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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슬관절염 환자의 운동형상학적 보행 특성
조유미*․이동진(삼육대학교 물리치료학과)
ABSTRACT
3-Dimensional Gait Analysis in Patients with Osteoarthritis of the Knee
Cho, You-Mi

Lee, Dong-Jin(Sahmyook University)

Gait analysis can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how the alignment of the lower limb
and foot can contribute to force observed at the knee. Anatomic and mechanical factors that
affect loading in the knee joint can contribute to pathologic change seen at the knee in
degenerative joint disease and should be considered in treatment pl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basic reference data of age and specific gait parameters for patients with
osteoarthritis of knee. The basic gait parameters were extracted from 15 patients with
osteoarthritis of knee, using Orthostat 6.29 Motion Analysis Syste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mean Cadence were 121.87±9.28steps/min(Lt), 117.13±2.92steps/min(Rt). 2. The mean
Walking speed were 118.89±10.70cm/s(Lt), 118.95±10.34cm/s(Rt). 3. The mean Stride Length
were 109.91±31.51cm(Lt), 109.28±33.94cm(Rt). 4. The mean maximal angles of joint on the
pelvic tilt were 6.72±3.24°(Lt), 6.68±3.31°(Rt). 5. The mean maximal angles of joint on the hip
flexion motion were 32.44±5.620°(Lt), 33.75±4.90°(Rt). 6. The mean maximal angles of joint on
the knee flexion motion were 60.50±5.55°(Lt), 64.25±3.39°(Rt). 7. The mean maximal angles of
joint on the ankle dorsiflexion motion were 16.51±3.61°(Lt), 16.96±3.67°(Rt). 8. The mean
maximal angles of joint on the ankle plantar flexion motion were -8.62±5.19°(Lt),
-9.70±5.15°(Rt). This result may help detect the abnormal gait problem indicated the problem in
osteoarthritis of knee. We require more effective, specific therapeutic program by making use of
those background of re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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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구의 고령화 현상에 따른 만성 퇴행성 질환
은 상호 연관성이 있어 만성 퇴행성 질환의 유병
율이 증가 되고 있다(한은정, 2003). 우리나라 전
체 노인 인구의 90.9%가 만성 질환을 한 가지 이
상 앓고 있으며 2개 이상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며 그 중 가장
유병율이 높은 만성 질환은 관절염이다(한국보건
사회연구원, 2004).
골관절염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방사선 검
사를 통하여 연골 손실과 뼈의 변화 정도를 포함
한 관절의 생리적 상태를 평가하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Ayral et al, 1996;
Buckland-Wright et al, 1995) 김영민 등(1998)
은 관절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국소적인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정의하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차성 관절염과 관절연골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외상, 질병, 감염, 성장 장애 및 기형 등
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이차성 관절염으로 구분
하였다.
보행은 인체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
기 위해 두 다리를 사용하는 연속적인 동작과 형
태를 말하는 것으로(Perry, 1992; Cailliet,1992),
근육의 활동이나 관절의 가동성이 시간적, 역학적
으로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한태
륜, 김진호, 1984; 윤승호 등, 1992; 김봉옥,
1994). 노화는 인체의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기
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기, 내분비기, 대사
등의 여러 가지 변화를 야기하며(조유향, 1995;
최영희 등, 2000; Mezey et al., 1993; Shankar,
1999). 특히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는 근육 작용
이 감소되고 신체 구성에 다양한 변화를 일으켜
기능의 감소를 가져온다(Guccione, 1992). 이러
한 근골격계의 변화와 감각 기능의 저하는 균형과
운동조절 능력을 감소시켜 보행을 변화시킨다
(Judge et al., 1996). 특히 관절염으로 인한 결합
조직의 경직과 근육 경직은 관절의 운동과 자세에

변화를 야기하여 보행에 영향을 미친다(Blanpied
& smdit, 1993).
보행은 노인들에게 이동 수단이나 여가 생활
뿐만 아니라 생존과 밀접한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 노인을 대상으로한 보행 분석이 필수적
이다(이경옥, 2003).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의 보
행에 관한 국외의 연구는 슬관절 내측 부하에 초
점을 두어 시행되어져 왔다(Andrews, 1996;
Hurwitze, 2002, Weidenhielm, 1994; Sharma
et al., 1998). Becker(2004)는 퇴행성 관절염의
관절 연골이나 연골하 부위와 같은 관절 변형이
비정상적인 생체역학과 강한 연결성이 있고
Andrews(1996)와 Hurwitze, (2002)는 특히 보
행과 연관성이 높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보행
연구는 비정상인의 보행 패턴에 대한 평가나 정상
패턴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노인들의 보행에
간한 연구가 많지 않고(은선덕, 2004) 특히 노인
보행에서는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
루어졌다(박성순, 송주호, 2001; 은선덕, 2001).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만성 질
환으로 가장 유병율이 높은 질환이나(한국보건사
회 연구원, 2004) 퇴생성 관절염 환자의 보행 특
성에 관한 연구는 슬관절 전치환술의 이후 평가나
(구정희 외 2002) 지면 반력(이경옥, 2003), 시간
적 보행 변수에 관한(황보각, 2004) 연구가 부분
적으로 이루어져 그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3차원적인 보행 분석기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
화 되어있고, 현재 보급된 보행 평가 도구로서는
양적인 비교 이외에 질적인 비교가 가능한 최상의
분석 도구로서, 보행 분석을 위해 많은 연구자들
이 이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민원규, 2001). 그러
나 노인 보행에 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한
국인의 특성을 고려한 3차원적 보행 분석기를 이
용한 퇴행성 슬관절염을 가진 환자에 대한 보행
분석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퇴행성 슬관절염을 가진 노인 환자의
보행 분석을 실시하여 보행의 선형적 지표, 운동
형상학적 지표를 조사하여 슬관절 부하를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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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보행의 역학적 요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향후 이 연구의 결과는 퇴행성 슬관절염을 가진
환자의 보행이나 하지 운동시 운동형상학적 특성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능 개선을 위한 운동
요법이나 치료적인 보행 훈련시 도움이 될 것이다.

Ⅱ. 연구방법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15)

항목

Mean ± SD

Age

71.25 ± 3.40

Weight (kg)

63.75 ± 9.18

Height (cm)

153.50 ± 1.91

Foot length (cm)

22.88 ± 1.11

Foot wide (cm)

10.13 ± 0.85

(SD; standard deviation)

1. 연구 대상 및 연구 기간
본 연구는 양천구 소재의 구민회관에 다니는
65에 이상 퇴행성 관절염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
로 슬관절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여 K-L 등급의
2등급 이상인 환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006
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험을 실시하였고
연구대상 중 하지의 골절, 요추부의 신경학적 문
제, 최근 6개월 내 하지의 통증이나 근육 약화나
위축를 경험한 노인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 등의
내과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약물 복용 중인 노인
은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71.25세, 체중
63.75㎏, 키 153.50㎝, 발길이는 22.88cm 발폭
은 10.13cm 이었다<표 1>.

2. 실험절차
퇴행성 관절염환자의 보행을 측정하기 위해서 3
차원적 동작 분석기를 사용하였으며(Orthostat
6.29 Motion Analysis Ltd, U.S., 2005) 2개의 힘
측정판(piezoelectric force plate, 600×900,
kistler Ltd. Winterhur, Swiss), 적외선 카메라 6
대, 25 mm 반사마커, CCD 카메라 2대, VCR, 데
이터 처리장치, PC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검사 전 카메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교정
하기 위하여 보정(calibration)을 시행하였고, 적
외선 카메라가 인식할 수 있는 25mm의 마커들을
좌 우 후상장골극의 중간지점, 좌 우 전상장골극,
좌 우 대전자와 외측 대퇴 관절 융기의 중간지점,
좌 우 대퇴관절 융기, 좌 우 외측 대퇴관절

Forc
e Plate
walking
Direction

<그림 1> 동작 분석기와 실험실 배치도

융기와 족관절 외과의 중간지점, 좌우 족관절 외
과, 좌우 종골의 중심, 제 2 중족골두 상면에 부
착하였다. 마커를 부착한 후 각 관절의 위치를 컴
퓨터 화면에서 확인하기 위해 정적 검사를 시행하
였다. 정적 검사 후 힘 측정판(force plate)이 설
치되어 있는 지정된 보행로를 평소 걸음으로 자연
스럽게 걷도록 하였다. 피검자가 실험실에서 각종
실험기기들을 몸에 부착하면 경직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충분한 보행 연습을 시켜 자연
스러운 보행을 유도한 후 실험을 실시하였다.
피검자에 대한 실험은 실험 오차를 줄이기 위
하여 개인별 5회 이상 실시했으며, 피검자가 매번
실험을 할 때마다 보행 특성이 변하기 때문에 이
들에 대한 자료를 평균하였다.
보행의 선형적 지표, 운동형상학적 지표에 대
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왼쪽, 오른쪽 각각의 수치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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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보행의 시공간적 변수

(N=15)

Left

Right

Cadence
(steps/min)

121.87 ± 9.28

Walkingspeed
(cm/s)

118.89 ± 10.70

Step Time(s)

0.49 ± 0.04

0.50 ± 0.04

Single
Support(%)

41.72 ± .2.89

40.67 ± 0.86

Double
Support(%)

16.43 ± 5.67

16.11 ± 6.72

Stride
Length(cm)

109.91 ± 31.51

109.28 ± 33.94

Step
Length(cm)

58.75 ± 5.81

58.56 ± 6.23

117.13 ± 2.92
118.95 ± 10.34

<표 4> 고관절의 운동형상학적 지표
Hip
Hip
Hip
Hip
Rotation

Flexion

Left

Right

32.44 ± 5.62

33.75 ± 4.90

Extension -15.18 ± 6.20 -14.16 ± 4.37
Adduction

-5.81 ± 3.87

-6.13 ± 1.98

Abduction

9.03 ± 3.65

9.84 ± 2.51

Internal

5.81 ± 4.69

9.62 ± 5.67

External

-8.38 ± 5.66

-3.22 ± 6.75

왼쪽이 58.75cm, 오른쪽이 58.56cm였다<표 2>.

2. 운동형상학적 지표
1) 골반의 운동형상학적 지표

<표 3> 골반의 운동형상학적 지표
Pelvic

Left

Right

Pelvic
tilt

Maximal

6.72 ± 3.24

6.68 ± 3.31

Minimal

4.46 ± 3.32

4.19 ± 3.53

Pelvic
obliquity

Up

4.91 ± 1.49

3.68 ± 2.35

Pelvic
rotation

Down

-3.84 ± 2.62

-5.05 ± 1.40

Internal

6.84 ± 2.68

5.45 ± 3.23

External

-5.10 ± 3.32

-5.05 ± 1.39

골반 경사의 최대값은 좌측 6.72±3.24도, 우측
6.68±3.31도였으며 최저값은 좌측 4.46±3.32도
우측 4.19±3.53도였다. 골반 사위는 상향이 좌측
4.91±1.49도 우측 3.68±2.35도였으며, 하향은
좌측 -3.84±2.62도 우측 -5.05±1.40도로 나타
났다. 골반의 내회전은 좌측 6.84±2.68도, 우측
5.45±3.23도였으며 외회전은 좌측 -5.10±3.32
우측 -5.05±1.39도였다<표 3>.
2) 고관절의 운동형상학적 지표

Ⅲ. 연구결과
1. 보행의 선형지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보행의 선형지표 분석에서
분당 발짝 수(cadence)는 왼쪽 121.9step/min 오
른쪽 117.13step/min이었으며, 보행 속도(speed)
는 119cm/s, 한 발짝 시간(step time)은 왼쪽이
.49sec, 오른쪽이 .50sec였다. 단하지 지지기
(single support)는 왼쪽이 41.72% 오른쪽이
40.67%였으며, 양하지 지지기(double support)
왼쪽, 오른쪽이 16%로 나타났다. 한 걸음 길이
(stride length)는 왼쪽이 109,91cm, 오른쪽이
109.28cm 였으며 한 발짝 길이(step length)는

고관절의 굴곡은 왼쪽 32.44±5.62도, 오른쪽
33.75±4.90도였고, 신전은 왼쪽 -15.18±6.20도,
오른쪽 -14.16±4.37도였다. 고관절 내전은 왼쪽
이 -5.81±3.87도 오른쪽이 -6.13±1.98도였고,
외전은 왼쪽 9.03±3.65도 오른쪽 9.84±2.51도
였다. 내회전은 왼쪽 5.81±4.67도 오른쪽이
9.62±5.67도였다. 외회전은 왼쪽이 -8.38±5.66
도 오른쪽 -3.22±6.75도로 나타났다<표 4>.
3) 슬관절의 운동형상학적 지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보행주기를 통한 슬관절
굴곡의 최대값은 왼쪽 60.50±5.55도, 오른쪽
64.25±3.39도였으며 최소값은 왼쪽 3.99±4.55
도, 오른쪽 5.98±3.07도였다. 내반은 왼쪽 6.45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의 운동형상학적 보행 특성 879

<표 5> 슬관절의 운동형상학적 지표
Knee
Knee
Flexion
Knee

Left

Right

Maximal

60.50 ± 5.55

64.25 ± 3.39

Minimal

3.99 ± 4.55

5.98 ± 3.07

Varus

6.45 ± 4.45

5.98 ± 4.89

Valgus

-1.58 ± 3.20

-2.56 ± 4.60

<표 6> 족관절의 운동형상학적 지표
Ankle
Flexion
Rotation

Left

Right

Dorsi

16.51 ± 3.61

16.96 ± 3.67

Plantar

-8.62 ± 5.19

-9.70 ± 5.15

Internal

9.87 ± 7.52

7.97 ± 7.85

External

-18.17 ± 8.96

-5.51 ± 7.72

±4.45도 오른쪽5.98±4.89도였고, 외반은 왼쪽
-1.58±3.20도 오른쪽이 -2.56±4.60도로 나타났
다<표 5>.
4) 족관절의 운동형상학적 지표

족관절의 배측 굴곡은 왼쪽이 16.51±3.61도
오른쪽이 16.96±3.67도였고, 저측 굴곡은 왼쪽
-8.62±5.19도 오른쪽 -9.70±5.15도였다. 내회전
은 왼쪽 9.87±7.52도, 오른쪽 7.97±7.85도였으
며 외회전은 왼쪽 -18.17±8.96도 오른쪽 -5.51
±7.72도로 나타났다<표 6>.

Ⅳ. 고 찰
객관적인 보행평가에 있어 분당 발짝 수, 보행
속도, 한 걸음 길이, 한 발짝 시간, 단하지 지지
기, 양하지 지지기는 보행 평가의 기본적인 요소
이다(이경옥, 1999; 민원규, 2001).
노화로 인한 근 섬유의 감소는 운동 신경원과
운동 단위의 손실과 연관되며(박래준 등, 2002;
조현 등, 2001), 보행시 보행 속도를 느려지게 한
다(박래준 등, 2002; 전미양, 2001; 이성은,
2002). 권세정(1997)의 연구에서는 70대 노인의

보행 속도 1.08±0.11m/s라고 보고하였고 권도윤
(1998) 등은 3차원적 동작 분석기를 사용하여 보
행분석을 실시하여 60세 이상 대상자의 보행 속
도가 1.01±0.21m/s, 한 걸음 길이 1.11±0.13
m, 분당 발짝 수는 108.3steps/min 로 성인 대상
자에 비해 보행 속도와 한걸음 길이가 의미있게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Murry(1970) &
Oberg(1993)도 노인 여성에서 보행 속도와 한 걸음
길이는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Ostrosky et
al.(1994)의 노인 보행에 관한 연구에서 분당 발
짝 수는 141.8steps/min로 나타났고, Hageman
(1986)의 노인 여성의 보행분석에서 나타난 분당
발짝수는 134.92steps/min 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의 차이, 연
구대상자의 평균 신장, 실험 환경 등의 차이로 연
구 결과를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Manetta et al.(2002)은 슬관절의 통증은 보행
시 보장 및 보행속도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황
보각(2004)은 GAITRite 시스템을 이용한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보행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정상
노인군과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군의 시간적인 보
행 변수중 보장시간, 동시지지기, 입각기와 정규
화한 평균 표준화 속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퇴행성 슬관절염
을 가진 노인 환자의 보행 속도(speed)는 119
cm/s였으며 한 발짝 시간(step time)은 왼쪽이
.49sec, 오른쪽이 .50sec였으며 분당 발짝 수는
(cadence)는 왼쪽 121.9step/min 오른쪽 117.13
step/min로 나타났다. 조유미 등(2004)은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행 분석에서 보행 속도
114cm/s, 한 발짝 시간 왼쪽 .53sec, 오른쪽
.54sec로 보고하여 본 연구에의 퇴행성관절염 환
자의 보행속도와 한 발짝 시간과 차이를 보였다.
또한 보행의 운동형상학적 지표 중 골반 최대
경사는 왼쪽 15.51도 오른쪽 16.21도로 본 연구
에서 나타난 골반 경사 왼쪽 6.72도 오른쪽 6.68
도와 큰 차이를 보여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골반
경사는 건강한 노인 보행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880

조 유 미․이 동 진

나타났으며 이것은 슬관절염으로 인한 하지의 역
학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 되어진다.
황보각 등(2004)의 연구에서는 정상 노인과 슬
관절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보행의 시간적 변수와
기능적 보행 성취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퇴
행성 관절염 환자의 통증과 뻣뻣함이 보행의 중요
한 변수로 작용함에 따라 보행시 장애를 유발하여
시, 공간적인 변수에 변화를 일으키고 정상적인
활동에 제한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또한 퇴행성
슬관절염을 가진 환자는 슬관절 관절가동 범위의
제한이 있으며(Maly, 2006) 제한 정도는 방사선
상 평가되어지는 질환의 정도와 관련성이 있다
(Ersoz, 2003).
본 연구에서 나타난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의
슬관절 굴곡 각도는 왼쪽이 60.5도 오른쪽이
64.25도로 Ostrosky(1994)의 정상 노인 보행에
서 나타난 슬관절 굴곡 각도 69도 보다 작게 나
타났지만 이 차이는 연구대상자의 평균 신장이
170 cm, 161 cm로 본 연구의 대상자의 신장 평
균 156 cm 보다 크며 대상자 가운데 남자가 포
함되어 있고 외국의 자료로 신장이나 하지 길이
등 신체적 요건의 차이와 검사 방법 차이 등이 고
려되지 않아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안창식과 정석(2001)의 젊은 성인 여자의 슬관
절 최대 굴곡 55.49±5.12도로 보고하였고, 권도
윤(1998) 등은 성인 대상자의 슬관절 굴곡 각도
56.97도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 슬관절 굴곡가 더
큰 값을 나타냈지만 이는 실험방법의 차이와 실험
도구에 의한 차이로 보여진다.
Maly et al.(2006)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보
행 연구에서 굴곡 각도는 64.3도, 내반 각도는
1.6도, 외반 각도는 9.4도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 보행의 슬관절의 운동형상
학 특성과 유사하게 보고하였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슬관절에 가해지는 비대
칭적 부하와통증은 관절가동 범위 보장 및 보행 속
도에 감소를 초래하며(Manetta, 2002) 본 연구결
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상 노인군과 실

험 환경을 동일하게 구성하여 좀 더 구체적인 차이
를 규명하는 연구가 향후 더 필요하며 보행의 운동
형상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슬관절에 가해지는 힘을
분석하여 퇴행성 슬관절염에 영향을 미치는 하지의
역학적 분석을 위한 보행 연구가 더 필요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삼차원 동작 분석기를 이용하여 퇴
행성 관절염 환자 보행에 관한 기초 자료를 조사
하기 위하여 2006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퇴행성 관절염 환자 15명을 선정하여 실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보행 선형지표인 분당 발짝 수는 왼쪽
121.9step/min 오른쪽 117.13step/min, 보행속도
(speed) 119 cm/s, 한 발짝 시간(step time)은 왼
쪽이 .49sec, 오른쪽이 .50sec 였으며 단하지 지
지기(single support) 는 왼쪽이 41.72% 오른쪽이
40.67 %였으며, 양하지 지지기(double support)
왼쪽, 오른쪽이 16 %로 나타났다. 한 걸음 길이
(stride length)는 왼쪽이 109,91cm, 오른쪽이
109.28cm 였으며 한 발짝 길이(step length)는 왼
쪽이 58.75cm, 오른쪽이 58.56cm였다.
2. 골반 경사의 최대값은 좌측 6.72±3.24도,
우측 6.68±3.31도 였으며 최저값은 좌측
4.46±3.32도 우측 4.19±3.53도 였다. 골반 사위
는 상향이 좌측 4.91±1.49도 우측 3.68±2.35도
였으며, 하향은 좌측-3.84±2.62 우-5.05 ±1.40
으로 나타났다. 골반의 내회전은 좌측 6.84±2.68
도, 우측 5.45±3.23도로 나타났으며 외회전은 좌
측-5.10±3.32 우측 -5.05±1.39도였다.
3. 고관절의 굴곡은 왼쪽 32.44±5.62도, 오른
쪽 33.75±4.90도 였고, 신전은 왼쪽 -15.18
±6.20도, 오른쪽 -14.16±4.37도 였다. 고관절
내전은 왼쪽이 -5.81±3.87도 오른쪽이 -6.13
±1.98도 였고, 외전은 왼쪽 9.03±3.65도 오른쪽
9.84±2.51도 였다. 내회전은 왼쪽 5.81 ±4.67도
오른쪽 9.62±5.67도, 외회전은 왼쪽 -8.38±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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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오른쪽 -3.22±6.75도 였다.
4. 슬관절의 보행주기를 통한 굴곡의 최대값은
왼쪽 60.50±5.55도, 오른쪽 64.25±3.39도 였으
며 최소값은 왼쪽 3.99±4.55도, 오른쪽 5.98
±3.07도 였다. 내반은 왼쪽 6.45±4.45도 오른쪽
5.98±4.89도 였고 외반은 왼쪽 -1.58 ±3.20도
오른쪽이 -2.56±4.60도로 나타났다.
5. 족관절의 배측굴곡은 왼쪽이 16.51±3.61도
오른쪽이 16.96±3.67도 였고, 저측 굴곡은 왼쪽
-8.62±5.19도 오른쪽 -9.70±5.15도 였다. 내회
전은 왼쪽 9.87±7.52도, 오른쪽 7.97±7.85도 외
회전은 왼쪽 -18.17±8.96도 오른쪽 -5.51±7.72
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의
보행의 운동형상학적인 특성은 슬관절 부하를 일
으키는 비 정상적 생체역학의 요소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퇴행성
슬관절염을 가진 환자의 보행이나 하지 운동시 운
동형상학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정상 노인이나 젊은 대상자를 대상
으로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보행에 대한 비교 연
구가 이루어져서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는 보행
인자들에 관한 좀 더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들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치료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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