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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method of gait analysis has several limitations for determining gait stability, such as a complicated preparation

process, repeated experimental procedures that are time-consuming, and financial burden of experiments.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gait stability could be analyzed using only the COM-COP (Center of Mass-Center of Pressure)

inclination angle connecting COM and COP. COM and COP coordinates were obtained from a motion analysis system for

a total of 40 elderly and young subjects. The COM-COP inclination angle that changed in real time during level walking

was then analyzed to obtain gait stability on each of sagittal and frontal planes using these coordinates. As a result, the

gait symmetry index on the sagittal plane did not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young and elderly

subjects (First Step, p = 0.189; Second Step, p = 0.711). On the frontal plane, elderly subjects showed 0.39 degrees (p =

0.058) and 0.5 degree (p = 0.03) larger side-to-side sway angles in the first and second steps than young subjects,

respectively. Gait stability can be analyzed using a more simplified experimental method with minimum amount of data in

future gai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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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보행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이동 수단이며 일상

생활을 수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은 오랜

기간 훈련에 걸쳐 인체의 자유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보행을 습득하며, 이는 일상생활을 더욱 쾌

적하게 한다. 이러한 보행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시각적 관찰을 통한 것과 생역학적 측정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1-3 최근에는 보행 안정성 분석 시 생역학적 측정

을 위해 3차원 동작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기존 보행 안정성 연구에서는 개인 마다의 연령, 신장 및 체

중 등의 인적 사항을 기반으로 보폭(Stride Length), 보행속도

(Gait Velocity), 양발너비(Stride Width), 보행률(Cadence), 발 각

도(Foot Angle) 등의 변수가 복합적으로 적용된다.4-8 예를 들어,

고령자들의 경우 노화로 인해 균형 능력이 감소하거나 근력의

약화와 같은 신체적인 기능 상실이 발생함으로써 낙상 위험의

증가와 보행의 안정성이 감소한다.4 때문에 고령자들은 보행 시

안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젊은 성인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보폭과 보행속도가 감소하고, 두 발의 지지 시간(Double-Support

Time)이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4,5 BMI가 증가할수록 발

각도가 증가하며, 반대로 보폭과 보행속도는 감소하였다고 알려

졌다.6-8 이 밖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보행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평지 보행 중 발 궤적(Foot Trajectory)의 가변성과 동적 안

정성에 대한 Cohen’s d 분석 등을 진행하였다.35-38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는 보행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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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를 가지고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보행 안정성 분석을 위해 제한된 보행 환경, 보행 시 관절 각

도의 범위, 근전도(Electromyography, EMG) 신호를 통한 보행

안정성 분석 등 다양한 운동학적(Kinematic)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Ko 등은 동작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보행 시 보행속도에 따라 하퇴부의 생체역학적 분석

을 통해 무릎 골관절염(Knee-Osteoarthritis)과 관련된 특정 보행

패턴을 식별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9 Abbass 등은 디지털 비

디오 카메라 레코더를 사용하여 보행 주기별로 슬관절 및 고관

절의 각도를 통해 보행 안정성을 분석하였다.10 다른 선행연구

에서는 보행 시 측정된 EMG 신호의 근활성도를 통해 근육 활

동을 비교하고, 보행 안정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1,11,12 

보행 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무게 중심(Center of Mass, COM)

과 압력중심(Center of Pressure, COP)은 보행 안정성을 분석하

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13-15 보행 분석 시 기존 연구들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연구로 COM과 COP를 이용한 보행

안정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소개되었다. Yamaguchi 등은 시상면

에서의 COM-COP 접선 각도와 초기 접촉(Initial Contact) 구간

의 마찰계수를 통해 보행속도와 보폭 길이를 분석하였으며,16

Meurisse 등은 보행속도와 연령별로 COM의 움직임 궤적을 통

해 보행 단계를 예측하고자 하였다.17 또한 Krebs 등은 한발 지

지(Single Support) 시 COM과 COP 사이의 최대 수평거리를 통

해 보행 안정성을 평가하였다.18 하지만, 단순히 COM과 COP

사이의 수평거리만을 통해 보행 안정성을 평가하기에는 보행자

의 신장에 따른 COM과 COP 사이의 수직거리에 대한 영향을

배제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로 COM과 COP를 연결하

여 COM-COP 경사각도를 고려한 보행 안정성을 평가하였다.19-23

하지만, 이러한 기존 연구들도 보행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특정 변수들을 지표화하지 못한 채 복잡한 분석 과정을 통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간소화된 분석 과정을 통해 평지 보행

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COM과 COP의 경사각도를 통해 연령

별로 보행 안정성 판별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시

상면과 관상면에서 나타난 COM과 COP의 경사각도를 통해 보

행 안정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2.1 피험자 및 실험 과정

근골격계 질환이 없는 젊은 성인 19명(Age: 25.95±1.29, Height:

170.61±3.68, Weight: 66.18±5.41)과 고령자 21명(Age: 71.43±2.19,

Height: 161.31±3.95, Weight: 61.43±4.03)을 대상으로 자연스러

운 보행으로 3회씩 보행 실험을 실시하였다. 젊은 성인과 고령

자를 다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로 나누었으며,

BMI 범위는 정상체중(Normal, 18.5 kg/m2 < BMI < 22.9 kg/m2),

과체중(Overweight, 23 kg/m2 < BMI < 24.9 kg/m2), 비만체중(Obese

Weight, 25 kg/m2 < BMI)까지 세 가지로 나누었다(Table 1). 

보행 분석을 위한 측정도구는 2개의 힘 측정판(Kistler, Instrumemt

Corp. & AMTI Inc., USA), 적외선 카메라 8대(Oespery, Motion

Analysis, USA)와 10 mm의 반사 마커를 사용하였으며, 카메라

속도는 60 frames/sec로 설정하였다. 피험자는 Helen Hayes

Marker Set을 이용하여 총 36개의 반사 마커(좌우 Toe 2개, 좌

우 Heel 2개, 좌우 Ankle 2개, 좌우 Ankle Medial 2개, 좌우

Shank 2개, 좌우 Knee 2개, 좌우 Knee Medial 2개, 좌우 Thigh

2개, Anterior and Post Superior Iliac Spine 4개, 좌우 Hand 2개,

좌우 Wrist 2개, 좌우 Wrist Medial 2개, 좌우 Elbow 2개, 좌우

Elbow Medial 2개, 좌우 Shoulder 2개, Offset 1개, Rear, Top,

Front Head 3개)를 인체에 부착하였으며,39 외부환경에 의해 생

길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정(Calibration)을 진행하

였다.23 동작분석프로그램(Cortex, Motion analysis, USA)을 통

해 평지 보행 시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COM, 힘 측정판에서 측

정되는 COP의 위치를 좌표화하여 기록하였다.

2.2 COM-COP 경사각도 계산 방법

동작분석시스템을 통해 확보된 COM 좌표(XCOM, YCOM,

ZCOM)와 COP 좌표(XCOP, YCOP, ZCOP (= 0))를 다음의 공식을 통

해 COM-COP 경사각도를 계산하였다(Fig. 1).21 COM-COP 경사

Table 1 Subject's personal number of participants and information
for each BMI group

Group Number
Age

[Years]
Height
[cm]

Weight
[kg]

Young

Normal 9 26.44±1.13 168.5±3.45 57.83±3.42

Overweight 6 26.5±1.31 170.18±4.23 69.98±3.96

Obese 4 24±1.12 176±0.94 79.25±1.43

Elderly

Normal 9 72.33±2.78 163.22±3.31 57.88±2.96

Overweight 6 71.17±1.24 160.58±3.91 61.13±3.16

Obese 6 70.33±1.75 159.17±4.59 67.07±4.58

Fig. 1 Calculation process of COM-COP inclination angle (a)
COM-COP inclination angle formula of sagittal plane, and
(b) COM-COP inclination angle formula in frontal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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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는 COM의 좌표 위치에서 COP의 좌표 위치 사이를 이은

선과 COM의 좌표 위치에서 수직으로 내린 두 선 사이의 각도

를 나타내며, 각 시상면과 관상면에서 COM-COP 경사각도를

표현하였다(Fig. 2).

3차원 COM-COP 경사각도에서 시상면에서 보았을 때의

COM-COP 경사각도를 Sagittal Inclination Angle (SIA)라고 정

의하였으며, 관상면에서 보았을 때의 COM-COP 경사각도를

Frontal Inclination Angle (FIA)라고 정의하였다. 시상면에서 보

았을 때 COM과 COP의 경사각도가 0o인 중간지지기(Midstance)

지점을 기준으로 수선의 발을 그어 다시 두 가지로 경사각도를 나

누어 정의하였는데, 발뒤축접지(Heel Strike) 구간에서 Midstance

구간까지의 각도를 전방 경사각도(Anterior Sagittal Inclination

Angle, ASIA), Midstance 구간에서 발가락 떼기(Toe Off) 구간

까지를 후방 경사각도(Posterior Sagittal Inclination Angle,

PSIA)로 정의하였다(Fig. 3). 관상면에서 보았을 때 Heel Strike

구간에서 Toe Off 구간까지 좌우로 벌어지는 최대 경사각도를

Maximum Frontal Inclination Angle (Max FIA), 최소 경사각도

를 Minimum Frontal Inclination Angle (Min FIA)로 정의하였다

(Fig. 3).

2.3 COM-COP 경사각을 고려한 보행 분석

보행 시 피험자의 우세다리(Dominant Leg)를 기준으로 우세

보(First Step), 비우세보(Second Step)으로 나누었다. 시상면과

관상면에서 각각의 COM-COP 경사각도를 계산한 뒤, 시상면에

서는 Midstance를 기준으로 정의된 ASIA와 PSIA를 활용하였다.

ASIA를 PSIA로 나누어 First Step과 Second Step의 시상면 보

행 대칭 지수(Sagittal Gait Symmetry Index, SGSI)를 계산하였

으며, 이를 통해 시상면에서 First Step과 Second Step의 보행

안정성을 비교분석 하였다(Fig. 3). 관상면에서는 보행 시 COM

과 COP 사이의 좌우로 벌어지는 Max FIA와 Min FIA를 활용

하였다. Max FIA와 Min FIA의 차이 값(Frontal Gap Inclination

Angle, FGIA)을 계산하였으며, First Step과 Second Step의

FGIA를 비교하여 First Step의 FGIA에서 Second Step의 FGIA를

나누어 관상면 보행 대칭 지수(Frontal Gait Symmetry Index,

FGSI)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상면에서의 보행 안정성을

비교분석 하였다(Fig. 3). 이를 젊은 성인, 고령자 두 가지의 연

령별로 3가지의 BMI로 나누어 보행 안정성을 분석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같은 연령에서 3가지 BMI별간 유의한 차이

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 One-Way ANOVA를 시행하였고, 같

은 BMI에서 두 가지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

각 T-Test(독립표본 T검정)를 실시하였으며, 이때 통계적 유의수

준은 0.05로 하였으며, Type I Error를 통제하기 위해 Bonferroni

Correction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FGSI와 BMI와의 관계

를 확인하기 위해 Microsoft Excel에서 제공하는 회귀분석과 상

관분석을 적용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시상면의 COM-COP 경사각도

젊은 성인과 고령자의 BMI별 First Step과 Second Step에서

ASIA와 PSIA을 비교하였을 때, 가장 큰 각도는 46.83o로 나타

났으며, 가장 작은 각도는 39.18o로 나타났다. First Step의

ASIA에서 연령별로 비교할 때, 3가지 모든 BMI군에서 고령자

가 젊은 성인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유의한 차이

(p < 0.001)를 보였다. 또한 젊은 성인의 First Step의 ASIA에서

BMI별로 유의한 차이(p = 0.022)를 보였다. 평균적으로 고령자가

Fig. 2 Schematization showing the COM-COP inclination angle (a)
Left: Sagittal view, and (b) Right: Frontal view

Fig. 3 Definition of anterior sagittal inclination angle (ASIA),
posterior sagittal inclination angle (PSIA) and sagittal gait
symmetry index (SGSI); The angle from the heel strike phase
to the midstance phase was defined as the ASIA and the angle
from the midstance phase to the toe-off phase was defined as
the PSIA (Top view). Definition of maximum frontal
inclination angle (Max FIA), minimum frontal inclination
angle (Min FIA), frontal gap inclination angle (FGIA) and
frontal gap symmetry index (FG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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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성인의 First Step PSIA보다 1.84o만큼 크게 나타났으며, 이

때 유의한 차이(p = 0.023)를 보였다. 또한 고령자의 Second

Step의 ASIA에서 BMI별로 유의한 차이(p = 0.021)를 보였고,

평균적으로 고령자의 Second Step의 ASIA, PSIA이 젊은 성인의

보다 각각 2.39, 2.64o만큼 크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각각

p = 0.001, p < 0.001)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BMI별 First Step과

Second Step의 모든 경우에서 고령자가 젊은 성인보다 크게 나

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시상면에서 ASIA,

PSIA를 비교할 때, 평균적으로 ASIA가 PSIA보다 높게 나타났

다(Fig. 4).

3.2 관상면의 COM-COP 경사각도

젊은 성인과 고령자의 BMI별 First Step과 Second Step에서

Max FIA와 Min FIA을 비교하였을 때, 가장 큰 각도는 7.22o로 나

타났으며, 가장 작은 각도는 2.07o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First

Step의 Max FIA에서 고령자가 젊은 성인보다 0.87o만큼 크게 나

타났으며, 유의한 차이(p = 0.002)를 보였다. First Step의 Min FIA

에서 연령별로 비교할 때 평균적으로 고령자가 젊은 성인보다

0.48o만큼 크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p = 0.011)를 보였다.

Second Step의 Max FIA에서 연령별로 비교할 때, 세 가지 모

든 BMI군에서 고령자가 젊은 성인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평균

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0001)를 보였다. Second Step의 Min

FIA에서 연령별로 비교할 때, 과체중을 제외한 나머지 BMI군

에서 고령자가 젊은 성인보다 크게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정상

체중, 비만체중, 평균 각각 p = 0.011, p = 0.002, p < 0.0001)를

보였다.

3.3 시상면과 관상면에서의 보행 대칭지수

시상면에서 젊은 성인과 고령자의 BMI별 SGSI (= ASIA/

PSIA)를 비교한 결과 First Step과 Second Step의 SGSI은 모든

경우에서 젊은 성인과 고령자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

지 않았다(First Step p = 0.189, Second Step p = 0.711) (Fig. 6).

관상면에서 젊은 성인과 고령자의 BMI별 FGIA (Max FIA-

Min FIA)를 비교하였을 때, First Step과 Second Step에서 고령

자가 젊은 성인보다 평균 FGIA이 크게 나타났으며, 그 중

Second Step에서 유의한 차이(p = 0.03)가 나타났다. 그리고

First Step의 FGIA에서 고령자의 경우 젊은 성인과 비교하여 평

균적으로는 크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p = 0.058). 그리고 Second Step의 FGIA에서 고령자의 경우 젊

은 성인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3). FGSI를 비교하였을 때, 고령자의 경

우 BMI별로 유의한 차이(p = 0.023)가 나타났다(Fig. 7). 젊은

성인과 고령자의 BMI별 FGSI (FGIA of First Step/FGIA of

Second Step)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p = 0.677). 또한 BMI가 증가할수록 고령자의 FGSI가 커졌

Fig. 4 Comparison of anterior sagittal inclination angle (ASIA) and
posterior sagittal inclination angle (PSIA) of the young
subjects and the elderly subjects between the first step and
the second step by each body mass index (*: p < 0.05) in the
sagittal view

Fig. 5 Comparison of maximum frontal inclination angle (Max
FIA) and minimum frontal inclination angle (Min FIA) of the
young subjects and the elderly subjects between the first step
and the second step by each body mass index (*: p < 0.05) in
the frontal view

Fig. 6 Comparison of sagittal gait symmetry index (SGSI) of the
young subjects and the elderly subjects between the first step
and the second step by each body mass index (*: p < 0.05) in
the sagitt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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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BMI가 변화할수록 FGSI가 젊은 성인보다 고령자층에서

민감하게 변화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BMI와 FGSI의 관계에서

젊은 성인은 y = 0.0231x + 0.5897(R = 0.134, p = 0.705), 고령자

는 y = 0.1257x - 1.7993(R = 0.513, p = 0.155)로 고령자 그룹에서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Fig. 8).

4. 토의

본 연구에서는 동작분석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COM 좌표와

COP 좌표를 통해 평지 보행 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COM-

COP 경사각도를 계산하였고, 계산된 COM-COP 경사각도를 통

해 젊은 성인과 고령자 두 연령대의 시상면과 관상면에서의 보

행 대칭 지수를 계산하여 서로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간소화된 분석 과정을 보행 안정성 분석

에 도입하기 위하여 COM-COP 경사각도의 새로운 지표를 통해

보행 안정성의 판별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젊은

성인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행 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해보

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비추어볼 때, 시상면에서 평균

ASIA와 PSIA는 젊은 성인보다 고령자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각각 First Step의 ASIA, PSIA, Second

Step의 ASIA, PSIA: p < 0.001, p = 0.023, p = 0.001, p < 0.001)

가 있었다. ASIA와 PSIA의 값이 크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로

고려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시상면에서의 최대 COM-COP의

경사각도가 감소(+y축의 감소)할 경우이다. 시상면의 최대

COM-COP의 경사각도는 Heel Strike와 Toe Off 지점에서 나타

나기 때문에, 이는 보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두 번째는 입각

기(Stance Phase)의 시간이 증가하여 한 발의 지지 시간이 증가

(+x축의 증가)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보행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시상면에서만 보행 안정성을 분석

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보행속도와 보폭은 운동학적 데이

터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행 분석 시 잠재적인 낙상

가능성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폭과 보행속도와

무관한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보행 안정성은 이 외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지만, 그 중 기저면(Base of Support)

에 대한 COM의 위치는 보행 안정성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즉, COM이 기저면의 중심에 위치할 때 가장 안정적이며 중심

에서 멀어질수록 보행 안정성은 약화된다. 보행은 전후 움직임

이기 때문에, 전후보다는 좌우의 기저면이 짧으므로 관상면에서

의 움직임을 같이 살펴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게 보행 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관상면에서 최대 및 최소

의 COM-COP 경사각도(Max FIA, Min FIA)를 나타냄으로써

보행 시 좌우로 벌어지는 경사각도를 통해 보행 안정성의 분석

방법을 보충하였다. 관상면에서의 평균 Max FIA와 Min FIA은

젊은 성인보다 고령자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각각 First Step의 Max FIA, Min FIA, Second Step의 Max

FIA, Min FIA; p = 0.002, p = 0.011, p < 0.00001, p < 0.0001)가 있

었다. 서론에서 한 예를 들어 말했듯이,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고령자는 노화로 인하여 관절 경직도가 증가하거나, 균형 능력

의 감소, 근력의 약화와 같은 신체적인 기능 상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보상 작용으로 보폭이 감소함

으로써 입각기의 시간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으며,4,5,24-26

건강한 80대 고령자는 20대의 건강한 대조군에 비해 걸음 간격

(Step Width)과 두 발의 지지시간(Double Support Time)이 경미

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Bohannon 등에 의해 확인되었고,27

Greenspan 등은 일상 생활에서 고령자 낙상환자가 옆으로 넘어

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28 이는 신체적인 기능 상실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령자가 보행 시 옆으로 동작을 제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상면에서의 COM-COP 경사각도가 증

가함이 나타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지표

가 기존의 보행 안정성 연구 결과와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COM-COP 경사각도를 이용하여 기존 보행연구 결과의 특성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시상면의 ASIA, PSIA를 통해 SGSI를 도출하

였으며, 관상면의 Max FIA, Min FIA를 통해 FGIA와 FGSI를

도출하여 젊은 성인과 고령자의 보행 대칭성을 비교하였으며,

보행 대칭성을 통해 보행 안정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Yoon

Fig. 7 Comparison of frontal gap inclination angle (FGIA) and
frontal gap symmetry index (FGSI, FGIA of first step/FGIA
of second step) of the young subjects and the elderly subjects
between the first step and the second step by each body mass
index (*: p < 0.05) in the frontal view

Fig. 8 Relationship between body mass index (BMI) and frontal
gap symmetry index (FGSI) in young and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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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의하면 고령자의 보행 훈련 기간이 증가할수록 시상면에

서 최대 후방 COM-COP 경사각도가 증가하는 반면, 전방

COM-COP 경사각도는 감소한다고 보고되었다.29 또한 Lee 등

의 연구에서는 건강한 고령자가 평형 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

들에 비하여 시상면에서 최대 후방 COM-COP 경사각도가 증가

한다고 보고되었으며,23 Hahn 등은 높은 장애물 위로 넘어갈 때

체간의 전방 흔들림이 커지기 때문에 COM이 상대적으로 더 앞

쪽에 위치하므로 후방 COM-COP 경사각도가 증가한다고 보고

하였다.30 그리고 Osoba 등은 보행의 변동성, 특히 좌우 변동의 증

가가 고령자들에게 낙상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31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연령과 BMI가 증가할수록 보행 시 동적 안정성

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속도와 보폭을 감소시킴과 함께 더 큰 걸

음 간격을 가짐으로써 기저면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27,28,32,3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젊은 성인과 고령자간 시상면에

서는 보행 안정성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관상

면에서는 고령자의 젊은 성인보다 관상면에서 FGIA가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고령자의 좌우 흔들림이 젊은 성인보다 크게

나타났을 것으로 보였다. 또한 BMI가 증가할수록 FGSI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보행 시 고령자의 Second Step보다 First Step

에서 보행 안정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관상면에서

고령자의 경우 젊은 성인보다 BMI의 변화에 따라 보행 대칭성

이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COM-COP 경사각도를 통해 보행 안정성을 분

석하였으나,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선 첫 번째로, COM-

COP 경사각도만으로는 보행 주기의 정확한 구간을 나눌 수 없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상면에서 볼 때 COM-COP 경사

각도가 0o인 수직 지점을 Midstance로 설정하고, COP가 처음

측정되는 부분을 Heel Strike의 시작점, COP가 마지막으로 측정

되는 부분을 Toe Off의 종료점으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로, 시

상면에서 ASIA와 PSIA를 표현할 때 곡선을 직선회귀(R2 >

0.99)로 잡았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세 번째, 시상면에서 ASIA

와 PSIA를 60 Frame의 촬영속도를 통해 프레임 개수로 표현하

였기 때문에, 다른 촬영속도로 분석할 경우, 이를 시간으로 환산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표는 COM-COP 경사각도

를 통해 보행 안정성 판별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

에 젊은 성인과 고령자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한 보행 안정성 분

석을 할 때에는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목표에 벗어나지 않았다

고 사료된다. 네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COM-COP 경사각도만

을 이용했기 때문에, 보행 시 하지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영향

을 알 수 없었다. 또한 정확한 보행 구간을 알 수 없다 보니 보

행 구간별 근육의 작용이나, 혹은 하지에 작용하는 힘의 영향으

로 인해 COM과 COP의 진행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

을 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각 피험자들의 COM의 높이를 고

려하지 않았다. 기존의 한 연구에서는 각 피험자의 COM의

높이의 차이에 따라 COM-COP 경사각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제안한 바 있다.34 하지만, 각 개인마다의 체형

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COM의 높이에 대한 변수만으로는

COM-COP 경사각도와의 관계를 정규화(Normalization)하는 것

은 다소 부담스러울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COM-COP 경사각도의 새로운 지표를 통해

보행 안정성의 판별이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젊은 성

인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체중인 3가지의

BMI로 나누어 보행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이를 검증해보고

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COM-

COP 경사각도의 새로운 지표가 기존의 보행 안정성 연구 결과

와 유사한 특징을 보였으므로, COM-COP 경사각도의 새로운

지표를 통해 임상 적용 시 보다 쉽고 편하게 적용할 수 있으므

로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보행 분

석 시 보다 간소화된 분석 방법과 최소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행 안정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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