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 14권 제 3호

PTK Vol. 14 No. 3 2007.

- 23 -

하이힐 보행이 비만여성의 슬관절에 미치는 영향

장윤희
삼육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재활공학연구소

이완희
삼육대학교 물리치료학과, 한국낙상예방연구소

Abstract1)

Influence of Walking With High-Heeled Shoes on the Knee Joint of Obese Women

Yun-hee Chang, M.Sc., P.T.
Dept. of Physical Therapy, Samyook University, Korea Orthopedics & Rehabilitaion Engineering Center

Wan-hee Lee, Ph.D., P.T.
Dept. of Physical Therapy, Samyook University, Korea Falls Prevention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influence of high-heeled shoes on walking of obese

women as it was already proven an extrinsic factor of knee osteoarthritis in women with normal weight.

In this study the aimed therefore in particular was to utilize high-heeled shoes in proving it's causal in-

fluence on knee osteoarthritis by measuring the angle and torque of the knee joint. Fifteen obese women

(BMI>25 ㎏/㎡) were measured in their twenties. Each angle and torque of their knee joints during

walking on 6.5 ㎝ high-heeled shoes and with a bare feet, were compared with each other and analyzed

with a 3D motion analysis system.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walking speed, cadence and

stride length between the two conditions.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a double limb

support time and the stance phase when walking on high-heeled shoes as when walking with bare feet.

The peak knee flexion angle and peak knee varus torque was higher when walking on high-heeled shoes

than with bare feet. On the contrary, the peak knee flexion angle in the swing phase was not statistically

different. The prolongation of peak knee varus torque was also proven.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peak knee varus torque in the initial and last stance phases during walking on high-heeled shoes as

compared to walking on bare feet. Through the above results, it was proven that when obese women

walked on high-heeled shoes, rather than with bare feet, peak knee flexor and varus torque increased

along with the changes of the in knee joint angle. Therefore, the influence of high-heeled shoes might be

a significant intrinsic factor in knee osteoarthritis of obese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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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골관절염(osteoarthritis)은 인체에서 가장 흔한 형태

의 관절염이며, 그 중 슬골관절염은 일상생활동작 및

보행 장애의 주된 원인이다(Kerrigan 등, 2005). 미국에

서 슬관절 또는 고관절의 골관절염 때문에 침상에서 욕

조까지 독립보행이 불가능한 환자는 약 10만 명에 이른

다고 하며(Brandt, 1998), 국내에서의 정확한 통계는 산

출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의 통계를 적용하여 환산하면

국내에서는 약 2만 여명 정도의 환자가 중증의 보행 장

애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이삼규 등, 2000). 특히 슬

골관절염(knee osteoarthritis)은 증상학적으로 45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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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세 사이의 연령층에서 25～30% 정도 발병하며, 65세

이상이 되면 60%까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Syed

와 Davis, 2000). 슬골관절염의 원인은 노화 때문인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Messier, 1994), 노화는 근섬유 수

와 크기의 감소로 인해 근육의 위축을 가져오게 되고,

또한 노인들의 활동성 저하는 대퇴사두근의 약화를 가

져와 보행 시 슬관절의 충격을 가중시켜 슬관절의 퇴행

성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였다(Radin 등, 1991).

슬골관절염은 특히 비만자에 있어 높은 유병률을 나

타내며 비만은 노화와 더불어 심각한 슬골관절염의 원

인 인자로 알려져 있다(Felson 등, 1992; Felson, 1996;

Messier, 1994). 비만이 골관절염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주장된 이래 이들의 관계는 상당한 논란이 되어 왔으

며, Kellgren(1961)은 하지 관절에 부하되는 과체중의

기계적인 효과가 비만자의 슬골관절염을 유발한다는

체중 부하 기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같은 체중 부하

관절임에도 불구하고 높지 않은 유병률을 갖는 고관절

염의 경우에는 체중 부하 기전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

하였고(Vingard, 1991), 슬골관절염과 비만의 연관성

규명을 위한 다양한 임상적 연구와 실험이 지속되어져

왔다(Acheson과 Collart, 1975; Felson 등, 1992;

Felson, 1996; Goldin 등, 1976; Hochberg 등, 1993;

Kellgren, 1961).

슬골관절염은 성별에 따라 유병률의 차이를 보인다.

30대 이상 성인의 6%, 65세 이상 노인의 11%에서 발

병하는 슬골관절염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2배 이상

의 발병률을 보인다(Felson, 1988; Felson과 Zhang,

1998). 일부 연구자들은 슬골관절염이 남성보다 여성

에게 더 많이 발병하는 이유를 에스트로겐과 같은 호

르몬이나 골반 각도의 차이 등이라고 주장하지만

(Horton과 Hall, 1989), 슬관절을 제외한 고관절에서의

골관절염 발병률이 남녀간 유사하다는 사실은 에스트

로겐이나 해부학적 구조 같은 내적 인자(intrinsic fac-

tor)만으로 여성에게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슬골관절

염의 기전을 설명하기엔 충분하지 못하였다(Lawrence

등, 1998). 따라서 연구자들은 남녀간 슬골관절염의 발

병률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

를 하였으며, Kerrigan 등(2000)은 동역학적인 측면의

보행 분석을 통해 남녀간에 슬관절 염력의 차이가 없

음을 입증함으로 남녀간 해부학적 구조의 차이가 원인

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최근 연구자들

은 내적 인자보다는 신발이나 활동 형태, 체중과 같은

외적 인자(extrinsic factor)가 여성들의 슬골관절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errigan 등, 2000; Syed와 Davis, 2000).

Kerrigan 등(1998)은 여성에게서 높은 슬골관절염

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외적 인자 중 여성들이 많

이 착용하는 하이힐이 슬관절 염력(torque)을 증가시

키며 이는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입

증하였다. 또한 비만과 슬골관절염의 연관성에 대해

시사하였으며 비만 여성의 보행 중 외적인자가 슬관

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제언하기도 하였다

(Kerrigan 등, 2000). 비만자의 보행에 대한 평가는

초기에는 보행의 선형적 지표나 운동 형상학적인 측

면에서의 분석만이 이루어졌으며 동역학적인 측면에

서의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DeVita와 Hortobagyi,

2003).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비만자의 과도한 체중이

슬관절의 염력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Felson, 1988; Felson과 Zhang, 1998; Hochberg 등,

1995; Korner와 Eberle, 2001), 일부 연구자들은 비만

자들의 보행 속도 및 한걸음 길이 감소, 양하지 지지

기 증가로 인해 오히려 슬관절의 염력을 감소시킬 것

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McGraw 등,

2000; Messier, 1994; Spyropoulous 등, 1991). DeVita

와 Hortobagyi(2003)는 비만자의 동역학적인 측면을

분석한 결과 피검자의 편안한 보행 속도에서는 정상

체중자보다 슬관절의 염력이 오히려 감소하였고, 정상

체중자와 동일한 속도에서는 정상 체중자와 유사한 슬

관절 염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비만자가 보행

중 생체역학적인 변화를 일으켜 보행 시 슬관절의 염

력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비만자

의 슬관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적 인자 등이 결합

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DeVita와 Hortobagyi,

2003; Kerrigan 등, 2000; Syed와 Davis,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슬골관절염의 높은 유병률을 보이

는 비만 여성에게 있어 슬골관절염의 위험 인자로 여겨

지는 하이힐 보행이 맨발 보행과 비교하여 슬관절에 미

치는 영향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며, 정상 체중의 여성

에게서는 이미 입증된 바 있는 슬골관절염과의 단면적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슬골관절염 환자나 비

만자를 위한 재활 또는 물리치료, 건강 정보 제공을 위

한 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슬관절에 미치는 객관적인 정

보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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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안산에 위치한 A대학교 재학생 중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체질량 지수 (body mass index) 25

㎏/㎡이상으로 평상시 하이힐을 착용하는 비만 여성 20

명을 선정하였다. 대상자 중 최근 6개월 이내 슬관절이

나 발목관절 등의 손상 또는 족부 질환으로 인해 하이

힐 보행에 문제가 있는 자, 일반적인 근골격계 질환으

로 인해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는 본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대상자 20명 중 슬관절 통증으로 인해 보

행이 불편한 1명과 하이힐을 착용하고 보행 시 발에 통

증을 호소한 1명을 제외하였으며, 또한 본 실험에 동의

하지 않은 자 3명을 제외한 15명을 재선정하였다. 이들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동

의서에 서명한 후 실험을 실행하였다.

2. 측정방법 및 측정도구2)3)

가. 측정방법

연구 대상자는 비만 여성의 단일 집단이며, 하이힐을

신기 전에 맨발로 보행한 상태에서 사전 조사와 처치

6.5 ㎝ 하이힐을 신고 보행한 사후 조사를 하여 처치

효과를 비교하였다. 연구 대상자로 선정된 비만 여성

15명은 보행하기 편안한 복장을 착용하였으며 특히 하

의는 반사 마커(reflective marker)를 부착하기 위해 꼭

맞는 반바지를 착용하고 실험에 임하였다. 실험 전 인

체 계측학적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신장, 체중, 발길이,

발폭을 측정하였고, 발길이는 줄자를 이용하여 측면에

서 발의 가장 긴 길이를 측정하였으며, 발폭은 캘리퍼

(caliper)를 이용하여 발 중 가장 넓은 곳을 수평으로

측정하였다. 보행 분석을 실시하기 전 카메라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오차를 교정하기 위하여 보정(calibration)을

실시하였고, 적외선 카메라가 인식할 수 있는 지름 10

㎜의 반사 마커를 인체의 해부학적 위치에 부착하였다.

반사 마커의 부착 위치는 좌우 후상 장골극의 중간지

점, 좌우 전상 장골극, 좌우 대전자와 외측 대퇴 관절

융기의 중간 지점, 좌우 외측 대퇴관절 융기, 좌우 내측

대퇴관절 융기, 좌우 외측 대퇴관절 융기와 족관절 외

과의 중간지점, 좌우 족관절 외과, 좌우 족관절 내과,

좌우 종골의 중심, 좌우 제 2중족골두 상면에 총 19개

의 마커를 부착하였다. 반사 마커 부착 후 각 관절의

위치를 Motion Analysis System의 컴퓨터 화면에서

확인하기 위해 실험실 중앙의 힘 측정판(force plate)
1)

위에서 정적(static) 검사를 시행하였다. 정적 검사 후

좌우 내측 대퇴관절 융기와 좌우 족관절 내과의 반사

마커를 제거한 후 동적(dynamic)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적 검사는 피검자의 자연스러운 보행 유도를 위해 실

험실에서 충분한 보행 연습을 한 후 실시하였다. 피검

자는 4개의 힘 측정판이 내장되어 있는 10 m의 지정된

보행로를 평소 걸음으로 자연스럽게 걷도록 하였으며

먼저 맨발로 3회 이상 보행하고 5분간 휴식을 취한 후

하이힐을 신고 3회 이상 보행하였다. 또한 매번 실험할

때 마다 변하는 보행 특성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자

료를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나. 측정도구

보행 분석을 위한 측정 도구는 4개의 힘 측정판, 적

외선 카메라 8대, 10 ㎜ 반사마커, CCD 카메라 2대,

VCR, 데이터 처리 장치, PC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3차

원 동작 분석기
2)
를 사용하였다. 모든 실험 장치는

Orthostat 6.29 data station에 연결되어 시각적으로 일

체화 되도록 되어 있으며, 실험 시 측정되는 모든 데이

터들은 data station을 통하여 control PC로 전달된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version 12.0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

을 하였다. 보행의 선형적 지표, 운동 형상학적 지표,

운동학적 지표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분석하기 위해 기

술 통계를 이용하였고, 실험 전과 후의 차이를 비교하

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이용하였다. 유의 수준 α

=.05로 하여 통계적인 결정을 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4.1세, 평균 체중 71.7

㎏, 평균 신장 160.9 ㎝, 평균 체질량 지수는 27.7 ㎏/㎡

의 경도 비만이다(표 1).

1) Piezoelectric force plate, 600×900, Kistler Ltd., Winterhur, Swiss.

2) Orthostat 6.29, Motion Analysis Ltd., U.S.A.,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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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평균±표준편차

연령(세) 24.1±3.30

신장(㎝) 160.9±6.98

체중(㎏) 71.7±7.72

체질량지수(㎏/㎡) 27.7±2.02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5)

변수
맨발 보행 하이힐보행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속도(㎧) 1.17±6.14 1.16±9.47 .783

분속수(steps/min) 113.59±4.33 113.27±4.78 .783

한걸음 길이(m) 1.25±5.11 1.24±5.95 .558

보폭(m) .12±2.67 .12±2.19 .368

한발짝 길이(m)
오른쪽 .62±3.18 오른쪽 .63±3.81 .801

왼쪽 .63±2.25 왼쪽 .62±3.91 .187

단하지 지지기(%Cycle)
오른쪽 39.64±1.55 오른쪽 36.61±1.90 .001

왼쪽 38.59±.93 왼쪽 36.48±2.21 .002

양하지 지지기(%Cycle)
오른쪽 22.67±2.04 오른쪽 27.26±3.49 .000

왼쪽 22.67±2.04 왼쪽 27.26±3.49 .000

입각기(%Cycle)
오른쪽 61.93±1.13 오른쪽 63.52±2.21 .004

왼쪽 61.01±1.36 왼쪽 63.39±1.89 .001

유각기(%Cycle)
오른쪽 38.59±.93 오른쪽 36.48±2.21 .002

왼쪽 39.65±1.52 왼쪽 36.61±1.89 .000

표 2. 보행의 선형적 지표 (N=15)

2. 보행의 선형적 지표 변화

맨발 보행과 하이힐 보행에 대한 선형적 지표는 다음과

같다(표 2). 보행속도는 맨발 보행이 1.17 ㎧, 하이힐 보행이

1.16 ㎧로 .85% 감소하였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p=.783). 양하지 지지기는 맨발 보행보다 하이힐 보행 시

오른쪽과 왼쪽이 각각 4.59%씩 증가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22.67%Cycle vs 27.26%Cycle,

p=.000). 입각기는 맨발 보행보다 하이힐 보행 시 오른쪽이

2.57%, 왼쪽이 3.9%씩 각각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오른쪽 61.93%Cycle, 63.52%Cycle,

p=.004; 왼쪽 61.01%Cycle, 63.39%Cycle, p=.001).

3. 슬관절의 운동형상학적 지표 변화

가. 슬관절 굴곡-신전 각도

맨발 보행과 하이힐 보행 시 슬관절 굴곡-신전 각도는

다음과 같다(표 3). 초기 입각기 슬관절 최대 굴곡 각도는

맨발 보행 시 오른쪽 16.13°, 왼쪽 15.7°, 하이힐 보행 시

오른쪽 20.7°, 왼쪽 21.36°이다. 맨발 보행과 하이힐 보행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대응 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오른쪽, 왼쪽 각각 p=.000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그러나 유각기 슬관절 최대 굴곡 각도는 오른

쪽, 왼쪽이 맨발 보행과 하이힐 보행 시 차이를 보였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오른쪽 60.92°, 63.03°,

p=.235; 왼쪽 61.8°, 62.16°, p=.882).

나. 슬관절 내반-외반 각도

맨발 보행과 하이힐 보행 시 슬관절 내반-외반 각도는

다음과 같다(표 4). 초기 유각기 슬관절 최대 내반 각도

는 맨발 보행 시 오른쪽 4.59°, 왼쪽 3.40°, 하이힐 보행

시 오른쪽 3.61°, 왼쪽 2.76°로 나타났으며, 하이힐 보행

시 맨발 보행보다 오른쪽 .98°, 왼쪽 .64°로 슬관절 각도

의 감소를 나타냈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오른쪽 p=.488, 왼쪽 p=.590). 또한 맨발과 하이힐 보행

시 초기 입각기와 말기 유각기 슬관절 최대 외반 각도의

차이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4. 슬관절의 운동학적 지표 변화

가. 슬관절 굴곡-신전 염력

맨발 보행과 하이힐 보행 시 슬관절 굴곡-신전 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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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맨발보행 하이힐보행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초기 입각기 최대 굴곡 각도(°)
오른쪽 16.13±2.46 20.70±3.49 .000

왼쪽 15.70±4.03 21.36±3.50 .000

유각기 최대 굴곡 각도(°)
오른쪽 60.92±3.97 63.03±6.37 .235

왼쪽 61.80±4.07 62.16±7.00 .882

표 3. 슬관절 굴곡-신전 각도 (N=15)

변수
맨발보행 하이힐보행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초기 입각기 최대 외반 각도(°)
오른쪽 -3.22±2.50 -3.25±3.21 .962

왼쪽 -3.24±3.48 -3.29±3.63 .961

초기 유각기 최대 내반 각도(°)
오른쪽 4.59±4.16 3.61±5.18 .488

왼쪽 3.40±5.06 2.76±4.96 .590

말기 유각기 최대 외반 각도(°)
오른쪽 -3.47±2.89 -3.57±5.00 .953

왼쪽 -2.98±2.27 -3.42±4.01 .647

표 4. 슬관절 내반-외반 각도 (N=15)

변수
맨발보행 하이힐보행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초기 입각기 최대 굴곡 염력(Nm/㎏)
오른쪽 -.01±.11 .15±.21 .022

왼쪽 .01±.12 .16±.20 .045

초기 입각기 굴곡 염력의 지연(%Cycle)
오른쪽 16.33±4.15 32.53±5.76 .000

왼쪽 16.33±4.15 32.53±5.76 .000

표 5. 슬관절 굴곡-신전 염력 (N=15)

변수
맨발보행 하이힐보행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초기 입각기 최대 내반 염력(Nm/㎏)
오른쪽 .40±.11 .67±.15 .000

왼쪽 .41±.12 .64±.19 .000

말기 입각기 최대 내반 염력(Nm/㎏)
오른쪽 .32±.13 .55±.85 .000

왼쪽 .33±.14 .52±.11 .000

표 6. 슬관절 내반-외반 염력 (N=15)

은 다음과 같다(표 5). 초기 입각기 슬관절 최대 굴곡 염

력은 맨발 보행 시 오른쪽 -.01 Nm/㎏, 왼쪽 .01 Nm/㎏

이며 하이힐 보행 시 오른쪽 .15 Nm/㎏, 왼쪽 .16 Nm/㎏

으로 하이힐 보행에서 오른쪽, 왼쪽 모두 염력의 증가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오

른쪽 p=.022, 왼쪽 p=.045). 초기 입각기 굴곡 염력의 지

연(prolongation) 정도는 하이힐 보행 시 맨발 보행보다

오른쪽, 왼쪽 모두 16.2%의 지연을 나타냈으며 p=.000을

나타내어 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나. 슬관절 내반-외반 염력

맨발 보행과 하이힐 보행 시 슬관절 내반-외반 염력

은 다음과 같다(표 6). 초기 입각기 슬관절 최대 내반

염력은 맨발 보행 시 오른쪽 .40 Nm/㎏, 왼쪽 .41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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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하이힐 보행 시 오른쪽 .67 Nm/㎏, 왼쪽 .64 Nm/

㎏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이힐 보행에서 오른쪽, 왼쪽 각

각 27%, 23%의 증가를 보였으며 p=.000으로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말기 입각기 슬관절 최대 내

반 염력은 초기 입각기와 같이 맨발 보행보다 하이힐 보

행 시 오른쪽, 왼쪽 모두 증가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오른쪽 .32 Nm/㎏ vs .55 Nm/

㎏, p=.000; 왼쪽 .33 Nm/㎏ vs .52 Nm/㎏, p=.000).

Ⅳ. 고찰

슬골관절염은 일상 생활 동작 및 보행 장애의 주된

원인이다(Brandt, 1998). 비만 여성에게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슬골관절염은 하지관절에 부하되는 과체중의 기

계적 효과가 슬골관절염을 유발한다고 하였지만

(Kellgren, 1961), 이러한 사실만으로 슬골관절염의 기

전을 설명하기엔 충분하지 못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은

슬골관절염의 기전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하

였으며(Davis 등, 1990; Felson 등, 1992; Hochberg등,

1995), 비만자의 보행 분석 등을 통하여 정상 체중자와

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McGraw 등, 2000;

Sharma 등, 2000; Spyropoulos 등, 1991). 그러나 동역학

적인 보행 분석 결과 비만자의 과도한 체중은 슬관절의

염력을 증가시키지 않았고(DeVita와 Hortobagyi, 2003),

이에 비만자의 보행 중 슬관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

적 인자 등이 결합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DeVita와 Hortobagyi, 2003; Syed와 Davis, 2000). 따라

서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슬골관절염의 위험 인

자로 알려진 하이힐을 비만 여성이 신고 보행할 경우 슬

관절의 각도 및 염력을 측정하여 외적 인자가 비만 여성

의 슬관절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비만 여성의 맨발 보행 시 속도는 1.17

㎧, 분속수 113.59 steps/min, 한걸음 길이 1.25 m, 보폭

.12 m이며 하이힐 보행 시 보행 속도 1.16 ㎧, 분속수

113.27 steps/min, 한걸음 길이 1.24 m, 보폭 .12 m로

맨발 보행과 하이힐 보행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p<.05). 안창식과 정석(2001)의 연구 결과

에서 젊은 성인 여자를 대상으로 3차원 동작 분석을 한

결과 보행 속도는 1.27 ㎧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비

만 여성의 보행 속도보다 빠른 속도를 나타내었다. 이

는 사전 연구에서 비만자의 보행 속도는 정상 체중자에

비해 느리다는 결과와 일치하며(Hooper, 2005;

McGraw 등, 2000; Meissier, 1994; Meissier 등, 1996;

Spyropoulous 등, 1991), 보행 속도는 슬관절에 가해지

는 충격력과 관련이 높으므로 비만 여성의 과도한 체중

으로 인한 충격의 증가를 보행 속도의 감소를 통해 완

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비만 여성의 맨발 보행 시 한걸음 길이는 1.24 m로

안창식과 정석(2001)의 연구에서 보여준 1.30 m±.12보

다 감소하였으며, 이는 사전 연구에서 비만자는 정상

체중자보다 짧은 한걸음 길이를 갖는다는 결과와 일치

하며(Hooper, 2005; McGraw 등, 2000; Meissier, 1994;

Meissier 등, 1996; Spyropoulous 등, 1991), 보행 속도

의 감소가 한걸음 길이의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Lelas 등, 2003). 비만자의 하이힐 보행 시 양하지 지

지기 및 입각기는 맨발 보행보다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

며(p=.000, p=.004), 이러한 증가는 Opila-Correia(1990)

의 연구에서 하이힐 보행은 증가된 입각기와 양하지 지

지기를 가진다는 결론과 일치한다. 하이힐 보행 시 맨

발 보행보다 입각기와 양하지 지지기가 증가하는 것은

하이힐로 인해 발목이 족저굴곡된 상태에서 보행 시 몸

의 전방 진행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면에 발이 닿아

있는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슬관절의 운동 형상학적 지표 중 초기 입각기 슬관

절 굴곡 각도는 맨발 보행 시 오른쪽 16.13° 왼쪽 15.7°,

하이힐 보행 시 오른쪽 20.7° 왼쪽 21.36°로 유의한 증

가를 보였다(p=.000). 이는 Kerrigan 등(1998)의 연구에

서 맨발 보행 시 19.7°, 하이힐 보행 시 22.6°로 증가한

결과와 유사하며, 하이힐 보행 시 입각기 슬관절 굴곡

각도의 증가는 슬관절 굴곡근 염력의 증가와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Kerrigan, 2005). 또한 유각기

슬관절 최대 굴곡 각도는 맨발 보행 시 오른쪽 60.92°

왼쪽 61.8°, 하이힐 보행 시 오른쪽 63.03° 왼쪽 62.16°

로 수치는 증가하였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다(p<.05). 안창식과 정석(2001)의 연구에서 슬관절 최

대 굴곡 각도는 55.49°±5.12이며, 권도윤 등(1998)의 연

구에서는 56.97°로 본 연구보다 유각기 평균 슬관절 각

도가 작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이힐 보행의 가장 특징적인 형태 중 하나는 발목

의 과도한 족저굴곡으로 인해 발목의 정상적인 기능이

변화하게 되고 이는 보행의 진행과 보행 중 안정성 유

지를 위해 고관절과 슬관절에서 보상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다(Kerrigan 등, 1998). 이러한 보상 작용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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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시 슬관절의 염력이 정상보다 과도하게 증가하고

이는 슬관절의 통증과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원

인이 된다(Kerrigan 등, 2005).

슬관절의 운동학적 지표 중 비만 여성의 초기 입각

기 최대 굴곡 염력은 하이힐 보행 시 오른쪽 .15 Nm/

㎏, 왼쪽 .16 Nm/㎏로 맨발 보행 시 오른쪽 -.01 Nm/

㎏, 왼쪽 .01 Nm/㎏보다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022).

이는 Kerrigan 등(2001)의 연구에서 맨발 보행 시 .23

Nm/㎏, 하이힐 보행 시 .35 Nm/㎏로 하이힐 보행 시

유의한 증가를 보인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일반

적으로 슬관절 염력은 입각기 초기에는 굴곡 정점

(flexor peak)을 나타내며 입각기 말기로 진행되면서 신

전 모멘트(extensor moment)로 전환된다. Whittle(1996)

은 초기 접지기 때 슬관절이 과신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슬괵근(hamstring)이 수축하면서 발바닥 접지기 직전의

짧은 시간동안 굴곡 정점이 일어나며, 발가락 들림기 직

전에 모멘트가 다시 바뀌어 대퇴사두근의 수축에 의해 초

기 유각기에서 신전 모멘트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입각기

의 슬관절 굴곡 염력의 증가는 대퇴사두근이 과도하게 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슬개건의 긴장(strain)을 유

도하고 슬개대퇴관절의 압박력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슬

개대퇴관절에 퇴행성 변화를 일으킨다고 한다(Kerrigan

등, 2000). 굴곡 염력이 나타나는 시간은 맨발 보행 시 입

각기의 16.33%Cycle, 하이힐 보행 시 32.53%Cycle에서 나

타나므로 굴곡 염력이 나타나는 시간도 맨발 보행보다 하

이힐 보행 시 지연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p=.000). 이는 Kerrigan 등(2005)의 연구에서 굴곡 염력

이 맨발 보행 26%Cycle, 하이힐 보행 31%Cycle로 하이힐

보행 시 굴곡 염력이 지연되어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며,

굴곡 염력의 지연은 굴곡 염력의 최고값의 증가와 함께

대퇴사두근의 과도한 사용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굴곡 염력은 초기 입각기에 작용하고 중간 입각기로 진행

되면서 신전 염력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신전근이 작용해

야 될 시기에 굴곡근이 작용을 하게 되므로 대퇴사두근의

과도한 긴장력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대퇴사두근건의 긴

장과 슬개대퇴관절의 압박력을 형성하여 결과적으로 슬관

절의 퇴행을 유도하게 된다(Kerrigan 등, 2005).

슬관절의 운동학적 지표 중 내반 염력(varus torque)

은 초기와 말기 입각기에 두 개의 정점을 형성한다. 비만

여성의 맨발 보행 시 초기 입각기 내반 염력은 오른쪽

.40 Nm/㎏, 왼쪽 .41 Nm/㎏, 하이힐 보행 시 오른쪽 .67

Nm/㎏, 왼쪽 .64 Nm/㎏로 하이힐 보행 시 유의한 증가

를 보였다(p=.000). 말기 입각기 내반 염력은 초기 입각

기보다는 작은 값을 나타내며, 맨발 보행 시 오른쪽 .32

Nm/㎏, 왼쪽 .33 Nm/㎏, 하이힐 보행 시 오른쪽 .55

Nm/㎏, 왼쪽 .52 Nm/㎏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000).

Kerrigan 등(1998)의 연구에서 하이힐 보행 시 맨발 보행

보다 내반 염력이 증가한 결과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

다. 슬관절 내반 염력의 증가는 슬관절 내측면의 과도한

압박력 형성을 의미하며, 슬골관절염의 가장 호발 부위인

대퇴경골관절의 내측면의 염력의 증가라는 점에서 중요

한 의미를 가진다(Kerrigan 등, 1998; 2001; 2005).

본 연구 결과는 정상 체중 여성의 하이힐 보행과 마

찬가지로 비만 여성의 하이힐 보행에서도 슬관절의 굴

곡 및 내반 염력의 증가를 보였으며, 증가하는 형태도

정상 체중 여성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DeVita와

Hortobagyi(2003)의 선행 연구에서 비만자의 보행 자체

는 슬관절의 염력을 증가시키지 않았지만, 외적 인자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 본 연구에서는 하이힐 보행 시

슬관절 염력의 증가를 보였다. 따라서 하이힐 보행은

정상 체중자 뿐만 아니라 비만 여성에게도 슬관절의 염

력을 증가시키므로 신발을 선택함에 있어 신발 굽 높이

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슬골관절염 환자나 비만자는

신발 선택에 있어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체질량 지수 및 굽 높이, 연령 간의

비교 연구, 슬관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외적

요인들이 결합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비만 여성에게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슬

골관절염의 위험 인자를 밝히기 위해 외적 인자 중 하

이힐이 비만 여성의 슬관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안산에 위치한 A대학교 재

학생 중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 25 ㎏/㎡ 이

상인 비만 여성 1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맨발과 하이힐을 착용한 두 가지 상태에서 실험을 하였

으며 맨발 보행과 하이힐 보행 시 차이를 비교하기 위

해 3차원 동작 분석 시스템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보행의 선형적 지표 중 속도, 분속수, 한 발짝 길

이, 보폭은 맨발과 하이힐 보행 시 유의한 차이가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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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양하지 지지기, 입각기는 하이힐 보행 시 맨발 보

행보다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05).

2. 초기 입각기 슬관절의 최대 굴곡 각도는 맨발 보

행보다 하이힐 보행 시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며(p<.05),

유각기 슬관절의 최대 굴곡 각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3. 초기 입각기 슬관절의 최대 굴곡 염력은 맨발 보

행보다 하이힐 보행 시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으며, 굴

곡 염력이 나타나는 시간 또한 지연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p<.05).

4. 초기와 말기 입각기의 슬관절 최대 내반 염력은 맨발

보행보다 하이힐 보행 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05).

연구 결과, 하이힐 보행은 정상 체중 여성의 슬관절 염

력의 증가뿐 아니라 비만 여성의 슬관절 염력도 증가시켜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슬골관절염의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비만 여

성의 외적 인자인 하이힐 보행이 슬관절에 미치는 영향

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다음 연구에서는 슬관절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외적 요인들이 결합된 연구가 필

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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