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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COP displacement of a hemiplegic foot in stance

phase during gait is related to clinical balance measures and the recovery stage in hemiplegic stroke

patients. Twenty-eight functionally ambulant hemiplegic patients who had suffered from strokes and thir-

ty age-matched healthy subjec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COP parameters were calculated. Clinical bal-

ance was measured using the Functional Reach Test (FRT) and Timed Up and Go Test (TUGT). The

recovery stage, proprioception, and clonus of the ankles or lower extremities were also measured for

physical impairment status. The COPx max-displacement in the medial-lateral side of the stroke patients

was significantly longer than that of the normal group (p=.038). The COPy max-displacement in the an-

terior-posterior side of the stroke patients was significantly shorter than that of normal group (p<.001).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OPx and COPy displacement asymmetry index were found between the

two groups (p<.01). The FRT was correlated with the COPx displacement (r=.552) and COPy displace-

ment (r=.765). The TUGT was correlated with the COPy displacement (r=-.588) only. The recovery stage

of the lower extremities was correlated with COPy displacement (r=.438). The results of the study in-

dicate that the characteristic of COP displacement in hemiplegic feet in stance phase during gait is re-

lated to balance ability and recovery in stroke patients. COP parameters acquired by the mapping of foot

pressure in stance phase during gait will provide additional useful clinical information. This information

can be used by clinicians to assess objectively the pathologic gait with other diseases and to evaluate the

therapeutic effects on gait in strok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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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Posturography를 통한 압력중심(center of pressure,

COP) 파라미터의 측정은 지금까지 여러 연구에서 자세

조절(postural sway)의 척도로써 사용되어 오고 있다

(de Haart 등, 2004; Garland 등, 2003; Geurts 등,

1992; Pyoria 등, 2004). 특히 압력중심 파라미터들 중

압력중심의 이동(displacement)은 수직 지면반응력

(ground reaction force)이 합성된 지점의 변화를 나타

내며(Winter, 1995a), 신체중심의 이동궤적을 반영하는

척도로 사용되어 왔다(Geurts 등, 1993; Geurts 등,

1996; Latash 등, 2003). 정적인 기립상황에서 압력중심

의 내․외측 이동은 일차적으로 고관절의 외전근과 다

소 기여도가 낮지만 족관절의 내반 및 외반근육들에 의

해 조절되며, 압력중심의 전․후 이동은 족관절의 저측

굴곡근 및 배측굴곡근에 의해 조절된다(Winter, 1995a).

이러한 압력중심 이동의 특성은 균형장애의 진단과 치

료에 대한 평가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de Haart 등,

2004; Garland 등, 2003; Guerraz 등, 2000; Rocchi 등,

2004; Tossavainen 등, 2003).

보행을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생체역학

적인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다. 그 중에서 Force-plate

데이터는 임상적으로 보행능력을 정량화하고 치료적 중

재에 의한 보행의 변화를 연구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Nishikawa 등, 2002; Tang과 Woollacott, 1999;

Weidenhielm 등, 1993). 하지만 대다수의 연구에서

Force-plate를 통하여 측정된 압력중심의 이동은 정적

인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Tang과

Woollacott(1999)의 연구에서처럼 움직이는 Force-plate

를 사용하였을지라도 그 움직임이 고정된 상황에서의

각도조절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동적인 상황에서의 균

형능력을 반영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문제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

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동적 발압력매핑(dynamic

plantar pressure mapping)이라는 방법을 개발하여 사

용하고 있다(Bryant 등, 1999; Femery 등, 2002; Liu

등, 2005; McPoil과 Cornwall, 1992; Meyring 등, 1997;

Peters 등, 2002; VanZant 등, 2001). 동적 발압력매핑

은 발을 해부학적인 근거로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서 최대압력(peak pressure)을 구하는 것으로 뇌

졸중 환자의 보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체중지지의 형태

를 분석할 수 있다.

동적 발압력매핑에는 두 가지 형태의 측정 방법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측정기기를 미리 설치하고 첫 번

째 걸음, 두 번째 걸음 또는 세 번째 걸음의 중간입각

기(mid-stance)에 관한 데이터를 얻어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Bryant 등, 1999; Meyring 등, 1997;

Peters 등, 2002; van der Leeden 등, 2004). 이 방법은

보행 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기 보다는 보행 과정

중 정지되는 한 순간의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받는 방법

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두

번째 방법은 Insole 형태의 발압력매핑도구를 이용하여

간편하면서도 보행 과정 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

을 수 있도록 하였다(Baumhauer 등, 1997; Liu 등,

2005; McPoil과 Cornwall, 1992). 하지만 두 방법에서

얻어지는 측정값은 발의 영역을 세분화 시켜 영역별 최

대압력의 값을 구하는 것으로 보행 시 입각기 전반에

걸친 압력중심의 이동을 반영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입

각기 전반에 걸친 압력중심의 이동을 적절히 설명하는

것은 발뒷꿈치닿기에서 발끝밀기까지가 제대로 일어나

는지를 분석할 수 있게 하며, 편마비 환자의 보행특성

중 발뒷꿈치닿기와 발끝밀기가 사라지는 현상을 가시적

으로 규명할 수 있는 간단한 측정법이 될 수 있다.

뇌졸중 환자의 균형과 보행능력에 관한 여러 연구가

선행되어왔다. Niam 등(1999)은 뇌졸중 환자의 균형척

도점수가 정적상태의 전-후 압력중심 속도, 압력중심

root mean square 속도 그리고 압력중심의 평균주파수

와 상관성이 있으며, 특히 족관절 고유수용 능력의 손

상이 있는 대상자일수록 자세흔들림이 증가하고, 균형

척도점수가 낮다고 하였다. Garland 등(2003)은 평균

뇌졸중 발병일이 한 달가량 지난 27명의 대상자들을 대

상으로 4주간의 재활과정을 거친 후 균형능력 향상 정

도를 연구한 결과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기능적 또는 생

리적 균형 척도점수의 향상을 보였으나, 10명의 대상자

들은 마비측 슬건근의 활동 대신 비마비측 슬건근이 보

상작용을 하여 균형을 이루는 경향성이 있음을 보고하

였다. Karlsson과 Frykberg(2000)는 뇌졸중 환자의 균

형능력 측정을 위해 힘판을 이용한 여러 측정법들간의

상관관계에서 Berg균형검사법과 수직지면반발력 그리

고 Berg균형검사의 정적부분과 압력중심의 전-후 평균

속도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뇌졸중 환

자의 보행시 족저압력중심의 진폭, 이동경로길이, 이동

면적, 분포양상 등이 변수로 이용되었다. Meyring 등

(1997)은 발바닥을 7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최대압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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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양상을 통해 뇌졸중 환자와 정상인을 비교하였고,

Wong 등(2004)은 뇌졸중 환자의 보행 분석을 통해 발

의 접지 패턴과 신경학적 상태와의 상관성이 있다는 것

을 보고하였다.

뇌졸중 환자의 경우 정적인 상황에서 압력중심은 균

형조절에서 전방외측현상(anterior-lateralized phenom-

ena)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마바측 하

지에서의 체중지지 능력의 부족 또는 근육조절의 장애

때문으로 설명되고 있다(de Haart 등, 2004). 여러 연구

들에서 압력중심 이동을 균형능력과 비교함으로써 정적

균형 또는 동적인 상황에서의 균형능력이나 보행의 특

이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시도되어 왔다

(Chen 등, 2001; Hsu 등, 2003; Wong 등, 2004). 하지

만 이러한 연구들에서 압력중심의 이동은 정적이거나

임의적인 동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실제 보행

에서 나타나는 압력중심 이동에 따른 균형능력과의 비

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으로 인한 편마비 보행에서 발압력매핑을 통해 이루어

지는 압력중심의 이동에서 내․외측 및 전․후방에서

최대이동거리를 구하고, 정적 압력중심을 기준으로

내․외측 및 전․후방에서 압력중심의 이동에 대한 비

대칭지수를 구하여 편마비 보행의 특성을 정상인과 비

교하였다. 또한 동적인 상황에서의 압력중심 이동과 동

적 균형평가척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여 임상에서 편마

비 보행의 특징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치료적 중재 후

효과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건강한 정상성인 30명과 1년 이상의 만성뇌졸중 환자

28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두 군의 평균나이는 통계

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 뇌졸중 환자는 대전중

앙병원에 입원하였거나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정상인은 환자의 보호자 또는 병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동의

를 얻어 실시하였다. 뇌졸중 환자의 경우 뇌혈관질환으로

인하여 편마비가 되었으며, 마비측 하지에 정형외과적 문

제가 없는 자, 지시에 대하여 이해하거나 따를 수 있는자,

보행보조장구 없이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고

20 m 이상을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는 자로 하였다.

2. 측정방법 및 측정도구

가. 발 크기의 측정

모든 대상자의 발크기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실험 전

각 대상자에서 발의 길이와 폭을 측정하였다. 발의 길

이는 발뒷꿈치에서 두 번째 발가락까지의 거리로 측정

하였으며, 발폭은 첫 번째 중족골두에서 다섯 번째 중

족골두까지의 길이로 결정하였다.

나. 임상평가척도

뇌졸중 환자에서 마비측 하지를 임상적으로 평가를

위하여 Chedoke-McMaster Stroke Assessment(CMSA)

Impairment Inventory, 간대경련검사(clonus test), 고유

수용성감각검사(proprioception test) 등을 실시하였다.

CMSA Impairment Inventory는 하지, 발, 자세조절

(postural control)에 대한 회복단계를 7단계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으며,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은 Brunnstrom

에 의한 회복단계(Brunnstrom, 1970)를 수정하여 사용

하고 있다. 이 검사에 대한 검사자내 신뢰도(r=.94～.98)

와 검사자간 신뢰도(r=.85～.96)는 매우 높은 것으로 보

고되었다(Gowland 등, 1993). 간대경련검사는 족관절에

지속적인 배측굴곡을 적용하였을 경우 전범위에 걸쳐

간대경련이 나타나지 않으면 2점, 한번이라도 나타나면

1점 (중간범위～끝범위), 강직의 정도가 심하고 초기 적

용에서부터 나타나면 0점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고유수용성 감각검사는 마비측 족관절에 검사자가 임의

의 위치를 만들어 주고 환자에게 비마비측 족관절을 이

용하여 동일한 위치를 유지시키라고 하였을 경우 세 번

의 시도를 모두 맞추면 2점, 정확하지는 않으나 비슷한

형태를 보이면 1점, 전혀 다른 형태를 취하면 0점을 주

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다. 균형평가척도

1) Functional Reach Test(FRT): 검사는 편안하게

선 자세에서 기저면을 유지하면서 팔을 뻗어 수평으로

최대한 닿을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하는 것으로 사용에

있어서 간편하며, 경제적이며, 신뢰할만한 검사 도구로

써 안정성 한계를 비교적 잘 측정할 수 있으며 임상에

서 균형장애를 찾아내거나 시간경과에 따른 균형수행력

의 변화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Duncan 등,

1990). 검사 시 환자에게는 보조장구나 보조기를 착용

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였으며, 비마비측 팔을 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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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omion) 높이 까지 들어올려 벽에 표시되어 있는 측

정 테이프에 평행하게 유지시켜 팔을 뻗도록하였다. 손

은 가볍게 주먹을 쥐도록 하였으며 기준점은 주먹을 쥔

상태에서 가장 돌출되어 있는 세 번째 중수골의 원위단

을 이용하였다. 측정거리는 편안하게 선 자세에서 팔을

뻗은 지점을 시작점으로 하고 신호와 동시에 최대한 뻗

어 도달한 지점을 정지점으로 하여 측정하였다. 이때

환자에게서는 균형유지를 위한 족관절 전략이나 고관절

전략을 허용하였으며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 보조자가

환자의 옆에서 대기하였다. 검사 시 상지는 벽에 닿지

않도록 하였으며 두 번의 연습 후 세 번을 시행하여 평

균값을 구하였다.

2) Timed Up and Go Test: 검사는 기능적 이동성을

정량화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임상적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신뢰성과 타당도가 검증되었다(Podsiadlo와

Richardson, 1991). 검사는 의자에서 일어나 3 m를 걸

은 후 다시 뒤로 돌아 제자리로 돌아와 의자에 앉기까

지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측정의 시작자세는 의자에 등

을 대고 앉은 상태이며 마지막 자세 역시 되돌아 온 후

의자에 앉아 등받이에 몸을 기대는 자세로 정하였다.

환자에게는 보행보조장구나 보조기 착용을 허락하였으

며 보조자에 의한 신체적 지지는 하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보조자가 보행과정 동

안 반발짝 뒤를 따르며 보호만 하도록 하였다. 측정값

은 1회 연습 후 1회를 실시하여 얻었다.

라. 압력중심 측정장비 및 절차

보행 시 발바닥에서의 압력변화를 통한 압력중심의

이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Insole 형태의 Force Sensitive

Application Foot System(Verg INC.)을 사용하였다. 이

시스템의 압력측정매트의 두께는 .88 ㎜이며, 9×16 ㎜

크기의 센서 128개의 저항센서가 8×16의 형태로 배열

되어 sampling rate이 3072이며, 압력측정범위는 0～

200 psi이다. 압력측정매트의 크기는 230×100 ㎜,

280×100 ㎜의 두 가지 형태로 대상자의 발 크기를 고

려하여 착용시켰다. 신발은 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샌

들을 이용하여 양측 발에 착용시켰으며 측정하지 않는

쪽에도 데이터 입력을 받지 않는 매트를 넣고 샌들을

신도록하여 양쪽 발이 동일한 기준에 있도록 하였다.

신호의 입력은 허리에 착용한 컴퓨터 인터페이스(450

g)를 통해 10 m 길이의 케이블과 연결된 컴퓨터에 전

달되었다.

측정은 먼저 정적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압력중심의

좌표를 구하기 위하여 편안하게 선 자세에서 시선을 전

방에 5 m 위치에 설치한 목표물을 보게 하고 이 상태

로 정적인 자세를 30초간 유지하게 하였다. 그 다음으

로 10 m의 거리를 편안한 걸음으로 걷게 하였다. 처음

1회는 연습보행으로 하였고 이 후 2번의 보행에서 얻어

진 값들을 보행 시 발바닥 압력에 따른 압력중심 이동

값으로 얻었다. 보행 시 보행보조장구는 제공하지 않았

으며 보조기를 착용하는 환자의 경우에도 보조기를 제

거하고 측정을 실시하였다. 다만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

하여 보조자가 환자의 반보 정도 뒤를 따라가면서 보호

하도록 하였다.

마. 데이터 분석

FSA Foot System을 통해 전달된 측정값들은 분석

을 위하여 Microsoft Excel spreadsheet program이 설

치되어 있는 컴퓨터로 옮겼다. Microsoft Excel

spreadsheet program을 이용하여 옮겨진 값들에서 정

적 및 보행시 나타나는 압력중심의 좌표(X, Y)를 추출

하였으며 이 값들을 기반으로 정적 압력중심 좌표와 보

행 시 압력중심의 최대이동거리와 이동면적을 구하였

다. 정적인 자세에서 압력중심의 좌표를 구하기 위하여

얻어진 40초간의 데이터 중 처음의 20초를 제외한 20초

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20초간 얻어진 X축과 Y

축의 좌표 값을 각각 평균하여 정점 좌표를 구하였으며

이 좌표를 보행 시 압력중심의 기준점으로 설정하였다.

보행 시 압력중심의 최대이동거리와 면적은 10 m의 보

행에서 첫 걸음을 제외한 10걸음을 선택하였으며 걸음

이 남을 경우 제외하였다. 따라서 두 번의 시행에서 얻

어진 20걸음의 값을 측정값으로 하였으며 매 걸음에서

의 최대이동거리와 면적을 구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바. 압력중심 최대이동거리

1) X-최대이동거리: 이 값은 보행 시 압력중심 좌표

가 내․외측으로 얼마나 움직였는가를 반영하는 값으로

각 보행에서 얻어진 압력중심의 좌표 중에서 X값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얻어 그 차이를 구한 값

으로 총 20번 걸음의 평균을 구한 값이다. 이 값은 실

질적인 단위척도에 의한 값(㎝ 또는 ㎜)은 아니며 X축

방향으로 배열된 8개의 저항센서에 의해 표시되어지는

좌표 값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동거리를 좌표의 이동으

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대상자의 발폭은 압력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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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군(n=28) 정상군(n=30) p

나이 49.4±9.6 52.3±9.1 .20

성별(남/여) 24/4 22/8

원인(뇌경색/뇌출혈) 12/16

마비측(좌/우) 10/18

발병기간(개월) 45.9±27.9

발폭(㎜) 97.2±5.7 99.0±4.2 .13

발길이(㎜) 242.4±10.5 240.8±12.5 .62

표 1. 연구대상자 특성 (N=58)

X-비대칭지수 =
내측 RMSE 값 - 외측 RMSE 값

내측 RMSE 값 + 외측 RMSE 값

Y-비대칭지수 =
전방 RMSE 값 - 후방 RMSE 값

전방 RMSE 값 + 후방 RMSE 값

좌표의 이동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모든 대상자들에서 측정한 발폭에 맞추어 X-최대이동

거리를 표준화시켰다.

2) Y-최대이동거리: 이 값은 보행 시 압력중심 좌표

가 전․후로 얼마나 움직였는가를 반영하는 값으로 각

보행에서 얻어진 압력중심의 좌표 중에서 Y값에서 가

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얻어 그 차이를 구한 값으

로 총 20번 걸음의 평균을 구한 값이다. 이 값은 Y축

방향으로 배열된 16개의 저항센서에 의해 표시되어지는

좌표 값으로 이동거리를 좌표의 이동으로 조작적 정의

를 하였다. 대상자의 발길이는 압력중심 좌표의 이동크

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모든 대상자

들에서 측정한 발길이에 맞추어 Y-최대이동거리를 표

준화시켰다.

사. 압력중심 이동비대칭지수

압력중심 이동비대칭지수를 구하기 위하여 먼저 정

적 압력중심좌표를 기준으로 보행 시 압력중심이 벗어

난 정도에 대한 root mean square error(RMSE) 값을

구하였다. 이 값은 연속되는 움직임에서 목표를 기준으

로 움직임이 얼마나 벗어나있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값

을 측정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적인 자세에서 얻

어진 평균 압력중심 좌표를 기준좌표로 했을 경우 보행

시 변화한 각각의 압력중심 좌표가 이 기준좌표를 얼마

나 벗어나 있는지를 구하고자 하였다. 즉 이 값의 크기

는 정상보행 시 뒷꿈치 닿기와 발끝 들기시 가장 큰 오

차값을 가지게 되며 환자의 경우에서처럼 압력중심의

이동이 효과적이지 못할수록 작은 오차값을 가지게 된

다. 하지만 이 값은 데이터가 얻어지는 시간에 비례하

기 때문에 보행의 속도가 중요한 변수를 결정하게 된

다. 즉 단위시간 당 얻어지는 데이터의 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보행의 속도에 따라 얻어지는 데이터의 양이 달

라지며 이 양은 RMSE 값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보행속도를 조절할

수 없는 제한점 때문에 RMSE 값의 상대적인 크기는

구하지 않았다. 다만 개인에서 정적 압력중심 좌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행 시 압력중심이 머무는 패턴을

결정하기 위하여 압력중심 이동면적의 비대칭지수를 구

하였다.

1) X-이동비대칭지수: 정적 압력중심 좌표에서 얻어

진 X 값을 기준으로 보행 시 얻어진 압력중심 좌표의

X 값이 내․외측으로 벗어난 값을 RMSE로 계산한 후

비대칭지수를 계산하였다. 계산된 값이 +1에 가까울수

록 압력중심의 이동이 내측에 주로 위치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1에 가까울수록 외측에 머물렀음을 추정할

수 있다.

2) Y-이동비대칭지수: 정적 압력중심 좌표에서 얻어

진 Y 값을 기준으로 보행 시 얻어진 압력중심 좌표의

Y 값이 전․후으로 벗어난 값을 RMSE로 계산한 후

비대칭지수를 계산하였다. 계산된 값이 +1에 가까울수

록 압력중심의 이동이 전방에 주로 위치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1에 가까울수록 후방에 머물렀음을 추정할

수 있다.

3. 통계분석방법

정상인과 환자군에서 압력중심 최대이동거리를 비교

고 압력중심 이동면적비대칭지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였으며, 환자군에서 압력중

심 최대이동거리, 임상평가척도, 균형평가척도 등과의

상관관계를 구하기 위하여 Pearson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윈도용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

계적 유의수준은 α=.05로 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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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상군과 환자군의 압력중심

최대이동거리의 비교.

환자군 정상군 p-값

X-최대이동거리 2.14±.63 1.87±.35 .03

Y-최대이동거리 2.17±.65 2.96±.33 .00

X-이동비대칭지수 0.12±.40 0.34±.17 .00

Y-이동비대칭지수 0.41±.28 0.22±.11 .00

표 2. 보행 시 환자군과 정상군의 압력중심 최대이동

거리 및 이동면적의 비대칭지수 비교

2. 압력중심 최대이동거리 및 이동비대칭지수

비교

정상군과 환자군에서 측정한 압력중심의 최대이동거

리는 내․외측(X-최대이동거리)의 거리에서 정상군이

환자군 보다 짧게 나타났으며(p<.05), 전․후방(Y-최대

이동거리)의 거리에서는 정상군이 환자군 보다 길게 나

타났다(p<.01)(표 2)(그림 1). 압력중심 이동에 대한 비

대칭지수의 비교에서는 X-이동비대칭지수에서 정상군

이 환자군 보다 압력중심이 더 내측으로 머무는 특성을

보였으며(p<.01), Y-비대칭지수에서는 환자군이 정상군

보다 압력중심이 더 전방으로 머무는 특성을 보였다(

p<.01)(표 2)(그림 2).

그림 3에서는 정상인과 환자의 균형능력에 따른 압

력중심의 이동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환자 A는 FRT 7

㎝, TUGT 57초로 균형능력이 환자군 중에서 상대적으

로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 속하였으며, 환자 B는 FRT

30 ㎝, TUGT 19초로 균형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보였다. 이 결과는 환자군에서 균형능력이 좋을

수록 정상인에서 나타나는 압력중심 이동 패턴을 따라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환자군에서 압력중심 이동거리와 균형평가척도와의

상관관계

환자군에서 압력중심의 내․외측 이동거리를 의미하

는 X-최대이동거리는 FRT 점수와 중정도의 상관관계

를 보였으며(r=.55, p<.01), TUGT 점수와는 약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r=-.362). 압력중심의 전․후방 이동거리

를 의미하는 Y-최대이동거리는 FRT 점수와 강한 상관

관계 보였으며(r=.765, p<.01), TUGT 점수와는 중정도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588, p<.01)(표 3)(그림 4). 임

상평가척도와 균형평가척도의 상관관계에서는 CMSA

에 의한 회복단계가 높을수록 FRT 점수(r=.649, p<.01)

와 TUGT 점수(r=-.685, p<.01)에서 중정도의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유수용감각검사에서도

FRT 점수(r=.405, p<.01)와 TUGT 점수(r=-.679,

p<.01)에서 중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임상평가척도

내에서의 상관관계는 CMSA에 의한 회복단계가 높을

수록 간대경련이 덜 나타나고(r=.508, p<.01) 고유수용

감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r=.678, p<.01), 균형평

가척도인 FRT 점수와 TUGT 점수 사이에는 강한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703, p<.01)(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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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정상인과 환자의 균형능력에 따른 압력중심 이동패턴.

환자 A: FRT 7 ㎝, TUGT 57초

환자 B: FRT 30 ㎝, TUGT 19초

환자군
X-최대

이동거리

Y-최대

이동거리

CMSA

회복단계

간대경련

검사

고유수용

감각검사
FRT(㎝) TUGT(sec)

측정값 2.14±.63 2.17±.65 4.2±1.1 1.1±.9 1.5±.8 13.4±8.9 41.9±20.4

상관계수

X-최대이동거리 .459 * .281 .005 .219 .552 ** -.362

Y-최대이동거리 .438 * .097 .232 .765** -.588 **

CMSA 회복단계 .508 ** .678 ** .649 ** -.685 **

Clonus .623 ** .096 -.354

고유수용감각 .405 * -.679 **

FRT -.703 **

표 3. 환자군에서 임상평가점수와 압력중심 최대이동거리의 상관관계

Ⅳ. 고찰

압력중심(center of pressure: COP)은 수직반발력 벡터

의 한 점으로서 지면과 접촉하고 있는 모든 압력점의 무

게평균을 의미한다. 만약 외발서기 자세에서는 합성압력

중심(net COP)이 그 디딤발 내에 존재할 것이고, 양발서

기 자세에서는 합성압력중심이 두 발 사이의 한점으로

존재할 것이다. 양발 서기의 경우 합성압력중심을 측정할

때에는 힘판(force platform)이 유일하게 사용된다. 본 연

구에서는 편마비 환자가 보행시 나타내는 마비측 발의

압력중심 이동경로를 분석하기 위하여 insole형 족압분석

도구를 이용하였다. 압력중심의 위치는 족관절 근육의 운

동조절 능력을 반영한다. 저측굴곡근(plantarflexor)의 활

동성이 증가하면 압력중심을 전방으로 이동하고, 내반근

(invertor)의 증가된 활동성은 압력중심을 외측으로 이동

시키는 경향이 있다(Winter, 1995b).

압력중심의 이동은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에서 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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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환자군에서 압력중심 이동거리와 균형평가지수와의 상관관계

인 자세에서 얻어졌으며 이를 균형능력과 연계시켜 설

명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착안하여

insole형 족압분석도구를 통하여 얻어진 데이터의 분석

방법을 개발하고 이 데이터를 정상인과 편마비 환자에

서 비교하고 또한 편마비 환자의 동적 균형능력과 비교

함으로써 동적 압력중심 이동에 대한 새로운 정량적 평

가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보

행의 입각기 시 압력중심은 경로를 따라 움직이며 특징

적인 패턴을 만들어 낸다. 맨발보행에서 압력중심은 입

각기 초기에 뒷꿈치의 후외측 가장자리에서 시작하여

발의 중간영역까지 거의 선형으로 움직이며 중앙선을

기준으로 외측을 유지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

metatarsal break를 따라 많은 체중지지를 필요로 하는

발의 볼을 향하여 내측으로 움직이며 입각기가 끝나면

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발가락으로 이동한다(Norkin과

Levangie, 1992). 따라서 보행 시 압력중심의 이동경로

는 정상보행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압력중심의 이동경로는 정상인과 환자

군의 비교에서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림 3에서

와 같이 정상인의 경우 압력중심의 이동경로는 후외측

에서 시작하여 전내측에서 끝이 나며 환자의 경우 대체

로 관련 근육의 긴장도와 회복 상태에 따라 압력중심의

이동이 외측이나 전방에 머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압력중심비대칭지수의 결과는 뇌졸중으

로 인한 강직성편마비 환자의 균형조절에서 나타나는

전방외측현상(anterior-lateralized phenomena)을 쉽게

해석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는 마비측 하지에 체중부하를 잘 시키지 못하고, 균형

반응의 조절 시 마비측 하지의 근육을 제대로 동원하지

못하며, 족관절 근육의 불균형으로 인한 마비측 발에서

의 체중지지가 주로 전족부(forefoot)와 외측 발모서리

(lateral foot edge)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de Haart 등, 2004). 이와는 상반되는 결과로

편마비 환자의 보행 시 입각기에서 나타나는 발압력 분

포에 관한 연구에서 Meyring 등(1997)은 최대족압이

전족부의 전내측을 향하는 특성을 보고하였는데 편마비

환자는 정상인에 비하여 셋째 중족골두와 다섯째 중족

골두에 가해지는 최고압이 각각 40%와 25%씩 낮았으

며, 편마비 환자 중에서 근긴장도의 차이에 따른 족압

을 비교한 결과 근긴장도가 높을수록 셋째 중족골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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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압이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환자의 외측으로

넘어짐 대한 보호기전과 발의 내재근 활동성이 증가하

면서 발의 아치를 증가시켰기 때문이었다. 이 결과가

본 연구에서 나타난 편마비 환자의 보행 중 압력중심의

이동면적이 환자군이 정상군에 비해 외측과 전방에 머

무는 특성과 상이하게 보이는 것은 동적인 보행 상태에

서의 압력중심 경로에 관한 특성을 나타낸 본 연구와

정적 상태에서의 족압분포를 연구한 방법상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압력중심의 전․후, 내․외측 이동에 대한 특징은 균

형능력을 해석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Harris 등(1993)은

20명의 뇌성마비와 40명의 정상소아와 성인을 대상으로

압력중심의 전․후, 내․외측 이동성을 30초간 정적 기

립자세에서 측정한 결과 초기 10초간은 전-후, 내-외측

모두 전체 측정시간 대비 가장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으

며, Carroll과 Freedman(1993) 또한 이와 유사한 연구

에서 1분간의 정적 기립자세에서의 압력중심을 측정한

결과 초기 10～20초간의 압력중심 이동성에 대한 자료

가 불규칙적인 성향을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Winter (1995b)는 정적 압력중심을

측정할 때 초기 20초간의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

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여 본 연구에서도 각 대상자별

40초간의 정적 기립자세에서 측정한 압력중심 자료에서

초기 20초는 제외하고 나머지 20초간의 자료를 통하여

보행시 전․후, 내․외측 압력중심의 이동에 대한 기준

압력중심점(reference point of COP)을 설정하였다.

뇌졸중 환자에서 압력중심 파라미터와 균형척도와의

상관관계는 균형과 관련된 예후를 진단하고 치료의 평

가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Dibble 등, 2004). Niam 등

(1999)은 놔졸중 환자의 균형척도와 압력중심의 변화

속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에서 중정도의 음의 상관관계

를 보고하였으며, 압력중심의 평균주파수가 전후방향에

서 중정도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 압력중심의 Y-최대이동거리가 회복정도 및 균형평

가척도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입각

기 동안 압력중심의 이동거리가 클수록 환자의 균형능

력 및 보행 또는 회복 과정이 더 좋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균형의 유지는 관상면에서의 압력중심 이동과

도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다(de Haart 등, 2004).

Haart 등(2004)의 연구에 의하면 관상면에서의 과도한

자세흔들림(postural sway)과 불안정성은 뇌졸중 환자

에서의 균형능력 척도에 중요한 기준이 되며 회복이 균

형훈련에 따른 효과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관상면에서의 최대 이동거리

가 클수록 FRT 점수와 중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정적인 자세에서 압력중심

의 이동 및 변화속도와는 동일한 측정기준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 보행에서 외측과 내측지지의 정도를 반영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정상인에서는 보행의 압력중심

이 이동이 전후 방향을 중심으로 일어나며 내외측으로

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효율적인 보행을 가져

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환자의 경우 압력중심

의 이동이 전후 방향을 중심으로 하면서 보상적인 전략

으로 내외측으로의 이동을 동반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는 환자군에서 나타난 압력중심의

X-최대이동거리와 Y-최대이동거리가 중정도의 상관관

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환자의 경

우 회복이 많이 이루어졌을 지라도 정상인에 비해 상대

적으로 느린 보행을 보이며 이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보행을 위하여 발의 내외측과 전후방을 충분히 이용하

는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

이 정상인과의 비교에서는 다소 다르게 나타나지만 환

자의 균형능력과 회복단계와도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

으로 설명할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편마비 보행의 특성 중 압력중심의

이동이 기능적 회복과 균형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 결과들은 기존의 정적인 상황 또는 임의

적인 동적인 상황에서 얻어진 압력중심 파라미터들과는

달리 실제 보행 동안 일어나는 압력중심의 변화를 설명

하기 때문에 임상적인 결과를 더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편마비 환자의 외측전방지지에 대한 특성을

입각기 전반에 걸쳐 규명함으로써 기존의 연구 결과들

에 대한 재확인 및 임상적 활용가치를 높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보행시 입각기 동안

의 압력중심 이동거리 및 압력중심이동비대칭지수는 편

마비 보행의 치료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교적 간편하게 측정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

으며 다양한 환자군에서의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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