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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일반적 캐쥬얼화를 장기간 착용하면 근육의 사용이 제

한되거나 사용하는 근육만 과사용 또는 저사용 하게 될 

수 있다. 최근 충격 흡수 기능이 뛰어난 터널 시스템의 

밑창과 중족골을 지지하는 형태의 중창 디자인을 가진 

기능성 캐쥬얼화가 개발되었다. 기능성 캐쥬얼화는 선 

자세에서 체중을 앞쪽을 이동시켜 자세를 일으켜 세우고 

보행 시 일반적 근육이 아니라 다른 근육을 사용하게 하

므로 에너지 소비가 상대적으로 높고 적당한 근긴장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 캐쥬얼화 및 일반적 캐쥬얼화간에 빠

른보행과 편안한보행 시 족저압력 분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Ⅱ. 본론

  본 연구는 물리치료사 남성 8명을 대상(28.8 ± 6.3 

years, 176.3 ± 3.6 cm, 74.4 ± 7.9 kg)에게 10 m 보행 

동안 족저압력 분포 평가를 4 가지 보행 조건(일반적 캐

쥬얼화-편안한 보행, 기능성 캐쥬얼화-편안한 보행, 일반

적 캐쥬얼화-빠른 보행, 기능성 캐쥬얼화-빠른 보행)에서 

실시하였다(그림 1). 연구 대상자의 선정 조건은 정신 질

환이 없고, 신경학적 손상이 없는 자, 상지나 하지에 정

형외과적 문제가 없는 자, 상지나 하지에 집중적인 훈련

을 하고 있지 않은 자, 연구 기간 중 균형 조절과 관련된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자, 예비 평가에서 오른손잡이로 

보행 시 오른쪽 발의 족저 압력이 높은 자, 연구에 동의

한 대상자로서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

을 한 후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 그림 1. 기능성 캐쥬얼화

기능성 캐쥬얼화가 보행 시 족저 압력에 미치는 영향: 예비연구
Effects of the Modified Casual Shoes on Foot Pressure Distribution 

during Walking: Pilo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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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기능성 및 일반적 캐쥬얼화간에 빠른보행과 편안한 보행 시 족저 압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보고자 한다. 남성 

물리치료사 8명을 대상으로 하루 간격을 두고 동일한 대상에게 일반적 캐쥬얼화와 기능성 캐쥬얼화를 착용하고 10m 편안한 보

행과 빠른 보행 동안 족저 악력을 각각 측정하였다. 전체, 1번째 발가락, 2-3번째 발가락, 4-5번째 발가락, 안쪽 중족골, 바깥쪽 

중족골, 안쪽 뒷꿈치, 바깥쪽 뒷꿈치로 나누어 분석하여 4 보행 조건(일반적 캐쥬얼화-편안한 보행, 기능성 캐쥬얼화-편안한 보

행, 일반적 캐쥬얼화-빠른 보행, 기능성 캐쥬얼화-빠른 보행) 간에 비교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 유의하지 않지만 빠른 보행이 편

안한 보행 보다 안쪽 발가락과 뒷꿈치 압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기능성 캐주얼화가 일반적 캐쥬얼화보다 보행의 움직임성

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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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능성 및 일반적 캐쥬얼화의 부위별 족저압력 분포(Mean Rank)

Condition Total 1st toe 2-3rd toe 4-5th toe Medial 
mid foot

Lateral 
mid foot

Medial 
Heel

Lateral 
Heel

  General-Left-Fast 20.64 22.64 25.71 23.86 23.86 27.93 17.21 18.43

General-Right-Fast 23.93 28.93 27.93 26.71 26.57 29.00 24.36 20.86

Functional-Left-Fast 24.50 30.71 25.64 19.21 19.50 19.64 33.07 32.21

Functional-Right-Fast 28.43 28.93 26.00 35.57 26.50 22.64 30.71 32.43

General-Left-Comfort 30.21 23.07 30.00 39.57 35.64 41.00 19.14 20.57

General-Right-Comfort 31.43 27.07 30.00 34.29 34.29 36.79 29.29 28.00

Functional-Left-Comfort 33.36 34.64 31.93 26.93 27.93 25.00 37.64 36.07

Functional-Right-Comfort 35.50 32.00 30.79 31.86 33.71 26.00 36.57 39.43

  보행 동안 족저 압력의 변화 측정은 Dynafoot 

(France)을 이용하였고 각 조건 마다 10 m 보행 측정의 

3번째 발부터 5번째 발까지의 평균을 확인하였다. 세부

적인 압력 부위 분석은 전체, 1번째 발가락, 2-3번째 발

가락, 4-5번째 발가락, 안쪽 중족골, 바깥쪽 중족골, 안쪽 

뒷꿈치, 바깥쪽 뒷꿈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그림 2).

▶▶ 그림 2. 부위별 족저압력 분포

  본 연구는 Windows용 SPSS 21.0통계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각 측정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보행 동안 각 조건의 측정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Kruskal-Wallis one way ANOVA by ranks를 사용하였

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Ⅲ. 결과

  족저압력 분포 변화는 기능성 및 일반적 캐쥬얼화간

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 그러나 편안한 

조건이 빠른 조건보다 전체 압력이 높았다. 그리고 기

능성 캐쥬얼화는 일반적 캐쥬얼화보다 전체 압력, 1번

째 발가락, 2-3번째 발가락, 안쪽 뒷꿈치, 바깥쪽 뒷꿈치

에서 높았다. 반대로 기능성 캐쥬얼화는 일반적 캐쥬얼

화보다 4-5번째 발가락, 안쪽 중족골, 바깥쪽 중족골에

서의 압력이 낮았다. 

Ⅳ. 논의 및 결과

  선행 연구에서 보행의 속도가 빨라지면 전체적인 족

저 압력은 증가하였다[1]. 본 연구에서도 빠른 보행이 

편안한 보행 보다 안쪽 발가락과 뒷꿈치 압력이 증가하

는 것으로 볼 때, 기능성 캐주얼화가 일반적 캐쥬얼화보

다 움직임성이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러나 앞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자세

와 기능적 활동에 대한 연구, 장기간 착용에 대한 연구

를 통해 기능성 캐쥬얼화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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