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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imulation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normal gait, 30° crouch gait, 30° 

crouch/equinus gait, 45° crouch gait, 45° crouch/equinus gait. The knee flexion angles were re-

stricted using a specially designed orthosis.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a motion analysis labo-

ratory of the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Fifteen healthy male subjects were recruited for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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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compare spatiotemporalparameters, kinematics, and kinetic varia-

bles in the sagittal plane among the different gait, (2) to investigate the secondary compensatory strategy, 

and (3) to suggest biomechanical physical therapy treatment methods. The pattern and magnitude ob-

served in each condition were similar to those of normal gait, except the peak knee extension mo-

ment of the unrestricted ankle motion-crouch gait. However, the speed of the 45° crouch gait was half 

that of a normal gait. The ankle joint moment in the crouch/equinus gait showed the double-bump pat-

tern commonly observed in children with spastic cerebral palsy,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gait speed as compared with normal gait. The peak ankle plantar-flexor moment and ankle power gen-

erated during the terminal stance in the crouch/equinus conditions were reduced as compared with normal 

and 45° crouch gaits (p<.05). The crouch/equinus gait at the ankle joint was an effective compensatory 

mechanism. Since ankle plantarflexion contracture can be exacerbated secondary to the ankle compensa-

tory strategy in the crouch/equinus gai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range of ankle dorsiflexion and 

the strength of plantarflexion simultaneously to decrease the abnormal biomechanical advantages of the 

ankle joint. 

Key Words: Compensatory strategy; Crouch gait; Gait analysis.

I. 서론

뇌성마비에서는 추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해 선택

인 근 조 의 소실, 보행 동안 원시반사패턴의 증가, 비

정상 인 근 긴장도,  주 의 주동근과 길항근의 

상  불균형, 균형 반응의 결여 등이 부 는 일부 

나타난다. 즉 뇌성마비 아동은 정상보행에 필요한 요소

들의 결여로 인해 보행장애가 발생한다(Gage 등, 

1995). 뇌성마비 아동의 보행과 정상보행의 차이는 여

러 가지가 있지만 그  요한 것은 뇌성마비 아동의 

보행패턴과 련된 생체역학 인 제약(biomechanical 

constraint)으로 인해 비정상 보행패턴이 강화된다는 것

이다(Davids 등, 1999).

Gage(1991)는 강직성 사지마비와 같은 복잡한 신경

근계질환의 일차 인 비정상  보행은 추신경계 손상

에 의한 병 인 운동출력(motor output)에 의해 발생하

지만, 일차 인 문제를 보상하는 응기 에 의해서도 

발생한다고 하 다. 일차 인 보행의 변화와 처기

(coping mechanism)에 의한 변화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며 운동분석시스템(motion analy-

sis system)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 다. Aktas 등

(2000)은 횡단면(transverse plane) 보행분석에서 정

인 상태의 해부학  이상으로 비정상  보행을 측

하려 했으나 해부학 인 요소만으로는 운동의 양 인 

변화를 측할 수 없었다고 하 다.

O'Byrne 등(1998)은 55명의 편측성 뇌성마비, 91명

의 양하지성 뇌성마비 아동을 상으로 3차원 동작분석

을 실시하여 보행패턴을 경직성 하지보행(stiff leg 

gait), 반슬보행(genu recurvatum gait), 쭈그림보행

(crouch gait) 등 8개로 분류하 다. Lin 등(2000)은 23

명의 강직성 양하지마비 아동들의 46개의 지 에 해 

보행패턴을 쭈그림패턴(crouch pattern), 반슬패턴

(recurvatum pattern), 패턴(jump pattern)으로 나

어 분석을 시도하 다. 뇌성마비  양하지 강직성 

마비나 사지마비의 경우에 쭈그림보행이 가장 흔한 비

정상 보행이며, 이러한 비정상 인 운동과 련한 생체

역학 인 이해가 부족하다고 하 다(Sutherland와 

Cooper, 1978). DeLisa와 Gans(1998)는 뇌성마비의 강

직성 쭈그림보행은 고  내 , 내회 , 발목의 첨족, 

족부 외 이 입각기에 동반되어 나타난다고 하 다. 

Gage(1991)는 강직성 사지마비 아동의 경우 입각기에 

무릎 이 30∼40° 정도 굴곡되어 보행한다고 하 다. 

Steinwender 등(2001)은 뇌성마비의 쭈그림보행은 고

과 무릎 이 일반 으로 굴곡되고, 발목 은 배

측굴곡에서 첨족변형까지 다양하다고 하 다.

쭈그림보행의 원인을 뒤넙다리근(hamstring)의 단축

이나 강직으로 보는 연구들이 있고(Damron 등, 1991; 

Dhawlikar 등, 1992; Drummond 등, 1974), 뒤넙다리근 

보다는 고  굴곡근인 큰허리근(psoas major)의 굴곡

구축에 의한 결과로 보는 연구들(Delp 등, 1996; 

Hoffinger 등, 1993)도 있으며, 발목  측굴곡근의 

강직이나 단축에 기인한다고 보는 연구도 있다(Ounpuu 

등, 1996). 

상 운동신경원 손상환자의 보행을 교정하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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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방법으로 선택  후근 제술(Wong 등, 2000), 외

과 인 수술(DeLuca 등, 1998)이 사용되고, 이러한 수

술 후 발목 의 배측굴곡각도와 보행 시 발뒤꿈치 닿

기(heel contact)가 향상되었다고 하 다(Damron 등, 

1994; Rose 등, 1993). 그리고 쭈그림보행을 교정하는 

방법으로도 외과  신장 수술을 실시하 다(Thompson 

등, 2001). 그러나 수술 후 무릎 의 운동학  변화는 

있었으나, 골반의 치를 바로잡는 효과는 미미했다고 

하 다(DeLuca 등, 1998). 강직성 뇌성마비의 경우, 건

이나 근육을 늘이는 외과  연장술이 정  구축과 균형 

능력 회복에 가장 효과 인 것으로 보이지만, 외과  

연장술은 근 약화를 래할 수 있다(Gage, 1991). 그리

고 장기 으로도 보행능력이나 보행의 효율성을 증진시

켰다는 정 인 결과를 보고하지는 못했다(Kerrigan 

등, 2000). 

Pierce 등(1997)은 11명의 강직성 뇌성마비 아동을 

상으로 후근 제술을 실시하기 과 후의 운동형상

학과 운동역학 자료를 비교하 는데 수술 후 근긴장도

는 감소하고 수동 배측굴곡각도는 증가가 있었으나, 보

행 시 기 발 닿기(initial heel contact) 동안의 무릎굴

곡과 발목  측굴곡은 변화가 없었다고 하 다. 

Kerrigan 등(2000)은 상 운동신경원 손상에 의한 발끝

보행(toe-walking)은 비정상에 한 처에 의해 이차

으로 발생했으며, 이차 인 처기 은 정상보행보다 

무릎 과 발목 의 최  에 지 생성이 작았다고 

하 으며, 이것은 생체역학 인 보상  이

(compensatory advantage)에 의한 것이라고 하 다. 

Carlson 등(1997)은 강직성 뇌성마비 아동에게 발목

 보조기를 착용하게 한 후 운동학 인 분석을 하

는데, 보조기 착용 보다 발뒤꿈치 떼기(heel off) 시

에서 발목 의 측굴곡모멘트(ankle plantarflexion 

moment)가 증가하 고, 발목 의 에 지 생성이 유

의하게 감소하 다고 하 다. 이것은 보조기가 뇌성마

비 아동에게 생체역학 인 이득을 제공한 결과라고 하

다. 외과  연장술이나 약물 등의 치료로 이러한 보

상작용에 의한 역학 인 이 이 없어지면 보행의 효율

성이 감소한다고 하 다(Kerrigan 등, 2000). Gage(1991)

는 비정상 보행이 가능했던 뇌성마비 아동을 상으로 

보행능력을 증진시키기 해 실시한 비 실 인 반복  

수술이 더 심한 장애를 만들어 일상활동과 보행을 불가

능하게 했다고 하 다.

보행과 련된 생체역학 인 치료모형을 이용하여 

정상보행을 만들기 해서는 보행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한 련 근육근의 약화된 작용을 치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원 근육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하 다

(Kerrigan 등, 2000). 표 인 신경생리  치료법  

하나인 보바스(Bobath) 치료의 경우, 신 성 강직

(extensor spasticity)이 보행 시 발목 과 발가락의 

배측굴곡을 방해한다고 하 으며, 치료는 발목 신 근

의 강직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하 다(Bobath, 1980). 그

러나 비정상 보행패턴의 원인이 근 약화에 기인한다면 

이러한 치료방법은 환자의 근력을 더욱 약화시켜 수행

능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Kerrigan 등, 2000). 실제

로 근육 약화는 정상수 의 근력을 생성할 수 없는 강

직성 편마비 환자들에서 볼 수 있으며, 근력의 결핍으

로 인해 자세 유지, 운동의 시작, 근골격계의 부하상태 

동안의 운동조  등에 필요한 장력을 생성하는 근육의 

능력이 감소된다고 하 다(Schmidt와 Rogers, 1982). 

기존의 정상인을 상으로 한 생체역학 인 보행연

구는 표 화된 보행자료를 얻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기 한 연구이거나(Davis 등, 1997; Kaufman, 1998; 

Kleissen 등, 1997), 환자를 상으로 한 보행연구에서 

정상자료와 비교하기 한 조군 역할이었다(DeLuzio 

등, 1997; Lehmann 등, 1992; Perry, 1992). Kerrigan 

등(1998)은 정상인을 이용하여 환측의 경직성 다리보행

(stiff-legged gait)을 하는 환자의 유각기 특성을 시뮬

이션하 다. 이러한 역동  모형(dynamic model)을 

이용한 시뮬 이션을 통해 환자에 따른 특정기

(patients specific mechanism)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

성을 보여주었다. Zajac 등(2003)은 역동  시뮬 이션

이 환자와 련된 더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어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다고 하 으며, 환자를 통한 실험에서

는 측정할 수 없는 자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개선된 치료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제안하 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건강한 성인 남자 15명을 상으로 실시

하 다. 하지에 선천 인 기형, 정형외과  혹은 신경학

 질환이 있는 자, 하지나 허리 부 의 통증을 있는 

자는 제외하 다. 모든 상자는 연구내용에 한 충분

한 설명을 듣고, 동의한 경우 실험에 참여토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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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보조기를 착용한 모습(탄력붕  감기 ) 

그림 2. 보조기를 착용한 모습(탄력붕  감은후)

그림 3. 45° 쭈그림/발끝보행 비자세

             (탄력붕  감은 후)

연령(세) 신장(㎝) 체 (㎏)

평균±표 편차 26.8±3.2 174.0±6.3 74.1±8.0

표 1.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 (N=15)

비실험은 2002년 2명을 상으로 9월에 실시하 고, 

본 실험은 2003년 1월 6일부터 2003년 1월 30일까지 

국립재활원 운동분석실에서 실시하 다. 연구 상자의 

평균 연령은 26.8 세, 그리고 신장은 174.0 ㎝, 그리고 

체 은 74.1 ㎏이었다(표 1). 

  2. 실험기기  과정

운동형상학과 운동역학  자료는 국립재활원의 운동

분석실에 있는 Elite 시스템1)을 이용하 다. Elite 시스

템은 표본추출율(sampling rate) 50 ㎐로 측정한 외

선 카메라 4개, 힘 측정 (force plate) 2개 , 이들 신호

를 통합하는 Elite 소 트웨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인 실험순서는 상자에게 실험에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게 한 후, 인체계측학 자료(anthropometric data)

를 측정하 다. 양쪽 다리에 각각 다이얼 로크 무릎보

조기(dial lock knee brace)를 착용한 후(그림 1) 보조기

를 고정하기 하여 탄력붕 로 감았다(그림 2). 그리고 

외선 반사 표식자 9개 를 S.A.F.Lo (Serrizio di 

Analisi della Funzionalit Locomotion) 차에 입각하여 

부착하 다. 체 은 모든 것을 착용한 후에 측정하 다. 

보행을 하기 에 선 자세에서 운동형상학  기 을 

설정한 후 각 보행조건을 순서 으로 측정하 다. 

  3. 보행방법과 보행주기의 측정

정상보행과 쭈그림보행 등 모두 5개의 보행조건에서 

각 의 각도와 시상면에서 각 의 모멘트, 일률

을 각 5회씩 측정하여 한 보행주기를 100%로 표 화하

여 평균하 다.

가. 보조기의 착용 방법  외선 반사 표식자 부착

보조기는 다이얼 로크 보조기로 15° 간격으로 각각 

굴곡, 신  제한을 할 수 있으며, 본 실험에서는 잠그지 

않은 상태, 30° 신  제한, 45° 신  제한을 둔 조건에

서 각각 실험하 다. 그러나 보행 시 보조기의 신  제

한 각도와 실제 무릎 의 신 각도와는 약간의 차이

가 있었다. 외선 반사 표식자는 엉치  1개, 뒤엉덩

가시에 각 2개, 무릎 보조기 에 각 2개, 가쪽복사

에 각 2개, 5째 발허리 머리에 각 2개로 총 9개를 

부착하 다.

1) T.S. Milan,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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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변수 정상 30° 쭈그림 30° 쭈그림/발끝 45° 쭈그림 45° 쭈그림/발끝

보행속도(m/s)

입각기(% 보행주기)

활보장(m)

분속수(steps/min)

  1.09±0.34

 62.25±1.77

  1.17±0.36

103.80±30.52

  .87±.39

61.86±2.09

  .94±.42

95.50±40.84

  .84±.38

62.71±2.50

  .92±.41

94.12±40.36

  .58±.46

63.18±1.74

  .65±.51

68.48±53.10

   .89±.16* 

 63.58±1.11

   .99±.17

108.42±10.00

*평균±표 편차

표 2. 보행조건간 보행변수의 비교 (N=15)

나. 정상보행과 쭈그림보행 방법

각 보행조건은 첫 번째 정상보행으로 보조기는 착용

하 지만 무릎의 운동을 제한하지 않은 상태이고(그림 

2), 두 번째는 30° 쭈그림보행(crouch gait)으로 무릎보

조기를 30° 신 만 제한한 상태에서 발목을 통제하지 

않았고, 세 번째는 30° 쭈그림/발끝보행(crouch/equinus 

gait)으로 무릎보조기를 30° 신 만 제한한 상태에서 발

목을 측굴곡한 상태에서 고정하는 발끝보행을 하게 

하 고, 네 번째는 45° 쭈그림보행으로 45° 무릎  

신 을 제한한 상태에서 발목 을 통제하지 않았고, 

다섯 번째는 45° 쭈그림/발끝보행으로 무릎보조기를 

45° 신 만 제한한 상태에서 발끝보행하게 하 다(그림 

3). 보조기를 착용한 후 흘러내리거나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해 탄력붕 를 감아 보조기 윗부분을 견고

하게 고정하 다. 각각의 보행속도는 각 조건에서 가장 

편한 속도로 걷게 하 고, 측정을 시작하기  상자

가 각 보행조건에 익숙해질 때까지 충분한 연습기간을 

두었다. 각 조건의 보행횟수는 왼발이 왼쪽 힘 측정

을 정확하게 밟아 지면반발력 자료가 측정된 보행주기

를 5회 장하여 처리하 다. 

다. 보행주기의 표 화방법

상자내, 상자간의 보행조건을 비교하기 하여 

시상면에서의 운동역학 자료인 모멘트, 일률과 운동형

상학 자료인 각도 자료를 아스키(ASCII) 일로 

장한 뒤 MatLab 로그램을 이용하여 보행주기를 

100% (0%: 기 지기 100%: 동측 발의 기 지기)

로 표 화하 다. 그리고 모멘트와 일률은 체 으로 나

어 표 화하 다. 

  4. 분석방법 

보행조건별 보행속도의 상자내 신뢰도는 간내 

상 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ICCs[3,1])

로 구하 다. 다섯 보행조건간 보행속도, 입각기, 활보

장, 분보수와 각 의 최  굴곡 신 각도, 각 의 

최  굴곡과 신 모멘트, 그리고 각 의 최  일률

의 생성(generation)과 흡수(absorption)의 값 차이를 구

하기 하여 반복측정에 의한 일요인 분산분석

(one-way repeated ANOVA)을 실시하 다. 다 비교

를 하기 해 Bonferroni 보정(adjustment)을 사용하

다. 유의수  α는 .05로 하 다. 자료의 통계처리를 

해 도 SPSS 10.0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로그램을 사용하 다. 

Ⅲ. 결과

  1. 보행조건간 보행변수의 비교 

다섯 가지 보행조건간 보행속도에 한 상자 내 

신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ICCs는 정상보행이 .7

1～.81, 30° 쭈그림보행이 .81～.83, 30° 쭈그림/발끝보행

이 .79～.99, 45 쭈그림보행이 .93～.99, 45° 쭈그림/발끝

보행이 .98～1.00이었다. 보행조건간 보행속도, 입각기, 

활보장과 분보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표 2).

 2. 보행조건간 각도의 비교

보행조건간 발목 , 무릎 , 고 의 각도는 최

 발목  배측굴곡과 최  무릎  신 과 굴곡, 

최  고  신 각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표 3). 최  발목  배측굴곡각도는 45° 쭈그

림보행이 14.5°로 가장 컸고, 정상보행은 11.9°, 30° 쭈

그림보행은 10.5°로 30° 쭈그림/발끝보행의 -.8°, 45° 쭈

그림/발끝보행의 -1.2°보다 유의하게 컸다(p<.05)(그림 

4). 고 의 최  신 각도는 정상보행이 16.8°로 45° 

쭈그림보행의 35°, 45° 쭈그림/발끝보행의 5.3°보다 유

의하게 컸으며(p<.05), 30° 쭈그림/발끝보행이 11.6°

로 30° 쭈그림보행의 8.9°보다 유의하게 컸다(p<.05)(그

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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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보행조건간 발목  최  배측굴곡각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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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보행조건간 고  최  신 각도 비교

최  모멘트(Nm/kg) 정상 30° 쭈그림 30° 쭈그림/발끝 45° 쭈그림 45° 쭈그림/발끝 p

기입각기 배측굴곡 

측굴곡

입각기말기 측굴곡

무릎신

고 신

.16±.06

1.20±.13

1.20±.13

.92±.31

.89±.19

.15±.06

1.07±.09

1.07±.09

1.15±.23

 .88±.16

 .00±.28

1.12±.11

 1.02±0.14

 .86±.30

1.05±.20

  .1±.03

1.11±.12

1.11±.12

1.33±.20

 .84±.19

-.02±.26*

1.09±.13

 .96±.13

1.02±.22

 .99±.22

.00

.01

.05

.01

.03

*평균±표 편차

표 4. 보행조건간 시상면 최  모멘트의 비교 (N=15)

최  각도( ° )  정상 30° 쭈그림 30° 쭈그림/발끝 45° 쭈그림 45° 쭈그림/발끝 p

발목  배측굴곡

발목  측굴곡

무릎  신

무릎  굴곡

고  신

고  굴곡

11.9±4.5

13.4±5.1

-3.7±3.6

58.7±6.6

16.8±5.1

30.5±6.0

 10.5±5.2

 16.3±6.8

-12.3±8.2

 56.8±6.7

  8.9±5.9

 33.1±6.6

  -.8±7.1

 25.4±8.4

-15.6±7.1

 52.2±7.3

 11.6±6.5

 30.9±8.7

 14.5±5.9

 12.8±5.8

-22.7±5.6

 61.0±6.8

  3.5±7.0

 34.7±6.5

  -1.2±5.6* 

  18.6±11.4

-23.6±9.4

  52.2±15.7

  5.3±6.1

  30.5±11.6

.00

.06

.00

.00

.00

.11

*평균±표 편차

표 3. 보행조건간 최  각도의 비교 (N=15)

  3. 보행조건간 모멘트의 비교 

보행조건간 모멘트는 기 입각기의 최  배측

굴곡모멘트, 최  측굴곡모멘트, 입각기 말기의 최  

측굴곡모멘트, 최  무릎  신 모멘트, 그리고 최

 고  신 모멘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표 4). 기 입각기 시 최  배측굴곡모멘트는 

정상보행과 쭈그림보행 조건들이 쭈그림/발끝보행 조건

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5)(그림 7). 말기 입각기의 

최  측굴곡모멘트는 정상보행이 1.20 Nm/㎏으로 

30° 쭈그림/발끝보행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5)

(그림 8). 최  무릎  신 모멘트는 45° 쭈그림보행

이 1.33 Nm/㎏으로 정상보행의 .92 Nm/㎏보다 유의하

게 높았다(p<.05)(그림 9). 최  고  신 모멘트는 

30° 쭈그림/발끝보행이 1.05 Nm/㎏으로 30° 쭈그림보행

의 .88 Nm/㎏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5)(그림 10). 

  4. 보행조건간 일률(power)의 비교

보행조건간 일률은 최  발목  에 지 생성

(generation), 기 입각기의 최  발목  에 지 흡

수(absorption), 그리고 최  무릎  에 지 흡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표 5). 최  발목  에

지 생성은 정상보행과 30° 쭈그림보행, 그리고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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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상면에서의 보행조건간 평균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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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보행조건간 기 입각기의 발목  최  배

측굴곡모멘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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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보행조건간 말기 입각기의 발목  최  

측굴곡모멘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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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보행조건간 무릎  최  신 모멘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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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보행조건간 고  최  신 모멘트 비교

쭈그림보행이 35° 쭈그림/발끝보행, 45° 쭈그림/발끝보

행보다 유의하게 컸다(p<.05)(그림 12). 기 입각기의 

최  발목  에 지 흡수는 쭈그림/발끝보행 조건들

이 정상보행과 쭈그림보행 조건들보다 유의하게 컸다

(p<.05)(그림 13). 최  무릎  에 지 생성은 보행

조건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하  반응기

(loading response) 시 최  무릎  에 지 흡수는 

쭈그림보행 조건들이 쭈그림/발끝보행조건보다 유의하

게 컸다(p<.05)(그림 14). 최  고  에 지 생성과 

흡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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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시상면에서의 보행조건간 각 의 평균모

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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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시상면에서의 보행조건간 최  발목

의 에 지 생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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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시상면에서의 보행조건간 최  발목

의 에 지 흡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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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시상면에서의 보행조건간 최  무릎  

에 지 흡수 비교

최  일률(W/kg) 정상 30° 쭈그림 30° 쭈그림/발끝 45° 쭈그림 45° 쭈그림/발끝 p

발목  에 지생성

발목  에 지흡수

무릎  에 지생성

무릎  에 지흡수

고  에 지생성

고  에 지흡수

  2.30±.58

 -.23±.11

  .60±.37

 -.69±.33

  .98±.27 

 -.22±.09

 .82±.24

-.19±.07

 .61±.28

-.77±.34

 .82±.24

-.13±.12

1.48±.63

-.84±.32

 .55±.26

-.36±.19

 .97±.42

-.15±.07

2.37±.95

-.28±.12

 .52±.25

-.70±.30

 .79±.31

-.10±.10

 1.17±.70* 

 -.68±.40

  .54±.37

 -.29±.14

  .82±.41

 -.13±.11

.04

.00

.93

.00

.20

.07

*평균±표 편차

표 5. 보행조건간 시상면의 최  일률의 비교 (N=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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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시상면에서의 보행조건간 각 의 평

균 일률

Ⅳ. 고찰

  1. 연구방법에 한 고찰 

Sutherland와 Cooper(1978)는 뇌성마비  강직성 마

비 환자에게 쭈그림보행이 가장 흔한 반면 이러한 비정

상 인 보행에 한 생체역학 인 이해는 부족하다고 

하 다. 그러나 재는 컴퓨터와 생체역학  평가방법

을 이용한 보행의 평가는 이차  는 보상에 의한 보

행변화로부터 일차 인 원인을 구별하는데 필요한 자료

를 제공해 다(Davids 등, 1999). 그리고 보행분석 시

스템이 보 되면서 뇌성마비에 한 보행의 연구에서 

운동역학, 운동형상학, 근 도를 이용한 생체역학  연

구가 최근까지 꾸 히 이루어지고 있다(Baddar 등, 

2002; Lin 등, 2000; Policy 등, 2001; Thompson 등, 

2001).

Riley와 Kerrigan(1999)은 역동  시뮬 이션 모형이 

신경학  손상환자와 이로 인한 보행 이상 사이의 연결

을 이해하는데 큰 잠재성이 있다고 하 다. Thomas 등

(1996)의 연구에서 정상인을 상으로 시뮬 이션한 연

구 결과, 외부  모멘트가 뇌성마비를 상으로 한 연

구결과(Lai 등, 1988; Sutherland와 Davids, 1993)와 유

사한 양상을 보여, 정상인의 치를 변화시킨 연구

가 비정상  보행을 신 평가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 다. 한 Zajac 등(2003)은 시뮬 이션이 환자

를 통한 실험에서는 측정할 수 없는 자료를 만들 수 있

기 때문에 보다 개선된 치료목표를 세울 수 있다고 하

다.

Thomas 등(1996)은 추신경계 손상이 없는 5명의 

성인 여자와 1명의 정상 성인 남자를 상으로 보행조

건을 정상보행, 발끝보행, 쭈그림보행, 쭈그림/발끝보행

으로 구분하여 실험하 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보행

변수와 근 도, 모멘트, 생리학  소모지수의 차

이만을 보았고, 일률(joint power)과 생체역학

인 이 에 한 언 은 없었다. Kerrigan 등(2000)은 

정상인을 상으로 발끝보행의 역학  이 에 하여 

발목 모멘트와 일률 자료로 분석하 다. 본 연

구에서는 Thomas 등(1996)의 연구에 없었던 모멘

트와 일률비교를 통해 이차  보상 략에 의한 생체역

학  이 을 알아보았다. 

정상인에서 보행속도가 변화하면  운동역학 곡

선의 패턴은 변화가 지만 최  모멘트와 일률의 진폭

은 유의하게 변화한다. 병 인 보행의 경우 최  모멘

트와 일률의 진폭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역학 곡

선의 패턴도 변화한다고 하 다(Winter, 1991). 그래서 

운동역학 인 측면에서 크기와 조 능력의 차이를 평가

하려면 보행속도를 확인해야 한다(Ounpuu 등, 1996). 

본 연구에서 보행조건간 보행속도, 입각기, 활보장과 분

보수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표 2). 그러므로 

본 연구의 보행조건간 모멘트와 일률의 차이는 보행속

도에 향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섯 가지 보

행조건간 보행속도에 한 상자내 신뢰도 검사를 실

시한 결과, 간내 상 계수(ICCs)는 정상보행이 .71

∼.81, 30° 쭈그림보행이 .81∼.83, 30° 쭈그림/발끝보행

이 .79∼.99, 45° 쭈그림보행이 .93∼.99, 45° 쭈그림/발

끝보행이 .98∼1.00으로 양호하 다.

운동형상학과 운동학자료를 시상면만 측정한 것은 

상면의 무릎 의 운동은 요성이 낮고, 횡단면의 

운동학 인 자료의 계산은 가능하지만, 결과를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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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어렵다고 하 다(Gage, 1991). Winter(1987)는 정

상성인의 보행 에 지의 85%가 측굴곡근에서, 15%

가 고  굴곡근에서 나온다고 하 다. 보행의 에 지

가 시상면에서 작용하는 근육군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시상면만 측정하 다.

쭈그림보행을 시뮬 이션하기 해 무릎 의 신

각도를 제한하는 무릎보조기를 사용하여 보행 했을 때 

무릎 의 신 각도를 30°, 45°로 제한하 다. 그러나 

보행 시 실제 무릎의 최  신 각도는 30° 쭈그림보행

이 -12.3°, 30° 쭈그림/발끝보행이 -15.6°, 45° 쭈그림보

행이 -22.7, 45° 쭈그림/발끝보행이 -23.6°로 신  제한 

각도와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2. 연구결과에 한 고찰 

뇌성마비 아동의 시상면에서 가장 흔한 보행의 변화

는 과도한 무릎 의 굴곡과 발목 의 과도한 측

굴곡이다. 본 연구의 쭈그림/발끝보행이 여기에 해당된

다. 기 기(initial contact)와 하  반응기(loading 

response) 동안 쭈그림/발끝보행을 하는 강직성 사지마

비 아동의 경우, 무릎 이 30～40° 정도 굴곡되고, 발

목 은 립상태에서 지면에 닿게 된다. 와 같은 

보행을 하는 아동의 경우 1차 로커(first rocker)를 건

뛰어 2차 로커(second rocker)로 보행을 시작하고, 그 

결과 하  반응기 동안 무릎  굴곡과 발목  측

굴곡이 무릎  신 과 발목  배측굴곡을 신하게 

된다(Gage, 1991). 

기 입각기 시의 최  배측굴곡모멘트는 쭈그림/발

끝보행 조건들이 정상보행, 쭈그림보행 조건들보다 유

의하게 감소하 다(p<.05). 이것은 정상보행과 쭈그림

보행 조건에서 입각기의 앞정강근의 원심성 수축으로 

인한 배측굴곡모멘트가 발생하지만 발목 이 측굴

곡되어 있는 쭈그림/발끝보행 조건은 발끝이 먼  지

되어 지면반발력이 발목  방에 치하기 때문에 

측굴곡모멘트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상보행과 쭈그림보행 조건들의 측굴곡모멘트는 

입각기 말기에 최 으나, 쭈그림/발끝보행 조건은 입

각기 기에 최  측굴곡모멘트를 보 다(표 4). Lin 

등(2000)의 연구에서는 쭈그림보행을 보이는 뇌성마비 

아동이 입각기 부분에서 측굴곡모멘트가 빠르게 증

가했으며 최  측굴곡모멘트는 .90 Nm/㎏이었다. 본 

연구의 정상보행이 1.20 Nm/㎏, 30° 쭈그림보행이 1.07 

Nm/㎏, 30° 쭈그림/발끝보행이 1.12 Nm/㎏, 45° 쭈그림

보행이 1.11 Nm/㎏, 그리고 45° 쭈그림/발끝보행이 

1.09 Nm/㎏으로 Lin 등(2000)의 연구보다 더 큰 최  

측굴곡모멘트를 보 다. 본 연구의 최  측굴곡모

멘트는 보행조건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측굴곡모멘트의 최 값이 나타나는 시 에 차이가 있었

다. 쭈그림/발끝보행 조건들은 입각기 기에 최 값이 

나타났고, 정상보행과 쭈그림보행 조건들은 말기 입각

기에 최  측굴곡모멘트가 나타났다. Thomas 등

(1996)의 연구도 첨족 조건인 발끝보행에서 입각기 

기에 조기 측굴곡모멘트가 나타났다고 하 다. Pierce 

등(1997)은 강직성 사지마비의 입각기 기에 측굴곡

모멘트가 빠르게 증가했다가 감소하고, 다시 입각기 말

기에 증가하는 발목 의 운동역학  두 개의 우리

패턴(double bump pattern)의 원인에 하여 연구하

다. 이 연구에서 연구 상 아동들에게 후근 제술을 

실시하 고, 수술 후 근긴장도의 감소와 발목의 수동 

배측굴곡각도가 증가하 으나 부분에서 두 개의 우

리패턴은 계속 나타났다고 하 다. 연구 상  비정상

 패턴이 없어진 아동의 경우, 발목에서 뒤꿈치 닿기

가 일어났으며, 1차 로커가 정상 으로 이루어졌다고 

하 고, 발의 지면 닿기와 1차 로커간에는 강한 상

계가 있다고 하 다. 본 연구의 30°, 45° 쭈그림보행 조

건은 발목의 운동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보행

과 같은 모멘트패턴을 보 다.

말기 입각기의 최  측굴곡모멘트는 30° 쭈그림/발

끝보행 시 정상보행 조건보다 유의하게 낮았고, 45° 쭈

그림/발끝보행이 45° 쭈그림보행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p<.05). Kerrigan 등(2000)의 연구에서 정상인의 발끝

보행 조건이 .55 Nm/㎏으로, 정상보행 시 .79 Nm/㎏보

다 유의하게 낮아 본 연구의 결과와 같았다. 쭈그림/발

끝보행 조건이 정상보행이나, 45° 쭈그림보행 조건보다 

최  발목  측굴곡모멘트가 낮은 이유로는 보상  

응 략(compensatory adaptive strategy)을 들 수 있

다. 보상  응 략은 보행 동안 균형을 유지하기 

해 사용된다. Winter와 Yack(1987)는 건강한 노인군을 

은 성인군과 비교했을 때 입각기 기 뒤꿈치 닿기보

다는 발 체로 닿는 것이 많았고, 진출기(push off) 동

안 일률이 감소되어 있으며 양하지 지지기가 길었고, 

보장이 짧아져 있다고 하 다. Gage(1991)도 발목  

측굴곡근의 정 , 동  구축이 있는 경우, 발끝-발끝

보행(toe-toe wakling)이 되어 입각기 동안 족부 면

의 아주 좁은 부  압력이 집 되는 불안정성이 나타난



한국 문물리치료학회지 제11권 제1호

KAUTPT  Vol. 11  No. 1  2004.

- 63 -

다고 하 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발끝보행을 할 때, 

보행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생체역학  보상에 의한 

이 (biomechanical compensatory advantage)이 있다는 

것이다. 즉 발끝보행 동안 발목 은 측굴곡되어 있

어 이것이 발목 과 지면반발력 선(ground reaction 

force line) 사이의 거리를 짧게하여 입각기 말기에 측

굴곡근의 근력생산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Kerrigan 등

(2000)은 이것이 측굴곡근이 은 힘으로 효과 으로 

진출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며, 보행의 효율성을 높

이는 보상  방법이라고 하 다. 본 연구의 쭈그림/발끝

보행 조건에서 이러한 생체역학  보상작용을 보이고 

있다.

최  무릎  신 모멘트는 45° 쭈그림보행이 1.33 

Nm/㎏으로 정상보행의 .92 Nm/㎏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5)(그림 9). 쭈그림보행처럼 간 입각기

에 무릎 의 과도한 굴곡이 있다면 지면반발력이 무

릎  뒤쪽으로 이동되어 외부  굴곡모멘트가 발생한

다. 무릎 의 불안정은 입각기 동안 내부  무릎  

신 모멘트에 의해 안정을 유지하며 넙다리네갈래근이 

이 시 에서 요하게 작용한다(Gage, 1991). 이러한 

이유로 증간 입각기에서 쭈그림보행 조건이나 쭈그림/

발끝보행 조건들이 정상보행 조건보다 최  무릎  

신 모멘트가 높았을 것이다. 

최  고  신 모멘트는 30° 쭈그림/발끝보행이 

1.05 Nm/㎏으로 30° 쭈그림보행의 .88 Nm/㎏보다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다(그림 10). Winter와 Sienko(1988)는 

단 환자의 입각기에서 발목  측굴곡근의 작용이 

없는 것을 고  신 모멘트가 커지는 것으로 보상작

용을 한다고 하 다. Kerrigan 등(2000)은 하  반응기 

동안 무릎  신 근의 근력이 필요할 때, 발목 과 

무릎 의 최  근력이 게 생성된다면 근 부인 고

에서 이를 신할 것이라고 하 다. Kerrigan 등

(2000)은 발끝보행 조건이 하  부하기나 유각기에 정

상보행 조건보다 최  고  신 모멘트가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하 으며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 다. 

최  발목  에 지 생성은 정상보행과 쭈그림보

행 조건들이 쭈그림/발끝보행 조건들보다 유의하게 컸

다(p<.05)(그림 12). 최  발목  에 지 생성은 입각

기 말기에 발생했으며(그림 15), 발목  최  측굴

곡모멘트가 발생하는 시 과 일치한다. Kerrigan 등

(2000)의 연구에서 진출기의 발목 의 최  에 지 

생성은 발끝보행이 1.13 Watts/㎏이었고, 정상보행이 

2.09 Watts/㎏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연

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발목 의 일률에서 기 입각기의 최  에 지 흡

수는 정상보행과 30°, 45° 쭈그림보행보다 30°, 45° 쭈

그림/발끝보행이 통계학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5). 

이것은 Kerrigan 등(2000)의 연구와 같으며, 높은 에

지 흡수는 하  반응기 동안 발목  측굴곡근의 원

심성 수축과 아킬 스건의 수동  신장에 의해 발생한

다고 하 다. 이러한 흡수된 에 지는 다시 유각기나 

입각기 말기의 힘의 회복 동력으로 이용되어 발목  

측굴곡근의 구심성(concentric) 활동의 요구를 감소시

킨다고 하 다. 상 운동신경원 손상환자와 같이 발목

의 측굴곡 긴장도가 증가된 환자들은 와 같은 

작용에 의해 증가된 에 지 흡수 기 을 기능 으로 이

용하여 유각기의 추진 에 지로 재이용한다. 반 로 

치료에서 이러한 증가된 긴장도를 감소시킨다면 생체역

학  이 이 없어져, 보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고 하 다(Kerrigan 등, 2000). 편마비 환자  기 입

각기에 발뒤꿈치가 닿는 신 발가락이 닿는 환자의 경

우에는 발목  배측굴곡모멘트보다 측굴곡모멘트가 

높게 나타났다(Abel 등, 1998; Perry, 1992). 체 부하가 

일어나면서 발목 에 기 배측굴곡 운동이 나타나는

데, 측굴곡근의 조기 수축에 의해 이러한 동작을 방

해한다. 이것은 입각기 기 일률의 흡수로 나타난다고 

하 다(Abel 등, 1998).

하  반응기 시 최  무릎  에 지 흡수는 쭈그림

보행 조건들이 쭈그림/발끝보행 조건들보다 유의하게 

컸다(p<.05)(그림 14). 이 결과는 발목 의 차이로 인

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며, 쭈그림/발끝보행 조건들의 

경우 발목 이 측굴곡되어 있어 넙다리네갈래근의 

효과 인 원심성 조 이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최  

고  에 지 생성과 흡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p<.05)(표 5), 이것은 원 부인 발목 에서 먼  보상

 략을 사용하 기 때문에 근 부의 작용이 어들

어 보행조건별로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된다. 쭈그림/발

끝보행 조건들이 정상보행이나 쭈그림보행 조건보다 입

각기 말기 최  발목  측굴곡모멘트와 최  에

지 생성이 었다. 이 결과는 쭈그림/발끝보행 조건들이 

이차 인 보상 략에 의한 생체역학 인 이 을 이용하

고 있으며 주로 근 부보다는 원 부인 발목 에 있

었다고 볼 수 있다. 쭈그림/발끝보행 조건들의 경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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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에서 보상 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목  

측굴곡 구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임상에서 외과  연장술이나, 보툴리늄 독소(botuli- 

num toxin)와 같은 처치(Koman 등, 2000; Ounpuu 등, 

1996)는 강제  신장운동으로 늘릴 수 없는 원 근의 구

축이나 강직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외과

 연장술이나 약물 등의 치료로 이차  보상작용에 의

한 생체역학 인 이 이 없어지면 보행의 효율이 떨어

질 수 있다(Kerrigan 등, 2000), 이러한 처치 후 감소한 

역학  이 을 신하기 해 원 근의 근력을 우선 으

로 강화시키는 근력강화운동을 극 으로 실시하는 것

이 필요하다. 보행과 련된 생체역학 인 치료모형에서 

정상보행을 만들기 해서는 보행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한 련 근육근의 약화된 작용을 치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원  근육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하 다

(Kerrigan 등, 2000). Corcoran 등(1970)과 Kerrigan 등

(1996)은 측굴곡근이나 배측굴곡근이 약한 환자에게 

발목보조기를 착용시켰더니 발목의 토크가 증가하고 정

상보행에 가깝게 회복되었다고 하 다. 뇌성마비 아동에

게 보행 동안 근 도 바이오피드백을 이용하여 측굴

곡근을 자극하여 힘의 생산을 증가시켰더니 발끝보행이 

감소하 으며(Colborne 등, 1994), 기자극 치료를 통한 

측굴곡근 강화도 같은 결과를 보 다(Carmick, 1993). 

쭈그림/발끝보행 조건의 경우 발목 에서 무릎  

굴곡에 한 보상 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쭈그림/발

끝보행의 보행교정을 한 방법으로 발목 의 비정상

인 생체역학 인 이 을 감소시키기 해 발목 의 

배측굴곡각도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측굴곡근의 근력

을 강화시키는 것이 효과 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제한   제언

본 연구에서 시뮬 이션한 쭈그림/발끝보행의 모

멘트와 일률이 다른 연구의 뇌성마비 아동의 쭈그림보

행 자료(Baddar 등, 2002; Lin 등, 2000; Ounpuu 등, 

1996)와 유사한 운동형상학, 운동역학 인 패턴을 보여 

병  보행에 한 시뮬 이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실제 뇌성마비 아동의 자료를 조군으로 비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의 일반화에는 제한이 있다. 쭈

그림보행의 패턴은 시상면의 변화 뿐만 아니라 내 , 내

회  같은 상면과 횡단면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추후 

골반과 몸통, 상지가 포함된 3차원 인 연구가 필요하다

고 생각되며, 운동역학 인 자료에 한 효과 인 분석

을 해 근 도 신호의 측정도 병행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 결과에서 쭈그림/발끝보행을 교정하기 해서 원

부의 근력강화운동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러한 결과

를 뇌성마비 아동에게 용하기 해서는 효과 으로 

근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에 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정상인에게 무릎  각도 제한을 둘 수 

있는 보조기를 착용 시킨 후 정상보행과 30°, 45° 쭈그

림보행, 30°, 45° 쭈그림/발끝보행으로 시뮬 이션하

다. 보행조건 간의 시공간  보행변수, 시상면의 운동형

상학 , 운동역학  자료를 비교하여 생체역학 인 제

약에 의한 하지 근육의 이차 인 보상 략을 알아보고, 

생체역학  근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병  보행조건에서 원  에 한 시뮬

이션은 30°, 45° 쭈그림/발끝보행 조건이었다. 발목

의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은 쭈그림보행 조건은 최  

무릎  신 모멘트를 제외한 나머지 운동역학 인 결

과는 정상보행과 유사한 패턴과 크기를 보 으나, 보행

속도는 정상보행보다 45° 쭈그림보행에서 2배 느리게 

나타났다. 쭈그림/발끝보행 조건들은 발목 의 모멘트 

자료가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과 유사한 두 개의 우리

패턴을 보 다. 그리고 보행속도는 정상보행과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 쭈그림/발끝보행 조건들이 정상

보행 조건이나 45° 쭈그림보행보다 입각기 말기 최  

측굴곡모멘트와 최  에 지 생성이 유의하게 었다

(p<.05). 쭈그림/발끝보행 조건들이 이차 인 보상 략

에 의한 생체역학 인 이 을 이용하고 있으며 근 부

보다는 원 부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쭈그림/발끝보행 

조건의 경우 발목 에서 보상 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목  측굴곡 구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따라서 쭈그림/발끝보행의 경우 발목

의 비정상 인 생체역학 인 이 을 감소시키기 해 

발목 의 배측굴곡각도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측굴

곡근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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