게 작용한다. 중간입각기로 진행되면서 내측뒤꿈치의 압력이

감소함에 반해 외측 중족골의 압력이 크게 증가하고 중간․외측 전족부 및 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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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정상인의 보행주기에 따른 발바닥 영역별 압력분포

그림 3.23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보행주기에 따른 발바닥 영역별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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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의 압력도 증가한다. 말기입각기에 중간 전족부의 압력이 아주 크게 증가하

고 내․외측 발가락의 압력도 조금 증가한다. 전유각기에는 내측 중족골의 압력이

최대로 작용하고 내측 발가락의 압력이 크게 증가한다. 정상군과 마찬가지로 앞서

삼차원 동작분석을 통한 무지 외반증 환자의 대표적인 운동특성인 발의 외측으로

보행을 하는 경향이 압력분포 결과에도 잘 나타나 있다. 즉 보행주기 전체적으로

내측의 압력(M1, F1, T1)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상대적으로 중앙부, 외측의 압력

이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4는 보행주기에 따른 발바닥 영역별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압력분포와 정상군의 압력분포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양

(+)의 경우가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압력분포가 높은 것인데 하중수용기에는 뒤꿈

치부위에 정상군에 비해 훨씬 적은 압력이 작용함을 알 수 있고 외측 중족골에

정상군에 비해 약간 높은 압력이 작용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중간입각기에도 외측

중족골의 압력값이 크고 외측 전족부의 압력값이 크게 차이 남을 알 수 있다. 말

기입각기에는 중간측, 외측 전족부의 압력값이 정상군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내측

전족부의 압력값은 정상군에 비해 훨씬 작은 압력을 받는다. 엄지발가락부도 마찬

가지로 훨씬 작은 압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유각기에는 내․외측 발가락과

중간 전족부에 훨씬 큰 압력을 받게 되고 상대적으로 내측 전족부에는 훨씬 작은

압력을 받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24 무지 외반증 환자군과 정상군의 압력분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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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33 근근근근전전전전도도도도 데데데데이이이이터터터터 분분분분석석석석

그림 3.25는 정상군과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보행 시 앞정강근(tibialis

anterior)의 근활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소개된 것과 같이 앞정강근은 초기입

각기와 유각기에서 근활성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앞정강근은

초기 유각기에 발목관절의 배굴을 유도하여서 발이 지면에서 원활히 떨어질 수

있도록 작용하고, 말기 유각기에 그 근활성도를 다시 높이면서 초기 접지기에 저

굴 운동의 속도를 조절하여 발의 안정적 착지를 유도하고 족하수(foot drop)가 일

어나지 않게 한다.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경우 정상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입각

기동안 큰 근활성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된 운동특성과 압력분포

의 결과에 관련된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즉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보행특성인

발의 외측으로 보행을 하는 경향 때문에 배굴 및 내반을 담당하고 있는 앞정강근

이 정상군에 비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5 보행주기 동안의 앞정강근(tibialis anterior)의 근활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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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은 정상군과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보행 시 장딴지근

(gastrocnemius)의 근활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장딴지근은 대부분 입각기에 크게

활동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발이 편평해지는 시기인 중간입각기와 말기입각기 그

리고 발가락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시기인 전유각기에 특히 활동적이다. 장딴지근

과 같은 저굴 근육들은 앞정강근과 같은 배굴 근육들이 이완된 후에 즉각적인 활

동을 시작하는데, 발이 편평해지는 시기에서 뒤꿈치가 지면에서 떨어지기 전까지

발목관절의 배굴 운동의 속도를 감속시킨다. 그 후 발가락이 지면에서 떨어질 때

까지 발이 지면을 밀고 나가는데 필요한 힘을 제공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활동한

다. 정상군의 장딴지근 근활성도와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근활성도를 비교했을 때

특이한 차이점은 찾을 수 없었다.

그림 3.26 보행주기 동안의 장딴지근(gastrocnemius)의 근활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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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은 정상군과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보행 시 긴종아리근(peroneus

longus)의 근활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긴종아리근은 중간입각기 및 말기입각기동

안 급격히 활동하기 시작하여 발목관절의 외반을 유도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또한 발목관절 측면의 안전성을 제공하고 발 앞부분(forefoot)의 회내를 유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간입각기에서 말기입각기동안 목말밑관절의 회외

의 범위와 비율을 감소시키고 발이 지면을 차고 나가는 시기에 발목관절의 저굴

운동을 일으키는 근육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상군과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근활성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환자군의 경우 긴종아리근의 최고

활성화되는 시기가 정상군에 비해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경우 회내 운동을 빨리 시작하여 보행을 끝내기

때문에 회내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긴종아리근이 정상군에 비해 조기에 큰 근활

성도를 내면서 보행을 하는 것이다.

그림 3.27 보행주기 동안의 긴종아리근(peroneus longus)의 근활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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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444 장장장장 고고고고 찰찰찰찰

본 연구에서는 발을 9개 체절로 구성하고 8개의 관절을 정의하여 임상적으로

적용 가능한 다체절 발 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발 모델을 정상인과 대표적 발

질환자인 무지 외반증 환자군에게 적용하여 삼차원 동작분석, 동적 발바닥 압력분

포 분석 및 근활성도 분석을 통하여 발의 전체적인 세부 운동특성들을 분석하였

다.

정상인의 경우 각 관절의 시상면에서의 운동각도를 보면, 발목관절은 초기 접

기기에 약 7정도의 저굴 운동을 통해 발바닥이 지면에 닿도록 하여 하중수용기

동안 안정성을 증가 시킨다. 중간입각기와 말기입각기에는 배굴 운동으로 체중심

의 전방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전유각기에 지면을 차고 나가면서 급격한 저굴 운

동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빠르게 입각기를 마무리하고 유각기로 진행한다. 전유각

기의 각 변화에 생기는 편차는 특별히 보행속도를 조절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라고 생각된다. Winter 등[4]은 보행속도에 관계된 분속수가 평균속도인 105±6에

서 20 정도 크거나 작으면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2~3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

였다. 또한 발가락부의 발가락 허리관절들이 하중수용기에 급격한 굴곡을 한 후에

말기입각기에 30정도의 급격한 신전을 하면서 발이 지면을 밀고 나가는 것을

보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4개의 체절로 구성된 발모델로

발 관절의 운동특성을 분석한 Abuzzahab 등[12], Leardini 등[13], Carson 등[15]

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전두면에서의 운동 각도를 통해서 발목관절의 회외운동

과 회내운동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발목관절의 정의를 내·외측 복사뼈

(malleolus)의 마커를 이용해 정의함으로써 전두면에서 내·외 축으로부터 회전축이

약 10기울어져 생기는 것이다. 목말밑관절은 하중수용기동안 외반이 발생하면서

회내 운동을 하여 완충 효과의 역할을 담당하고 말기입각기에 급격히 내반하는

것은 하중수용기동안 무너져 있던 아치가 다시 복구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임

을 알 수 있다. Neumann[26]은 전유각기의 밀기(push off) 동안에 목말밑관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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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정도 급격히 내반하면서 아치를 정상상태로 복구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약 10정도의 내반을 보여 거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횡

단면에서는 발목관절이 하중수용기동안 외회전하였다가 말기입각기까지 계속 내

회전하고, 전유각기시에 빠르게 외회전함을 확인할 수 있다. 목말밑 관절에서는 내

회전과 외회전이 일어나는데 이는 지면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하고 진출 시에 안

정적인 지렛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발가락부의 외측발가락 허리

관절이 초기입각기부터 외회전하기 시작하여 말기입각기시 급격히 내회전 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하중수용기동안 가로활이 충격흡수를 위하여 무너졌다가 말기

입각기에 회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운동특성은 Neumann 등[26]의 연구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일체절 발 모델과 다체절 발 모델을 각각 이용하여 발목관절에서의 일률을

비교해 본 결과, 다체절 발 모델을 통해서 얻은 발목관절의 최대 일률은 2W/kg으

로 기존의 단일체절 발 모델에서의 최대 일률인 4W/kg의 약 50% 정도임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단일 체절의 경우, 내·외측 발목 허리관절등

에너지를 공급하는 다른 체절들의 영향이 함께 계산되어 실제 발목관절의 최대

일률보다 크게 측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Cowley 등[16]과 일치하는데,

Cowley 등은 전유각기의 push-off 시기에 전족부는 일률을 공급하는 반면 발가락

부는 일률을 흡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이

긴 하였지만 크기가 매우 작아서 유효한 차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무지 외반증 환자들의 발 관절들의 운동특성의 분석은 기존의 연구결과들이

거의 없어 비교하기가 힘들었지만 Neumann[26]의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비

교하여 분석하였다. 시상면에서의 운동특성은 주로 발가락부에서 나타났는데 특히

엄지발가락 허리관절에서 정상인의 경우 하중수용기에 급격한 굴곡을 한 후에 말

기입각기에 급격한 신전을 하여 보행하는 것에 반해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경우

굴곡과 신전의 운동범위가 매우 작고 말기입각기에는 정상인과 37정도의 차이

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측발가락 허리관절의 경우 유각기동안 약 35의

차이를 보인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환자들의 환부가

제 1 중족골에 위치하여 피검자들은 엄지발가락 허리관절의 운동을 피하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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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유각기에 엄지발가락 허리관절에 의한 밀기(push-off)를 하지 못하고 그것의

영향으로 외측 발가락 허리관절의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여 유각기에 외측 발가락

허리관절이 중립의 위치에 돌아오지 못함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내용은

Neumann[26]의 이론처럼 무지 외반증 환자들은 엄지발가락 허리관절에 하중을

가하는 것을 피한다는 것과 외측 발가락 허리관절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진다는

것과 일치한다. 전두면에서는 말기입각기에 발목관절의 외반 시기가 정상인에 비

해서 일찍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환자군이 정상인에 비해

발의 외측으로 환부를 피해서 보행을 하여 중족골 바닥 부위로 일찍 외반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입각기 초기에 목말밑관절이 과도한 외반을 하면서 보행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발가락부에서는 엄지발가락 허리관절이 거의 운동을 하지

않고 내측 발가락 허리관절이 과도하게 내전하여 보행함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엄지발가락 허리관절의 미사용으로 인한 보상작용으로 생각된다. 횡단면에서는 발

목관절과 엄지발가락 허리관절이 정상인에 비해 보행주기 전체적으로 과도한 외

회전을 하여 보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환자군이 발의 외측으로 보행

하기 위한 것과 관련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운동특성이 발바닥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적 발바닥 압력분포를 분석하였다. 정상인의 경우 압력중심의 궤적이 발뒤꿈치

에서 시작하여 발의 약간 외측으로 진행되다가 입각기 말기에 급격히 내측으로

진행되어 엄지발가락 쪽으로 진행함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무지 외반증 환자의

경우 압력중심의 궤적은 아주 크게 발의 외측으로 진행되어 제 2~3 중족골두를

지나면서 중족골 내측과 제 1 중족골두, 엄지발가락의 압력분포가 거의 없이 보행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행주기에 따른 발바닥 영역별 압력분포를 살펴본 결과

무지 외반증 환자의 경우 하중수용기에 외측 중족골에 정상군에 비해 높은 압력

이 작용되고, 중간입각기에는 외측 중족골과 외측 전족부에 높은 압력이 분포되어

정상인과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말기입각기에는 중간, 외측 전족부의 압력

값이 정상군에 비해 크게 차이나고 내측 전족부의 압력값은 정상군에 비해 훨씬

작은 압력을 받는다. 엄지발가락도 역시 훨씬 작은 압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전

유각기에는 내·외측 발가락과 중간 전족부에 훨씬 큰 압력을 받게 되고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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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내측 전족부에는 훨씬 작은 압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압력중심의 궤

적과 영역별 압력분포은 무지 외반증 환자군이 발의 외측으로 보행을 하는 운동

특성을 가진다는 본 연구의 가정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연

구결과는 무지 외반증이 심해질수록 중족골 부위에 접촉면이 증가하고 이 부위에

서 과다한 압력과 충격량이 작용하고 있으며 엄지발가락에서는 현저하게 감소된

다는 김영호 등[24]의 연구결과와 2단계 중증 무지 외반증 환자들은 전유각기에

제1 중족골두와 엄지발가락의 압력이 크게 감소한다는 Luninghake 등의 기존 연

구결과들과 일치하였다[32]. 또한 무지 외반증 환자들은 발의 외측으로 큰 압력을

가하면서 보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Bryandt 등의 연구결과와도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33].

앞에서 정리된 결과들의 검증을 위하여 보행 시 발목관절의 배굴 및 내반을

담당하는 앞정강근과 저굴을 담당하는 장딴지근, 외반을 담당하는 긴종아리근의

근활성도를 분석하였다. 무지 외반증 환자의 경우 정상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입

각기동안 큰 근활성도를 보이는데 이는 앞서 설명된 운동특성과 압력분포의 결과

를 잘 설명해주는 특징 중 하나이다. 즉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보행특성인 발의

외측으로 보행하는 경향 때문에 배굴 및 내반을 담당하고 있는 앞정강근이 정상

군에 비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긴종아리근이 정상인에 비해 활성화

되는 시기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또한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보행특

성중 하나인 회내 운동을 빨리 시작하여 보행을 끝내는 것을 설명해줄 수 있는

중요한 현상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정상인과 환자군의 운동 특성을 비교 하는데 있어서

관절 운동각도 및 일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행속도를 일률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각 개인당 보행하기에 편한 속도로 걷게 한 것과 환자군의 수가 2명으로

특성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좀 더 정확한 비교 기준을 적용

하여 특성을 비교하고 환자군의 추가실험을 통한 결과의 일반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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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5555 장장장장 결결결결 론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발 질환의 임상적 진단과 치료를 위해 기존의 단일체절

또는 3~4개의 다체절 발 모델의 단점들을 보완하는 9개의 다체절 발 모델을 개발

하고 개발된 모델을 정상인과 대표적 발 질환 환자군에 적용하여 보행 중 발의

세부 운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보행 시 발바닥에 작용하는 압력을 영역별

로 나누어 보행주기에 따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 인자들과 관련하여 발의 주요

운동을 담당하는 근육들의 근활성도를 보행주기에 따라 분석하였다.

기존의 단일 체절 발 모델의 경우 발목관절의 움직임만 분석이 가능하고, 전유

각기에 발생하는 중족이 구부러지는 것에 대해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체절 발 모델을 정의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발표된 다체절 발

모델들은 무지 외반증과 같은 환자군에 적용하기가 어렵고 발의 충격흡수 및 균

형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활(arch)들의 변화들을 분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중족골 부위를 내․외측으로 나누고, 발가락 부위를 엄지발가락, 내측

발가락, 외측 발가락 부위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또한 발꿈치뼈, 입방뼈, 목말뼈,

정강뼈를 각각 정의하여 총 9개의 체절로 정의된 발 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발 모델을 바탕으로 발의 주요 관절들을 정의하였다. 엄지발가락 허리관절, 내측

발가락 허리관절, 외측 발가락 허리관절, 내측 발가락 허리관절, 목말밑관절, 발꿈

치 입방관절, 발목관절의 총 8개 관절을 정의하여 각 체절들을 해부학적으로 타당

하게 연결시켰다. 정의된 체절과 관절들을 바탕으로 인체 해부학적 위치를 참고하

여 마커 셑을 결정하여 총 19개의 마커를 엄지발가락에 직각으로 3개, 셋째․다섯

째 발가락에 각각 1개, 제 1, 3, 5 발바닥뼈 머리와 바닥, 내․외측․후면 발꿈치

뼈, 내․외측 복사뼈, 정강이뼈 내․외측 관절융기에 각각 1개씩 위치시켰다. 사용

자 위주의 다체절 모델링 프로그램 Bodybuilder를 사용하여 벡터 알고리즘과 관절

좌표계를 이용하여 모든 체절과 관절들을 계층적으로 구속시켰다.

개발된 다체절 발 모델을 사용하여 정상 성인군과 대표적 발 질환인 무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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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증 환자군에 대한 발의 세부 운동특성을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정상인의 시상면에서 발목관절의 운동은 초기 접지기에 저굴 운동을 하여 지

면에 발바닥이 닿도록하여 하중수용기동안 안정성을 증가 시키고 중간입각기와

말기 입가기에 배굴 운동으로 체중심의 전방이동을 원활하게 한다. 또한 전유각기

에 지면을 차고 나가면서 급격한 저굴 운동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빠르게 입각기

를 마무리하고 유각기로 진행한다. 전족부의 외측 발목허리 관절에서는 안쪽 세로

활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배굴과 저굴 운동을 하고 발가락부의 발가락 허리관절들

은 하중수용기에 급격한 굴곡을 한 후에 말기입각기에 급격한 신전을 하여 발이

지면을 차고 나가는 것을 보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두면에서의 운동은 생체역

학적으로 중요한 운동인 회내와 회외 운동을 관찰할 수 있다. 발목관절에서 초기

접지기에 저굴 운동과 함께 내반이 발생하여 회외 운동을 함을 알 수 있고, 목말

밑관절은 뒤꿈치가 닿은 후 하중수용기동안 외반이 발생하면서 회내 운동을 하여

완충 효과의 역할을 수행하고 말기입각기에 급격한 내반을 통해서 하중수용기동

안 무너져 있던 아치를 다시 복구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발꿈치 입방관절에

서 앞발의 착지를 감속시키고 발의 외측에서 내측으로 작용하는 앞발의 체중부하

를 준비하기 위한 약간의 회외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횡단면에서는 발목관절의

하중수용기동안 외회전 하였다가 말기입각기까지 계속 내회전한 후 전유각기시에

빠르게 외회전하는 운동을 관찰할 수 있고, 목말밑관절에서는 내회전과 외회전이

일어나서 지면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하고, 진출시에 안정적인 지렛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외측발가락 허리관절이 초기입각기부터 외회

전하기 시작하여 말기입가기시 급격히 내회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하중

수용기동안 가로활이 충격흡수를 위하여 무너졌다가 말기입각기에 회복하기 때문

이다.

힘측정판을 통해 측정된 지면반발력을 이용하여 역동역학을 통해서 단일체절

모델과 다체절 모델의 각 관절 일률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다체절 발 모델을 통해서 얻은 발목관절의 최대 일률은 기존의 단일체절 발 모델

에서의 최대 일률의 50%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단일체절 발 모델의

경우 내․외측 발목 허리관절 등 에너지를 공급하는 다른 체절들의 영향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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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되어 실제 발목관절의 최대 일률보다 크게 측정되었기 때문이다.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생체역학적 운동특성을 살펴보면 시상면에서 엄지발가

락 허리관절에서 정상인과의 중요한 차이점이 나타났다. 정상인의 경우 하중수용

기에 급격한 굴곡을 한 후에 말기입각기에 급격한 신전을 하여 발이 지면을 차고

나가는 것을 보조하는 것에 반해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경우 전체적으로 굴곡과

신전의 운동크기가 매우 작고 특히 말기입각기시에 정상인의 운동 각도와 큰 차

이를 보였다. 이는 보행 시 환부가 있는 제 1 중족골두를 피함으로 엄지발가락 허

리 관절의 운동을 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각기에 외측발가락 허리

관절의 과도한 굴곡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엄지발가락 허리관절의 운동을 대

신하는 외측발가락 허리관절의 과도한 긴장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전두면에

서는 말기입각기에 발목관절의 운동에서 정상인에 비해 일찍 외반을 시작하는 특

징을 보였다. 즉 정상인은 전유각기에 급격히 외반을 하면서 지면을 차고 나가는

반면에 환자군은 정상인에 비해 발의 외측으로 보행을 하여 일찍 중족골 부위로

보행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목말밑관절 또한 입각기 초기에 과도한 외반을 하

여 보행하게 된다. 전두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엄지발가락 허리 관절의 움직임이 정

상군에 비해 월등히 적고 말기입각기에 내측 발가락 관절은 과도한 내전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엄지발가락 허리 관절을 사용하지 않는 보상작용으로

사료된다. 횡단면에서의 운동특성은 보행주기 전체동안 발목관절과 엄지발가락 허

리관절의 과도한 외회전의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환자군이 발의 외측으로

만 보행을 하려고 하는 오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동적 발바닥 압력분포의 분석을 통해서 정상인과 무지 외반증 환자의 특성을

비교해 보았다. 정상인의 경우 압력중심의 궤적이 발뒤꿈치 부분에서 시작해서 약

간 발의 외측으로 진행되다가 입각기 말기에 급격히 내측으로 진행되어 엄지발가

락 쪽으로 진행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경우 압력중심이

발뒤꿈치에서 시작해서 발의 외측으로 진행되다가 입각기 말기에 내측으로 진행

되어 제 2~3 중족골두를 지나고 내측 발가락 쪽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정상인

과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압력분포 차이를 보행주기에 따라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정상군에 비해 무지 외반증 환자군이 하중수용기에는 뒤꿈치부위에 훨씬 적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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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작용함을 확인하였고, 중간입각기는 외측 중족골과 외측 전족부의 압력이 크

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말기입각기에도 중간측, 외측 전족부의 압력값이 크게

나타나고 내측 전족부와 엄지발가락부는 훨씬 작은 압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유각기에도 내․외측 발가락과 중간 전족부에 훨씬 큰 압력을 받게 되고 상대

적으로 내측 전족부와 엄지발가락부에 훨씬 작은 압력을 받는다.

보행 시 발의 운동에 관련된 근육들의 근활성도를 분석한 결과 앞정강근은 정

상인의 경우, 초기 유각기에 크게 작용하여 발목과절의 배굴을 유도하면서 발이

지면에서 원활히 떨어질 수 있도록 작용하고, 말기 유각기에 그 근활성도를 다시

높이면서 초기 접지기에 저굴 운동의 속도를 조절하여 발의 안정적 착지를 유도

하고 족하수가 일어나지 않게 한다. 반면,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경우 정상군에 비

해서 전체적으로 입각기동안 큰 근활성도를 보이는데 이것은 무지 외반증 환자군

의 보행특성인 발의 외측으로 보행을 하는 경향 때문에 배굴 및 내반을 담당하고

있는 앞정강근이 과도한 작용을 함에 의한 것이다. 장딴지근의 경우, 정상인과 무

지 외반증 환자군의 경우 모두 중간입각기와 말기입각기, 전유각기에 활동성이 높

음을 알 수 있다. 긴종아리근의 경우, 중간입각기 및 말기입각기동안 급격히 활동

하기 시작하여 발목관절의 외반을 유도하는데 무지 외반증 환자의 경우, 회내 운

동을 빨리 시작하면서 보행을 끝내기 때문에 회내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긴종아

리근이 정상군에 비해 더 빨리 큰 근활성도를 내면서 보행을 함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무지 외반증 환자군의 보행 특성을 정의할

수 있다.

1. 무지 외반증 환자는 대부분 환부가 제 1 중족골두에 위치하기 때문에 보행

시 환부의 영향을 피해 발의 외측으로 보행을 하는 특성이 있다.

2. 그리하여 보행주기 전체적으로 발의 배굴 및 내반을 담당하고 있는 앞정강

근의 과도한 활동을 유발하고 발 외측에 높은 압력을 분포시킨다.

3. 그리고 정상군에 비해 긴종아리근을 빨리 활성화 시켜서 회내 운동을 빨리

시작하여 제 2~3 중족골두로 압력중심이 지나가게 보행을 한다.



- 73 -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향후 다른 다양한 발 질환의 임상적 진단과 치료를

위한 운동특성 분석이 가능하고, 발 질환 환자들을 위한 특수 안창 및 특수화의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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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 Sung 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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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foot, making contact with the ground, is essential in keeping the

dynamic stability, while the body moves forward in human walking. But,

various foot problems have been rapidly increasing in these days. These

problems cause gait abnormalities, influencing on many other parts of the

body. Many studies have been performed to determine biomechanics of the foot

during locomotion. However, most previous studies focused on describing only

ankle joint and there were few studies about the detailed foot motion of the

various foot diseases.

In this study, a multi-segment foot model which can make for the

weakness of the previous foot model was developed for later clinical

applications and then applied to the 3D motion analysis to determine detailed

foot motions of normal and hallux valgus during the gait. And also we

analyzed the areal plantar pressure of the foot and the muscle activity relating

the foot movement along the gait cycle.

A 9-segment foot model was defined to analyze the foot motion in sagittal,

frontal and transverse planes during gait. Metatarsal bones were divided into

medial and lateral parts to observe the change of the arch in the foot. There

were three parts in the toes; hallux, medial toes and lateral toes. In addition,

calcaneous, cuboid, talus and tibia were also defined. Based on the seg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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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eight major joints in the foot were defined hallux

metatarsophalangeal(MP) joint, medial MP joint, lateral MP joint, medial

tarsometatarsal(TM) joint, lateral TM joint, subtalar joint, calcaneocuboid joint

and talocrural joint. And totally nineteen 9mm reflective markers were attached

at anatomical locations based the foot model. A user-defined motion analysis

software was used for the modeling like that all markers were grouped, based

on the foot anatomy and segmental coordinates, Euler angles were defined as

well.

The detailed foot motion of the normal and hallux valgus during the gait

by using the developed multi-segment foot model was analyzed and compared.

In sagittal plane, the hallux MP joint is rapidly dorsiflexed during the loading

response and plantarflexed during the terminal stance for push-off process in

the normal subject whereas, in the hallux valgus subject, the range of motion

of the hallux MP joint is very small and specially there's large difference in

terminal stance as compared with the normal. In frontal plane, the hallux

valgus sbject's talocrural joint moved for the eversion early in the terminal

stance and the subtalar joint is hyper-everted by comparison with the normal

subject. In transverse plane, the talrocrural joint and the hallux MP joint

moved for the hyper external rotation in hallux valgus subject. From the

result's of the comparison about the dynamic plantar pressure, we can also

know that the hallux valgus walked under the large pressure in lateral side of

the foot.

The present multi-segment foot model would be very useful to diagnose

and to treat other foot disease patients. And it also could be very helpful for

the design of the special insole or shoes for the foot disease patients.

Key words : multi-segment foot model, hallux valgus, 3D motion analysis,

plantar pressure, EMG, g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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