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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changes in kinematic and kinetic parameters and to find biomechanical benefits of

Nordic Walking and normal gait performed under the same velocity. Nine participants(age: 26.73±3.28 year, height: 182.45±4.62 cm,

weight: 76.59±6.84 kg) was chosen. The velocity of gait was set by 5.75 km/h which was made by a Nordic Walking professional.

The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VICON with 8 cameras to analyze kinematic variables with 200 Hz and force platform to analyze

kinetic variables with 2000 Hz.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hen compared with Normal gait, Nordic Walking

group showed decreased Plantarflexion angle and ROM. Second, Nordic Walking group showed decreased knee flexion angle and

ROM. Third, Nordic Walking group showed increased hip joint movement. Fourth, Nordic Walking group showed higher active GRF

but decreased loading rate from delayed Peak Vertical GRF time and increased impulse. Fifth, Nordic Walking group showed longer

ground contact time. Through this study, we found that Nordic Walking showed higher stability and efficiency during gait than normal

gait and that Nordic Walking may help people who have walking difficu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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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노르딕 워킹(Nordic Walking)은 북유럽에서 매우 인기 있는

운동으로써(Jan, Lars, Tom & Claus, 2010), 양손에 스키의 폴대

(ski pole)와 같은 스틱(stick)을 짚고 몸을 앞으로 밀고 나간다는

느낌으로 걷는 운동이다. 보행을 하는 동안 양손으로 폴을 사

용하기 때문에 팔, 어깨, 가슴 등 상체의 여러 근육을 함께 사

Corresponding Author : Joon-Haeng Cho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College of Science in Education,
Yonsei University, Shinchon-Dong, Seodaemun-Gu, Seoul, Korea
Tel : +82-2-2123-4720 / Fax : +82-2-356-0942
E-mail : zzoon47@hanmail.net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과제임

용 하게 되므로 일반 걷기 운동보다 칼로리 소비량과 산소소비

량이 현저히 증가하는 형태의 운동이다(Evans, Potteiger, Bray &

Tuttle, 1994). 또한 누구나 어려움 없이 손쉽게 배울 수 있으며,

하지와 더불어 상지의 움직임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전신

운동이 되는 건강 보행이라 할 수 있다.

폴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인하여 일반 걷기에 비해 안정성이

높아짐으로 연령이 많은 사람들과 정형 외과적 이상이 있는 사

람들 그리고 신체균형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의 신체활동을 증

진시키는데 유용하고(Timothy, Conrad & Gina, 2002) 현재 국내

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일상적인 보행 운

동과 재활 운동으로써 인기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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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딕 워킹은 관절염 환자들에게 수중 재활 운동(Templeton,

Booth & O'kelly, 1996; Wider & Brennan, 1993)과 더불어 효과

적인 재활 치료의 방법으로 사용되며, 임상적인 효과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지고 있다(김정규, 노성규, 2009).

관절염 환자들은 보행을 하는 동안 하지 관절에서 발생하는 부

하에 의해 통증을 느끼게 되며, 통증에 의한 움직임의 제한은 근

기능의 약화를 가중시키게 되고(Ettinger & Afable, 1994; Leena,

Dorothy, Dunlop & Cahue, 2003), 근 위축에 의한 근력의 부족과

균형 감각의 감소는 낙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홍은정, 2007).

노르딕 워킹의 장점은 하지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상지의 움

직임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하지 관절에 걸리는 부하를 줄

여줄 수 있고 부하의 감소는 하지 관절 중 무릎 관절의 손상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으며(Kreuzriegler, Gollner & Fichtner, 2002;

Willson, Torry, Decker, Kemozer & Steadman, 2001), 걷는 동안 발

생하는 부하의 감소는 통증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걷는 양을 증

가시켜주게 되어 근력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고 하

였다(Danneskoild - Samsoe, Lyngberg, Risum & Telling, 1987;

Templeton et al., 1996; Kreuzriegler et al., 2002; Willson et al.,

2001). 인체에서 근력의 부족은 움직임을 하는 동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처럼 노르딕 워킹은 근력을 증가시켜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노르딕 워킹을 통한 운동량의 증가는 심혈관

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도 효과가 있어 관절염 환자뿐만 아

니라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신경 질환을 가진 대상자들에게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Oakley, Zwierska, Tew, Beard &

Saxton, 2008).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노르딕 워킹은 생체역학

적인 측면에서 하지 관절에 부하를 감소시켜줌으로써 생리학적

인 이점들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생리학적 측면에서

의 이점들은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명확하게 밝히고는 있지만

생체역학적인 측면에서의 이점들의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며,

명확한 연구결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속도에서의 노르딕 워킹과 일반

보행을 운동학적, 운동역학적으로 분석하여 노르딕 워킹의 생체

역학적인 이점들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보행에 어

려움을 가진 대상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노르딕 워킹 경험이 없는 총 16명의 대상자

들이 참가를 하였다. 노르딕 워킹 전문가에 의해 노르딕 워킹

트레이닝이 실시된 이후 전문가에 의해 노르딕 워킹 동작이 가능

하다고 판단되어진 9명(나이: 26.73±3.28 year, 신장: 182.45±4.62

cm, 체중: 76.59±6.84 kg)의 대상자들이 선별되어 실험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들 모두는 축구 킥 시 주 사용발이 오른발이었으며, 최근

6개월 간 하지 관절과 전신에 어떠한 부상 경험도 없는 자들로

선정하였다. 실험 전 대상자 모두에게 실험에 대한 목적과 방

법을 충분히 이해시켰으며, 참가 신청서를 받은 후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은 모 대학교 운동역학 실험실에서 실시되었으며, 실

험 전 모든 대상자들은 부상예방을 위해 10분간의 준비운동과

워밍업을 실시하였다. 실험 전 모든 대상자들에게 스판 재질의

운동복과 동일한 제품의 운동화(Adidas : FTY No.CLU 600001)

를 착용한 후 전신의 해부학적 경계점에 14 mm 구형반사마커

35개를 <Figure 1>과 같이 부착하였다.

본 실험에서의 보행 속도는 전문가의 노르딕 워킹 속도를 10

회 측정하여 평균값인 5.75 km/h로 설정하였으며, 오차범위는

±5%로써 5.4 ~ 6 km/h로 설정하였다. 보행 속도의 변화는 TKK

1274 running timer 2대(TATKEI 제품)를 주행로 방향 옆에 평행

으로 설치하여 통제하였다. 노르딕 워킹과 일반 보행은 각 대

상자들 마다 성공적인 5회의 보행이 나올 때까지 실시하였다.

각각 5회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 일반 보행은 5.73±.11 km/h

였으며, 노르딕 워킹은 5.74±.10 km/h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동일한 속도로 보행을 실시하였다.

Figure 1. Marker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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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set of experimentation

3. 자료 수집

노르딕 워킹과 일반 보행에 대한 동작분석을 위해 8대의 적

외선 카메라(Vicon MX-F20, Oxford Metic Ltd, Oxford, UK)를

사용하였으며, 200 Hz로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인체의 해부학적 경계점에 반사 마커를 부착하기 전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였으며, 캘리퍼와 줄자를 이용하여 각 관절의 너

비와 길이를 측정함으로써 상지 및 하지 관절의 중심 좌표를

구하였다.

보행 시 발생하는 지면반력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1대의

지면반력기(ORG-6, AMTI, Watertown, MA)를 주행로의 높이와

맞추기 위해 바닥에 묻어 사용하였으며, 2000 Hz로 수집하였다.

4. 변인 계산

노르딕 워킹과 일반 보행 시 하지 관절의 움직임과 그에 따른

지면반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오른발의 지지구간(support

phase)을 분석하였으며(Benjamin, Darrly & Clifford, 2009;

Cavanagh & Lafortune, 1980; 이경옥, 김지연, 2001), 분석을 위

한 동작 구간은 다음과 같다.

1) 뒤꿈치 접지 (HC : Heel Contact) : 보행 중 오른발의 뒤꿈

치가 지면반력기에 닿는 순간

2) 최대 수동적 수직지면반력 시점 (APMV : At Passive Max

VGRF) : HC 후 최대 수직지면반력이 발생되는 시점

3) 최대 능동적 수직지면반력 시점 (AAMV : At Active Max

VGRF) : 최대 수동적 수직지면반력 시점 이후 최대 수직

지면반력이 발생되는 시점

4) 발가락 들림 시점 (ATO : At Toe Off) : 지면반력기에서

앞꿈치가 떨어지는 시점

운동학적 변인 분석으로는 보행 시 뒤꿈치 접지 시점과 최

대 수동적 수직지면반력 발생 시점, 최대 능동적 수직지면반력

Figure 3. Movement

발생 시점 그리고 발가락 들림 시점에서의 발목, 무릎, 엉덩 관

절의 시상면적 움직임을 분석하였다(Figure 3). 더불어 각 관절의

최대각과 최소각 그리고 전체의 가동범위를 분석하였다.

운동역학적 변인 분석으로는 최대 수직지면반력과 부하율,

충격량 등을 분석하였다.

본 실험에 참가한 대상자들의 몸무게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수집된 지면반력 데이터는 각 대상자들의 몸무게(body weight)

로 나누어 일반화(normalization)하여 계산하였다. 수집된 지면반력

데이터는 원자료(raw data)를 사용하였으며, Labview 6.1 version을

이용하여 결과를 계산하였다.

No movement direction

① ankle plantarflexion -

② ankle dorsiflexion +

③ knee flexion +

④ hip flexion +

Table 1. Lower extremity movement

5. 통계 처리

각 대상자들은 노르딕 워킹과 일반 보행을 동일한 속도에서

각각 5회 실시하였으며, 운동학적, 운동역학적 변인들은 모두

성공적인 5회의 평균값으로 구하였다. 두 가지 보행 형태에 따

른 변인들의 차이는 SPSS 17.0 통계패키지 내의 Paired t-test를

이용하였으며, 유의도 수준은 p<.05으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Table 2>는 노르딕 워킹과 일반 보행 시 각 시점별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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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kle knee hip

Gait
type

Mean SD t p Mean SD t p Mean SD t p

HC
W

NW
4.00
3.27

3.35
2.89

1.704 .127
2.32
1.55

4.05
4.11

1.452 .185
31.05
32.64

4.65
5.12

-5.908 .000***

APMV
W

NW
-.91
-1.23

4.28
5.76

.406 .695
17.73
18.91

7.62
7.69

-1.403 .198
25.82
27.12

5.35
5.16

-1.160 .279

AAMV
W

NW
8.14
9.86

5.70
5.66

-6.332 .000***
3.66
4.53

5.74
5.12

-1.687 .130
-11.64
-15.17

5.54
5.23

3.077 .015*

ATO
W

NW
-18.67
-16.35

5.16
6.16

-3.097 .015*
36.91
34.44

5.55
5.29

4.973 .001**
-8.55
-10.93

6.15
5.71

2.876 .021*

ROM
W

NW
28.25
27.93

2.63
2.58

.450 .665
36.82
34.73

3.95
3.09

3.241 .012*
47.61
50.68

3.68
3.07

-5.383 .001**

Max
angle

W
NW

9.59
10.95

4.38
4.81

-3.756 .006**
36.91
34.46

5.55
5.27

5.003 .001**
31.06
32.82

4.66
5.16

-5.913 .000***

Min
angle

W
NW

-18.67
-16.98

5.16
5.91

-2.385 .044*
.09
-.26

4.82
4.23

.598 .566
-16.55
-17.86

5.89
5.66

2.074 .072

*p<.05, **p<.01, ***p<.001
HC : Heel Contact, APMV : At Passive Maximum VGRF, AAMV : At Active Maximum VGRF, ATO : At Toe Off, ROM :

Range Of Motion, W : Walking, NW : Nordic Walking

Table 2. Lower extremity angle (unit: deg)

무릎, 엉덩 관절의 움직임과 각 관절의 최대, 최소 그리고 전체

의 관절 가동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노르딕 워킹 시 발목 관절

의 움직임을 살펴본 결과 최대 능동적 수직지면반력 발생 시점에

서 배측굴곡각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발가락 들림시점에

서 족저굴곡각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또한 최 대 배측굴

곡각은 크고 최대 족저굴곡각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노르딕 워킹 시 엉덩 관절의 움직임을 살펴본 결과 뒤꿈치

접지 시점에서 엉덩 굴곡각이 컸으며(p<.05), 최대 능동적 수직

지면반력 발생 시점과 발가락 들림 시점에서 엉덩 신전각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p<.05), 전체의 관절 가동범위와 최대 엉덩 굴

곡각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p<.05).

<Table 3>은 노르딕 워킹과 일반 보행 시 수직지면반력과 소

요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수직지면반력에 대해 살펴본 결과 노

르딕 워킹에서 최대 능동적 수직지면반력이 크게 나타났으며

(p<.05), 최대 수동적 수직지면반력과 최대 능동적 수직지면반

력이 발생되는 시간은 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p<.05).

Peak values(BW) time(sec)

gait
type

Mean SD t p Mean SD t p

PPVGRF
W

NW
1.20
1.19

.09

.10
.477 .646

.14

.15
.01
.01

-3.000 .017*

PAVGRF
W

NW
1.11
1.14

.06

.06
-2.721 .026*

.50

.53
.02
.02

-3.877 .005**

*p<.05, **p<.01
PPVGRF : Peak Passive VGRF, PAVGRF : Peak Active VGRF,
W : Walking, NW : Nordic Walking

Table 3. Peak VGRF & time

gait
type

Mean SD t p

1st loading
rate(N/BW/s)

W
NW

86.67
79.79

12.44
9.24

2.883 .020*

2st loading
rate(N/BW/s)

W
NW

22.34
21.54

1.36
1.36

2.350 .047*

impulse
(N/BWᐧs/kg)

W
NW

343.76
367.22

22.54
18.97

-2.332 .048*

contact
time(sec)

W
NW

.65

.68
.02
.02

-4.600 .002**

*p<.05, **p<.01
W : Walking, NW : Nordic Walking

Table 4. Loading rate, impulse & contact time

Figure 4. Ankle dorsi/plantar flexion

<Table 4>는 노르딕 워킹과 일반 보행 시 부하율과 충격량

그리고 접지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노르딕 워킹에서 1차 부하

율과 2차 부하율이 낮게 나타났으며(p<.05), 충격량은 크고 접

지시간은 길게 나타났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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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Knee flexion/extension

Figure 6. Hip flexion/extension

(unit : BW)

Figure 7.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

Ⅳ.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속도에서의 노르딕 워킹과 일반 보행

을 분석함으로써 하지 관절 움직임의 차이점과 지면반력을 통

한 운동역학적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노르딕 워킹은 일반 보행에 비해 발목의 배측굴곡각은 증가시키

고(p<.05), 족저굴곡각은 감소시켜 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정철수, 신인식, 서정석, 은선덕, 및 인권(2001)과 문곤성

(2005)은 보행 속도에 따른 발목 관절의 움직임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보행 속도의 증가는

배측굴곡각과 족저굴곡각 모두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하였다. 김로빈, 이성철, 및진영완(2000)은 보행 속도의 증가는 발

목 관절의 족저굴곡각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고, Winter(1983)

와 Fujita et al., (1983)은 보행의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추진력이 필요하며,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보행 시 족저굴곡

각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노르딕 워킹은 일반 보행에 비해 발

가락 들림 시점에서의 족저굴곡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05). 족저굴곡각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속도를 유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보행 시 노르딕 폴대를 사용한 것과 엉덩

관절의 움직임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노르딕 워킹은 보행을 하는 동안 발목의 최대 배측굴곡

각을 증가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Caulfield와 Garrett(2002)

은 배측굴곡각을 증가시키게 되면 발목에잠김현상(locking)이 발

생하여 안정성이 증가된다고 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거비 인대

(anterior talofibular ligament)의 손상을 막아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이 의미하는 것은 노르딕 워킹이 발목의

배측굴곡각을 증가시켜 안정성을 증가시켜주면서도 적은 움직

임으로 충분한 추진력을 발생시켜주었기 때문에 효과적인 보행

이 된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무릎 관절의 움직임을 살펴본 결과 노르딕 워킹은 일반 보

행에 비해 무릎 관절의 굴곡과 관절 가동범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신성휴, 이효근, 및 권문석(2008)은 보행 속도

에 따른 하지 관절에 대한 분석에서 최대 신전 모멘트 발생시

점에서 무릎 굴곡각이 증가한다고 하였고, 김로빈 등(2000)은

보행 속도의 증가는 보행 시 무릎 관절의 신전각을 증가시킨다

고 보고하였다.

Rafael et al., (2008)과 Escamilla et al., (2009)은 체중의 부하와

함께 무릎 굴곡각의 증가는 슬개대퇴통증 증후군(PFPS :

patellofemoral pain syndrome)의 원인 중 하나인 슬개대퇴 압박

력(patellofemoral compressive force)을 증가시킨다고 보고 하였다.

보행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관절염 환자들에게 있어 보행을 하

는 동안 체중부하와 함께 무릎 굴곡각의 증가는 무릎 관절에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르딕 워킹과 일반 보행이 동일한 속도임에

도 노르딕 워킹에서는 무릎 관절의 굴곡과 신전 등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보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러한 보행의 형태는 무릎 관절에 가중되는 부하를 감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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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줌으로써 보행에 어려움을 가진 대상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성휴 등(2008)은 보행 속도가 증가할 경우 엉덩 관절의 움

직임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동일한 속도로 보행을 할 경우 노르딕 워킹

은 일반 보행에 비해 엉덩 관절의 굴곡과 신전 동작, 전체의 관

절 가동범위 그리고 최대 굴곡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p<.05).

인체는 연결된 고리(kinetic chain)이기 때문에 한 관절의 제한

은 다른 관절에서 보상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Power, 2003;

Fry, Smith & Schilling, 2003), 노르딕 워킹은 엉덩 관절의 움직

임을 증가시킴으로써 발목과 무릎 관절의 부족한 움직임으로도

동일한 속도의 보행을 가능하게 해준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운동학적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노르딕 워킹은

일반 보행에 비해 발목 관절의 배측굴곡각은 증가시키고 족저

굴곡각은 감소시켰으며, 무릎 관절은 굴곡각과 전체의 관절 가

동범위를 감소시켰고 이에 따른 엉덩 관절에서의 움직임은 증

가시켜 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 및 달리기와 같은 운동은 움직임 동안 하지 관절에 반

복적이고 지속적인 충격이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적절치 못한

강도와 잘못된 방법으로 실시할 경우 상해를 입을 수 있게 된

다. 또한 보행 중 입각기 동안 인체는 지면반력에 의한 스트레

스를 직접적으로 받게 되므로 최대 수직지면반력과 소요시간,

충격량 그리고 부하율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이경옥, 김지

연, 2001).

Benjamin et al., (2009)은 관절염을 가진 노인 대상자들에게

정상보행과 워킹 폴(walking pole)을 이용한 보행을 실험한 결과

워킹 폴을 이용한 보행 시 수직지면반력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보행에 비해 폴을 이용한 보행은

수직지면반력을 줄여 줌으로써 보행에 어려움을 가진 대상자들

에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본 실험 결과 최

대 능동적 수직지면반력은 노르딕 워킹 시 유의하게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p<.05). 반면 각각의 수직지면반력이 발생되는

시점까지의 소요시간이 연장됨으로써 각각의 부하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처럼 보행을 하는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하율의 감

소는 상해와 관련된 요소들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하며, 줄어든 부하율은 노르딕 워킹이 보행에 어려움을 가진

대상자들에게 보행의 기능을 향상시켜줄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소요시간의 연장으로 인한 충격량은 증가하였으며,

발이 지면에 머물게 되는 접지시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이 정상적인 보행을 하기 위해서는 중력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 평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발을 앞으로 내딛을

수 있는 능력 등의 3가지 생체역학적인 기전이 필요하다

(Dimitrijevic & Larsson, 1981). 또한 인간의 보행은 여러 가지

기관계(organ system)의 기능을 통합하여 사용할 때 가능한 복

잡하고 효율성이 높은 운동이다(Bohannon, 1987). 따라서 어느

한 가지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기본적인 보행의 양식을

흩트리기 때문에 보행의 효율성을 떨어트리게 된다(Bowker,

1988).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하지 관절에 기능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행에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인간은 2족 보행을 하기 때문에 4족 보행에 비해 평형

성이 쉽게 무너질 수 있지만 노르딕 워킹은 인간의 기본적인 2

족 보행의 형태에서 노르딕 폴대를 이용하여 허리의 굴곡 없이

도 4족 보행의 형태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노르딕 워킹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보행에 어려움

이 있는 대상자들에게도 안정성을 높여주고 효율성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보행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동일한 속도에서의 노르딕 워킹과 일반 보행의

형태를 운동학적, 운동역학적 차이점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발목, 무릎, 엉덩 관절의 운동학적 변

인들과 지면반력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노르딕 워킹에서는 일반 보행에 비해 발목의 배측굴곡각은

크게 나타났으나 족저굴곡각과 관절 가동범위는 작은 것

으로 나타났다.

2. 노르딕 워킹에서는 일반 보행에 비해 무릎의 굴곡각과 관절

가동범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노르딕 워킹에서는 일반 보행에 비해 엉덩 관절의 움직임을

증가시켜 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노르딕 워킹에서는 일반 보행에 비해 능동적 수직지면반

력은 크게 나타났고 소요시간이 연장되었다. 이에 따른

부하율은 낮고 충격량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5. 노르딕 워킹에서는 일반 보행에 비해 접지시간이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들은 노르딕 워킹이 일반 보행에 비해

효율성과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르딕 워킹

의 장점은 일반인들과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보

행에 대한 안정성과 더불어 효율성을 증가시켜 줄 것으로 판단

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정확한 노르딕 워킹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노르딕 워킹 트레이닝을 통한 여러 가지 운동역학적 변화

에 대한 연구들도 심도 있게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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