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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업각기 (stance phase)시 거골하 관절의 
운동 특성 에 관한 연구1) 

- CTA 및 시공간적 변수를 중심으로 -

권 혁 철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물리치료학과 

Abstract 

A study of the movement characteristics of subtalar 
joint in stance phase 

Kwon Hyuk-cheol, Ph.D., R.P.T., O.T.R. 
Dept. of Physi띠1 Therapy, C이lege of Rehabilitation Science, 

Taeg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e the subtalar joint movement 
characteristics in human stance phase. The data of subtalar joint movement 
pattems are collected by CT A(calcaneus to tibia angle) measurements. CT A is 
defined as a angle formed between the bisect of the posterior shank and bisect of 
the posterior heel, as determined by placement of the retroreflective markers. The 
angle measured in degrees. The participants are 74 healthy individuals (37 men and 
37 women) who have no orthopedic and neurological impairment, aged from 19 to 
29 years(mean 22.95). Prior to participation, each subjecct informed the procedures 
of experiment from researcher and assistant researcher. 

The equipments of this study are walking grid, marking tapes, goniometer, video 
camera, monitor and ink for foot print are used in the study. 

In order to determine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result, the paired t-test and 
Pearson correlation were applied at the 0.05 level of significanc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reliability of measured CT A value are showed a high correlation, ranged 

from .86 - .94. 
2. The mean value of step width are 7.67cm in men and 6cm in women. S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in 0.05 level of significance. 
3.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n and women ’ s TOA(toe out 

angle)(p<O.05). 
4. The CT A of female ’s is more higher than male's one, however not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man and women(p>0.05). 
5. The CT A is reduced according to increasing TOA(p<0.05). 

Key W ords Human gait; Subtalar joint; Calcaneus to tibia angle; Toe out angle 

1) 이 논문은 1994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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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서 론 

인간에 있어서의 보행은 Gait라고 하는 용어 

가 사용되며， 이는 인간에 대한 보행 양식 

(walkíng pattem)을 의미하는 것이다(Naka

mura 등， 1992). 

보행이란 사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동 양식 

을 말하며 (Nakamura 둥， 1992), 여 러 가지 의 

장기계 (organ system)의 기능이 통합되어 이 

루어지는 매우 복잡하고 효율성이 높은 운동이 

다<Bohannon， 1987; Bowl‘er 동， 1988). 따라서 

일부분의 장기계에 기능장애 (impairment)가 나 

타나게 되면 이러한 보행 양식은 쉽게 흩트려 

지게 됨으로써 운동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되 

는 것 이 다CBowker동， 1988). Saunder 둥(1953) 

과 Inman(1966)은 정상 보행을 보행시 에너지 

를 최소한으로 하여 걷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보행에 필요한 생체 역학적인 요소에는 중력 

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평형 유지 능력， 제자리 

걸음 혹은 발을 앞으로 내딛는 동작의 수행과 

같은 3가지 기전이 필요하다(Dirnitrij evic 퉁， 

1981). 인간은 이족 보행을 행하며， 이족 보행 

을 하는 인간의 보행의 특징은 평형이 쉽게 흘 

트려지기 때문에 보행 시에는 원래의 평형 상 

태로 되돌아가려는 현상이 규칙적으로 반복되 

어지면서 일어나게 된다(Nakamura 둥， 1992), 

이때 체중지지면의 크기 및 지면의 안정성 정 

도가 보행 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권혁철， 1988). 

Penγ(1992)는 보 행을 하려 면 체중을 지 지 

하고 있는 각 하지에 추진력， 안정성， 충격 흡 

수능력， 에너지를 최소화하여 보행을 할 수 있 

는 능력 둥 4가지 기능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 

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보행에 대한 평가는 이와 같은 요 

소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물리치료 

영역에 있어서 보행 양식에 대한 평가는 장애 

의 종류 및 정도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의 판정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이 

러한 측면에서 보행의 평가는 제한적인 요소는 

갖고 있지만，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정 

량적 평 가방법 (quantitative evaIuation)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Saleh 동 1985; 

Bowker 등， 1988). 

현재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어 지고 있는 정 

량적 보행 평가법으로는 시공간적 변수 

(temporaI spatìaI parameter)로써 보행의 속도， 

보폭， 보격， 중복보의 거리， 보행율， TOA(toe 

out angle) , 보행 1 주기 (1 cycIe)에 소요되 는 

시간， 그리고 공간적인 위치와 거리를 구하여 

알아보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측정은 각도계， 줄자， 초시계 등을 사용하 

여 측정하늪 간단한 방법에서부터 컴퓨터 분석 

장치를 이용하여 보다 복잡한 요인들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까지 다양하게 있다(Porter 둥， 

1989). 이 중 보격과 TOA는 보행의 안정성 정 

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Peπy(1992)는 보격이 족관절의 외반력 

(vaIgus force) 및 내반력 (varus force)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편마비 환자의 보행 

에서와 같이 족관절의 내반 변형 (equinovarus) 

을 보일 경우， 족관절은 회외 (supinated foot) 

가 되어 TOA가 감소되므로 보행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것은 환측하지로 보행 

하는 동안 비복 삼두근의 활동이 선행되어짐으 

로써 일어냐는 것이다(Knuttson， 1981). 이러한 

발목의 회외 및 회내는 족관절의 안정성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 

근래에는 발목의 각도 및 위치에 따른 보행 

평가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 

는데 이는 발목의 배열형태가 슬관절의 배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MueIler 및 Norton, 

1992; Johanson 등， 1994; Eng 및 Pierry 

nowskí, 1994). 

특히 입 각기 초기 (early stance phase)에 족 

관절의 배열 상태는 보행시 충격 홉수 및 보행 

의 안정성에 영향을 마치게 됨으로 이에 대한 

평가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족관절의 운동 특성은 거골하 관절 

(subtalar joint)의 운동 정 도로써 알아 볼 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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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MueJler 빚 Norton, 1992; Johanson등， 

1994). 이러한 거골하 관절의 운동 각도는 종 

정 골각도(CTA; calcaneus to tibial angle)플 

측정하여 봄으로써 알아 볼 수 있다(Mueller 

및 Norton , 1992). 이처럼 종경골각과 보행의 
시 공간적 변수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보 

행 평가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보행의 입각기시에 거골하 관절의 

운동 특성과 보행 분석에 이용되는 시공간적 

변수와의 관계를 통합하여 보행을 분석한 연 

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족관절의 배열 상태를 알 

아보기 위한 종경골각도와 보행의 안정성에 

영향쓸 미치는 시공간적 변수사이에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IL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연구 기간 

본 연구의 대상은 1995년 4월 현재 대구대 

학교 재활과학대학에 재학중인 남 · 여 학생들 

중 다음의 필요조건들을 충족시키고 본 연구 

표3.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성별\ 특성 연령 (세) 

L디-+ 23.89 ::t 2.56* 

여 21.92 ::t 1.91 

계 22.91 

* 평균 ± 표준편차 

2.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정의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종경 골각(CTA : calcaneus to tibia angle) 

Mueller 및 Norton(1992)이 정의한 것과 같이 

“종끓의 중심에서 거골하 관절의 축을 이은 선 

의 참가에 동의한 74명(남자 37명， 여자 37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의 필요 조 

건은 다음과 같다. 

1) 눈을 감고 기립 균형을 유지하는데 결함 

이 없는 자(Romberg test : negative). 

2) 하지 및 체간에 관절 가동범위의 제한을 
보이지 않는 자. 

3) 신경학적인 문제로 인하여 협옹(coordi

nation)능력이 저하되거나， 운동 감각에 

결손이 없는 자 

4) 24시간 전에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지 아니한자. 

5) 보행에 영향을 주는 근력의 약화나 요통 
등으로 인한 동통등이 나타나지 않는 자 

등으로 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 기간은 1995년 4월 10일부 

터 4월 15일까지 위의 대상자 5명을 대상으로 

예비실험을 실시한 후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 

여 동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대상자 

전원에 대한 본 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 중에서 남자의 평균연령은 23.89세 

이고， 평균 신장은 173.65 cm, 여자의 평균연령 

은 21.없세， 평균 신장은 162.19 cm이었다(표 1). 

(단위 . 명) 

신장 (cm) 대상수 (%) 

173.65 ::t 3.31 37 ( 50) 

162.19 ::t 3.41 37 ( 50) 

167.92 74 (00) 

과 하퇴 후면(posterior shank)의 중심선상을 

기준으로 내과(medial m머leolus)에서 부터 5 cm 

상부와 20 cm 상부의 점을 연결하여 이루는 선 

과의 각도“를 말한다(그림 1l.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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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힘 1. 종 경 골각 (calaneus to tibia angle) 

2) 족외전각(TOA : toe out angle) 보행 

의 입 각기 시 (stance phase)의 발바닥 닿기 

(mid stance)시 에 나타나는 발목 및 발가락이 

외측으로 회전되어 있는 각도를 말함. 측정은 

Peπy(1992)가 제 시 한 방법 에 의 해 측정 한다. 

3. 실험 방법 

60cm 

‘· 

1) 실험에 사용된 도구 및 장치 

보행의 정량적 평가를 위하여 거골하 관절 

의 운동 특성 및 보행의 시공간적 변수에 대 

한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연구진이 제작한 보행판 

(walking grid 규격 ; 넓 이 100 cm, 길 이 

1000 cm, 높이 45 cm)과 거골하 관절의 운동 
각도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Mueller및 

Norton(1992)이 제 안한 방법 (용어 의 정 의 1. 

참조)에 의해 대상자의 하퇴 후변의 기준점에 

각 각 부착시킬 접착용 마킹 테이프， 보행시 

거골하 관절의 운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비 

디오 카메라 및 모니터 등이 사용되었으며， 보 

행 의 시 공간적 변수를 알아보기 위 하여 Foot 

Print용 잉크 및 종이， 그리고 프린트되어진 

발자국의 보폭， 보격， TOA둥을 측정하기 위 

하여 줄자 및 각도계가 사용되었다.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대상자가 보행하는 

동안 하퇴 후면의 종경골각의 운동특성을 정 

확히 촬영하기 위하여 보행판 후면 60 cm되 

는 지점에 위치하도록 하였으며， 카메라의 렌 

즈는 지상에서 50 cm 상부에 위치하도록 장 
치하였다. 실험실 내의 장치를 개략적으로 그 

려보면 그립 2.와 같다. 

數i一
그림2. 실험에 사용된 장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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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첼차 

관 실힘에 앞서 연구자는 연구원 2명으로 이 과정이 다 끝나면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하여 금 살험음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연 

구의 꽉적 및 갈험 방법등에 대한 이판적인 

교육과 실습 교육을 실시하였다 

연구원 중 1경은 보행판의 수평도 관리， 비 

디오 시스템 작동 상태 검사， 프린트된 종이 

틀 교판하거 나 발바닥에 영 크가 골로루 묻혀 

지도록 하는 등， 주로 실험에 사용되는 장치 

를 관 tC] 하도폭 하였고 또 다른 1명의 연구원 

은 좋정말각 측정윤 위하여 하퇴 후변의 거골 

하 판절의 중심파 거골하 관절의 중심으로부 

터 풍꼴의 중심읍 향하여 5 cm 하부， 하퇴 후 

연 =중앙 선상 20 cm 상부에 각각 하나씩 의 

마킹 테이프쓸 부 착하는 일을 담당하도록 하 

였다(그림 3). 

실힘 절차는 1명의 연구원이 하퇴 후면에 

마킹 테이프블 부착시킨 후， 보행판위에 발모 

양으로 그려 놓은 부위에 대상자의 발바닥을 

대고 올라서도록 한다 이때 연구 보조윈은 

보행 대상자의 발바닥에 프린트용 잉크가 골 

고루 묶혀 지도록 한다. 

“똑바로 서십시오. 그리고 시선은 전상방으로 

맛추고 제가 그만할 때까지 자연스럽게 보행 

윤 하면 됩니다 제가 시작하라는 신호를 주 

면 출발 하십시오” 자! “시작”이라는 구두 명 

령을 내렸다. 

보행사 발자국 흔적의 분석대상은 5 m의 

보행판 가운데 보행 시작의 기준 점에서 l.25 

m까지는 보행의 적응을 위한 단계로 간주하 

여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l.25 m 에서 4 m까 

지의 거리， 즉 가운데 2.5 m 사이에 프린트된 
발자국 흔적만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이는 보 

다 자연스러운 보행을 하는데 에는 적응 시간 

이 필요할 것이다과는 Robison 및 Smidt 

(981)에 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프린트되어진 발자국은 줄자 및 각도계로서 

측정하였고， 종경골각도는 비디오 시스템의 

순간 멈춤 장치를 이용하여 각도를 측정하였 

다‘ 측정값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측정은 3회 측정하였으며 분석시는 3회 측정 

값의 평균값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그림3. 종경골각 측정을 위한 마킹 테이트 부착 위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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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분석은 평가 기록지에 나와 있는 각 항목을 

부호화 하여 컴 퓨터 에 입 력 한 후 SPSS!PC+ 

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성별에 따른 

시공간적 변수(보폭， TOA, 보격)에 유의한 차 

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이용 

하였고， 발목 배열 상태로 측정한 종경골각과 

시공간적 변수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 
였다. 통계학적인 유의성 검증을 위한 유의 

수준 d는 0.05로 정하였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만을 실험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전 연 

령층이나 보행의 변이를 보이는 환자들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데에는 제한되는 점이 

있다고 하겠다. 

Ill. 연구 결과 

1. 측정값의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수들간 측정값의 

신뢰도를 알아본 결과 .86에서 .94의 범위까지 

나타나 측정되어진 값들은 매우 높은 신뢰도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2 ， 측정값의 신뢰도 

변수명 끼 。-τi누; 좌측 

보 격 .90 .89 

족외전각 ,94 .91 

종경골각 ,86 ,87 

2 , 측정된 보행 변수들의 일반적인 특성 

보행 입각기시 거골하 관절에 대한 운동특 

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측정한 보격， 족외전 

각에 대 한 특성 은 표 3과 같다. 이 표에서 보 

는바와 같이 보격 의 평 균값은 남자가 7.67 

cm, 여자가 6 cm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 
를 보였으며 (p<O.05), 족외전각의 평균값은 

우측이 

7.64 0 , 좌측이 6 ,85 。로 우측의 족외 전각이 

크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고 

(p>O.05), 성별에 따른 족외전각의 크기는 좌， 

우측 모두 남자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p<0.05) ， 

표3 ， 측정된 보행변수들 간의 일반적인 특성 
(단위 : 명) 

족외전각( 0) 
변수명 보 격 (cm) t-value t-value 

S，L흐 ..，느 좌측 

남 7,67 i: 2,81 2,16 8,39 i: 2.68 7.86 i: 3.55 1.48t 

여 6.00 i:3.13 6.88 i: 3.55 5.84 i: 3.07 O,80t 

평 끌 6.34* 7 ,64* 6.85* 

* p<O ,05 f p>O.05 

(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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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경골각도가 크게 나타났고 좌측의 종경 

골각도 역시 남자의 경우가 7.49 0 , 여자는 
7.95 。로 여자의 종경골각도가 크게 나타났으 

나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p>0.05). 

3 입각기시 종경골각의 특성 

입각기시 종정골각의 특성을 보면 좌측이 

7.72 0 우측이 7.67 。로 좌측의 종경 골각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 성 별에 따른 우측의 종경 골 
각도는 남자가 7.62 0 여 자가 7.72 。로 여 자 

표4 측정된 보행 변수들간의 일반적인 특성 

종경골각도 
t - value 

여 남 

- 0.01 t 
- O.85t 

7.72 i:. 2.73 
7.95 i:. 3.l2 

7.62 i:. 2.74 
7.49 i:. 2.73 

츠
 
「
츠
 
「

T 
좌 

7.84 7.56 균 펴 
。

t p<0.05 

있다. 즉， 족관절의 외 전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종경골각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족외전각과 종경골각도의 상호관련성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족외전각도와 종 

경골각은 대체적으로 역상관 관계를 보이고 

표5. 족외전각도와 종경골각 사이의 관련성 

종경골각 족외전각 

좌측 츠
 
「

。T 좌측 우측 

-
즉
-
-
즉
，
 

우
 
좌
 

족외전각 1.0000 

.3988** 1.0000 

종경골각 츠
「
 츠
「
 

우
 
좌
 

1.0000 

.4809** 

- .0않8 

- .2399 

- .2871* 
- .1618 1.0000 

란 발아 지변에서 떨어져 있는 시기로써 1 보 

행주기의 약 40%를 차지하게 된다(May 및 

Davis, 1974). 이 처 럼 보행 의 1주기 에 는 입 각기 

의 시기가 유각기의 시간보다 더 길기 때문에 

입각기시에 대한 보행 분석은 매우 중요한 의 

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Johanson 둥 

(1994)은 보행 엽각기시 거골하 관절이 체중 

** p<O.001 

자연스런 보행은 입각기와 유각기로 나누어 

지지며 입각기란 발이 지변에 닿아있는 시기로 

써 l 보행주기의 약 60%를 차지하고 유각기 

껴
 

/ 

*~ ξ르 

* p<O.01 

N.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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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와 함께 회내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종골의 

외반， 거골의 내전， 거골의 족저 굴곡 현상때문 

이라고 지적하였다. 

보행 분석에 있어서 사용되는 정량화된 시공 

간적 변수틀을 살펴 보면 족관절의 외전 각도， 

보격， 보폭 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시공간적 

변수틀은 주로 보행시 지변에 찍혀진 보행 흔 

적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가능하다. 보행 흔적 

을 알 수 있는 방법은 Foot print플 이용하는 

단순한방법에서 부터 computerized analyser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 등까지 다양하게 있 

다. 보행 입각기사 족관절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는 입각기시 찍혀진 발자국의 형태를 알 

아봄으로써 양발간의 균형상태 및 체중지지 능 

력을 알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추신경계 

손상환자들은 비정상적인 보행 패턴을 나타낸 

다. 예를들면， 보폭의 간격 이 일정 하지 않은 

dysmetria성 보행， 운동실조형 보행 (ataxic 

gait) , 보행 입각기시 발 앞꿈치가 먼저 지면에 

닿는 계상보행， 유각기시 족관절의 내반과 함 

께 일어나는 회선보행 (circumduction gait) 등 

을 들 수 였다 

보행에 대한 연구를 살펴 보면， 각 연구자 

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Borelli(1982)는 보행하는- 동안 신체의 무게 중 

심의 변화를 알아봄으로써 보행시 인간의 균형 

이 어 떻 게 유지 되 는가룹 보았고， Marey (1900) 

는 운동 영상 촬영장치륜 이용하여 보행분석을 

행하였으며， 최근에 Kemozek 둥(1993)은 거골 

하 관절의 과도한 회외는 경골의 내회전을 증 

가시켜 대퇴시두근각을 감소시킨다고 하여 거 

골하 관절의 운동에 대한 분석이 보행 분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와같은 정 량화된 공간적 

변수 이외에 거골하 관절의 운동 특성을 함께 

알아 봄으로써 공간적 변수와 거골하 관절의 

운동특성간의 관련성을 찾고자 하였다. 

거공하 관절의 운동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행판에 대하여 o strosky 등(1994)은 

6m의 보행판에서 양방향 비디오 동작 분석기 

를 이용하여 젊은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보행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Hageman(l9SOl은 14 

m의 보행판을 이용하여 보행 분석을 행하였으 

며， 본 연구에 있어서 보행 분석에 사용된 보 

행 판은 길 이 10 m, 폭 1 m, 높이 30 cm로 제 

작된 것을 이용하였다. 높이를 30 cm로 높여 

놓은 이유는 거골하 관절의 움직임을 정확한 

위치에서 촬영하여 봄으로써 측정오차룹 줄이 

기 위해서 였다 또한 보행판에는 전， 후 3m 

부분에 선을 그어 놓아 가운데 4m내에 들어 

오는 보행 족적과 이때의 거골하 관절의 각도 

만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는데 이는 보행판 위 

에서의 전반 3m와 후반 3m는 부자연스러운 

보행이 나올것을 염두에 두고 시행한 것이었 

다. 보행판의 길이에 대하여도 Cemy(l983)는 

16 m의 보행판 전， 후에 각각 5 m씩의 예비 

보행을 위한 구역을 실정하고 중간 6 m상의 
거리에 쩍힌 족적을 가지고 보행 분석을 실시 

한 바 있다. 이러한 보행의 예비과정을 두는 

이유는 자연스러운 보행이 나오기 위하여는 어 

느정도의 적응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Robin 

등(1981)의 결과에 근거한 것이었다. 

족적을 얻기 위하여 중간 3m부분에 흡수성 

이 좋은 흰색종이를 부착시킨 후 걷도록 하게 

함으로써 미끄러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부 

자연스런 보 행을 막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보행판의 길이가 10m 

로 다른 연구자가 사용한 보행판의 길이보다 

다소 짧게 제작한 이유는 물리치료실의 면적을 

고려하여 임상적으로 보다 편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함이 었다. 

족적의 측정과 거골하 관절의 운동 각도 측 

정은 한명의 연구자가 계속하여 측정하도록 하 

였고 거골하 관절의 운동각도를 측정하기 위하 

여 부착시킨 마킹 테이프는 또 다른 연구자 한 

명이 전담하여 부착시키도록 하여 연구자간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 

하였다. 

연구결과에 있어서 보행의 시공간적 변수들 

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비교하여 보면 Hage

man과 Blanke (1986)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알 

아 본 보격에 있어서 나이가 든 여성들의 보격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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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평균 10 cm, 젊은 여성들의 보격인 8.3 cm 

보다 크게 나타남을 보고 하였다. 그러나 남성 

들을 대상으로 한 Hageman (989)의 연구에서 

는 젊은 남성이 10.8 cm, 나이가 든 남성에 비 

하여 크게 나타나 여성의 보격 특성과 상반되 

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보격은 남자의 경우 7.7 

cm, 여자의 경우는 6 cm로 남자의 보격이 크 

게 나타났는데 이는 보격에 있어서 신장이 많 

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황 

보 각， 1995: Murray, 1970). 보격 은 체 중지 지 

면의 안정과 불안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 

자로 작용한다. 즉， 일반적으로 신장이 큰 남성 

이 여성에 비하여 더욱 넓은 체중 지지변을 확 

보하려는 방향으로 보격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들의 보격이 

서양언을 대상으로 한 보격 결과와 비교하여 

적게 나타난 이유 역시 이러한 신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려된다 

족외전각도에 있어서 Kemozek과 Ricard 

(990)는 평 균적 인 족외 전각도를 7.58도로 보고 

하였는데 이러한 수치는 본 연구에서도 평균값 

인 우측 7.64도， 좌측 6.85도로 유사한 값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좌， 우측의 족외전 

각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대상자의 

대부분이 우측이 주용체지로 보다 많은 체중을 

우측하지로 지지하기 때문이 아닌가 사려된다. 

또한， 성벌에 따른 족외전각의 특성을 비교 

하여보면 좌， 우측 모두 남성들의 족외전각이 

여성탈의 족외전각 보다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Murray(1970)둥이 주장 

한 “낚성들의 신장이 여성들의 신장 보다 크 

고， 이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하지의 길이가 길 

기 때문에 보행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 

다”라고한 결과를 다시한번 입증해 주는 것이 

라고 볼 수 있겠다 

종겸 골각의 평 균값은 남자의 경우가 7.56도 

여성의 경우가 7.84도로 여성의 종경골각도가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입각기시 여자의 발목 

이 남자의 발목 보다 회내되어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Messier 등(990) 

과 Doucette 둥(1992)은 족관절의 과도한 회 내 

는 슬관절의 비정상적인 배열을 불러 일으키고 

슬개골의 외측탈구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하 

였다. Eng 둥(1993)은 입각기에 거골하 관절의 

과도한 회내는 정상적인 경골의 회전운동에 변 

이를 초래하여 이로인하여 슬개골과 비정상적 

인 역학관계를 일으켜 결국 슬개대퇴골 동통증 

후군(patellofemoral pain syndrome) 동을 유발 

하게 된다고 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동통 증후 

군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대퇴사두 

근각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 

다. 또한 남자의 대퇴근각 보다 여성의 대퇴근 

각이 크게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종경골각의 

영향이 많이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여성의 경우 우측의 종경골각은 좌측의 

종경 골각도 보다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는 

데 이러한 이유는 여자 대상자의 대부분이 우 

측하지가 주용체지로서 우측하지로의 체중지지 

율이 남성들에 비하여 더욱 많기 때문이 아닌 

가 사려된다. 

본 연구결과 족외전각과 종경골각의 상호 관 

련성을 알아 본 결과 족외전각이 증가함에 따 

라 종경골각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본 연구의 성별에 따른 족외전각과 종경골 

각의 특성에서 나타난 결과를 다시한번 입증 

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ames(979)는 구두의 내측부위 에 Wedge와 

같은 깔창을 덧대어 줌으로써 슬개관절의 동통 

을 완화시켰다고 보고 하였으며， Eng 둥(993) 

도 발의 내측에 유연성있는 깔판을 대어 종경 

골각도를 조절하여 줌으로써 대퇴 사두근각이 

감소되어 슬개관절의 동통이 감소하고 발의 충 

격흡수 능력도 향상되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Kerozek과 Ricard(l990)의 연구에서 보 

면 족관절의 움직임은 족외전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행시 정상 보행을 하는 

사람들의 입각기시 종경골각의 정상 범위를 알 

아 봄으로써 종경골각이 정상범위에서 일탈되 

어 슬개대퇴골 동통 증후군 및 보행의 변이를 

Q 

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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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환자들에게 발목교정시 참고자료로 유 

용하게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보행의 속도에 따라 

변화되는 보행 변수들 상호간의 동적인 관련성 

을 찾아내는데 춧점이 맞추어 져야 될 것이다. 

v. 결 료응 
'--

보행 입각기시 거골하 관절의 운동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 중， 본 연구에 참가하겠다고 

동의한 남， 여 74명을 대상으로 한 보행 입각 

기시 시공간적 변수와 종경골각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수간 측정 

값의 신뢰도는 0.86에서 0.94의 범위에 있음으 

로 측정값의 신뢰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보격의 평균값은 남자가 7.67 cm, 여자 

가 6 cm로 성별에 따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05). 

셋째， 족외 전각의 평 균값은 우측이 7.64 。

좌측이 6.85 。로 우측의 족외 전각이 크게 나타 

났으나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고(p>0.05) ， 

성별에 따른 족외전각의 크기는 좌， 우측 모두 

남자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0.05). 

넷째， 입각기시 종경골각의 특성을 보면 좌 

측이 7.72 0 우측이 7.67 。로 좌측의 종경 골각 

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우측의 종 

경 골각도는 남자가 7.62 0 , 여 자가 7.72 。’ 좌측 

의 종경골각도 역사 남자의 경우가 7.49 0 , 여 

자는 7.95 。로 여자의 종경 골각도가 크게 나타 

났으나 모두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 

다(p>0.05). 

다섯째， 시공간적 변수의 하나인 족외전각이 

증가함에따라 종경골각은 감소하는것으로 나타 

났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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