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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spatio-temporal parameters during walking between patients

with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and a control group matched for age, height, and weight. Thirty-three

subject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Fifteen normal subjects (age, 63.3±5.8 yrs; height, 164.1±8.7 ㎝;

weight, 60.7±17.5 ㎏) and eighteen patients (age, 64.0±7.7 yrs; height, 164.7±7.3 ㎝; weight, 63.6±7.7 ㎏)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Vicon 512 Motion analysis system was used for gait analysis in each

group during walking, with and without an obstacle. The measured spatio-temporal parameters were ca-

dence, walking speed, stride time, step time, single limb support time, double limb support time, stride

length, and step length. Results in stride length and step length, when walking without an obstacle,

showed a significantly greater decrease in the patient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During walk-

ing with an obstacle, the patient group showed a significantly greater decrease in the step length a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For the control group, there were significant decreases in parameters of

cadence and walking speed and increases in parameters of stride time, step time, and single limb support

time when walking with an obstacle. The patient group had lower cadence and walking speed and higher

stride time, step time, and single limb support time during walking with an obstacle than in walking

without an obstacle. These results suggest that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who walk over an ob-

stacle can decrease cadence, stride length, and step length. Further study is needed, performed with more

obstacles and combined with other external cues, such as visual or acoustic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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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파킨슨병은 기저핵을 포함한 신경계의 만성적이고

점진적인 질병으로서, 상황에 가장 알맞은 운동프로그

램을 선택하는 회로에 이상이 발생하여 부적절한 정보

를 선택하고, 이로 인하여 다양한 불수의적 운동

(involuntary movement)이 일어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원택과 박경아, 1996). 파킨슨병과 관련된 대표

적인 임상증상으로는 흑질 도파민의 결핍으로 인한 진

전, 근육강직, 느림, 움직임 감소, 그리고 균형 유지와

보행의 어려움을 들 수 있으며, 부수적인 증상으로 신

피질(neo cortex), 해마(hippocampus)내의 도파민 결핍

으로 인한 우울증, 퇴행성 변화, 체위 이상, 언어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일반적인 주요 3대 운동장애로

는 운동 완서, 강직, 진전이 있으며, 그리고 자세 불안

정도 나타난다(유명희, 1991; Hua와 Huang, 1991).

운동 완서는 보행 시 팔의 움직임(arm swing)이 감

소되는 증상을 보이게 하고, 반응 시간(reaction time)

이 증가되어 움직임의 시작을 어렵게 한다(Bartels 등,

2003; O'Sullivan 등, 1998; Schmidt, 1988). 강직의 경

우 대부분의 파킨슨병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수동적인 운동에 저항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신전근

에서 지속적인 저항을 보이다가도 갑자기 긴장성이 없

어지는 톱니바퀴형 강직(cogwheel rigidity)의 형태를

보이기도 하여 보행에 영향을 준다(김동현 등, 2000).

진전은 이상 운동 중 가장 흔한 증상으로, 환약-말기형

진전(pill-rolling tremor)의 형태가 대표적으로 나타나

며, 파킨슨병 초기 약 70%의 환자에게서 나타난다. 이

는 주로 한쪽 편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적인 경향을 보이

지만, 병이 진행되면서 양측모두에 나타난다(이상현,

2001). 그리고, 자세 불안정의 경우 파킨슨병 환자들의

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넘어짐을 초래하는 증상으로,

이로 인하여 파킨슨병 환자들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 시 낙상을 많이 경험한다고 한다(Ashburn 등,

2001; Bishop 등, 2006; Bloem 등, 2006).

대부분의 파킨슨병 환자는 많은 운동 이상의 결과로

보행 장애를 호소하게 되며, 이런 보행 장애의 발생으

로 인해 파킨슨병 환자는 일상생활과 기능적 수행능력

에 불편함을 초래하며 질병의 진행에 따라 더욱 악화되

는 증상을 보이게 된다(Hoehn과 Yahr, 1967). 이러한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 특성은 보폭이 좁고, 속도가 느

리며, 걷는 중에 발을 끌고, 점점 움직임이 느려지거나

혹은 보행 중 속도가 빨라지는 가속 양상을 보인다

(Victor와 Ropper, 2001). 특히, 시·공간적 보행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파킨슨병 환자의 낙상은 35% 이상의 환

자에게서 나타나며, 이중 18%의 환자는 골절상을 입는

다고 보고되고 있다(Johnell 등, 1992).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 이상은 일상생활과 환자의 삶

의 질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일반적으로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있지만(Blin 등, 1991; Sofuwa 등,

2005), 물리치료적 접근법을 통하여 환자의 상태에 대

한 정확한 평가, 환자의 일상 생활에서의 실행 능력 향

상을 위한 적절한 운동 전략의 제공도 중요한 요소이다

(Morris 등, 2000). Comella 등(1994)은 물리치료를 통

해 파킨슨병 환자의 신체적 상태와 운동 상태를 향상시

킨다고 하였으며, Palmer 등(1986)은 운동 치료를 실시

하여 3개월 후 보행, 팔의 진전, 파악력(grip strength),

운동 협응력에 기능적 향상을 보였다고 하였다. 또한

Formisano 등(1992)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약물치료와

함께 운동치료를 병행한다면 운동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라 하였다. Morris 등(2000)의 연구에 의

하면, 파킨슨병 환자는 보행 능력의 장애로 인해 낙상

의 위험과 보행 중 나타나는 장애물 넘기의 위험을 갖

으며, 적어도 5번 정도의 낙상의 경험을 갖는다고 하였

다. 따라서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을 개선하기 위한 중

재 시 파킨슨병 환자의 기본적인 보행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현재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수술적 방법 혹은 약물과 감각신호를 이용한 치료를 통

하여 환자의 시·공간적인 보행 능력의 개선과 독립성의

증진을 위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물 등을 사용한 보행 특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킨슨병 환자

의 보행특성을 연령대조군과 비교하여 알아본 후, 간단

한 장애물을 설치 시 나타나는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의

특성을 파악하여, 국내에서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 훈련

시 사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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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대상자는 총33명으로, 대조군은 60세 이상 15

명으로, 다리의 수술경력(고관절 전치환술, 슬관절 전치

환술)이 없는 자, 하지 골절의 병력이 없는 자, 보행 시

보조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자로 선정하였다. 파킨슨병

환자군은 서울 B종합 병원에서 특발성 파킨슨병으로 진

단 받고, 재활의학과에서 지속적으로 물리치료를 받는 18

명으로 하였다.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진단 받은 후 6개

월 이상 경과한 자, 보조 장비의 사용 없이 독립적 보행

이 가능한 자, 지속적으로 엘 도파(L DOPA) 계통의 약

물치료를 받는자, 시력이나 시야에 문제가 없는 자, 색의

구별이 가능한 자로 선정하였으며, 두 집단 모두 본 연구

목적의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참여하였다.

2. 실험방법

가. 실험도구 2)
3)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측정 도구는

VICON 512 Motion Analysis System
1)
을 사용하였으

며, 연구대상자의 시․공간적지표의 측정을 위해 적외

선 카메라 5대
2)
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카메라는

60 ㎐를 사용하여 초당 30 프레임으로 인체 하지에 부

착되어있는 표식자(maker)를 촬영하여 VICON 512

Motion Analysis System으로 입력되었다. 보행 후 수

집된 자료는 Vicon Clinical Manager(VCM) 소프트웨

어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나. 측정변수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시․공간적 지표는 우세 측

하지의 분속수(cadence), 보행속도(walking speed), 활

보시간(stride time), 보시간(step time), 단하지 지지시

간(single limb support time), 양하지 지지시간(double

limb support time), 활보장(stride length), 보장(step

length)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세 측 및

시․공간적 지표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았다

(Neumann, 2002).

1) 우세 측: 대조군에서는 식사 및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쪽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파킨슨병 환자군의

경우 기능장애 정도가 더 심한 쪽을 기준으로 하였다.

2) 분속수: 단위 시간 동안의 걸음 수를 나타내며

step/min 으로 표시하였다.

3) 보행속도: 단위 시간 동안의 보행 거리를 시간으

로 나눈 값으로 나타내며, ㎧로 표시하였다.

4) 활보시간: 한쪽 발이 지면에 첫 접촉한 다음부터

같은 발이 지면에 다시 접촉할 때까지 시간으로 하였다.

5) 보시간: 유각기 시 반대쪽 발의 첫 접촉에서 동일

한 발의 동작이 끝날 때 까지 기간으로 하였다.

6) 단하지 지지시간: 한 발이 지면과 접하고 있는 보

행 주기 시기로서, 반대 발은 유각기에 해당하는 시간

을 표시하였다.

7) 양하지 지지시간: 보행 도중 양쪽 발이 모두 지면

에 있는 시기로서, 한 발은 체중을 지지하고 다른 발은

유각기 전 단계의 시간을 표시하였다.

8) 활보장: 보행 주기 전체 거리로 왼쪽 보장과 오른

쪽 보장의 합으로 표시하였다.

1) Oxford Metrics Ltd., Oxford, UK.

2) VICON 8I, Oxford Metrics Ltd., Oxford, UK.

그림 1. 보행 시 제시한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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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장: 보행 동안 한 발과 다른 발 사이에 벌어지

는 길이로 표시하였다.

다. 보행 시 제시한 장애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장애물은 Said 등(2001)이 사용한

장애물의 높이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제시한 장애

물은 보행 시 일상 생활이나 환경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높이로서, 12 m 보행로의 중앙 6 m 지점에 높이 8 ㎝,

너비 3 ㎝, 길이 90 ㎝의 장애물을 설치하였다(그림 1).

라. 실험 절차

실험 절차는 환자의 과거력을 청취한 후, 관절가동범

위, 근력검사 등의 이학적 검사 및 신장, 체중, 양측 하지

길이, 양측 슬관절 및 족관절의 직경(diameter)을 측정하

여 보행 검사 시 자료 분석에 필요한 신체 계측을 하였

다. 신체 계측 후, 5회 예비 보행을 실시하고, 대상자들의

신체 검사에 필요한 15개의 재귀반사형 표식자(retro-re-

flective marker)를 부착하였다. 표식자는 직경 2.5 ㎝의

구형으로 부착 부위는 후상장골극(posterior superior iliac

spine)을 연결한 선상의 중간점으로 골반과 척추 연결 부

위의 약간 튀어나온 뼈의 돌출 부위인 천추(sacrum)부위,

양측의 전상장골극(anterior superior iliac spine)부위, 양

측 대퇴의 하 1/3에 해당하는 외측부위(lateral aspect of

the thigh)로 보행 시 자연스러운 팔의 운동을 방해하지

않는 높이 부분에 부착하였다. 양측 슬관절 굴곡의 축으

로 슬관절 앞뒤를 연결하는 선상의 중간점인 슬관절 외

측부위(knee joint axis)에 부착하였다. 그리고, 양측 경골

의 하 1/3에 해당하는 외측부위(lateral aspect of the ti-

bia)와 양측 경골의 외측과(lateral malleous)부위, 양측

제2중족골두의 상면(metatarsal head superior)부위, 양측

종골(heel cord) 부위에 부착하였다. 표식자를 모두 부착

한 후, 검사 전 카메라에서 발견 될 수 있는 오차를 교정

하기 위해 매회 눈금을 초기화(calibration)하였다. 표식자

를 부착한 연구대상자를 기립, 정지 상태로 서게 한 후

각 관절의 위치를 VICON 512 Motion Analysis System

에 부착된 컴퓨터 화면에서 확인하는 정적검사(static

test)를 실시하였으며, 동적검사(dynamic test)는 대상자

자신이 선택한 가장 편안한 속도로 12 m의 보행로를 걷

게 하였다. 그리고 편안한 속도의 걷기를 5회 이상 반복

실시하였으며, 보행 중 장애물을 발로 접촉하거나 장애물

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행은 보행 분석 시 제외

하고, 보행 분석을 실시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윈도용 프로그램 SPSS version 15.0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기

술 통계를 이용하였고, 두 집단 간의 일반적인 신체 특

성과 시․공간적 지표의 비교는 독립 t-검정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 집단 내

에서 편안한 보행과 장애물 보행 시 시․공간적 지표의

비교는 짝 t-검정(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통계적

검정을 위한 유의수준 α=.05로 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신체 특성 비교

본 연구는 총 33명으로 대조군 15명(남자 12명, 여자

3명), 파킨슨병 환자군 18명(남자 13명, 여자 5명)이었

다. 대조군의 평균 나이는 63.3±5.8세, 평균 신장

164.1±8.7 ㎝, 평균 체중 60.7±17.5 ㎏, 평균 다리길이

81.7±4.9 ㎝, 평균 무릎직경 10.4±.6 ㎝, 그리고 평균 발

목직경 7.9±.8 ㎝ 이었다. 파킨슨병 환자군의 경우 평균

나이는 64.0±7.7세, 평균 신장 164.7±7.3 ㎝, 평균 체중

63.6±7.7 ㎏, 평균 다리길이 82.7±4.9 ㎝, 평균 무릎직경

10.1±.6 ㎝, 그리고 평균 발목직경 7.5±.5 ㎝ 이었다. 또

한 파킨슨병 환자군의 경우 평균 발병일은 71.3±43.6개

월 이었으며, 기능 장애가 심한 쪽은 왼쪽이 10명, 오른

쪽이 8명이었다. 그리고, 대조군과 파킨슨병 환자군 간

의 나이, 신장, 체중, 다리길이, 무릎직경, 그리고 발목

직경 등의 신체 특성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5)(표 1).

2. 보행 조건에 따른 시·공간적 지표의 특성 비교

각 보행 조건에 따른 시․공간적 지표의 특성은 표 2

와 같았다. 편안한 보행 시 대조군에서는 평균 활보장이

1.04±.13 m, 평균 보장 .52±.05 m으로 파킨슨병 환자군

의 평균 활보장 .87±.23 m, 평균 보장 .44±.11 m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넓게 나타났다(p<.05). 하지만, 분

속수, 보행속도, 활보시간, 보시간, 단하지 지지시간과 양

하지 지지시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장애물 보행 시에는 대조군의 경우 평균

보장 .50±.11 m으로 파킨슨병 환자군의 평균 보장

.42±.08 m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넓게 나타났다

(p<.05). 하지만 분속수, 보행속도, 활보시간, 보시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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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보행 장애물 보행

대조군(n1=15) 파킨슨병 환자군(n2=18) 대조군(n1=15) 파킨슨병 환자군(n2=18)

분속수(steps/min) 98.58±8.65a 105.43±14.33 80.95±10.44 79.28±13.09

보행속도(㎧) .86±.13 .77±.25 .68±.17 .59±.19

활보시간(s) 1.23±.11 1.16±.16 1.51±.23 1.55±.24

보시간(s) .61±.06 .58±.10 .73±.09 .76±.17

단하지 지지시간(s) .47±.05 .42±.08 .61±.14 .62±.08

양하지 지지시간(s) .31±.08 .32±.09 .35±.07 .37±.09

활보장(m) 1.04±.13 .87±.23* 1.00±.16 .89±.21

보장(m) .52±.05 .44±.11* .50±.11 .42±.08*
a
평균±표준편차.

*대조군과 파킨슨병 환자군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p<.05).

표 2. 보행 조건에 따른 시․공간적 지표의 특성 (N=33)

대조군(n1=15) 파킨슨병 환자군(n2=18) p

나이(세) 63.3±5.8a 64.0±7.7 .784

신장(㎝) 164.1±8.7 164.7±7.3 .831

체중(㎏) 60.7±17.5 63.6±7.7 .539

다리길이(㎝) 81.7±4.9 82.7±4.9 .540

무릎직경(㎝) 10.4±.6 10.1±.6 .140

발목직경(㎝) 7.9±.8 7.5±.5 .064

성별(명)
남자 12 13

여자 3 5

우세측
왼쪽 0 10

오른쪽 15 8

발병기간(개월) 71.3±43.6
a평균±표준편차.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신체 특성 비교 (N=33)

대조군(n1=15) 파킨슨병 환자군(n2=18)

편안한 보행 장애물 보행 편안한 보행 장애물 보행

분속수(steps/min) 98.58±8.65
a

80.95±10.44* 105.43±14.33 79.28±13.10*

보행속도(㎧) .86±.13 .68±.17* .77±.25 .59±.19*

활보시간(s) 1.23±.11 1.51±.23* 1.16±.16 1.55±.24*

보시간(s) .61±.06 .73±.09* .58±.10 .76±.17*

단하지 지지시간(s) .47±.05 .61±.14* .42±.08 .62±.08*

양하지 지지시간(s) .31±.08 .35±.07 .32±.09 .37±.09

활보장(m) 1.04±.13 1.00±.16 .87±.23 .89±.21

보장(m) .52±.05 .50±.11 .44±.11 .42±.08
a
평균±표준편차.

*편안한 보행과 장애물 보행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p<.05).

표 3. 두 집단에서 보행 조건에 따른 시․공간적 지표의 특성 (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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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지지시간과 양하지 지지시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활보장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3. 두 집단에서 보행 조건에 따른 시·공간적

지표의 특성 비교

두 집단에서 각 보행 조건에 따른 시․공간적 지표의

특성은 표 3과 같았다. 대조군에서 장애물 보행 시 분속

수와 보행속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활보시간, 보시간, 그리고 단하지 지지시간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하지만, 양하지 지지시

간, 활보장, 그리고 보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p>.05). 또한 파킨슨병 환자군에서

는 장애물 보행 시 분속수와 보행속도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감소하였으며, 활보시간, 보시간, 그리고 단하지

지지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하지만, 양하지 지지시간, 활보장, 그리고 보장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p>.05).

Ⅳ. 고찰

특발성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 장애 증상은 기능적인

일상 생활의 수행이나 사회 생활등의 삶의 질과 직접적

인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파

킨슨병 환자의 보행 특성은 적어진 활보장과 느린 보행

속도, 하지 관절의 운동 감소등이 주 소견이라 할 수

있다(Jankovic과 Kapadia, 2001; Iansek 등, 1995). 이러

한 만성적 장애를 주는 신경학적 환자의 보행 장애는

일상 생활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낙상으로 인한 공포나

상해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Hutton, 2000).

본 연구에서 편안한 보행 시 두 집단의 보행을 비교

한 결과, 활보장과 보장이 대조군보다 파킨슨병 환자군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게 나타났다. del Olmo와

Cudeiro(2005)의 연구에서 보장의 경우 대조군에서 .68

m에 비해 파킨슨병 환자군에서는 .61 m로 감소를 나타

내었고, Lewis 등(2000)의 연구에서도 활보장이 대조군

의 경우 1.42 m에서 환자군의 경우 1.10 m로의 감소를

보였다. 또한 Sofuwa등(2005)의 연구에서는 활보장이

대조군의 경우 1.24 m에서 환자군의 경우 1.03 m의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 같은 결과의 양상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활보장의

감소는 파킨슨병 환자의 질적인 보행 능력과 함께 일상

생활에서 낙상과 장애물 통과 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

며(Morris, 2000), 향후 이차 손상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편안한 보행 시 분속수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대조군보다

환자군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Lewis 등

(2000)연구에서도 분속수의 경우 환자군에서 120

step/min, 대조군에서 117 step/min으로 본 연구와 비

슷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Van Wegan 등(2006)은 파킨

슨병 환자군에서 분속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적어진 보

장을 보상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되어지며, 파킨슨병

환자들이 내부적으로 보장 조절의 어려움을 갖는 것으

로 생각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보

행속도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Sofuwa등

(2005)의 연구에서는 보행속도가 대조군의 경우 1.19

㎧, 환자군의 경우 .94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 Lewis등(2000)의 연구에서도 대조군의 경우

1.39 ㎧ 에 비해 환자군의 경우 1.06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장애물 적용한 보행 시 두 집단의 보행 특성을

비교한 결과, 편안한 보행 시와 비슷하게 활보장이 대

조군에서 1.00 m에서 .89 m로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

로 유의한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보장에서는

대조군이 .50 m, 환자군이 .42 m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는데, 편안한 보행 시 환자군에서 활보장과

보장의 유의한 감소를 보이고, 장애물 보행 시 보장에

서만 유의한 감소를 보인 것은 장애물 보행이 파킨슨병

환자의 활보장 조절에 영향을 주어 환자군의 활보장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Majsak등(1998)은 청각 신호

를 통한 보행 시 파킨슨병 환자에서 운동수행 중 나타

나는 운동완서(bradykinesia)는 외부의 시각적인 신호

(cues)를 통해 운동 수행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

다고 하였으며, Morris(1996)등은 시각 신호를 동반한

보행훈련은 활 보장의 조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분

속수와 보행속도도 향상될수 있다고 하며 지속적인 훈

련을 할 경우, 시각적인 신호 없이도 이러한 효과를 유

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각 집단에서 편안한 보행과 장

애물 보행 시 보행 특성을 비교하였는데, 대조군과 파

킨슨병 환자군에서 편안한 보행과 장애물 보행 시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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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비교한 결과, 분속수와 보행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이는 Gerin-Lajoie 등(2006)의

연구에서도 보행 시 장애물 설정으로 보행속도가 1.40

㎧에서 1.32 ㎧로의 감소를 보고하고, 이러한 이유를 시

각적 집중이 보행속도의 감속을 초래했다고 생각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분속수와 보행속도의 감소는 보

행로에 설치된 장애물로 인하여, 시각적인 집중 전략의

효과로 분속수와 보행속도의 감소를 반영하였다고 생각

된다. 또한 활보시간, 보시간, 그리고 단하지 지지 시간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장애물 적

용 보행이 공간적 지표보다는 시간적 지표의 변화에 영

향을 주었으며, 보행 자체가 장애물이라는 자극에 의해

조금 더 안정적이며 집중적인 보행의 특성을 나타낸 것

으로 생각되어 진다. Suteerawattananon 등(2004)은 감

각 신호를 이용한 훈련에서 보행속도가 증가 할 수 있지

만 장애물 적용에 있어서는 환자군의 낙상 위험과 두려

움등이 보행속도를 감소시켜 조금 더 안정적인 보행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안전한 보행은 노인들이

보행 중 장애물로 하여 낙상의 위험이 존재하는 현상에

대한 선행적 조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

에서 환자군에 적용한 장애물로 인하여 보행의 자체가

빠르고 좁은 걸음에서 보다 더 넓고 안전한 보행의 변화

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van Hedel 등

(2006)의 연구에서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11 ㎝

높이의 장애물을 동반한 트레이드밀 훈련 후 보행 수행

능력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행의 적응 능력도 향

상 됨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장애물을 제시하여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 특성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장

애물의 경우, 환자가 일상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장

애물이라 할 수는 없지만, 파킨슨병 환자의 장애물 사용

시 보행 특성을 알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파킨슨병 환

자의 보행 능력을 향상 시키고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앞

으로 장애물의 빈도나 크기 등 장애물 변화에 따른 보행

연구가 더 필요하며, 청각이나 시각 신호 등 다양한 감

각신호를 병행한 연구도 더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V. 결론

본 연구는 파킨슨병 환자 18명과 정상인 15명을 대

상으로 VICON 512 Motion Analysis System을 이용하

여 편안한 보행과 장애물보행의 따른 시․공간적 지표

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편안한 보행 시 대조

군과 파킨슨병 환자군에서 활보장과 보장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장애물 보행 시 파킨슨병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보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또한, 대조군은 편안한 보행과 비교할

때 장애물 보행 시 분속수와 보행속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활보시간, 보시간 그리고 단하

지 지지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또

한 파킨슨병 환자군도 대조군에서 보여준 결과와 같은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장애물 적용

시 파킨슨병 환자에서 나타나는 시․공간적 지표의 변

화를 초래하여, 향후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능력 향상을

위한 치료 시 치료프로그램으로서 근거를 제시할 수 있

으며, 보행에 영향을 주는 장애물 보행 뿐만 아니라 시

각, 청각 신호를 함께 이용한 장애물 보행에 관한 연구

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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