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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 
 

편마비 보행에서 운동형상학적 편위와 에너지 소모량과의 관계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의 보행의 평가에 에너지 소모량이 

사용되나, 보행의 어떠한 부분이 이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의 보행 편위가 에너지 소모량과 연관이 되는지, 된다면 어떠한 

편위가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40대에서 60대 사이의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 56명에 대해 

보행 분석 및 에너지 소모량 분석을 시행하였고, 40대에서 60대 

사이의 정상인 12명을 대조군으로 하여 좌측과 우측 수치를 합해서 

총 24개의 정상 결과를 얻었다. 정상인의 보행 곡선과 대상군의 보행 

곡선 간의 곡선 전체 편위와 에너지 소모량에 대해, 유병기간을 

제어한 편상관분석을 시행하였고, 운동형상학적 지표의 편위를 

구하여 에너지 소모량 및 해당 관절의 곡선 편위의 합과의 

편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지표에 

대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각 관절에서 에너지 소모량 

및 곡선 편위의 합 두 가지 모두에 대해 편상관분석 및 다중 회귀 

분석 모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지표에 대해 주성분분석을 통해 

편위 지수를 만들고, 편위 지수 및 정상 지수를 에너지 소모량 및 

곡선 편위의 합에 대해 편상관분석 및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의 보행에서의 운동형상학적 편위는 

에너지 소모량과 상관 관계가 있었다. 이환측 및 비이환측 골반의 

횡단면 운동 범위, 이환측 및 비이환측 고관절의 발가락 떼기 시 

신전, 이환측의 뻐쩡다리 보행 및 라커 작용, 이환측 하지 근력 

약화에 영향을 받는 비이환측 슬관절의 유각기 최대 굴곡이 

중요하였다. 8가지 변수로 만든 편위 지수와 정상 지수는 에너지 

소모량과 곡선 전체 편위 총합 모두와 연관성이 있었다. 정상 지수의 

이러한 연관성은 보행 속도에 의한 것이며, 편위 변수는 보행 속도 

측정 없이 8가지 변수를 측정함으로써 보행의 운동형상학적 편위와 

에너지 소모량을 예측할 수 있는 유용성을 보였다. 

이상과 같이 편마비 보행의 운동형상학적 편위는 에너지 소모량과 

연관된다. 
 

--------------------------------------------------------

핵심되는 말 : 편마비 보행, 운동형상학적 편위, 에너지 소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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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간에서의 보행은 신체의 여러 부위가 복잡하지만 체계적으로 

작용하는 인간 특유의 장소 이동 방법으로,1 중추 신경계 및 말초 

신경계의 조정을 받아 여러 근육들이 수축과 이완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나타난다.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의 보행은 근력 

약화, 근경직, 관절 구축, 감각 신경 이상 등 다양한 원인과 환자 

자신의 비정상적 적응으로 인해 정상 보행과 다르며, 이환측과 

비이환측도 서로 다르다. 뇌졸중 환자의 병적 보행 시 특징적인 근육 

사용은 보행 분석을 통해 양상을 분류할 수도 있는데, De Quervain 

등2은 중뇌동맥 경색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보행 

분석을 시행하여 속도, 보행 주기, 관절 각도 등에 따라 환자를 

분류하여 보고한 바가 있다.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보행의 전체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하고 유의하며 신뢰도가 높은 인자는 보행 속도이지만,3,4 

보행 능력을 평가하고 보행 장애에 의한 문제를 양적으로 평가하는데 



- 3 - 

 

있어서는 생리학적 에너지 소모량이 가장 신뢰성있는 방법이다.5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에서 보행 수준과 심혈관계 기능은 매우 

낮다.6 이는 에너지 소모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보행 속도와 보행 

능력의 상관 관계와 달리 에너지 소모량과 보행 능력 사이에는 

심혈관계 기능이 고려되게 된다. 이러한 점은 에너지 소모량을 

측정하는 것이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의 보행 능력을 좀 더 

실제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노년층에서 

주로 뇌졸중이 발생하지만, 심혈관계 기능 저하가 적은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발생한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에서도 보행 시 대사 

소모율이 높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으며,7 따라서 심혈관계 기능의 

저하 만으로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의 보행을 설명할 수는 

없다. 

에너지 소비의 단위에는 산소 소모율(oxygen rate)과 산소 

소모비(oxygen cost)가 있는데, 산소 소모율은 분당 소모된 산소의 

양으로 ml/kg∙minute 단위를 사용하며, 산소 소모비는 일정 거리를 

걷는데 소모된 산소의 양으로 ml/kg∙meter 단위를 사용한다. 산소 

소모율은 보행 속도와 연관되며,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는 

보행 속도가 정상에 비해 상당히 감소되므로, 정상인보다 산소 

소모율이 낮게 나온다.1 즉, 보행 속도의 영향을 받는 수치이며, 이를 

보행 속도로 나누면 산소 소모비가 된다. 산소 소모비 즉 에너지 

소모량은 환자에서는 정상인보다 거의 항상 높으며, 보행의 효율이 

정상인보다 떨어짐을 의미한다. 

 근골격계 문제가 없는 정상인에서는 보행 시 하지 관절의 움직임이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운동형상학적 지표가 보행 분석의 

기준 자료가 된다. 반면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에서는 이러한 

관절의 움직임이 더욱 복잡하게 된다. 근력 및 뻣뻣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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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stiffness)가 이환측과 비이환측에서 다르며,8 이환측에서는 

근력의 약화 및 근경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환측 및 

비이환측 각각의 관절 또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며, 뇌의 

병변에 따라서도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양상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보행 중 하나는 유각기 시 슬관절 굴곡 감소를 

보이는 뻐쩡다리 보행(stiff-knee gait)이며,9 이의 원인으로는 감소된 

슬관절 굴곡, 감소된 고관절 굴곡, 입각기 시 감소된 족관절 모멘트, 

유각기 시 부적절한 대퇴 사두근(quadriceps) 활성 등이 있다.10 또한 

이환측의 부족한 점을 보상하기 위해 비이환측에서도 정상인과 다른 

관절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8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의 보행 속도에는 하지의 각 관절의 

시상면, 관상면, 횡단면의 수치들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12 또한, 이러한 환자에서 발목관절 보조기,13 신발 

교정,14 답차(treadmill) 보행 훈련15 등을 사용하여 보행의 

편위(deviation)를 교정하면 에너지 소모량을 감소시킬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편마비 환자에서 운동형상학적 편위는 에너지 

소모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의 보행에 있어 에너지 소모량에 영향을 주는 

운동형상학적 편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의 보행을 

이환측과 비이환측으로 나누어 각 관절의 시상면, 관상면, 

횡단면에서의 운동형상학적 지표를 측정하고, 정상인과 비교하여 

편위된 정도가 에너지 소모량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면 어떠한 지표의 편위가 통계학적으로 

가장 의미있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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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로 2005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입원 혹은 외래 치료를 

받았던 40대에서 60대 사이의 환자 56명을 대상군으로 하였다. 대상 

환자들은 보조기 없이 독립보행이 가능하였고, 병전에는 보행에 

문제가 없었으며, 검사자의 지시에 따를 수 있는 정도의 인지력을 

가지고 있었다. 

대상군의 평균 나이는 55.9세였고 남성이 36명, 여성이 20명이었다. 

우측 편마비가 35명, 좌측 편마비가 21명이었고, 뇌경색이 44명, 

뇌출혈이 12명이었으며, 뇌졸중 후 유병 기간은 평균 8.7개월이었다. 

몸무게는 평균 63.8kg이었고 신장은 평균 164.3cm이었다. 

대조군은 신경근육학적으로 이상이 없는 40대에서 60대 사이의 

정상인 12명으로 하였으며, 좌측과 우측 수치를 합하여 총 24개의 

정상 결과를 얻었다. 대조군의 평균 나이는 51.7세였고 남성이 10명, 

여성이 2명이었으며, 몸무게는 평균 66.1kg이었고 신장은 평균 

165.8cm로, 나이, 몸무게, 신장 모두 대상군과 비교하여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연구방법 

보행 분석은 김 등16이 보고한 바와 같이 13개의 수동표식자를 

부착한 후 6개의 적외선 카메라를 갖춘 3차원 보행분석기인 Vicon 

370 Motion Analysis System (Oxford Metrics Inc., Oxford, U.K.)을 

이용하여 운동형상학적 지표를 분석하였다. 먼저 적외선 카메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보정(calibration)을 시행한 후 

검사를 진행하였다. 피검자가 맨발로 보조기 도움 없이 8m 길이의 

평지 보도를 수차례 걷게 하여 자연스러운 보행을 유도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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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하는 동안 최소한 5차례 이상 보행을 시도하여 분석하였다. 

같은 날 K4b2 (Cosmed s.r.l., Rome, Italy)를 이용하여 에너지 

소모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5분간 앉아 있다가 5분간 자연스러운 

보행을 시행하게 되며, 분 간격으로 산소 소모율이 측정되는데, 나중 

5분간 보행 시 측정된 산소 소모율 중 안정기에 도달하여 비슷한 

값이 연속해서 나오는 3개의 수치를 평균하여 산소 소모율로 

정하였다. 이를 보행 속도로 나누어 산소 소모비를 구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3. 정상 지수 

Schutte 등17에 의해 제안된 정상 지수(Normalcy index)18는 환자의 

보행이 정상인으로부터 얼마나 편위되어 있는지를 정량화한 지수이다. 

보행의 운동형상학적 지표 중 16가지를 선정하여 이를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지수화하여, 

하나의 수치로 보행의 편위 정도를 나타내도록 한 것이다. 선정된 

지표는 발가락 떼기(toe off)의 시기, 보행 속도, 보속(cadence), 평균 

골반 경사(tilt), 골반 경사 범위, 평균 골반 회전, 최소 고관절 굴곡, 

고관절 굴곡 범위, 유각기 최대 외전, 입각기 평균 고관절 회전, 초기 

접지(initial contact) 시 슬관절 굴곡, 최대 슬관절 굴곡 시기, 슬관절 

굴곡 범위, 입각기 최대 배측굴곡(dorsiflexion), 유각기 최대 

배측굴곡, 평균 족부 진행 각도(foot progression angle)의 

16가지이다. 

 

4. 운동형상학적 편위 

 가. 관절 별 및 전체 보행 주기 편위 

Vicon 370 system에서는 보행 주기 2% 단위로 각도가 표시되게 

된다. 따라서 각 관절의 3면에서의 정상군의 평균 곡선을 구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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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주기 별로 대상군과 정상군의 각도 차이를 절대값으로 구한 

다음, 여기에 보행 주기를 2% 단위로 적분하면 그 보행 주기 동안의 

운동형상학적 편위를 나타내게 되며 단위는 ˚·%이다. 각 관절의 

3면에 대해 이러한 편위를 구하였고, 각 관절 별로 3면의 편위의 

합을 구하였으며, 또한 모든 관절의 편위의 합을 구하였다. Vicon 

수동표식자로 측정한 슬관절과 족관절의 비시상면 각도는 일반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유용하지 않다고 간주되므로,19 슬관절과 족관절의 

관상면 및 횡단면 각도는 제외되었다. 

나. 지표 편위 

보행과 관련된 기존의 여러 논문들을 분석하여 중요한 운동형상학

적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골반에서는 최대 전방 경사,20,21 최소 전방 

경사,21 평균 전방 경사,17,22-24 시상면 운동 범위,17,23 관상면 운동 범

위,22 횡단면 운동 범위,22 초기 접지 시 내회전,21 발가락 떼기 시 외

회전,21 평균 회전17을 선정하였고, 고관절에서는 초기 접지 시 굴

곡,20,21,24,25 입각기 최대 굴곡,25 유각기 최대 굴곡,20,24,26 최대 굴

곡,22,23 최대 신전,17,22-24,26 발가락 떼기 시 신전,21 시상면 운동 범

위,17,23,25 관상면 운동 범위,22 횡단면 운동 범위,22 유각기 최대 외

전,17 초기 접지 시 내회전,21 입각기 평균 회전,17 유각기 최대 내회전

21을 선정하였으며, 슬관절에서는 초기 접지 시 굴곡,17,20,23,24 입각기 

최대 신전,20,24,26 입각기 최대 굴곡,24,25 유각기 최대 굴곡,20,24,26 최대 

굴곡,23 최소 굴곡,23 시상면 운동 범위17,23,25를 선정하였고, 족관절에

서는 초기 접지 시 배측굴곡,17,20,21,23-26 입각기 최대 배측굴

곡,17,20,21,23-26 발가락 떼기 시 족저굴곡(plantarflexion),21 유각기 최

대 배측굴곡,17,20,23,25 최대 족저굴곡,23,24 유각기 최대 족저굴곡,26 

98% 보행 주기 시 배측굴곡,20,21 시상면 운동 범위23,25를 선정하여 

총 37가지의 각도 지표를 선정하였다. 정상군에서 이러한 지표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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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치를 구한 다음, 대상군의 이환측 및 비이환측 각각의 수치와의 차

이를 구하였다. 

 

5. 통계 처리 

통계 분석은 SPSS 13.0 for Windows version을 이용하였다. 뇌졸중

으로 인한 편마비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행 양상이 고착화되므로 

이를 고려하기 위해, 발병으로부터 보행 분석 시까지의 기간을 제어

(control)하여, 각 관절 별로 3면의 곡선 편위와 에너지 소모량에 대

해 편상관분석(partial correlation analysis)을 시행하였고, 운동형상학

적 지표 편위와 에너지 소모량에 대해서도 편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관절 별로 이환측과 비이환측의 수치를 independent t-test를 이

용하여 비교하였다. 각 관절 별로 3면의 곡선 편위의 합과 운동형상

학적 지표 사이의 편상관분석도 시행하였으며, 각 관절에서 에너지 

소모량 및 편위 두 가지 모두에 대해 편상관분석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운동형상학적 지표를 변수로 에너지 소모량에 대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관절 별로 의미있는 변수를 찾은 뒤 이러한 

변수들을 모아 에너지 소모량에 대해 다시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하

였다. 

각 관절에서 에너지 소모량 및 해당 관절의 곡선 편위의 총합에 대

해 편상관분석 및 다중 회귀 분석 모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난 운동형상학적 지표들로 주성분분석을 시행하여 편위 지

수를 만들었다. 정상 지수도 구하여, 편위 지수와 정상 지수 중 어느 

것이 에너지 소모량과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편상관분석 및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정상 지수는 이환측과 비이환측의 수

치를 합하였다. 정상 지수는 에너지 소모량과 연관성이 높은 보행 속

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상 지수에서 보행 속도를 제외한 정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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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구하여 비교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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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관절 별 및 전체 보행 주기 편위 

 관절별 편위 총합을 포함한 곡선 전체 편위에서는 고관절 

관상면에서만 비이환측이 이환측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편위가 컸다. 그 외의 변수에서는 이환측 평균과 비이환측 평균 간에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표 1). 

 

표 1. 대상군의 관절 별 및 전체 보행 주기 편위 비교 

  이환측 비이환측 

  편위값1
 상관계수2

 편위값1
 상관계수2

 

골반 시상면 522.2±323.7  0.125 
 

510.1±335.6 
 

0.096  

 관상면 288.6±122.8  0.218  284.7±129.6  0.227  

 횡단면 569.5±275.8  0.061  596.3±268.6  0.195  

 총합 1380.2±482.3  0.182  1391.2±469.7  0.258  

고관절 시상면 899.8±339.2  0.404 
**
 958.0±437.6  0.399 

**
 

 관상면 357.3±170.6  0.148  496.8±230.9 
†
 0.339 

*
 

 횡단면 830.1±423.0  0.022  723.5±319.1  0.058  

 총합 2087.2±574.4  0.293 
*
 2178.3±676.6  0.402 

**
 

슬관절 시상면 1319.7±487.1  0.526 
**
 1331.4±470.9  0.562 

**
 

족관절 시상면 728.3±353.0  0.259  626.1±191.7  0.470 
**
 

편위 총합 5515.4±1398.8  0.441 
**
 5527.0±1497.1  0.502 

**
 

1
 단위는 ˚·%이고 그 값은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냄. 

2
 편위와 산소 소모비 사이의 편상관분석 결과임. 유병기간에 대해 제어하였음. 

†
 이환측 평균과 비이환측 평균이 차이 있는 경우(p<0.05). 

*
 p<0.05. 

**
 p<0.01. 

 

편위 총합을 포함하여 산소 소모비에 대한 편상관분석을 시행했을 

때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수치는, 이환측에서는 고관절 시상면, 

고관절 총합, 슬관절 시상면, 편위 총합의 4가지였고, 비이환측에서는 

고관절 시상면, 고관절 관상면, 고관절 총합, 슬관절 시상면, 족관절 

시상면, 편위 총합의 6가지였다. 이환측 및 비이환측 모두에서 

통계학적 의미가 있는 수치는 고관절 시상면, 고관절 총합, 슬관절 

시상면, 편위 총합이었다. 의미있는 편위와 산소 소모비에 대해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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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이환측 슬관절 시상면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R2=0.418, p<0.05). 

 

 2. 지표 편위 

가. 골반 

골반의 9가지 지표 편위에서 산소 소모비에 대한 편상관분석을 

시행했을 때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지표는, 이환측에서는 최대 전방 

경사, 평균 전방 경사, 시상면 운동 범위, 횡단면 운동 범위의 

4가지였고, 비이환측에서는 최대 전방 경사, 평균 전방 경사, 횡단면 

운동 범위의 3가지였다. 골반의 3면의 곡선 편위의 총합에 대한 

편상관분석을 시행했을 때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지표는, 

이환측에서는 최대 전방 경사, 시상면 운동 범위, 횡단면 운동 범위, 

초기 접지 시 내회전, 발가락 떼기 시 외회전, 평균 회전의 6가지였고, 

비이환측에서는 최대 전방 경사, 평균 전방 경사, 시상면 운동 범위, 

횡단면 운동 범위, 발가락 떼기 시 외회전, 평균 회전의 6가지였다(표 

2). 

 

표 2. 대상군 골반의 지표 편위 비교 
 이환측 비이환측 

 
편위값

1
 

에너지 

상관계수
2
 

곡선 

상관계수
3
 

편위값
1
 

에너지 

상관계수
2
 

곡선 

상관계수
3
 

최대전방경사 3.54±6.44 0.350 
** 

0.321 
* 

3.61±6.47
 

0.322 
*
 0.371 

**
 

최소전방경사 -0.53±5.70 0.204 
 

0.044  -0.26±5.69 0.206  0.113  

평균전방경사 1.72±5.79 0.294 
*
 0.246  1.65±5.82 0.279 

*
 0.304 

*
 

시상면운동범위 4.07±3.25 0.296 
*
 0.536 

**
 3.87±3.17 0.247  0.518 

**
 

관상면운동범위 -1.54±2.48 0.202  0.135  -1.38±2.52 0.241  0.200  

횡단면운동범위 1.52±5.15 0.532 
**

 0.462 
**

 1.75±4.89 0.522 
**

 0.401 
**

 

초기접지시내회전 -6.20±5.70 -0.056  -0.308 
*
 -3.82±5.76 -0.085  0.238  

발떼기시외회전 2.03±6.29 0.117  0.487 
**

 -3.42±5.24 -0.025  -0.337 
*
 

평균회전 -2.65±5.15 -0.048  -0.471 
**

 2.51±5.10 0.066  0.455 
**

 

1
 각도는 ˚ 단위이고 시기는 % 단위이며 그 값은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냄. 

2
 편위와 산소 소모비 사이의 편상관분석 결과임. 유병기간에 대해 제어하였음. 

3
 편위와 관절별 곡선 편위 총합 사이의 편상관분석 결과임. 유병기간에 대해 제어하였음.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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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소모비 및 골반의 3면의 곡선 편위의 총합 모두에 대해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지표는, 이환측에서는 최대 전방 경사, 시상면 

운동 범위, 횡단면 운동 범위의 3가지였고, 비이환측에서는 최대 전방 

경사, 평균 전방 경사, 횡단면 운동 범위의 3가지였다. 이환측에서의 

3가지 지표를 산소 소모비에 대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지표는 횡단면 운동 범위였다(R2=0.212, 

p<0.01). 비이환측에서의 3가지 지표를 산소 소모비에 대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지표는 횡단면 

운동 범위였다(R2=0.186, p<0.01). 

나. 고관절 

고관절의 13가지 지표 편위에서 산소 소모비에 대한 편상관분석을 

시행했을 때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지표는, 이환측에서는 최대 신전, 

발가락 떼기 시 신전, 시상면 운동 범위, 관상면 운동 범위, 초기 

접지 시 내회전의 5가지였고, 비이환측에서는 최대 신전, 발가락 떼기 

시 신전, 시상면 운동 범위, 초기 접지 시 내회전, 입각기 평균 

회전의 5가지였다. 고관절의 3면의 곡선 편위의 총합에 대한 

편상관분석을 시행했을 때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지표는, 

이환측에서는 최대 신전, 발가락 떼기 시 신전, 시상면 운동 범위, 

관상면 운동 범위, 입각기 평균 회전, 유각기 최대 내회전의 

6가지였고, 비이환측에서는 초기 접지 시 굴곡, 입각기 최대 굴곡, 

유각기 최대 굴곡, 최대 굴곡, 최대 신전, 발가락 떼기 시 신전, 

시상면 운동 범위, 유각기 최대 외전, 입각기 평균 회전의 

9가지였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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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상군 고관절의 지표 편위 비교 
 이환측 비이환측 

 
편위값

1
 

에너지 

상관계수
2
 

곡선 

상관계수
3
 

편위값
1
 

에너지 

상관계수
2
 

곡선 

상관계수
3
 

초기접지시굴곡 -7.24±7.67 -0.106  -0.154  2.31±7.81 0.068  0.310 
*
 

입각기최대굴곡 -6.75±8.00 -0.021  -0.095  2.34±7.88 0.065  0.307 
*
 

유각기최대굴곡 -3.48±7.23 -0.098  -0.091  3.14±7.40 0.076  0.281 
*
 

최대굴곡 -3.37±7.35 0.017  -0.041  2.96±7.50 0.080  0.303 
*
 

최대신전 -12.19±8.70 -0.330 
*
 -0.355 

**
 -9.88±9.17 -0.332 

*
 -0.577 

**
 

발떼기시신전 -11.67±9.26 -0.433 
**

 -0.308 
*
 -15.43±10.40 -0.476 

**
 -0.595 

**
 

시상면운동범위 -15.55±8.06 -0.328 
*
 -0.405 

**
 -6.91±8.62 -0.291 

*
 -0.371 

**
 

관상면운동범위 -2.02±3.88 -0.383 
**

 -0.326 
*
 -1.22±3.79 -0.137  0.150  

횡단면운동범위 -3.30±10.53 0.080  0.213  -3.90±7.63 -0.078  0.101  

유각기최대외전 -0.86±3.61 -0.249  -0.054  1.17±5.18 0.059  0.303 
*
 

초기접지시내회전 5.84±9.83 0.406 
**

 -0.242  6.70±9.32 0.466 
**

 0.108  

입각기평균회전 -3.94±7.45 0.212  -0.545 
**

 -2.19±4.97 0.282 
*
 -0.348 

**
 

유각기최대내회전 -5.22±8.35 0.060  -0.387 
**

 -4.12±7.02 0.013  -0.230  

1
 각도는 ˚ 단위이고 시기는 % 단위이며 그 값은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냄. 

2
 편위와 산소 소모비 사이의 편상관분석 결과임. 유병기간에 대해 제어하였음. 

3
 편위와 관절별 곡선 편위 총합 사이의 편상관분석 결과임. 유병기간에 대해 제어하였음. 

*
 p<0.05. 

**
 p<0.01. 

 

산소 소모비 및 고관절의 3면의 곡선 편위의 총합 모두에 대해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지표는, 이환측에서는 최대 신전, 발가락 떼기 

시 신전, 시상면 운동 범위, 관상면 운동 범위의 4가지였고, 

비이환측에서는 최대 신전, 발가락 떼기 시 신전, 시상면 운동 범위, 

입각기 평균 회전의 4가지였다. 이환측에서의 4가지 지표를 산소 

소모비에 대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지표는 발가락 떼기 시 신전이었다(R2=0.283, p<0.05). 

비이환측에서의 4가지 지표를 산소 소모비에 대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지표는 발가락 떼기 시 

신전이었다(R2=0.248, p<0.05). 

다. 슬관절 

슬관절의 7가지 지표 편위에서 산소 소모비에 대한 편상관분석을 

시행했을 때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지표는, 이환측에서는 입각기 

최대 굴곡, 유각기 최대 굴곡, 최대 굴곡, 최소 굴곡, 시상면 운동 

범위의 5가지였고, 비이환측에서는 초기 접지 시 굴곡, 유각기 최대 

굴곡, 최대 굴곡, 시상면 운동 범위의 4가지였다. 슬관절 시상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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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 편위에 대한 편상관분석을 시행했을 때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지표는, 이환측에서는 초기 접지 시 굴곡, 입각기 최대 신전, 입각기 

최대 굴곡, 유각기 최대 굴곡, 최대 굴곡, 최소 굴곡, 시상면 운동 

범위의 7가지였고, 비이환측에서는 초기 접지 시 굴곡, 입각기 최대 

신전, 유각기 최대 굴곡, 최대 굴곡, 최소 굴곡, 시상면 운동 범위의 

6가지였다(표 4). 

 

표 4. 대상군 슬관절의 지표 편위 비교 
 이환측 비이환측 

 
편위값

1
 

에너지 

상관계수
2
 

곡선 

상관계수
3
 

편위값
1
 

에너지 

상관계수
2
 

곡선 

상관계수
3
 

초기접지시굴곡 3.12±7.64 -0.064  -0.445 
**

 15.40±8.51 0.525 
**

 0.753 
**

 

입각기최대신전 0.14±7.32 0.260  0.580 
**

 -6.59±6.46 -0.011  -0.284 
*
 

입각기최대굴곡 -7.18±11.16 -0.277 
*
 -0.693 

**
 5.91±7.11 -0.062  -0.103  

유각기최대굴곡 -27.29±14.88 -0.535 
**

 -0.767 
**

 -7.22±7.69 -0.432 
**

 -0.508 
**

 

최대굴곡 -26.91±14.35 -0.482 
**

 -0.773 
**

 -6.97±7.22 -0.353 
**

 -0.499 
**

 

최소굴곡 -0.36±6.87 -0.335 
*
 -0.623 

**
 6.84±6.43 0.034  0.310 

*
 

시상면운동범위 -26.55±11.63 -0.393 
**

 -0.580 
**

 -13.81±9.82 -0.277 
*
 -0.556 

**
 

1
 각도는 ˚ 단위이고 시기는 % 단위이며 그 값은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냄. 

2
 편위와 산소 소모비 사이의 편상관분석 결과임. 유병기간에 대해 제어하였음. 

3
 편위와 관절별 곡선 편위 총합 사이의 편상관분석 결과임. 유병기간에 대해 제어하였음. 

*
 p<0.05. 

**
 p<0.01. 

 

산소 소모비 및 슬관절 시상면의 곡선 편위에 대해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지표는, 이환측에서는 입각기 최대 굴곡, 유각기 최대 굴곡, 

최대 굴곡, 최소 굴곡, 시상면 운동 범위의 5가지였고, 

비이환측에서는 초기 접지 시 굴곡, 유각기 최대 굴곡, 최대 굴곡, 

시상면 운동 범위의 4가지였다. 이환측에서의 5가지 지표를 산소 

소모비에 대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지표는 유각기 최대 굴곡이었다(R2=0.394, p<0.01). 

비이환측에서의 4가지 지표를 산소 소모비에 대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지표는 초기 접지 시 굴곡, 

유각기 최대 굴곡이었으며, 이 중 유각기 최대 굴곡이 가장 

영향력있는 지표였다(R2=0.407,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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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족관절 

족관절의 8가지 지표 편위에서 산소 소모비에 대한 편상관분석을 

시행했을 때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지표는, 이환측에서는 입각기 

최대 배측굴곡, 시상면 운동 범위의 2가지였고, 비이환측에서는 초기 

접지 시 배측굴곡, 최대 족저굴곡, 유각기 최대 족저굴곡, 98% 보행 

주기 시 배측굴곡, 시상면 운동 범위의 5가지였다. 족관절 시상면의 

곡선 편위에 대한 편상관분석을 시행했을 때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지표는, 이환측에서는 초기 접지 시 배측굴곡, 입각기 최대 배측굴곡, 

발가락 떼기 시 족저굴곡, 유각기 최대 배측굴곡, 최대 족저굴곡, 

유각기 최대 족저굴곡, 98% 보행 주기 시 배측굴곡의 7가지였고, 

비이환측에서는 초기 접지 시 배측굴곡, 발가락 떼기 시 족저굴곡, 

최대 족저굴곡, 유각기 최대 족저굴곡의 4가지였다(표 5). 

 

표 5. 대상군 족관절의 지표 편위 비교 
 이환측 비이환측 

 
편위값

1
 

에너지 

상관계수
2
 

곡선 

상관계수
3
 

편위값
1
 

에너지 

상관계수
2
 

곡선 

상관계수
3
 

초기접지시배측굴곡 -9.85±6.25 -0.163  -0.767 
**

 1.34±4.05 0.363 
**

 0.310 
*
 

입각기최대배측굴곡 -5.29±6.94 -0.393 
**

 -0.677 
**

 1.72±4.46 -0.164  0.239  

발떼기시족저굴곡 -3.96±6.37 0.086  0.357 
**

 -7.53±6.24 -0.158  -0.372 
**

 

유각기최대배측굴곡 -5.30±6.17 -0.251  -0.602 
**

 1.82±3.85 0.097  0.216  

최대족저굴곡 1.58±5.90 0.086  0.739 
**

 -6.86±4.61 -0.273 
*
 -0.309 

*
 

유각기최대족저굴곡 0.88±6.38 0.039  0.679 
**

 -7.82±5.30 -0.317 
*
 -0.327 

*
 

98%시기배측굴곡 -9.88±6.89 -0.169  -0.752 
**

 1.74±4.03 0.360 
**

 0.204  

시상면운동범위 -3.68±7.39 -0.299 
*
 -0.033  -5.20±5.85 -0.341 

*
 -0.065  

1
 각도는 ˚ 단위이고 시기는 % 단위이며 그 값은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냄. 

2
 편위와 산소 소모비 사이의 편상관분석 결과임. 유병기간에 대해 제어하였음. 

3
 편위와 관절별 곡선 편위 총합 사이의 편상관분석 결과임. 유병기간에 대해 제어하였음. 

*
 p<0.05. 

**
 p<0.01. 

 

산소 소모비 및 족관절 시상면의 곡선 편위에 대해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지표는, 이환측에서는 입각기 최대 배측굴곡의 1가지였고, 

비이환측에서는 초기 접지 시 배측굴곡, 최대 족저굴곡, 유각기 최대 

족저굴곡의 3가지였다. 이환측에서의 1가지 지표를 산소 소모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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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단순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입각기 최대 배측굴곡은 

통계학적으로 의미있었다(R2=0.151, p<0.01). 비이환측에서의 3가지 

지표를 산소 소모비에 대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지표는 없었다(p>0.05). 

마. 에너지 소모량에 가장 영향력있는 지표 

각 관절의 다중 회귀 분석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지표들을 

모아서 산소 소모비에 대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지표는 이환측 슬관절의 유각기 최대 굴곡, 

비이환측 슬관절의 초기 접지 시 굴곡이었으며, 이 중 비이환측 

슬관절의 초기 접지 시 굴곡이 가장 영향력있는 지표였다(R2=0.344, 

p<0.05). 

 

3. 편위 지수 및 정상 지수 

 가. 편위 지수 도출 

각 관절에서 산소 소모비 및 해당 관절의 곡선 편위의 총합에 대해 

편상관분석 및 다중 회귀 분석 모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운동형상학적 지표들은, 골반에서는 이환측의 횡단면 운동 범

위, 비이환측의 횡단면 운동 범위였고, 고관절에서는 이환측의 발가락 

떼기 시 신전, 비이환측의 발가락 떼기 시 신전이었으며, 슬관절에서

는 이환측의 유각기 최대 굴곡, 비이환측의 초기 접지 시 굴곡, 비이

환측의 유각기 최대 굴곡이었고, 족관절에서는 이환측의 입각기 최대 

배측굴곡이었다. 이 9가지 지표로 주성분분석을 시행하여 편위 지수

를 만들었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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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편위 지수 

   상관계수
1
 평균

2
 표준편차

3
 성분점수

4
 

골반 이환측 횡단면 운동 범위 0.532 
** 

9.034  3.433  0.338  

 비이환측 횡단면 운동 범위 0.522 
**
 9.034  3.433  0.338  

고관절 이환측 발가락 떼기 시 신전 -0.433 
**
 -3.705  4.523  -0.069  

 비이환측 발가락 떼기 시 신전 -0.476 
**
 -3.705  4.523  -0.069  

슬관절 이환측 유각기 최대 굴곡 -0.535 
**
 66.613  4.253  -0.059  

 비이환측 초기 접지 시 굴곡 0.525 
**
 11.084  4.211  0.322  

  유각기 최대 굴곡 -0.432 
**
 66.613  4.253  -0.059  

족관절 이환측 입각기 최대 배측굴곡 -0.393 
**
 16.139  3.154  -0.239  

1
 편위와 산소 소모비 사이의 편상관분석 결과임. 유병기간에 대해 제어하였음. 

2
 정상인의 좌측과 우측 수치의 평균임. 

3
 정상인의 좌측과 우측 수치의 표준편차임. 

4
 정상인의 좌측과 우측 수치에 대한 주성분분석 결과임. 이에 따라 편위 지수=0.338*(이환측 

골반 횡단면 운동 범위-9.034)/3.433+0.338*(비이환측 골반 횡단면 운동 범위-9.034)/3.433 

-0.069*(이환측 고관절 발가락 떼기 시 신전+3.705)/4.523-0.069*(비이환측 고관절 발가락 

떼기 시 신전+3.705)/4.523-0.059*(이환측 슬관절 유각기 최대 굴곡-66.613)/4.253 

+0.322*(비이환측 슬관절 초기 접지 시 굴곡-11.084)/4.211-0.059*(비이환측 슬관절 유각기 

최대 굴곡-66.613)/4.253-0.239*(이환측 족관절 입각기 최대 배측굴곡-16.139)/3.154 

=0.098(이환측 골반 횡단면 운동 범위)+0.098(비이환측 골반 횡단면 운동 범위)-0.015(이환측 

고관절 발가락 떼기 시 신전)-0.015(비이환측 고관절 발가락 떼기 시 신전)-0.014(이환측 

슬관절 유각기 최대 굴곡)+0.076(비이환측 슬관절 초기 접지 시 굴곡)-0.014(비이환측 슬관절 

유각기 최대 굴곡)-0.076(이환측 족관절 입각기 최대 배측굴곡)+0.332 로 나타낼 수 있음. 
*
 p<0.05. 

**
 p<0.01. 

 

나. 에너지 소모량과의 연관성 

편위 지수 및 정상 지수, 보행 속도를 제외하고 구한 정상 지수를 

서로 비교하였다. 산소 소모비에 대한 편상관분석을 시행했을 때 편

위 지수 및 정상 지수는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었으나, 보행 속도를 

제외하고 구한 정상 지수는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었다(표 7). 또한, 

지수 간의 상관 관계를 보았을 때, 편위 지수는 정상 지수 및 속도를 

제외한 정상 지수와 상관 관계가 있었으나, 정상 지수와 속도를 제외

한 정상 지수 사이에는 상관 관계가 없었다(표 8).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지수들을 산소 소모비에 대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편위 지수와 정상 지수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 관계

를 보였으며 편위 지수가 가장 영향력있는 지표였다(R2=0.425, 

p<0.05). 편위 지수와 정상 지수 각각을 산소 소모비에 대해 단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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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편위 지수(R2=0.359, p<0.01)와 정상 지수

(R2=0.374, p<0.01) 모두 통계학적으로 의미있었고 결정 계수는 비슷

하였다(그림 1). 

 

표 7. 대상군의 지수 간 비교 

 지수1
 상관계수2

 

편위 지수 2.79±2.07 0.664 
** 

정상 지수 7.91±5.75 0.616 
**
 

속도 제외 정상 지수 -0.44±2.21 0.096  
1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냄. 

2
 지수와 산소 소모비 사이의 편상관분석 결과임. 유병기간에 대해 제어하였음. 

*
 p<0.05. 

**
 p<0.01. 

 

표 8. 대상군의 지수 간 상관 관계1 

 편위 지수 정상 지수 속도 제외 정상 지수 

편위 지수  
 

0.753 
** 

0.312 
* 

정상 지수 0.753 
**
   0.130  

속도 제외 정상 지수 0.312 
*
 0.130    

1
 편상관분석 결과임. 유병기간에 대해 제어하였음. 

*
 p<0.05. 

**
 p<0.01. 

 

(a) 

 

(b) 

 

그림 1. 대상군의 지수와 산소 소모비의 상관 관계. (a) 편위 지수와 

산소 소모비. 산소 소모비=0.177(편위 지수)+0.367(R2=0.359, 

p<0.01). (b) 정상 지수와 산소 소모비. 산소 소모비=0.065(정상 

지수)+0.348(R2=0.37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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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위 지수 및 정상 지수, 보행 속도를 제외하고 구한 정상 지수를 

이환측과 비이환측을 합친 곡선 전체 편위 총합에 대해 편상관분석하

였다. 편위 지수 및 정상 지수는 곡선 전체 편위 총합과 통계학적으

로 의미있는 상관 관계가 있었고, 속도를 제외한 정상 지수는 통계학

적으로 의미있는 상관 관계가 없었다(표 9).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지수들을 곡선 전체 편위 총합에 대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편위 지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R2=0.614, p<0.01). 편위 지수와 정상 지수 각각을 편위 총합에 대

해 단순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편위 지수(R2=0.614, p<0.01)와 

정상 지수(R2=0.302, p<0.01) 모두 통계학적으로 의미있었으나 결정 

계수는 정상 지수에 비해 편위 지수에서 높았다(그림 2). 

 

 

표 9. 대상군의 지수들과 곡선 전체 편위 총합과의 상관 관계 

 편위 총합1
 

편위 지수 0.763 
** 

정상 지수 0.567 
**
 

속도 제외 정상 지수 -0.015  
1
 지수와 곡선 전체 편위 총합 사이의 편상관분석 결과임. 유병기간에 대해 제어하였음. 

*
 p<0.05. 

**
 p<0.01. 

 

(a) 

 

(b) 

 

그림 2. 대상군의 지수와 편위 총합의 상관 관계. (a) 편위 지수와 

편위 총합. 편위 총합=1050.454(편위 지수)+8109.685(R2=0.614, 

p<0.01). (b) 정상 지수와 편위 총합. 편위 총합=265.233(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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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8944.095(R2=0.30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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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병적 보행은 뇌성마비, 뇌졸중, 척수손상 그리고 그 외에도 

근골격계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 및 사고 등에 의해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병적 보행을 보이는 환자에게서 

정확한 원인과 이상 부위를 찾아내어 객관화 및 수치화하여 비교, 

평가함은 치료에 있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오래전부터 

보행 분석을 위한 연구와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27 현재의 

보행 분석은 운동형상학적 분석(kinematic analysis), 운동역학적 

분석(kinetic analysis), 동적 근전도(dynamic electromyography), 

에너지 소비량 측정(energy expenditure measure) 등이 포함된다.28  

병적 보행의 기전으로는 관절 구축, 근력 약화, 조절 장애, 통증이 

있으며,1 뇌졸중 환자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기전이 모두 보행 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의 보행 훈련은 

이러한 기전에 의한 병적 보행을 좀 더 정상인에 가깝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환자의 기능이 이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정도일 경우에는 여러 보상적인 보행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보행 

훈련은 보행 분석처럼, 모양을 좀 더 정상인에 가깝게 만드는 

운동형상학적인 부분과, 근력 강화 및 힘을 주는 시기를 좀 더 

정상인에 가깝게 만드는 운동역학적인 부분이 복합되어 시행되게 

된다. 

본 연구 결과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의 보행 곡선의 편위된 정도는 에너지 소모량과 연관이 있었으며, 

고관절 시상면, 고관절 곡선 편위 총합, 슬관절 시상면, 곡선 전체 

편위 총합은 이환측과 비이환측 모두에서 연관이 있었다. 골반에서는 

에너지 소모량과 연관된 곡선은 없었으며, 족관절 시상면은 

비이환측에서만 에너지 소모량과 연관되었다. 이환측과 비이환측에서 

곡선 전체 편위의 평균값을 비교했을 때 고관절 관상면에서만 



- 22 - 

 

비이환측이 이환측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편위가 컸고, 이를 

제외하고는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정상인에서는 골반 경사, 골반 회전, 입각기 슬관절 굴곡이 충격 

흡수에 영향을 주어 에너지 소모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5 관상면 골반 전위는 정상인에서 에너지 소모량의 중요한 

예측 인자이다.29 본 연구에서는 골반의 최대 전방 경사와 평균 전방 

경사, 골반의 횡단면 운동 범위는 이환측 및 비이환측 모두에서 

에너지 소모량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슬관절의 입각기 최대 굴곡은 이환측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으나 비이환측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골반의 관상면 운동 범위는 이환측 및 비이환측 

모두에서 에너지 소모량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가 없었다. 

곡선 전체의 편위가 에너지 소모량과 연관되나,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의 보행 곡선 전체를 보행 분석 없이 파악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운동형상학적 지표의 편위 중 곡선 전체의 편위와 

연관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지표들의 편위를 교정함으로써 

곡선 전체의 편위가 교정되고, 이는 에너지 소모량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운동형상학적 지표가 에너지 소모량 자체와도 

연관성을 가진다면 이 지표를 교정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에너지 

소모량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에너지 소모량 및 각 관절의 곡선 편위의 총합 모두와 연관된 

운동형상학적 지표 중에서 다중 회귀 분석 상 통계학적으로 

의미있었던 지표는, 골반에서는 이환측 및 비이환측의 횡단면 운동 

범위였고, 고관절에서는 이환측 및 비이환측의 발가락 떼기 시 

신전이었다. 슬관절의 이환측에서는 유각기 최대 굴곡이었고 

비이환측에서는 초기 접지 시 굴곡과 유각기 최대 굴곡이었다. 

족관절의 이환측에서는 입각기 최대 배측굴곡이었고 비이환측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지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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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에서는 에너지 소모량에 있어 골반의 관상면이 중요하나, 본 

연구 결과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에서는 이환측 및 비이환측 

골반의 횡단면이 중요하였다. 정상인에서는 체간의 횡단면에서의 

회전을 억제하여 체간과 골반 사이에서의 비틀림을 통해 얻어진 탄성 

에너지가 골반으로 다시 전달되는데 반해, 뇌졸중 환자에서는 체간의 

횡단면에서의 회전이 증가되어 이러한 에너지의 이용이 저하되어30 

에너지 소모량이 증가되게 될 것이다. 

고관절에서는 이환측과 비이환측 모두에서, 전유각기를 나타내는 

발가락 떼기 시 신전이 에너지 소모량과 연관되었다. 이는 보행 진행 

및 가속에 중요하다고 알려진 지표이다.1 이환측 슬관절에서는 유각기 

최대 굴곡이 중요하였으며, 이는 뇌졸중 환자에서 흔한 뻐쩡다리 

보행이 에너지 소모량과 연관됨을 보여주며, 이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함을 나타낸다. 이환측 족관절에서는 입각기 최대 배측굴곡이 

중요하였으며, 라커 작용(rocker action)을 통한 보행 진행이 에너지 

소모량에 중요함을 나타낸다. 

비이환측 슬관절에서는 초기 접지 시 굴곡과 유각기 최대 굴곡이 

중요하였는데, 초기 접지 시 굴곡은 안정된 체중 지지에 관여한다고 

알려진 지표이다. 또한 비이환측 슬관절의 유각기 최대 굴곡은 

이환측 근력 약화로 인해 이환측 하지로는 한쪽다리딛기(single limb 

support)를 오래 할 수가 없는 것과 연관될 것이다. 가장 영향력있는 

지표를 찾기 위한 최종 다중 회귀 분석에서는 이환측 슬관절의 

유각기 최대 굴곡과 비이환측 슬관절의 초기 접지 시 굴곡이 

통계학적으로 의미있었다. 관절 별 및 전체 보행 주기 편위를 산소 

소모비에 대해 다중 회귀 분석하였을 때 이환측 슬관절 시상면이 

통계학적으로 의미있었던 것과 연관시켜 보면, 에너지 소모량에는 

이환측 슬관절의 유각기 최대 굴곡과 이를 지지하는 비이환측 

슬관절의 초기 접지 시 굴곡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뻐쩡다리 보행을 개선하는 것이 에너지 소모량을 감소시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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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각 관절에서 에너지 소모량 및 해당 관절의 곡선 편위의 총합에 

대해 편상관분석 및 다중 회귀 분석 모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운동형상학적 지표 8가지에 대해 주성분분석을 

시행하여 편위 지수를 얻었다. 편위 지수의 지표 8가지와 정상 

지수의 지표 16가지가 겹치는 것은 슬관절 초기 접지 시 굴곡과 

족관절 입각기 최대 배측굴곡의 2가지였다. 편위 지수와 정상 지수는 

에너지 소모량에 대한 편상관분석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있었다. 

또한 편위 지수와 정상 지수 사이에는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상관 

관계가 있었다. 

보행 속도는 산소 소모율과 정비례의 관계가 있고 산소 소모비와는 

반비례의 관계가 있다.1,5 따라서 정상 지수에서 보행 속도만을 

제외하여 다시 주성분분석을 시행하여 이러한 지수가 에너지 

소모량과 상관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속도를 제외한 정상 

지수는 에너지 소모량에 대한 편상관분석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었으며, 정상 지수와도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상관 관계가 

없었으나 편위 지수와는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상관 관계가 있었다. 

편위 지수 및 정상 지수를 에너지 소모량에 대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편위 지수와 정상 지수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고 이 중 편위 지수가 가장 영향력있는 

지표였다. 산소 소모비에 대한 단순 회귀 분석에서 편위 지수와 정상 

지수 모두 통계학적으로 의미있었고 비슷한 정도의 결정 계수를 보여, 

유사한 정도로 산소 소모비와 직선적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곡선 전체 편위 총합에 대한 편상관분석에서도 편위 지수 및 정상 

지수는 통계학적으로 의미있었으나, 속도를 제외한 정상 지수는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상관 관계가 없었다. 편위 지수 및 정상 

지수를 곡선 전체 편위 총합에 대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편위 지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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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 전체 편위 총합에 대한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편위 지수와 정상 

지수 모두 통계학적으로 의미있었으나, 결정 계수는 정상 지수에 

비해 편위 지수에서 높았으며, 이는 곡선 전체 편위 총합에 대해서는 

정상 지수에 비해 편위 지수가 더욱 직선적 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정상 지수는 에너지 소모량과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으나, 이는 

보행 속도가 정상 지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를 제외한 정상 

지수는 에너지 소모량과 상관 관계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편위 지수는 곡선 전체 편위를 대변할 수 있고 에너지 소모량과 

연관되는 변수들로 만들어져 있어, 보행의 운동형상학적 양상과 

에너지 소모량을 동시에 기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실제 

결과도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편위 지수는 에너지 소모량에 

있어서는 정상 지수와 비슷한 정도의 상관 관계를 보였고, 곡선 전체 

편위 총합에 있어서는 정상 지수보다 월등히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편위 지수가 커질수록 정상 보행으로부터의 편위가 커지며, 

에너지 소모량도 증가될 것이다. 보행 시 상기 8가지 변수를 

측정하여 편위 지수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보행의 편위된 정도 및 

에너지 소모량을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러한 편위를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았을 때, 운동형상학적 편위는 에너지 소모량과 

관계가 있으며, 각도 및 시기를 정상인에 가깝게 교정하는 보행 

훈련은 낙상 및 관절 손상을 방지하는 효과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이득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행 훈련 

시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결정할 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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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56명의 독립적 보행이 가능한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정상인과 비교하여 운동형상학적 지표와 에너지 

소모량과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골반의 횡단면 운동 범위, 

고관절의 발가락 떼기 시 신전, 이환측의 뻐쩡다리 보행 및 라커 

작용, 이환측 하지 근력 약화에 영향을 받는 비이환측 슬관절의 

유각기 최대 굴곡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편위 지수 및 정상 

지수는 에너지 소모량 및 전체 보행 주기 편위와 연관성이 있었으며, 

편위 지수는 운동형상학적 편위 및 에너지 소모량을 예측하는데 

이용될 수 있음을 알았다. 이러한 결과는 보행 훈련의 목표 설정 및 

실제 시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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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between kinematic deviation and energy 

consumption in the hemiplegic g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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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Deog Young Kim)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orrelation between 

kinematic deviation and energy consumption in the hemiplegic 

gait. Gait analysis and energy consumption analysis of 56 

hemiplegic patients and 12 normal persons were collected. 

Curve deviation and energy consumption in the hip, knee, and 

ankle were statistically correlated.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energy consumption and kinematic deviation which is 

statistically correlated to curve deviation of each joint showed 

that some of this deviation was statistically correlated to 

energy consumption. In consideration of correlation with 

energy consumption, transverse plane of the pelvis, hip 

extension at toe-off, stiff-knee gait and rocker action of the 

affected side, and maximal flexion of the unaffected knee 

during swing phase which is influenced by the weakness of the 

affected side were important. Deviation index describing gait 

was derived from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this index 

and normalcy index were statistically correlated to energy 

consumption and gait curve deviation. These results can be 

useful to gait training of hemiplegic patients. 

----------------------------------------------- 

Key Words : hemiplegic gait, kinematic deviation, energy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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