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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마비 환자의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동작 시 의자 높이와
발의 조건이 생체역학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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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Background: It is very difficult for hemiplegic patients to effectively perform the sit-to-stand (STS)

movements independently because of several factors. Moreover, the analysis of STS motion in hemiplegic

patients has been thus far confined to only muscle strength evaluation with little information available on

structural and environmental factors of varying chair height and foot conditions.

Object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hange in biomechanical factors (ground reaction force, center

of mass displacement, and the angle and moment of joints) of the joints in the lower extremities with

varying chair height and foot conditions in hemiplegic patients while they performed the STS movements.

Methods: Nine hemiplegic patients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ir STS movements was

analyzed in a total of nine sessions (one set of three consecutive sessions) with varying chair height and

foot conditions. The biomechanical factors of the joints in the lower extremities were measured during the

movements. Ground reaction force was measured using a force plate; and the other abovementioned

parameters were measured using an infra-red camera. Two-way repeated analysis of variance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changes in biomechanical factors in the lower extremities with varying chair

height and foot conditions.

Results: No interaction was found between chair height and foot conditions (p>.05). All measured

variables with varying chair heigh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p<.05). Maximum joint flexion angle,

maximum joint moment, and the displacement of the center of mass in foot condition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p<.05); however the maximum ground reaction force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p>.05).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hemiplegic patients can more stably and efficiently perform the

STS movement with increased chair height and while they are bare-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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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sponding author: Tack-hoon Kim tack@hanseo.ac.kr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2018년 25권 2호 01-12

Phys Ther Korea 2018;25(2):01-12

- 2 -

Ⅰ. 서론

뇌졸중은 손상 부위와 정도에 따라, 감각장애, 인지

기능 저하, 언어 장애 등 신체 전 분야에 걸쳐 신경학

적 손상을 일으키며 일반적으로 신체의 편측마비를 일

으켜 감각 및 운동 기능의 손상을 유발한다(Gillen,

2010; Mercier 등, 2001). 또한 마비측으로 넘어지지 않

도록 비마비측으로 무게 중심점을 이동하게 됨으로서

대칭적인 균형능력이 감소되는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신체적 제어문제가 발생하게 된다(Dickstein 등, 1984).

따라서 보행, 계단오르기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기

본적인 이동력에 제한을 초래하며 낙상과 같은 이차적

인 위험을 증가시킨다(Lord 등, 2004). 이렇듯, 편마비

환자의 재활프로그램에서 균형과 보행 운동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Brouwer 등, 2003).

일반적으로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sit-to-stand; STS)

동작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동작으로서 무게중

심점을 낮은 자세에서 높은 자세로 이동시키는 과정이다

(Hughes 등, 1996). STS 동작은 보행과 같은 기능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선행이 되는 중요한 동작으로 독립

적인 움직임과 다른 일상생활동작에 필수적이다(Demura

등, 2003). STS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서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일어서는데 필요한 충분

한 관절모멘트의 발생이다. 둘째, STS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팔걸이, 의자높이, 발의 위치등과 같은 환경적 규제

(environmental constraints)에 적응하고 수정된 운동전

략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마지막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서기까지 무게중심(center of mass)의 이

동에 따른 신체 움직임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다(Anne와 Marjorie, 1995).

대부분의 신경학적 환자들은 체간조절능력, 하지근력

및 균형능력저하 등으로 인하여, 일어서기 동작 시 체중

을 전·상방으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내어 독립적

이고 효과적인 STS 동작에 주요한 문제점이 되고 있다

(Carr 등, 1985; Kim, 2003). 일반적으로 편마비 환자의

경우 마비측의 무릎관절 굽힘근의 마비가 가장 심하여

근력이 약화되고 경직이 유발되어 STS 동작 시 엉덩관

절을 폄할 때 협력근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되고 무게중

심점의 이동이 커지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Lomaglio 등, 2005; Yoo, 2004).

기능적인 상태가 낮은 대상자 일수록 신체적인 능력

과 더불어 환경적인 요구에 의존하여 STS 동작을 완

성한다(Mazza 등, 2004). 의자는 높이, 팔걸이, 등받이,

기울기, 쿠션 등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STS 동

작 시 의자의 높이가 가장 결정적으로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Scholz 등, 2001). Sun(2010)은 60대 여성

이 STS 동작 시 의자의 높이가 낮을수록 부하가 증가

되어 전 후, 좌 우의 압력 중심이 크게 이동한다고 하

였다. 또한 Schenkman 등(1996)은 의자의 높이가 낮아

질수록 역학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몸통의 각속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낮은 의자 일수록 기립 시,

보다 큰 힘이 발휘되고 최대반력까지의 도달 시간이 오

래 걸려, 의자의 높이가 STS 동작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Lee, 2006).

동일한 바닥면에서 보행 시 맨발, 양말, 신발 등 발

의 조건이 변화되면 미끄럼 저항계수가 달라져 바닥면

의 안정성이 달라지게 된다(Jeong, 2012). STS 동작도

신체중심과 기저면의 상호 관계에 의한 동적 균형능력

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Onell, 2000), 불안정 바닥면에서

는 체간의 안정성과 자세조절에 관여하는 근육의 활성도

가 증가하게 된다(Taub 등, 2007). 더욱이 뇌졸중 환자

들은 발병 후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마비 증상으로 신체

를 조절하는 자세 및 균형 조절에 문제가 발생되어 변

화된 기저면에서의 STS 동작에 더욱 더 어려움을 겪

게 된다(Johannsen 등, 2006; Laufer 등, 2003; Vearrier

등, 2005). Kim과 Park(2016)은 불안정한 신발을 신고

STS 동작을 수행할 경우 초기단계에서 하지 관절의 굽

힘각도와 큰 볼기근의 힘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Park

등(2013)은 뇌졸중 환자의 경우 불안정 지지면에서 STS

동작 시 무릎관절의 힘과 전방으로의 체중분포가 증가한

다고 하였다. 또한 Park과 Kim(2015)은 건강한 여성이

하이힐을 신고 STS 동작을 하게 되면 무릎관절의 굽힘

각도와 모멘트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STS 동작은 근수축력과 더불어 의자높이에

따른 무게중심점 및 체간 움직임의 변화, 동작소요시간,

근육의 활성도 요인을 분석하거나 불안정한 바닥면, 신

발의 모양과 굽의 형태 등의 다양한 발의 조건에 따른

관절운동, 근력, 모멘트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보고되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편마비 환자의 STS

동작 분석은 근력 평가에 국한되어 있고, 의자의 높이와

여러 가지 발의 조건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편마비 환자의 STS 동작 시

동적인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발의 조건과 의자의 구조

적 요소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의자 높이에 따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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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 Starting and finishing posture of
sit-to-stand. (A: start posture of sit-to-stand B:
finish posture of sit-to-stand)

관절의 생체역학적 요소를 분석하여 편마비 환자의

STS 동작 시 안전한 환경적 조건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최근 1년간 하지에 수술 경력이 없고

뇌졸중 발병기간이 1년 이상이 된 대상자로서,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 version of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24점 이상으로 검사자의 지시

를 이해하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9명을 대상자

로 선정하였다. 대상자에게 실험 전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자발적인 참가 동의

를 얻은 후 실험을 실시하였다.

2. 연구 절차와 방법

가. 측정도구

변화된 환경 속에서 안정된 STS 동작을 실행하기 위

해 기저면 내로 무게중심점을 이동하게 되면서, 하지관

절의 굽힘각도, 모멘트, 지면반발력, 무게중심점의 생체

역학적 요소가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생체역학적 요소

를 측정 분석하기 위하여 지면반력측정기(force plate,

BP400600, Bertec, USA)와 적외선 카메라(infra-red cam-

era, Raptor-E, MotionAnalysis corp, USA) 6대, 적외선

카메라(infra-red camera, Osprey, MotionAnalysis corp.,

USA) 4대를 사용하였다. 하지관절의 3차원 좌표 데이터

를 측정하기 위하여 좌우측 위뒤엉덩뼈가시, 엉치뼈중앙,

좌우측 위앞엉덩뼈가시, 좌우측 전면넙다리, 좌우측 안가

쪽융기, 좌우측 정강이, 좌우측 안가쪽복사뼈, 좌우측 뒤

꿈치, 좌우측 발등 21곳에 마커를 부착하였다. 신체 좌

우 방향은 X축, 앞 뒤 방향은 Y축, 상 하 방향을 Z축으

로 하여, 표본추출률(sampling rate)은 지면반력측정기는

1200 ㎐, 적외선 카메라는 120 ㎐으로 설정하였다. 지면

반력 측정기와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Kintool RT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절각도, 관절모

멘트, 무게중심점의 변위 차, 지면반발력을 구하였다. 대

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자동 신장계(height measure,

BSM330, Inbody, Korea)와 체지방측정기(body fat ana-

lyzer, Inbody720, Inbody, Korea)를 이용하여 신장, 체

중, body mass index (BMI)를 측정하였다.

나. 측정방법

앉았다 일어서기 동작 프로그램 구성은 Sun(2010)이

제시한 실험방법을 기초로 하여 재구성하였다. 의자는

“폭 37 ㎝, 너비 45 ㎝(Lee, 2006), 높이는 40 ㎝”를 기준

으로 상 하 각각 5 ㎝ 증가·감소시켜 총 3개의 조건으로

설정하였다(Feland 등, 2005). 동일한 위치에 의자를 배

치하기 위하여 마커를 이용하여 바닥의 4곳에 표시하였

으며, 실험순서는 지면반력측정기 위에 실내바닥재의 평

균마찰계수에 가까운 데코타입의 바닥재를 힘판에 설치

한 후 의자의 높이는 35 ㎝에서 증가하고 기저면의 표면

상태는 맨발, 양말, 신발 순으로 배치하여 중재프로그램

을 실시하였다.

의자를 마커 위치에 배치한 후 피험자는 하지에 마커

를 부착 후 의자의 높이와 발의 표면 상태를 결정한 후

의자에 앉아 준비 자세를 취한다. 동일한 발의 표면 상

태를 위하여, S사의 양말과 Z사의 운동화를 대상자의

사이즈에 맞게 준비하였다. 준비 자세는 팔의 대상작용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마비측 팔을 이용하여 마비측

팔을 가슴에 모은 후 양발은 평상시 일어나는 편안한

자세일 때로 발을 위치 시켰다.

피험자가 의자에 앉아 준비된 상태에서 ‘예’라고 대

답하면 진행자의 ‘일어나세요’ 구령에 따라 정면을 응시

하면서 피험자가 안정하고 선호하는 속도로 양발 움직

임 없이 힘판 위에 안정된 자세로 평상시 일어나는 습

관에 맞추어 일어나는 동작을 실시하였다. 최대한 일어

섰을 때 2초간 유지한 후 3회 반복하였다. 각 동작간에

는 근 피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분간 휴식시간을 주

었으며 3회 중 앉았다 일어서기 동작 시 크게 무리 없

이 이루어진 동작을 분석하였다(Figure 1). STS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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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characteristics
Descriptive

statistics quantity

Sex (male/female) 8/1

Site of injury (left/right) 7/2

Type of injury

(infarction/hemorrhage)
6/3

Onset (years) 7.7±6.0
a

K-MMSE
b
(score) 27.2±2.5

Age (years) 59.2±8.0

Height (㎝) 168.1±12.9

Weight (㎏) 68.6±9.7

BMIc (㎏/㎡) 24.2±1.6

Length of leg (㎝) 83.5±6.0

Length of right foot (㎜) 249.2±17.5

Length of left foot (㎜) 248.5±17.9
amean±standard deviation, bKorean version of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cbody mass index.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9)

시 동적균형을 위해 비마비측으로 체중조절이 이루어지

는 편마비 환자의 특성에 따라 비마비측 하지관절의 생

체역학적 요소를 분석하였다.

3. 분석 방법

편마비 환자의 앉았다 일어서기 동작 시 의자 높이

와 발의 조건에 따른 하지관절의 생체역학적 요소의 변

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측정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산분석에 따른 사후검정은 Bonferroni법을 선택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기술통계를 통

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

적 분석은 SPSS ver. 22.0(SPSS Inc., Chicago, IL,

USA)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유의

수준은 α=.05로 정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는 남성이 8명, 여성이 1명 이었

고 평균연령은 59.2세, 신장은 168.1㎝, 체중은 68.6 ㎏,

체질량지수는 24.2 ㎏/㎡ 이었다. 하지의 평균길이는

83.5 ㎝, 우측발의 크기는 249.2 ㎜, 좌측발은 248.5 ㎜

이었으며, K-MMSE는 27.2점 이었다. 병리학적 특성은

뇌경색 6명, 뇌출혈 3명이었고, 좌뇌 손상은 7명, 우뇌

손상은 2명이었으며 발병기간은 7.7년 이었다(Table 1).

2. STS 동작 시 최대 굽힘 각도 비교

STS 동작 시 의자 높이와 발의 조건에 따라 하지관

절 최대 굽힘 각도(range of motion; ROM)를 비교분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Table 2).

비마비측 하지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서

의자 높이와 발의 조건 사이에 교호작용은 없었다

(p>.05). 의자 높이에서는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의 최대 굽힘 각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발

의 조건에서는 무릎관절, 발목관절의 최대 굽힘 각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05), 엉덩관절의 최대 굽힘

각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Table 3). 사후검정

결과, 의자 높이에 따른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의

최대 굽힘각도는 35 ㎝와 40 ㎝ 사이, 35 ㎝와 45 ㎝ 사

이, 40 ㎝와 45 ㎝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5)(Table 3). 발의 조건에 따른 무릎관절의 최대 굽

힘 각도는 양말과 신발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p<.05), 발목관절의 최대 굽힘 각도는 맨발과 신발과 사

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Table 3).

3. STS 동작 시 최대 관절 모멘트 비교

STS 동작 시 의자 높이와 발의 조건에 따라 하지의

최대 관절 모멘트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었다(Table 4).

비마비측 하지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서

의자 높이와 발의 조건 사이에 교호작용은 없었다

(p>.05). 의자 높이에서는 엉덩관절의 최대 관절 모멘

트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05), 무릎관절과 발목

관절에서는 최대 관절 모멘트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5) 발의 조건에서는 엉덩관절의 최대 관절 모멘트

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05), 무릎관절과 발목관

절에서는 최대 관절 모멘트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5)(Table 5). 사후검정 결과, 의자 높이에 따른 엉

덩관절의 최대 관절 모멘트는 35 ㎝와 45 ㎝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발의 조건에 따른 엉덩

관절의 최대 관절 모멘트는 맨발과 양말 사이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05)(Table 5).

4. STS 동작 시 무게중심점의 변위 차 비교

STS 동작 시 의자 높이와 발의 조건에 따라 무게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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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 height Foot wear Hip joint (Nm) Knee joint (Nm) Ankle joint (Nm)

35 ㎝

Barefoot 59.97±19.33a -82.01±24.53 22.58±9.74

Socks 68.08±14.87 -82.64±23.96 24.35±12.05

Shoes 69.53±15.85 -78.89±25.27 23.63±10.18

40 ㎝

Barefoot 58.64±14.48 -79.45±24.19 22.78±9.07

Socks 66.64±20.84 -77.32±27.41 23.70±5.61

Shoes 62.29±15.67 -78.73±24.04 22.67±6.53

45 ㎝

Barefoot 55.13±18.08 -68.04±35.82 17.88±6.41

Socks 60.87±20.29 -74.05±30.95 19.02±10.23

Shoes 59.35±17.56 -72.69±25.40 21.55±8.21
amean±standard deviation.

Table 4. The maximal joint moment of variation in chair height and foot wear types

Joint Variable dfa SSb MSc F Bonferroni

Hip (˚)

Chair height 2 2535.52 1267.76 95.15*

35 ㎝>40 ㎝*

35 ㎝>45 ㎝*

40 ㎝>45 ㎝*

Foot wear 2 64.86 32.43 2.55

Chair height⨯Foot wear 4 6.92 1.73 .25

Knee (˚)

Chair height 2 3618.43 2662.27 263.33*

35 ㎝>40 ㎝*

35 ㎝>45 ㎝*

40 ㎝>45 ㎝*

Foot wear 2 54.33 27.17 5.52* Shoes>Socks*

Chair height⨯Foot wear 4 24.70 6.17 1.73

Ankle (˚)

Chair height 2 355.24 177.62 43.94*

35 ㎝>40 ㎝*

35 ㎝>45 ㎝*

40 ㎝>45 ㎝*

Foot wear 2 106.30 53.15 5.98* Shoes>Barefoot*

Chair height⨯Foot wear 4 1.60 .40 .08
adegree of freedom, bsum of squares, cmean squares, *p<.05.

Table 3. The maximal flexion ROM of variation in chair height and foot wear types

Chair height Foot wear Hip joint (˚) Knee joint (˚) Ankle joint (˚)

35 ㎝

Barefoot 95.88±6.87
a

106.85±6.97 13.52±3.47

Socks 97.95±3.76 105.69±5.84 13.41±1.23

Shoes 97.14±5.37 106.45±6.62 15.73±4.36

40 ㎝

Barefoot 89.45±7.03 98.04±6.68 10.64±2.66

Socks 91.78±6.88 97.70±6.50 11.13±2.83

Shoes 91.00±5.00 99.69±5.66 13.17±4.07

45 ㎝

Barefoot 81.95±3.97 90.88±6.94 8.09±3.50

Socks 83.64±5.01 87.99±9.34 8.28±3.86

Shoes 84.32±3.63 91.01±7.92 10.91±4.10
amean±standard deviation.

Table 2. The maximal flexion ROM of variation in chair height and foot wear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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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Variable dfa SSb MSc F Bonferroni

Hip (Nm)

Chair height 2 718.70 359.35 5.71* 35 ㎝>45 ㎝*

Foot wear 2 831.64 415.82 5.40* Socks>Barefoot*

Chair height⨯Foot wear 4 136.76 34.19 .59

Knee (Nm)

Chair height 2 1323.47 1201.00 2.84

Foot wear 2 34.82 1.28 27.09

Chair height⨯Foot wear 4 239.26 59.81 .64

Ankle (Nm)

Chair height 2 263.05 131.52 1.99

Foot wear 2 36.47 18.23 .27

Chair height⨯Foot wear 4 46.96 11.74 .18
adegree of freedom, bsum of squares, cmean squares, *p<.05.

Table 5. The maximal joint moment of variation in chair height and foot wear types

Chair height Foot wear Frontal axis (㎜) Sagittal axis (㎜) Vertical axis (㎜)

35 ㎝

Barefoot 24.15±6.25
a

183.43±25.78 221.89±38.80

Socks 35.37±10.50 199.28±30.63 221.64±37.59

Shoes 19.02±5.81 200.33±26.27 227.08±37.49

40 ㎝

Barefoot 24.03±6.04 176.39±22.47 192.00±36.07

Socks 29.58±6.50 189.90±29.02 193.35±37.44

Shoes 16.55±5.10 189.53±23.38 200.42±37.49

45 ㎝

Barefoot 21.33±3.92 182.83±21.20 166.26±39.06

Socks 29.59±7.66 189.43±36.27 166.18±38.08

Shoes 17.91±4.91 186.69±29.61 172.33±39.84
a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6. The displacement of COM in accordance with in chair height and foot wear types

Axis Variable dfa SSb MSc F Bonferroni

Frontal (㎜)

Chair height 2 166.03 83.01 2.64

Foot wear 2 2570.56 1285.28 49.10*

Socks>Barefoot*

Barefoot>Shoes*

Socks>Shoes*

Chair height⨯Foot wear 4 139.17 34.79 2.39

Sagittal (㎜)

Chair height 2 1331.25 665.62 1.54

Foot wear 2 2445.41 2115.31 3.03* Shoes>Barefoot*

Chair height⨯Foot wear 4 431.12 107.78 .47

Vertical (㎜)

Chair height 2 41266.12 20633.06 2016.65*

35 ㎝>40 ㎝*

35 ㎝>45 ㎝*

40 ㎝>45 ㎝*

Foot wear 2 736.56 1.34 13.86*
Shoes>Barefoot*

Shoes>Socks*

Chair height⨯Foot wear 4 25.30 6.32 1.32
adegree of freedom, bsum of squares, cmean squares, *p<.05.

Table 7. The displacement of COM in accordance with in chair height and foot wear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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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 height Foot wear Maximal GRF
a
(㎏f)

35 ㎝

Barefoot 80.86±11.79b

Socks 82.27±12.06

Shoes 82.85±12.40

40 ㎝

Barefoot 80.87±12.87

Socks 81.96±13.01

Shoes 81.45±13.20

45 ㎝

Barefoot 78.44±12.17

Socks 79.38±12.28

Shoes 79.98±13.27
a
ground reaction force,

b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8. The maximum GRF in accordance with in chair height and foot wear types

GRFa Variable dfb SSc MSd F Bonferroni

GRF (㎏f)

Chair height 2 111.77 55.88 6.45* 40 ㎝>45 ㎝*

Foot wear 2 28.95 14.47 2.42

Chair height⨯Foot wear 4 5.86 1.46 .38
a
ground reaction force,

b
degree of freedom,

c
sum of squares,

d
mean squares, *p<.05.

Table 9. The maximum GRF in accordance with in chair height and foot wear types

점(center of mass; COM)의 최대, 최소값의 변위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Table 6).

시상축 (전 후), 이마축 (좌 우), 수직축 (상 하)에서 의

자 높이와 발의 조건 사이에 교호작용은 없었다(p>.05).

의자 높이에서는 무게중심점의 수직축 변위가 유의한 차

이를 보였으나(p<.05), 무게중심점의 시상축, 이마축 변위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발의 조건에서는 무게중

심점의 시상축, 이마축, 수직축 변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Table 7). 사후검정 결과, 의자 높이에 따

른 무게중심점의 변위는 수직축에서 35 ㎝와 40 ㎝ 사이,

35 ㎝와 45 ㎝ 사이, 40 ㎝와 45 ㎝ 사이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05). 발의 조건에 따른 무게중심점의 변위

는 이마축에서 맨발과 양말사이, 맨발과 신발사이, 양말과

신발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시상축에서는

맨발과 신발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5), 수직

축에서는 맨발과 신발사이, 양말과 신발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Table 7).

5. STS 동작 시 최대 지면 반발력 비교

STS 동작 시 의자 높이와 발의 조건에 따라 최대

지면 반발력(ground reaction force; GRF)을 비교분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Table 8).

최대 지면 반발력은 의자 높이와 발의 조건 사이에

교호작용은 없었다(p>.05). 의자높이에서 최대 지면 반

발력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05), 발의 조건에서

최대 지면 반발력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5)(Table 9). 사후검정 결과, 의자 높이에 따른 최

대 지면 반발력은 40 ㎝와 45 ㎝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05)(Table 9).

Ⅳ. 고찰

본 연구는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STS 동작에 영향

을 미치는 의자 높이와 발의 조건에 따라 하지관절의 최

대 굽힘 각도, 최대 모멘트, 무게중심점 변위, 최대 지면

반발력의 생체역학적 요소를 분석하였으며. STS 동작

시 균형을 위해 비마비측으로 체중조절이 이루어지는 편

마비 환자의 특성에 따라 비마비측 하지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STS 동작 시 의자높이가 낮을수록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의 최대 굽힘 각도가 증가

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의자 높이가 낮아질수록 앉기의 깊이는 증가되기 때문

에 지지면내에 신체의 무게중심점을 위치시키기 위하여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의 굽힘 각도가 증가하게

된다(Li 등, 1996; Savelberg 등, 2007). Hwang 등(2008)

의 한국 고령자의 다양한 의자 높이에서 STS 동작 시

관절운동의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42 ㎝ 의자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2018년 25권 2호 01-12

Phys Ther Korea 2018;25(2):01-12

- 8 -

높이에서 일어날 경우 엉덩관절 70˚, 무릎관절 85˚, 발목

관절 17˚의 최대 굽힘 각도를 보였으며, 21 ㎝ 의자 높

이에서 일어날 경우 엉덩관절 122˚, 무릎관절 113˚, 발목

관절 25˚ 의 최대 굽힘 각도를 보여 의자 높이가 낮아

질수록 최대 관절 굽힘 각도가 증가함을 보고 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Sun(2010)

의 60대 여성의 의자 높이에 따른 STS 동작의 운동역

학적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엉덩관절 굽힘 각도가

35 ㎝ 높이에서 38.32˚, 40 ㎝ 높이에서 37.23˚, 45 ㎝ 높

이에서 36.15˚로 의자 높이가 낮아질수록 엉덩관절의 최

대 굽힘 각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Medeiros 등(2015)의 뇌성마비 아동의 STS 동작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도 무릎이 90˚ 된 의자 높이에는 무

릎이 전방으로 6.85 ㎝에 위치하고, 120% 높아진 의자

높이에서는 무릎이 7.09 ㎝로 좀 더 앞에 위치하게 되

어, 의자 높이가 낮아질수록 무릎관절의 굽힘 각도가 증

가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STS 동작 시 의자높이가 낮을수록 하지관절의 모멘트

가 증가하였으나, 엉덩관절에서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엉덩관절의 경우 엉덩이가 떨어지

는 모멘트 전이가 일어나는 단계부터 폄근이 작용하여

좁은 지지면으로 압력중심을 이동하기 위한 굽힘 모멘트

를 조절하게 된다(Schultz 등 1992). 이런 움직임을 위하

여 넙다리 네갈래근, 장딴지근, 가자미근이 중요하게 작

용 되어진다(Kim, 2008). 신체가 폄되고 안정화 되는 동

안 의자에서 발쪽으로 체중을 이동하기 위해 안쪽넓은근,

넙다리 곧은근, 넙다리두갈래근이 최대로 작용하게 되어

하지관절의 모멘트가 증가된 것으로 생각된다(Millington

등, 1994). 의자의 높이가 낮아질수록 앉기의 깊이가 증

가되어 외적인 모멘트팔이 커져 근육과 관절에 대한 요

구가 증가된다(Neumann, 2010). 증가된 부하에 따른 일

어서기 동작의 전략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보다 큰

하지관절의 모멘트가 필요로 하게된다. 본 연구에서는 팔

의 대상작용 및 팔걸이 사용 등의 전략적 변화를 최소화

하여 하지관절의 모멘트가 증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Savelberg 등, 2007). Yoshioka(2014)는 STS 동작 시

의자 높이에 따른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의 최대

모멘트는 낮은 의자에서 수행할 경우 높은 의자에서 수

행할 경우보다 증가하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인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자세동요는 신체의 무게중심을 지지면내에 유지하는

것(Norre, 1993)을 말하며 이것은 균형감각의 표현으로

나타낸다(Kim 등, 1995). 편마비 환자의 STS 동작 시

의자 높이에 따른 무게중심점의 변위는 시상축, 수직축

으로 증가하였으며 수직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5). 의자 높이가 낮아질수록 앉기의 깊이가 깊어지

고 부하는 증가되어 하지근력이 약한 노인의 경우 무게

중심점을 기저면내에 위치시키기 위하여 몸통을 앞으로

굽힘시켜 엉덩관절 굽힘 각도가 증가된다. 이러한 변화

는 하지근력이 약한 노인이 전형적으로 안정된 STS 동

작을 하기 위해 체간을 앞으로 가져가는 전략이다(Sun,

2010). 노인과 같이 하지근력이 약한 편마비 환자의 경

우도 비슷한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의자 높이가 낮아

질수록 시상축, 수직축으로의 무게중심점의 변위가 증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STS 동작 시 의자높이가 낮을수록 최대 지면반발력

은 증가되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5). STS 동작 시 지면반발력은 초기에 체중의 10%,

엉덩이 들기 시점에서 체중의 30∼35%, 엉덩이 떼기 직

후 체중의 58%, 일어선 자세에서 체중의 50% 되어, 엉덩

이 떼기 직후 최대가 되며(Etnyre와 Tomas, 2007), 다양

한 발의 조건에 따라 변하게 된다. 편마비 환자의 경우

무릎의 굽힘 각도가 75˚ 되는 발의 조건에서는 비마비측

발의 지면반발력이 감소된다고 하여(Brunt 등, 2002), 의

자 높이가 낮아질수록 지면반발력이 증가됨을 알 수 있

다. Lee(2006)의 의자 높이에 따른 지면반발력의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70˚ 의자 높이에서 최대지면반발력은

47 ㎏/sec, 90˚ 의자높이에서는 42.0 ㎏/sec, 110˚ 의자 높

이에서는 39.1 ㎏/sec으로 의자 높이가 낮아질수록 최대

지면반발력이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또

한 Roy(2006)등의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한 STS 동작

분석에서, 편안하고 대칭적인 발의 위치에서 동작을 실시

할 경우 의자 높이가 낮을수록 지면반발력이 증가하였다

는 연구결과와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STS 동작 시 발의 조건에 따른 하지관절의 최대 굽힘

각도는, 신발을 신었을 경우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

절의 최대 굽힘 각도가 증가하였으며, 무릎관절과 발목관

절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신발

을 신었을 경우 굽의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의자의 높이

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하지관절의 굽

힘 각도가 증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Kim과 Park(2016)의

건강한 여성의 STS 동작 시 불안정한 신발이 하지의 생

체역학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대상

자의 넙다리 외측과에서 지면까지의 의자 높이에서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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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할 경우, 맨발일 경우보다 신발을 신고 동작을 수

행할 때 하지관절의 굽힘 각도가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

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STS 동작 시 발의 조건에 따른 하지관절의 최대 모멘

트는, 양말을 신고 수행할 경우 맨발일 경우보다 엉덩관

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서 증가하였으나, 엉덩관절에서

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양말을 신고 보행할 경

우 미끄럼 저항계수는 .35∼.90으로 맨발로 보행할 경우

.45∼.90보다 감소하여 불안정하게 된다(Jeong, 2012). 따

라서 양말을 신고 STS 동작 시 불안정한 지지면 위에서

동작을 유지하는 균형능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균형능력

을 조절하는 요소에는 신경학적 및 근골격계 요인이 중

요하게 작용하게 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Horak,

1987; Lee 등, 1996). Kim 등(2010)은 불안정한면에서 편

마비 환자의 균형훈련은 넙다리두갈래근, 넙다리곧은근,

앞정강근의 활성도를 증가한다고 하였다.

STS 동작 시 발의 조건에 따른 무게중심점의 변위는,

양말을 신었을 경우는 이마축으로 변위차가 증가하였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신발을 신었

을 경우 무게중심점의 변위는 시상축과 수직축으로 증가

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STS 동작 중 엉덩이 떼기 순간부터 기립자세로 변환하기

까지 무게중심점의 이동이 일어나는 과정으로 무게중심점

을 기저면내로 위치시키기 위해 안정성과 균형이 강조되

는 단계이다. 노인과 같이 하지의 근력이 약하고 체중이

균등하지 못한 편마비 환자의 경우(Kim 등, 2000), 마비

측에 비해 비마비측으로 체중을 지탱하기 때문에 발목의

자세동요가 커지고 일어서기 후반기에서 비마비측 다리로

의 힘의 이동이 증가된다. 양말을 신어 발이 불안정한 조

건에서는 이러한 비대칭율이 증가되어 무게중심점의 변위

가 이마축으로 좀 더 커지는 것으로 생각된다(Jeong 등,

2013). Shin과 Lee(2012)의 지지조건에 따른 시각되먹임이

뇌손상환자의 STS 동작 시 자세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선행연구에서 폐안시키고 기저면을 경사로 불안정하게

만들었을 경우 대조군보다 비대칭의존도가 높다는 연구결

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신발을 신었을 경우 상

대적으로 의자의 높이가 낮아지게 되고 지지면내에 신체

의 무게중심점을 앞으로 위치시키기 위하여 엉덩관절, 무

릎관절, 발목관절의 굽힘 각도가 증가되어 시상축과 수직

축의 변위가 증가된 것으로 생각된다(Li 등, 1996).

STS 동작 시 발의 조건에 따른 하지관절의 최대 지

면반발력은, 양말과 신발을 신고 수행할 경우 맨발일 경

우보다 증가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p>.05). Kim(2011)은 빠른 속도에서 일어서기

를 시도하는 경우 압력중심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균형상실의 위험이 증가되어, 신체를 전 상방으로 안정

성있게 이동시키기 위해 최대 수직 지면반발력이 증가된

다고 하였다. 따라서, 양말을 신고 동작을 수행할 경우

바닥의 미끄럼 저항계수가 감소되어 동적인 균형능력이

맨발일 경우보다 더 요하게 되어 최대 지면반발력이 증

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신발을 신었을 경우 신발

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의자의 높이가 낮아지게 되어

신체 무게중심을 전·상방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최대 지

면반발력이 증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모든 편마비 환자들에게 일반

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로 첫째, 실험대상

자의 수가 적어 모든 편마비 환자들의 생체역학적 분석

이라 정형화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둘째, 편마비 환자의

유형적 분류에서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가 많아

뇌출혈로 인한 편마비 환자의 경우 본 연구의 결과를 일

반화 시키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하

지의 생체역학적 분석을 목적으로 하여 초기 무릎과 발

목의 각도변화가 없는 몸통을 구부리는 단계를 배제하여,

전체적인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동작의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넷째, 의자의 높이를 환자의 인체계측학적 결

과에 따라 상대높이로 설정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었다.

이에 향후,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한 STS 동작의 생

체역학적 요소의 분석에 관한 연구가 진행 된다면, 다양

한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선행연구에서 분류되었던 동

작의 분석구간에 이벤트를 주고, 대상자의 인체계측학적

결과에 따른 의자높이를 설정하여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STS 동작은 보행으로 가기위한 선행 동

작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동작에 있어 많이 쓰이는 동

작이다. 편마비 환자의 경우, 근력 및 균형능력과 더불어

다양한 환경적 요소로 인하여 STS 동작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편마비 환자의 안전한 STS 동작

을 위해 의자높이와 신발, 양말과 같은 환경적인 요소에

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STS 동작에 영향

을 미치는 의자 높이와 발의 조건에 따라 하지관절의 생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2018년 25권 2호 01-12

Phys Ther Korea 2018;25(2):01-12

- 10 -

체역학적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의자 높이에

따른 하지관절의 최대 굽힘 각도, 최대 관절 모멘트, 무게

중심점의 변위, 최대 지면반발력을 비교분석한 결과, 의자

높이와 발의 조건 사이에 교호작용은 없었다(p>.05). 하지

관절의 최대 굽힘 각도는 의자 높이가 35 ㎝와 40 ㎝일

때 증가하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최대 관

절 모멘트는 의자 높이가 35 ㎝일 때 증가하였으나, 엉덩

관절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의자 높이가

35 ㎝와 40 ㎝일 때 무게중심점의 변위는 시상축, 수직축

으로 증가하였으나, 수직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5). 최대 지면반발력은 의자 높이가 40 ㎝일 때 증

가하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발의 조건에 따른 하지관절의 최대 굽힘 각도, 최대

관절 모멘트, 무게중심점의 변위, 최대 지면반발력을 비

교분석한 결과, 발의 조건과 의자 높이 사이에 교호작용

은 없었다(p>.05). 신발을 신었을 경우 무릎관절, 발목관

절의 최대 굽힘 각도가 증가하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5). 양말을 신었을 경우, 엉덩관절의 최대 모멘

트가 증가하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무게

중심점의 변위는 수직축, 시상축, 이마축으로 증가하였으

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최대 지면반발력은 양

말과 신발을 신은 경우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p>.05).

이상의 연구 결과로 볼 때 편마비 환자의 STS 동작

시 의자의 높이가 35 ㎝와 40 ㎝로 낮을 경우, 전 상방

으로 무게중심점을 이동하기 위해, 하지관절의 굽힘 각

도, 모멘트, 지면반발력은 증가되고, 양말을 신었을 경우

처럼 발의 조건이 불안정할 경우 좌 우로 무게중심점이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편마비 환자가

STS 동작을 작은 모멘트와 동요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45 ㎝ 의자 높이와 맨발인

발의 조건에서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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