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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 집계결과(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여성이 약 49.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여성 중에도 약 31.64%가 임신이 가능한 시기(15∼49세)에 있는 여성들이다. 

이 여성들의 다수가 결혼과 임신이라는 과정을 거칠 것이며 임신은 태아가 성장할수록 척추가 뒤

로 구부러지고 골반이 벌어지는 등 인체 구조가 변화함으로써 자세의 변이를 발생시킨다. 이로 인해 

보행하는 동안 만이 아니라 서있을 때도 뒷꿈치에 많은 통증을 느끼게 되어 일상 생활을 힘들게 지

내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일상 생활이 불편한 임산부는 자세의 변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리의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자세를 취하거나 신발 등과 같은 보조 기구들을 찾게 된다.

한편, 체중의 변화와 함께 인체적인 구조의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임산부에게서 팔자 모양의 걸음

걸이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보행은 짧은 기간 동안은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지만, 임신 동안

의 습관이 몸에 배인 채로 남아 있다면 발의 구조를 기형으로 만드는 원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는 임신을 한 동안에도 올바른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임산부의 팔자걸음(toe out position)은 추진력을 대각선 방향으로 생기게 하여 엄지발가락

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발가락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뿐만 아니라 지렛대의 길이를 짧게 하기 때

문에 역 V자 보행(toe in position)정도는 아니지만 비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Clarke,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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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산부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상체의 후방굴곡은 발뒤꿈치가 접지하는 순간에 시상면에서 몸

통의 전부가 이동하는데, 이것은 전방이 아닌 후방으로 움직이는 것으로서 이러한 동작은 일반인들

에게서 고관절 신전근의 효과가 떨어질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나타난다. 이 때 지면반력의 향

은 고관절의 앞쪽에 미치게 된다(윤승호 등, 1993).

임산부는 이러한 경우 모두를 배제할 수 없으며 임신 중 태아의 성장으로 인한 인체 변화가 하지

의 근육과 관절에 충격을 주는 메카니즘을 구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임산부와 관련한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Abrams 등(1995)이 임산부의 체중증가 패턴과 태아 무게

간의 상관관계 구명에서 임신 동안 체중의 특정한 변화 형태는 2기(14∼28주)에서 발생한다고 하

으며 Kanadys(1998)는 임신을 동반한 체중 증가는 출산 후 체중 증가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한편, Golomer 등(1991)은 임산부는 임신동안 일어나는 자세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여 경제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고 하 으며 Nyska 등(1997)은 임산부는 발 뒷꿈치와 바깥쪽 측면에 많은 부하

가 있다고 하 다. 그리고 Bird 등(1999)은 footprint를 사용하여 연구하 는데 병진 운동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정적인 유기체가 필요하다고 하 다. 또한 Foti 등(2000)은 임신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힢과 발목의 각도가 증가하 다고 하 다. 

임산부와 관련한 국내 연구는 윤희중 등(2000)이 임신 10개월 시와 출산하고 산욕기의 보행을 연

구한 바 있고 상분석과 지면 반력을 이용하 으며 개월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성을 높이기 위

해 보폭이 증가한다고 하 다.

이와 같이 임신으로 인해 인체의 구조가 많이 변화하는 임산부에 대한 보행 연구가 국내의 연구

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전반적으로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임신 동안 발생하는 인체의 변화가 하지의 운동역학적 요인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는 

임신 중에 일어나는 인체 변화로 인해 불편한 생활의 원활함과 출산 후에 남아 있는 인체의 변화 

형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인체의 변화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임산부에게 

적합한 신발의 개발까지 가능하게 하리라고 생각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20대 후반의 임신 18주 이상인 임산부 3명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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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절차

실험은 임신 18주가 지나면서 1차로 촬 하 으며 한달의 간격으로 2차, 3차, 4차 그리고 출산 후 

6주가 지난 산욕기에 5차 촬 을 실시하 다. 보행간의 역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실제 실험에 

앞서 공간 좌표 설정에 필요한 통제점틀(3×2×1)을 설치하여 카메라로 촬 한 다음 이를 제거하

다. 연구대상자는 10m의 보행로에 설치되어 있는 지면반력판에 오른발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

록 평상시의 보행속도에 맞추어 걷기를 실시하 다.

연구 대상자들의 해부학적 경계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타이즈를 입혔으며 디지타이징 시 오류

를 줄이기 위해 각 관절에 총 21개의 반사마커를 부착하 다. 이 반사마커들은 촬  시 카메라 렌즈 

바로 위에서 조명을 투사하여 마커의 구별을 용이하게 하 다. 초당 60Hz로 작동하는 비디오 카메

라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정면 좌․우측에서 동작을 촬 하 으며 지면반력은 초당 100Hz로 자

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조절하 다. 각 연구대상자들은 수행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하여 걸었으며 이

중 가장 좋은 동작을 선정하여 이를 반복 디지타이징하여 분석에 이용하 다. 디지타이징 후 얻은 2

차원 좌표값을 이용하여 3차원 좌표를 얻기 위해서 공간의 좌표를 이미 알고 있는 통제점틀을 활용

한 DLT 계수들을 계산했으며 이들 계수와 동조된 2차원 좌표로부터 인체 관절점의 3차원 좌표를 

계산하는 방식인 DLT(Abdel-Aziz, Karah, 1971)방법을 사용하여 3차원 좌표를 계산하 다. 3차원 공

간좌표 설정은 전후방향을 Y축, 좌우방향을 X축, 상하방향을 Z축으로 설정하 다. 2대의 비디오 카

메라는 그 속도가 60fields/s이고 그로부터 얻은 정보를 3차 스플라인 함수(cubic spline function)를 이

용, 0.01초 간격으로 보간(interpolation)하여 동조(synchronization)하 다.

3차원 좌표에 포함되는 디지타이징 오차와 기자재 자체에 의해 생기는 노이즈(noise)를 제거하기 

위해서 Butterworth의 2nd order 저역 통과 필터(low-pass filter)를 사용하여 스므딩했으며 이때에 차단

주파수(cut-off frequency)는 6.0Hz로 설정하여 실시하 다.

오른발을 기준으로 하여 두 번의 접지와 이지를 반복하는 순간까지를 분석했으며 보간․ 활보장, 

힢․무릎․발목각도, 전후․좌우․수직 지면반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개월간 역학적 특성을 비교

하기 위하여 실험 대상자들의 평균값으로 제시하여 비교 서술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진술하 다.

Ⅲ. 결과 및 논의

1. 보간과 보폭 변인

임신 18주 이후부터 산욕기까지 개월 별 보간과 보폭 변인에 대한 결과는 표 Ⅲ-1, 그림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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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개월 별 보간과 보폭 단위 : cm

       기간

특성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산욕기

보간(M±SD) 9.19±4.43 9.48±5.56 10.09±3.59 10.50±0.49 7.40±1.91

보폭(M±SD) 65.94±5.87 63.32±1.98 61.46±2.36 61.40±4.28 62.30±6.43

표 Ⅲ-1에서 보간의 경우, 7개월 시 9.19±4.43cm, 8개월 시 9.48±5.56cm, 9개월 시 10.09±3.59cm, 

10개월 시 10.50±0.49cm 그리고 출산 후 6주가 지난 산욕기 시는 7.40±1.91cm로 임신의 개월이 더

할수록 보간이 넓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보폭의 경우, 7개월 시 65.94±5.87cm, 8개월 시 63.32±1.98cm, 9개월 시 61.46±2.36cm, 10

개월 시 61.40±4.28cm 그리고 출산 후 6주가 지난 산욕기 시는 62.30±6.43cm로 출산을 앞두고 줄

어들었다가 산욕기 시 다소 넓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보간이 넓어지는 현상은 태아의 성장으로 인해 골반의 모양에 

변이가 일어나 안정성을 더하기 위해 기저면을 넓히는 노력으로 발생한 결과이며 보폭의 크기가 줄

어드는 것은 인체의 중심을 이동하는 동안 흔들림을 적게 하여 안정성을 더하기 위해 발생한 결과

로 생각한다. 따라서 임산부는 임신의 개월이 더해질수록 태아의 성장에 따른 인체 구조의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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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개월별 보간과 보폭 비교

한편, 기간별 보간과 보폭의 비교를 그림 Ⅲ-1에 나타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보간

은 개월이 더할수록 점차 넓어지고 보폭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태아가 성

장하여 임산부의 자궁 윗부분까지 자리잡고 있어 보행 시 인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 태아를 보

호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상체가 후방으로 향하는 자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위와 같은 결과는 임신으로 인해 일어나는 자세 변화에 적응하여 신진대사의 총 에너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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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행에 최선의 가능한 역학적 원리를 적용한다는 Golomer(1991) 등의 

연구결과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하지 관절의 각도 변인

1) 힢 관절의 각도 변인

개월에 따른 이벤트별 힢 관절의 각도 변인에 대한 결과는 표 Ⅲ-2와 그림 Ⅲ-2에 나타냈다. 

표 Ⅲ-2 이벤트 별 힢 관절의 각도 단위 : deg

      기간

이벤트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산욕기

R.H.C 156.40±3.41 161.02±4.92 160.94±5.44 154.10±0.71 157.50±2.76

R.M.S 180.70±3.03 172.60±4.91 175.94±4.00 172.70±2.62 173.30±2.97

R.T.O 162.50±3.66 188.38±6.27 191.04±3.94 181.90±3.32 182.10±8.49

표 Ⅲ-2와 같이, 오른발 뒷꿈치 착지(R.H.C)시 힢관절의 각도는 7개월 시 156.40±3.41
o
, 8개월 시 

161.02±4.92
o
, 9개월 시 160.94±5.44

o
, 10개월 시 154.10±0.71

o
 그리고 출산 후 6주가 지난 산욕기 시

는 157.50±2.76o로 나타났다. 

그리고 오른발 뒷꿈치 착지 후 지지기(R.M.S)시에 힢관절의 각도는 7개월 시 180.70±3.03
o
, 8개월 

시 172.60±4.91
o
, 9개월 시 175.94±4.00

o
, 10개월 시 172.70±2.62

o
 그리고 출산 후 6주가 지난 산욕기 

시는 173.30±2.97o로 나타났다. 

또한 오른발 이지(R.T.O)시 힢관절의 각도는 7개월 시 162.50±3.66
o
, 8개월 시 188.38±6.27

o
, 9개월 

시 191.04±3.94
o
, 10개월 시 181.90±3.32

o
 그리고 출산 후 6주가 지난 산욕기 시는 182.10±8.49

o
로 

나타났다.

이벤트 별로 각이 가장 크고 가장 적은 시기를 살펴 보면, 오른발 뒷꿈치 착지 시에는 8개월 때

의 각이 가장 크고 10개월 때 각이 가장 적었으며 오른발 중지지기에는 7개월 시 각이 가장 크고 8

개월 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른발 앞꿈치 이지 시에는 9개월 때 각이 가장 크고 7개월 시 각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9개월 때 접지 시와 이지 시 힢관절의 각이 다소 크게 나타나는 것은 상체가 후

방으로 향해 있고 자궁의 크기가 가슴 부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다리를 

천천히 움직이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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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윤희중(2000) 등의 연구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신동안에 보행 변화

는 없다고 한 Foti(2000) 등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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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개월별 힢 관절각의 변화 

한편, 그림 Ⅲ-2에 나타난 기간에 따른 힢 관절각의 변화 형태는 점점 각이 커지는 것을 나타내는 

모두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지와 함께 다시 힢 관절각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임신 9개월 이후에 힢 관절각의 크기가 다른 기간 때보다 대체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태아의 성장이 완전하고 임산부의 몸통에 지워지는 무게가 크기 때

문에 상체가 후방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로 사료된다.

2) 무릎 관절의 각도 변인 

이벤트 별 기간에 따른 무릎 관절의 각도 변인에 대한 결과를 표 Ⅲ-7, Ⅲ-8 그리고 그림 Ⅲ-4에 

나타냈다.

표 Ⅲ-7 이벤트 별 개월에 따른 무릎 관절의 각도 단위 : deg

      기간

이벤트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산욕기

R.H.C 162.50±4.11 165.88±3.19 168.15±5.62 147.90±23.60 162.60±4.74

R.M.S 167.00±5.58 154.72±7.10 158.60±2.06 160.10±1.06 161.20±4.24

R.T.O 99.10±2.93 139.42±9.87 129.75±7.43 125.10±3.11 125.10±7.00

 

표에 의하면 오른발 뒷꿈치 착지(R.H.C)시 무릎 관절의 각도는 7개월 시 162.50±4.11
o
, 8개월 시 

165.88±3.19o, 9개월 시 168.15±5.62o, 10개월 시 147.90±23.60o 그리고 출산 후 6주가 지난 산욕기 

시는 162.60±4.74
o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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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른발 뒷꿈치 착지 후 지지(R.M.S) 시에 무릎 관절의 각도는 7개월 시 167.00±5.58
o
, 8개

월 시 154.72±7.10
o
, 9개월 시 158.60±2.06

o
, 10개월 시 160.10±1.06

o
 그리고 출산 후 6주가 지난 산

욕기 시 161.20±4.24o로 나타났다. 

또한 오른발 이지(R.T.O)시 무릎 관절의 각도는 7개월 시 99.10±2.93
o
, 8개월 시 139.42±9.87

o
, 9개

월 시 129.75±7.43
o
, 10개월 시 125.10±3.11

o
 그리고 출산 후 6주가 지난 산욕기 시는 125.10±7.00

o

로 나타났다.

이벤트 별로 각이 가장 큰 기간과 각이 적은 기간을 살펴보면, 오른발 뒷꿈치 착지 시에는 9개월 

때가 가장 각이 크고 10개월 때 각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른발 중지지기에는 7개월 시 

각이 가장 크고 8개월 시 각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지 시에는 8개월 때가 각이 가장 크고 7개월 시 각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와 같이 각 국면마다 각의 정도가 틀린 것은 기간마다 태아의 무게와 위치가 틀려 임산부가 보행 

시 이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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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개월별 무릎 관절각의 변화 

그림 Ⅲ-3에 기간별 무릎 관절각의 변화 형태를 나타냈다. 

기간에 따라 이벤트별로 각각 점점 줄어드는 변화 형태로 모두 유사하다. 그러나 그 변화 기울기

가 틀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9개월 시 그 변화율이 다른 시기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은 태아의 크

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자궁의 높이가 많이 올라와 인체 중심의 안정성이 작기 때문에 안정성을 높

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3) 발목 관절의 각도 변인 

기간에 따른 이벤트 별 발목 관절의 각도 변인은 표 Ⅲ-4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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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이벤트 별 개월에 따른 발목 관절의 각도 단위 : deg

      기간

이벤트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산욕기

R.H.C 99.10±1.16 92.02±1.72 89.81±4.11 76.20±6.36 86.10±0.10

R.M.S 100.80±3.78 81.96±3.06 78.68±7.48 73.20±1.41 73.90±4.31

R.T.O 92.56±4.43 95.92±6.85 93.85±4.34 87.40±0.49 90.90±5.87

표에 의하면 오른발 뒷꿈치 착지(R.H.C)시 발목 관절의 각도는 7개월 시 99.10±1.16
o
, 8개월 시 

92.02±1.72o, 9개월 시 89.81±4.11o, 10개월 시 76.20±6.36o 그리고 출산 후 6주가 지난 산욕기 시 

86.10±0.10
o
로 나타났다. 

그리고 오른발 뒷꿈치 착지 후 지지(R.M.S) 시에 무릎 관절의 각도는 7개월 시 100.80±3.78
o
, 8개

월 시 81.96±3.06o, 9개월 시 78.68±7.48o, 10개월 시 73.20±1.41o 그리고 출산 후 6주가 지난 산욕기 

시 73.90±4.31
o
로 나타났다. 

또한 오른발 이지(R.T.O) 시 발목 관절의 각도는 7개월 시 92.56±4.43
o
, 8개월 시 95.92±6.85

o
, 9개

월 시 93.85±4.34o, 10개월 시 87.40±0.49o 그리고 출산 후 6주가 지난 산욕기 시 90.90±5.87o로 나

타났다.

이벤트 별로 가장 각이 큰 기간과 각이 적은 기간을 살펴보면, 뒷꿈치 착지(R.H.C) 시와 중지지기

(R.M.S) 시에는 7개월 시 가장 각이 크고 10개월 시 각이 가장 적었으며 오른발 중지지기(R.T.O)에

는 8개월 시 각이 가장 크고 10개월 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10개월 시 출산을 앞둔 시점에 모든 국면에서 발목의 각이 가장 작게 나타났는

데 이와 같은 결과는 태아의 성장이 완전해 지고 출산이 다가옴으로써 체중의 증가로 인한 충격력

의 정도를 완화시켜 후의 상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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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개월별 발목 관절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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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별 발목 관절각의 변화 형태를 제시한 그림 Ⅲ-4에 의하면, 발목 관절각이 작아졌다가 이지 

시에 다시 각이 커지는 형태로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임신의 개월이 더해질수록 평균 각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10개월 때 발목 관절각의 변화 형태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7개월 때는 발목 관절 각도의 크기의 변화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출산을 앞두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결과로 사료되며 이는 보폭이 작아지는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4. 발목 관절의 지면 반력 변인

1) 좌․우 지면 반력

좌․우 지면 반력은 힘의 낭비와 하지 동작의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기간별 하지 관절의 좌․우 지면 반력 요인의 최대값에 대한 결과를 표 Ⅲ-5, 그리고 그림 Ⅲ-5에 

나타냈다.

표 Ⅲ-5 기간별 좌․우 지면 반력 단위 : N

        기간

지면반력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산욕기

좌․우 지면반력 -27.90±7.90 -26.70±4.51 -36.90±12.17 -35.90±3.80 -29.33±15.17

기간별 좌․우 지면 반력 변인은 7개월 시 -27.90±7.90N, 8개월 시 -26.70±4.51N, 9개월 시 -36.90

±12.17N, 10개월 시 -35.90±3.80N을 나타냈으며 출산 후 6주가 지난 산욕기 시 -29.33±15.17N을 나

타냈다. 

최대값이 가장 큰 시기를 살펴보면, 9개월 시 -36.90±12.17N으로 최대값이 가장 크고 8개월 시 

-26.70±4.51N으로 최대값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또한 산욕기 시 -29.33±15.17N으로 임신 초기보다 

다소 크게 나타나 임신 중의 보행 습관이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이고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임신의 기간이 지날수록 임산부들의 안정성과 에너지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

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한편 개월별 좌․우 지면 반력 변인을 비교한 그림 Ⅲ-5에서는 임신의 개월이 증가할수록 그 크

기가 증가하다가 출산이 임박할수록 그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임신의 

개월이 증가할수록 보폭은 감소하나 보간이 증가하는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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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개월별 좌․우 지면 반력 변인의 비교

또한 임신동안과 출산 후 6주가 지난 산욕기의 그래프를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임신동안 좌․우 

지면 반력의 크기가 다소 큰 것으로 미루어보아 임산부들은 인체의 변화로 인해 안정적이지 않으며 

비효율적인 보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전․후 지면 반력

전․후 지면 반력은 인체의 추진과 후반 가속에 관계하는 힘으로써 보행 시 방향을 전환하거나 

속도를 변화시킬 때뿐만 아니라 보행의 처음과 끝을 리드미컬하게 이어주는 필수적인 힘이다.

기간별 전․후 지면 반력 변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6 기간별 전․후 지면 반력 단위 : N

       기간

지면반력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산욕기

제동 충격량 -110.03±17.40 -127.03±26.53 -128.80±22.54 -114.55±21.14 -107.03±15.09

추진 충격량 114.68±14.90 129.27±17.32 127.43±6.00 121.85±0.78 121.23±5.44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동 충격량의 경우, 7개월 때 -110.03±17.40N, 8개월 때 -127.03±

26.53N, 9개월 때 -128.80±22.54N, 10개월 때 -114.55±21.14N을 나타냈으며 출산 후 6주가 지난 산

욕기에는 -107.03±15.09N을 나타냈다.

한편, 추진 충격량의 경우, 7개월 때 114.68±14.90N, 8개월 때 129.27±17.32N, 9개월 때 127.43±

6.00N, 10개월 때 121.85±0.78N 그리고 출산 후 6주가 지난 산욕기 때 121.23±5.44N을 나타냈다.

기간별로 가장 크고 낮은 전․후 지면 반력 변인을 살펴보면 제동 충격량에서는 9개월 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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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나타나고 산욕기 시 가장 작은 충격량을 보 다. 그리고 추진 충격량에서는 8개월 때에 가장 

크게 나타나고 7개월 시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제동 충격량이 크게 나타난 것은 임산부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생각하며 

추진 충격량이 크게 나타난 것은 임산부의 몸통에 무게가 증가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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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기간별 전․후 지면 반력 변인의 비교

그림 Ⅲ-6에서 볼 수 있듯이 전․후 지면 반력 변인의 형태는 비슷하다. 그러나 지면 반력의 차이

는 10개월 때에 가장 크게 나타나고 산욕기 시에는 그 차이가 작게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임산부와 일반인의 차이와 같이 체중으로 인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3) 상․하 지면 반력

보행 중 상․하 지면 반력에서 처음 높게 나타나는 지점은 충격력, 가장 낮은 지점은 최소 수직 

지면 반력 그리고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는 지점은 추진력을 나타낸다.

기간별 상․하 지면 반력 요인에 대한 결과를 표 Ⅲ-7과 그림 Ⅲ-7에 나타내었다.

표 Ⅲ-7 개월별 상․하 지면 반력 단위 : N

        기간

지면반력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산욕기

충격력 759.20±96.82 648.50±14.60 781.60±48.30 709.05±39.81 728.93±67.18

최소

수직지면반력
534.43±37.81 486.50±44.90 532.5±39.80 553.50±17.39 529.13±46.00

추진력 746.30±96.45 659.1±55.9 758.53±46.80 731.35±9.12 743.40±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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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 충격력은 7개월 시 759.20±96.82N, 8개월 시 648.50±14.60N, 9개월 시 781.60±48.3N, 10

개월 시 709.05±39.81N을 나타냈으며 출산 후 6주가 지난 산욕기 시 728.93±67.18N을 나타냈다.

그리고 최소 수직 지면 반력은 7개월 시 534.43±37.81N, 8개월 시 486.50±44.90N, 9개월 시 

532.5±39.80N, 10개월 시 553.50±17.39N을 나타냈으며 출산 후 6주가 지난 산욕기 시 529.13±

46.00N을 나타냈다.

또한 추진력은 7개월 시 746.30±96.45N, 8개월 시 659.1±55.9N, 9개월 시 758.53±46.80N, 10개

월 시 731.35±9.12N을 나타냈으며 출산 후 6주가 지난 산욕기 시 743.40±33.35N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임신 기간이 증가할수록 지면반력 변인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은 체중이 증가한 결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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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기간별 상․하 지면 반력의 변화 형태

한편, 그림 Ⅲ-7에서 볼 수 있듯이 기간별로 상․하 지면 반력의 변화 형태는 유사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그림에서도 쉽게 나타나듯이 10개월 시 상․하 지면 반력의 크기가 가장 크게 나

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10개월 시 체중이 가장 많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

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또한 임산부와 태아가 가장 많은 충격을 받는 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

다. 그러므로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Ⅳ. 결론 및 제언

이상을 종합해 보면, 여성은 임신 중에 태아의 성장과 함께 많은 인체 변화를 겪게 된다.

이는 좌․우 지면 반력, 상․하 지면 반력 자료 등과 같은 부분에서 임산부들이 비효율적인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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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음으로 태아뿐만이 아니라 임산부 본인에게도 원활하지 않은 보

행으로 인한 높은 부하가 지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임신으로 인한 인체 변화에 의해 발에 가해지는 부하량을 배분하고 발의 압력 

분포가 임신 기간에 따른 태아의 위치로 인해 틀려지므로 신발이나 쿠션 등과 같은 보조 용구가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신발 등과 같은 용구들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신 전부터 임신하고 출산한 후까지 임신 기간에 따른 보각이나 골반의 변화에 대한 차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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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omechanical Analysis of gait after seven month pregnant

Geum, Myung-Suk
*
․You, Sil

**
․Kim, Young-Nan․Chung, Nam-Ju

***
․Han, Yoon-Soo

***
․Lee, Hun-Pyo

***
․Yoon, Hee-Joong

***
 

(Song-Ho College*․Hanyang Women's College**․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Physical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analyzed the effect of kinematical and kinetical factors of lower 

extremity of form change in the cause of growth an unborn child during in pregnancy. Three 

pregnant women were selected from pregnant 24 weeks as subjects.

Each subjects were required to walk with usual walking speed. Cinematographic and GRF data 

were collected during walking, and the kinematical and kinetical variables were calculated using 

Kwon3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

1. Step width and Step length

The change of form during the period of pregnancy was not statistically found significant in 

the step width and the step length.

2. Angle of lower extremity

1) The change of form during the period of pregnancy was not statistically found significant in 

the hip angle at right heel contact, mid stance, but it was statistically found significant in the 

hip angle at toe off on p<.05.

2) The change of form during the period of pregnancy was not statistically found significant in 

the knee angle at right heel contact, mid stance, but it was statistically found significant in the 

knee angle at toe off on p<.05.

3) The change of form during the period of pregnancy was not statistically found significant in 

the ankle angle at right heel contact, mid stance, but it was statistically found significant in the 

ankle angle at toe off on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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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round reaction force

1) The change of form during the period of pregnancy was statistically found significant in 

medial-lateral force(Fx) on p<.001.

2) The change of form during the period of pregnancy was not statistically found significant in 

post-anterior force(Fy).

3) The change of form during the period of pregnancy was statistically found significant in 

impulse force and minimum peak of vertical reaction force on p<.001, p<.01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found significant in second maximum for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