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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changes in foot contact area and pressure when walking with a functional
insole that emphasizes the Hallux point as compared to a general insole.
Methods: In this study, a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changes in plantar pressure and contact area for a functional
insole that emphasized the Hallux point as compared to a general insole. A lower extremity robot was used for walking reproduction.
First, the gait sequence according to the two insoles was determined through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comparison. According
to the sequence procedure, the insole was attached to the shoe and then worn on the right side of the lower extremity robot for
gait reproduction at a normal gait speed of 20 steps per minute. After programming the robot to walk, the experiment was carried
out. The result value was determined by averaging the pressure and area data of the fore and rear foot measures after walking at
20 steps per minute.
Results: The functional insole that emphasized the hallux point significantly increased the forefoot and rearfoot contact area
(p < 0.05) and significantly decreased the forefoot and rearfoot contact pressure (p < 0.05) compared to the general insole.
Conclusion: A functional insole that emphasizes the hallux point does not collapse the medial longitudinal arch during
gait, increasing foot stability and reducing fatigue. Thus, this functional insole needs to be widely used clin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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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또한, 대부분의 신발은 뒷굽이 앞굽보다 높게 설계되
어 있어 인솔 또한 기울기가 뒤쪽이 높아져 신체중심

보행은 인간이 생활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이

이 앞쪽으로 치우쳐 발의 변형을 유발할 수 있다(An

동 수단으로써(Kim, 2006) 100여개 이상의 팔다리의

et al., 2007; Kim et al., 2015; Lee, 2010). 그러므로 신발

뼈대근육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몸을 앞으로 계

을 착용하고 보행 시에는 발의 안정성을 증진시켜 근

속 추진하게 하는 반복적인 동작이다 (Han & Bae,

피로도와 변형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으

2007; Kim, 2017; Whittle, 2002). 이러한 보행은 개인의

로 발의 내재근이 보행을 하는 동안 발활에 작용하는

생활방식이나 신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외력에 대항하여 안쪽세로활에 동적인 안정성을 제공

(Shin, 2017) 지면으로부터 받는 충격을 잘 흡수함과

해줄 수 있다(McKeon et al., 2015). 발 내재근은 허리의

동시에 지면을 미는 힘을 적절하게 잘 조절하여 수행

코어 시스템과 유사하게 발의 안정화를 담당하는 코

하여야 한다(Cho & Kim, 2012; Schwartz et al., 2008).

어 시스템으로써(Jung et al., 2011) 자세의 안정화와

특히 다리의 경우 보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체중의

반사적 반응을 활성화시키고 발근육의 고유수용성 감

2∼3배에 달하는 부하를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각 증진 및 자세의 동요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Pijnappels et al., 2005; Pijnappels et al., 2008) 올바른

하였다(Page et al., 2010). 그 중에서도 엄지발가락벌림

보행패턴이 중요하며 바르지 못한 보행패턴은 신체

근이 안쪽세로활의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는데 큰 역

구조에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다(Scott & Winter,

할을 하여 발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필수적인 근육

1990). 그 중에서도 발은 지면과 직접적으로 맞닿아서

이므로(Jung et al., 2011) 엄지발가락벌림근을 강화시

체중을 지지하기 때문에 다른 관절보다 더 많은 힘과

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Kim,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Lee & Shin, 2006). 따라서 발에

2015). 하지만 발 내재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의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발이 매우

경우 정적인 상태에서는 효과성이 크지만(Moon et al.,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Bus et al., 2016).

2014) 보행과 같은 동직인 상태에서는 실시하기에는

신발은 발의 움직임 조절을 통해 기능을 향상시키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고 외부환경으로부터 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행 시에도 엄지발가락벌림근

보행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사전에 부상을 예방할 수

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할룩스 포인트를 강조한 기능성

있다(Barton et al., 2009). 그 이유는 신발의 구조물 중

인솔(Hallux Magic, O2lab Inc., Korea)을 개발하였다. 할

하나인 인솔이 발과 형태학적 접촉상태를 향상시켜

룩스 포인트를 강조한 기능성 인솔은 엄지발가락을 기

보행하는 동안 수직 충격력 및 부하율을 감소시켜 다

준으로 발앞꿈치와 첫번째 발허리뼈가 연결된 지점에

리 관절을 보호하고 체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기

에어쿠션을 내재한 원반형태의 포인트인 할룩스 포인

때문이다(Chan et al., 2018; Marshall et al., 2000). 인솔

트가 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발가락 허리뼈의

은 신발 내부의 밑 부분에 넣어 사용하는 밑창을 말하

헤드부위가 지면에 잘 닿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발 내재

며(Park et al., 2011), 신발 안에 넣어 편하게 사용할

근이 활성화되면서 발바닥 활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수 있으며, 착용자에게 거부감 없이 안전하게 보행을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유도할 수 있다(Gardner et al., 1988; Kim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보행 시 할룩스 포인트를 강조한 기능성

하지만 장시간 착용 및 과도한 활동은 발의 근피로

인솔과 일반 인솔과의 발의 압력 및 면적에 대한 변화를

도를 유발시켜 고유수용성 감각 및 위치감각 등의 감

비교하여 할룩스 포인트를 강조한 기능성 인솔이 발

소로 오히려 보행패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내재근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도구로써 사용

(McKeon et al., 2014; Paillard, 2012; Petersen et al., 2020)

가능한지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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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결손으로 인해서 34개로 선정되었다.

1. 연구 대상

2. 측정 도구 및 방법

본 연구는 부산시에 소재한 H신발피혁연구소에서

1) 할룩스 포인트를 강조한 기능성 인솔

진행하였으며 엄지발가락벌림근을 활성화시킬 수 있
는 할룩스 포인트를 강조한 기능성 인솔의 객관적이

할룩스 포인트를 강조한 기능성 인솔(Hallux Magic,

고 정확한 효과 검증을 위해 이족보행이 가능한 보행

O2lab Inc., Korea)은 발 내재근 운동법을 토대로 인체

재현용 하지로봇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실험을 진

공학적 디자인과 운동학적 메커니즘이 결합된 완성형

행하였다. 그 이유는 로봇보행의 경우 사람의 보행과

헬스케어 웨어러블 제품이다(Fig. 1). 이 기능성 인솔

는 달리 환경과 장소 및 시간에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의 특징은 엄지발가락을 기준으로 발앞꿈치와 첫번째

일정한 속도로 반복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발허리뼈가 연결된 지점에 에어쿠션을 내재한 원반형

점에서 데이터의 신뢰성이 높아 임상적으로 유용하게

태의 포인트인 할룩스 포인트 부분을 누르게 되면 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KIFLT, 2016). 연구대상의

가락 허리뼈의 헤드부위가 지면에 잘 닿을 수 있도록

샘플 수의 선정 기준은 G-Power 3.1 프로그램

유도하게 된다(Fig. 2). 따라서 발 내재근이 활성화되

(Universität of Dusseldorf, Germany)을 이용하여 Paired

면서 발바닥 활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바른 자세를

t-test,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 효과 크기 0.8로 설정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인솔의 소재는 유연한 폴리

한 결과 연구 대상의 샘플 수가 24개가 산출되었으나,

우레탄(에틸렌계)의 소재로 구성되었고 에어쿠션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40개로 프로그래밍 하였다. 40

높이는 4mm 설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65mm 크기

개로 연구대상을 선정하여 본 연구의 실험 목적에 부

인 할룩스 포인트를 강조한 기능성 인솔을 신발 내부

합한 프로그래밍을 세팅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에 부착한 뒤 보행 재현용 하지로봇의 우측 다리에

예외로 발에 대한 압력 비교 시 대조군의 샘플 수는

착용시켜 실험을 진행하였다. 보행은 분당 20보의 정

실험 도중 데이터 수집 장치 및 전송 장치 간의 연결의

상보행 속도로 실시하였으며 일반 인솔도 동일한 방

Fig. 1. Functional insoles that
emphasizes the hallux
point.

Fig. 2. Hallux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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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실시하였다. 자료는 전체 보행주기에 대한 데

벌림근 활성화를 강조한 기능성 인솔과 일반적인 인

이터를 수집하여 본 연구의 결과 값으로 사용하였다.

솔에 대한 발바닥 앞쪽과 뒤쪽의 압력 및 면적을 분당
20보로 정상 보행을 실시하는 동안 전체 보행주기의

2) 발바닥압력 및 면적 측정 하드웨어

자료를 수집하였다(Fig 4). 신호처리 보드는 보행 시

본 연구에서 발바닥 압력 및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

며, 데이터는 15Hz 샘플링 주파수로 설정하여 수집하

측정된 발바닥 압력 및 면적 신호를 PC로 전송하였으
F-Scan VersaTek 7.50 System (Tekscan Inc., USA)을

였다.

사용하였다(Fig. 3). 이 장비는 발바닥 압력 및 면적
분포 측정을 위한 센서 어셈블리, 신호처리 보드, PC

3) 보행 재현용 하지로봇

인터페이스 장치로 구성되었으며, 압력 및 면적 센서
어셈블리는 일반적인 발의 모양과 유사하고 얇고 변

본 연구에서 할룩스 포인트를 강조한 기능성 인솔과

형이 쉬운 재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크기 조절이

일반 인솔에 대한 발바닥 압력 및 면적을 비교하기 위해

가능하다. 발바닥 압력 및 면적 측정을 위한 센서의

보행 재현용 하지로봇(Footwear-The test equipment and

분해능은 954개의 압력 감지 점이 5mm×5mm 배열

method for measuring plantar pressure, Dong Hyun

형인 격자 형식으로 균일하게 구성되었으며 인터페이

Systech Inc., Korea)을 이용하여 보행을 실시하였다

스 장치는 가벼운 소재로 구성된 두께 0.2mm의 얇고

(Fig. 5). 이 장비는 인체 발과 유사한 모조발을 형태로

잘 구부러지는 필름 형태로써 보행 측정 시 발바닥

구성되어 있으며 보행 시 하중, 속도, 횟수 및 동작

압력 및 면적에 미치는 외적인 요인을 최소화할 수

등을 실험 조건에 적합하게 프로그래밍하여 보행훈련

있도록 설계되었다(Park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을 실시할 수 있다(KIFLT, 2016). 또한, 보행 재현용

F-Scan VersaTek 7.50 System을 사용하여 엄지발가락

하지 로봇은 인체를 대상으로 한 착화실험에 비해 데
이터의 객관성 및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인체를 대상으로 실험한 경우 대상자의 신체
적 특성, 보행 습관 및 환경 등의 변수에 많은 영향을
받아 데이터의 객관성 및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지만
보행 재현용 하지 로봇의 경우에는 변수에 영향을 받
지 않고 동일한 실험 조건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Fig. 3. F-Scan VersaTek 7.50 System.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행 재현용 하지 로봇을 이용하

Fig. 4. Foot pressure & area.

Fig. 5. Footwear-The test equipment and method for
measuring plantar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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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40개의 샘플수의 하중은 70kg,

트를 강조한 기능성 인솔과 일반 인솔을 신발에 탈착

지지율은 정상 보행 싸이클의 입각기와 유사한 63%로

하여 보행을 하는 동안 발바닥 앞쪽과 뒤쪽의 압력

설정하였으며, 발목각도 또한 보행 시에 나타나는 정

및 면적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t-test

상 발목각도로 설정하였다(Perry, 1992) 연구결과의 자

(independent t-test)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료는 우측 모조발이 분당 20보로 걸을 수 있도록 프로
그래밍하여 전체 보행주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
다. 실험은 총 1회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3. 실험 절차

1. 보행 시 할룩스 포인트를 강조한 기능성 인솔과
일반 인솔의 발바닥 앞쪽과 뒤쪽면에서 발생하

본 연구는 40개의 샘플로 프로그래밍 된 로봇을

는 접촉면적 비교

이용하여 보행 시 할룩스 포인트를 강조한 기능성 인
솔 1족과 일반 인솔 1족을 사용하여 발바닥 압력 및

보행하는 동안 할룩스 포인트를 강조한 기능성 인

면적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

솔과 일반 인솔의 발바닥 앞쪽과 뒤쪽면에서 발생하

저 무작위 배정(randomized controlled trial)비교를 통해

는 접촉면적 비교 시 발앞쪽과 뒤쪽 부위 모두 할룩스

두 가지 인솔에 따른 보행 순서를 정하였고 그 순서절

포인트를 강조한 기능성 인솔이 일반 인솔에 비해 접

차에 따라 인솔을 신발에 탈착한 후 보행재현용 하지

촉면적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Table 1).

로봇 우측에 착용시켰다. 실험은 우측 모조발이 분당
20보의 정상보행 속도로 걸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밍

2. 보행 시 할룩스 포인트를 강조한 기능성 인솔과

시킨 후 1회 진행하였으며, 40개의 샘플 수 모두 70kg

일반 인솔의 발바닥 앞쪽과 뒤쪽면에서 발생하

하중으로 설정하였다. 결과값은 분당 20보를 보행한

는 접촉압력 비교

후 우측 모조발의 전체 보행 주기에 대한 발바닥 앞쪽
과 뒤쪽의 압력 및 면적 데이터를 평균화하여 사용하
였다.

보행하는 동안 할룩스 포인트를 강조한 기능성 인
솔과 일반 인솔의 발바닥 앞쪽과 뒤쪽면에서 발생하
는 접촉압력 비교 시 발앞쪽과 뒤쪽 부위 모두 할룩스

4. 자료 분석

포인트를 강조한 기능성 인솔이 일반 인솔에 비해 접
촉압력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Table 2).

본 연구의 자료분석 프로그램은 SPSS 25.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를 분석하였으며,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할룩스 포인
Table 1. Comparison of foot area in the forefoot and rearfoot between functional insoles that emphasizes the hallux
point and general insoles when walking
(unit: cm²)
Foot area

FI (n=40)

FIPA (%)

GI (n=34)

GIPA (%)

t

p

Fore foot

91.01±1.27

54.81

77.45±1.41

54.92

-43.17

0.00*

Rear foot

75.59±0.90

45.19

63.99±0.81

45.08

-58.18

0.00*

*p<0.05, Mean±SD
FI: functional insoles that emphasizes the hallux point, GI: general insoles, FIPA: functional insoles that emphasizes the
hallux point of percentage area, GIPA: general insoles of percentag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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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foot pressure in the forefoot and rearfoot between functional insoles that emphasizes the
hallux point and general insoles when walking
(unit: kPa)
Foot pressure

FI (n=40)

GI (n=34)

t

p

Fore foot

85.67±2.05

96.48±3.21

17.94

0.00*

Rear foot

58.77±1.07

74.66±1.31

59.50

0.00*

*p<0.05, Mean±SD
FI: functional insoles that emphasizes the hallux point, GI: general insoles

Ⅳ. 고 찰

됨에 따라 발바닥 활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발활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발의 정렬을 중립으

본 연구는 할룩스 포인트를 강조한 기능성 인솔과

로 위치시켜 발바닥 전체에 골고루 체중을 분산시켜

일반 인솔을 신발에 탈착한 후 보행하는 동안 발의

지면에 발이 닿을 경우 접촉면적이 증가된다고 볼 수

앞쪽과 뒤쪽 발바닥면에서 발생하는 접촉면적과 압력

있다.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발의 앞쪽과 뒤쪽 발바닥 접촉 압력의 경우에는

할룩스 포인트를 강조한 기능성 인솔이 일반 인솔에

엄지발가락벌림근 활성화를 강조한 기능성 인솔이 일

비해 접촉면적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반 인솔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Choi (2012)는

Lee (2011)와 Lee (2010)는 인솔의 각도를 비교한

발활을 서포트 해주는 장비나 내측 발활을 지지해주

연구에서 발의 발활 즉, 발의 안쪽세로활의 높이가

는 기능성 인솔의 각도가 증가할수록 최대발바닥압력

증가할수록 지면에 닿는 발바닥의 면적은 증가한다고

은 감소한다고 하였고 Kim (2018)은 발활 부위에 쿠션

하였고 Shin (2018)은 발의 발활이 높은 신발이나 발활

이나 하드웨지를 가진 구조의 기능성 인솔이 일반 인

을 지지해주는 인솔의 착용이 최대 및 발바닥의 접촉

솔보다 보행 시 지면으로부터 받는 충격을 흡수하고

면적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Kim

고르게 분산시켜 평균발바닥압력의 값이 감소한다고

(2018)은 발의 발활이 위치하고 있는 중간부를 잘 받쳐

하였다. 또한, Woo (2015)는 발활을 지지해주는 기능

주는 기능을 하는 기능성 인솔을 착용하면 발바닥의

성 인솔 착용이 발의 앞쪽과 뒤쪽 발바닥 압력을 분산

접촉면적이 일반 인솔에 비해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

시켜 발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러한 이유는 발활의 높이가 증가하게 되면 내재근의

보행 시 발에서는 체중부하를 받는 동안 정강뼈의

기능들이 활성화가 됨에 따라 보행을 하는 동안 발뒤

안쪽돌림과 발의 엎침이 나타나게 되면서 안쪽 세로

꿈치 각도를 지면에 대해 수직으로 바로잡아주는 역

활이 하강되어 발의 안쪽으로 체중이동이 나타나게

할을 하기 때문이다(Lynn et al., 2012; Song, 2004). 따라

된다(Neumann, 2010). 발 안쪽의 체중이동은 목말밑관

서 말초에서 중추로 향하는 내재근의 구심성 신경

절의 외반과 함께 발허리뼈와 안쪽세로활 부분에 비

(afferent nerve)정보의 증가로 발에 대한 위치감각능력

정상적으로 접촉압력이 증가하게 되어(Yoon, 2006)

이 향상되어(Cote, 2005) 발을 중립에 가까운 상태로

체성감각의 입력에 영항을 미치게 된다(Hertel, 2002).

정렬시켜 체중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골고루

이로 인해 신체의 자세 및 위치 조절능력 등이 감소하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나(Shin, 2015; Shin, 2018) 발바

게 되며(Shumway-Cook & Horak, 1986) 결국에는 발의

닥이 지면과 닿는 접촉면적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안정성의 감소로 발의 압력을 분산시키는 기능을 상

(Shin, 2018).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할룩스 포인트

실하게 된다(Franco, 1987; Hertel et al., 2002). 또다른

를 자극하게 되면 발가락 허리뼈의 헤드부위가 지면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 발허리발가락 관절에 부착된

에 잘 닿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발 내재근이 활성화가

힘줄이 지렛대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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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도한 움직임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로 인해 무게

로 설정하여 진행을 하였으며 이는 정상 보행속도와

부하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측정 값을 일반화하기에

접촉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Kim, 2007). 따라서 보행과

다소 어려움이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보행 재현용 하지

같은 동적인 움직임동안 체중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로봇을 이용하여 인솔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의 접촉

안쪽세로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Kamiya et al.,

압력 및 면적에 대한 기초 자료 없는 상태에서 실험을

2012), 엄지발가락벌림근이 서 있는 자세나 보행을 하

진행하였기 때문에 측정 값을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는 동안에 안쪽세로발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면

있다. 다섯째, 모든 실험 대상의 하중은 70kg로 설정하

서 과도한 발의 엎침을 조절하게 된다(Fiolkowski et

여 진행하여 다양한 하중에 대한 결과 값을 확인하지

al., 2003; Headlee et al., 2008). 이에 할룩스 포인트를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

강조한 기능성 인솔의 경우에도 보행 시 할룩스 포인

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

트를 자극하게 됨으로써 발가락 허리뼈의 헤드부위가

어져야 할 것이다.

지면에 잘 닿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엄지발가락벌림근
이 자극되어 안쪽세로활이 무너지지 않고 발의 안정성
이 증가해 발바닥 압력이 감소되었다고 생각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할룩스 포인트를 강
조한 기능성 인솔은 보행 시 할룩스 포인트를 자극함

본 연구는 보행재현용 하지로봇을 연구대상으로

에 따라 발바닥 활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첫 번째

보행 시 할룩스 포인트를 강조한 기능성 인솔과 일반

발허리발가락 관절에 부착된 힘줄이 지렛대로서의 제

인솔에 대한 발 앞쪽과 뒤쪽의 발바닥 압력 및 면적

기능을 하게 되어 발의 움직임이 최소화되어 어느 특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결

정부위에만 압력이 가해지지 않고 골고루 분산되어

과 할룩스 포인트를 강조한 기능성 인솔이 일반인솔

발바닥의 접촉압력은 감소하고 접촉면적은 증가되었

에 비해 발 앞쪽과 뒤쪽의 발바닥 접촉면적은 유의하

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안쪽

게 증가하였고 접촉압력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

세로활을 유지시켜주는 엄지발가락벌림근의 근활성

러한 결과는 할룩스 포인트를 강조한 기능성 인솔은

도와 연구 대상의 발활의 높이를 측정하지 못하였기

보행 시 할룩스 포인트를 자극함에 따라 발바닥 활이

때문에 실제로 보행 시 엄지발가락근이 활성화되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어느 특정부위에만 압력이 가해

안쪽 세로활의 높이가 변화가 있었는지 파악하지 못

지지 않고 골고루 분산되어 발바닥 면적이 증가하면

하여 측정 값을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서 바른 걸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연구들의 경우 보행 시

할룩스 포인트를 강조한 기능성 인솔은 안쪽세로활이

안쪽 세로활의 높이가 증가하거나 발내재근이 강화되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의

면 발의 안정성이 증가되어 발바닥의 접촉 면적은 증

안정성은 증가하고 피로도는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가하고 접촉 압력은 감소한다고 하였다(Kim, 2018;

고 생각되므로 임상적으로 널리 활용할 필요가 있다.

Lee, 2010; Lee, 2011). 하지만 본 연구는 로봇의 모조발
을 이용하여 발의 접촉 압력과 면적을 분석하였기 때
문에 다양한 대상자들의 발형태에 따른 직접적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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