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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asymmetric muscle force in lower extremity on dynamic balance during

walking. Sixteen elementary students(age: 12.3±0.7 yrs, height: 149.4±9.7 cm, weight 40.6±7.8 kg) who have no musculoskeletal

disorder were recruited as the subjects. Temporal parameters, M-L inclination angle of XCoM-CoP, M-L and A-P CoP, loading rate,

and decay rate were determined for each trial. For each dependent variable, a independent-sample t-test was performed to test if

significant difference existed between each conditions(p<.05). The displacement of antero-posterior COP during RTO-LHC1 in SG

was siginificantly smaller than corresponding value in AG. In contrast, the displacement of medio-lateral COP during RTO-LHC1 in

SG was greater than those of AG. It seems that imbalance of muscle force may result in increasing the medio-lateral stance in

order to minimize the instability. We found that the asymmetric muscle force in the lower extremity may be a reason for the

awkward control of impact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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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보행은 인간의 신경계와 근골격계 등이 총괄적으로 사용되

는 과정으로 고도의 협응이 이루어져야 하는 연속적이고 반복

적인 동작이다. 또한 인간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움직임 중의 하나로써 이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이동체계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Ch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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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2001). Chae(2006)는 완전한 보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지, 골반, 체간 및 상지 간 상호 연관성을 통해 안정성과 균

형을 유지하며 신체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하였다.

근육의 균형(muscle balance)은 한 관절을 중심으로 주동근과 

길항근의 근력, 근파워 및 근지구력이 상호 균형적으로 형성되

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때의 근육 균형은 통상 상대적 

근력을 의미한다. 근육의 균형은 주동근과 길항근의 근력 균형

비를 측정하여 평가하는 방법과 좌측과 우측의 동일근육이나 

근육군을 대상으로 근력 균형비를 측정하는 평가방법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양측 하지의 대퇴사두근력 사이에 10%

이상 차이가 나타나게 되면 운동선수의 부상 빈도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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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고되고 있다(Askling Karlsson & Thorstensson, 2003; Croisier,

Forthomme, Namurious, Vanderthommen & Crielaard, 2002; Yamamoto,

1993). 또한 Moon, Yooon, Baek, Joo와 Chun(2006)은 엘리트 선수들

에게 있어서 좌우근력 불균형비가 10% 이상이면 상해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Newton et al.(2006)은 근력 불균형이 8% 이상이 

나타나면 유의한 근력 불균형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Moon et

al.(2006)도 역도 선수의 근전도 측정을 통한 좌우 근력 불균형이 

15% 이상 나타날 때 좌우 근력이 불균형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

서 근육의 균형적 발달은 경기력을 평가하거나 결정짓는 자료나 

부상 예방의 지표로 많이 사용된다.

위와 같이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하지의 좌우 근력 불균

형과 좌우 대칭성과의 상관관계 또는 좌우 근력의 비대칭에 따

른 부상 발생 빈도 증가와 같은 주제에 제한된 연구가 이루어

져 왔다. 특히 보행과 같은 동적인 상황에서 근력 불균형에 따

른 불안정성을 평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의 

보행 분석은 동적인 상황 시 근활동 분석과 보행속도 개선 등

의 운동 수행 결과 비교 분석에 한정되어 있다.

Hof, Bockel, Schoppenet과 Pdstema(2007)는 보외법을 통해 구

해진 신체중심위치를 이용하여 보행의 동적 안정성평가를 실시

하였다. 그들은 보행 중 신체질량중심의 위치와 속도를 이용하

여 지지구간에서 적당한 안정지역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하

였다. Chang과 Yoon(2010)은 남자 성인을 대상으로 장애물을 

넘는 보행 시 하지장 길이의 30% 높이의 장애물에서 보외법을 

활용한 XCoM-CoP 각도가 보행 안정성을 추적하는데 가장 최

적의 높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장애물의 높이가 증가함에 따

라 XCoM-CoP 각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된 결과를 보

임으로써 이러한 방법은 Lee와 Chou(2006)가 제안한 신체질량

중심(CoM)과 지지발의 압력중심(CoP)을 이은 선이 수직축과 이

루는 기울기각을 활용하는 보행안정성 평가에 비하여 보다 실

제적인 보행 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진단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Chung과 Yoon(2001)은 인간의 자세와 보행 습관은 신

체의 성장과 발달이 계속되고 있는 성장기 아동에 있어서 중요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Hong과 Lee(1996)도 사춘기 

이후의 성인에게서 보다 성장기 아동의 보행이 중심의 이동이 

과도하고 양측의 운동에 불균형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Agostini et al.(2010)은 10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행분

석에서 아동은 같은 환경조건에서의 보행에서도 매번 다른 보

행 패턴과 근활성도를 보이며, 이는 아동의 하지근력 불균형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근력의 균형적인 발달은 사춘기 이후의 성인에게서보다 신

체발달이 완연히 이루어지지 않은 성장기 유소년에게 이러한 

근력 불균형이 매우 높으며, 그로인한 신체 불안정성 및 부상

유발의 가능성이 잠재되어있다. 이에 대한 연관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현실적인 보행안정성의 측정이 요구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선행연구에 제시되어진 평가 분석 

방법과는 달리 동적 상황에서의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행

안정성 평가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

과는 신체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어린이의 운동상해 발생 가

능성과 이를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

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하지 근력

의 좌우 비대칭성이 초등학생의 보행 동적안정성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를 위해 K대학의 2010년 체육영재로 선발된 초등학

생 16명을 피험자로 선정하였다. 피험자는 비대칭 집단(남학생 

5명, 여학생 3명)과 대칭 집단(남학생 6명, 여학생 2명)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평균 연령은 12.3±0.7 yrs, 신장 149.4±9.7 cm,

체중 40.6±7.8 kg이다.

2. 실험 장비

피험자의 좌우 근력의 비대칭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등속

성 운동기구(Humac Norm, USA)를 사용하였다. 본 실험의 3차원 

동작분석을 위해 5대의 고감도 디지털 카메라(Sony HDV1080I,

Japan)를 설치하였다<Figure 1>. 3차원 좌표 계산을 위한 기준척

(control point)과 동조용 발광다이오드가 촬영 범위 내에 들어오

도록 초점을 맞추고, 촬영 속도는 60 fields/s, 셔트 속도는 1/750

sec로 설정하였다. 또한 하지에 작용하는 지면반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면반력기(AMTI, OR6-5) 2대가 사용되었으며, 데이터

는 1000 Hz의 샘플링 속도로 수집하였다.

Figure 1.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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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절차

실험 전 피험자의 하지 근력은 등속성 운동기구(60 deg/s,

Humac Norm, USA)를 사용하여 대퇴사두근 및 대퇴이두근의 

최대 근회전력(peak torque)을 측정하였다. 하지근력의 좌우 균형

비는 높은 최대토크값에서 낮은 최대토크값을 제한 후 높은 최

대토크값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산출하였다(Gleim, Nicholas &

Webb, 1978). 이를 통해 좌우 근력 대칭비가 10% 이상인 비대칭 

집단(asymmetric group; AG)과 좌우 근력 대칭비가 10% 이하인 

대칭 집단(symmetric group; SG)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선발된 

피험자는 모두 오른발을 주동발로 사용하는 집단이며, 왼발의 

근력이 오른발의 근력에 비해 낮은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실험 간 인체 관절 중심의 좌표화를 위해 직경 1 cm의 반사마

커를 좌․우 8개 지점(shoulder, elbow, wrist, knee, hip, toe, heel,

ankle)에 부착하였다. 보행은 정상 보행을 실시하였으며, 실험 시 

보행의 불안정성을 의도적으로 유발하기 위해 각 피험자 하지장

의 30% 높이의 장애물을 보행로의 중앙에 설치하였다. 보행은 보

행속도 차에 따른 변인들의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1.1 m/s의 보

행속도로 실시하였고, 장애물 전 설치되어 있는 지면반력기를 왼

발로 지지한 후 오른발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4. 자료 분석

1) 주요 이벤트 및 구간설정

자료 분석을 위하여 영상 분석을 통해 주요 이벤트 및 구간

을 설정하였다<Figure 2>. 주요 이벤트는 왼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left heel contact 1; LHC1), 오른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

간(right toe takeoff; RTO), 오른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right heel

contact; RHC), 왼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left toe takeoff;

LTO), 다시 왼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left heel Contact 2; LHC2)

이다. 또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벤트 사이를 초기 양발 지지구

간(initial double limb stance; IDLS), 두 번째와 세 번째 이벤트 

사이를 초기 한발 지지구간(initial single limb stance; ISLS), 세 

번째와 네 번째 이벤트 사이를 후기 양발 지지구간(terminal

double limb stance; TDLS),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이벤트를 사이

를 후기 한발 지지구간(terminal single limb stance; TSLS)으로 

분류하였다.

Figure 2. Critical events and phases

2) 동작분석

본 연구에서는 Kwon3D 3.1 Program(Visol Inc, Korea)을 사용

하여 3차원 동작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점, 발광마커가 부착된 

인체의 각 관절점의 3차원 좌표값을 얻기 위해 직접 선형 변환 

방법(Abdel-Aziz와 Karara, 1971)을 사용하였다. 영상 좌표화 과

정에서 나타나는 노이즈(noise)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차단주파

수는 6 Hz의 2차 Butterworth low-pass digital filter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X축 방향을 좌우축, Y축 방향을 전후축, Z축 방

향을 수직축으로 설정하였다. 인체 질량 중심의 위치값은 아래

의 공식에 의해 계산되었다.

 

 ·

여기서 C는 인체 질량 중심의 위치, Ci는 분절 질량중심의 

위치, mi는 분절 질량, M은 인체 총 질량이다.

3) 동적 안정성

동적 안정성은 Hof et al.(2007)이 제안한 공식을 사용해 좌우

측 하지에 대한 XCoM-CoP의 좌․우 기울기각을 산출하여 평

가하였다. 기울기각 설정은 다음과 같다(Figure 3).

 


  tan  

w0 : 진자의 고유 회전 진동수

g : 중력가속도 9.81 m/s2, h : 1.34 × l (하지길이)

xi : i 프레임의 CoM 좌우 위치좌표

X(i), Z(i) : i 프레임의 XCoM 좌우, 수직 위치좌표

x1(i), z1(i) : i 프레임의 CoP 좌우, 수직 위치좌표

① Center of Mass(CoM),
② Center of Pressure(CoP),

③ Extrapolated centre of mass(XCom),

④ XCoM-CoP Inclination angles(XComθ)

Figure 3. M-L Inclination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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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면반력 분석

지면반력 데이터 분석은 KwonGRF 2.0 program(Visol Inc,

Korea)을 사용하여 전․후(Y), 좌․우(X), 수직(Z) 지면 반력 값

을 측정하였으며, 수집 된 지면 반력 데이터는 20 Hz 저역 통

과 필터링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지면 반력 값은 피험자의 체

중을 통해 표준화되었다. 주요 이벤트 및 구간별 전․후, 좌․

우, 수직 지면반력값의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좌․우측 발의 부

하율(loading rate)과 부하 감소율(decay rate)은 아래와 같은 방식

으로 계산하였다(Munro, Miller & Fuglevand, 1987).

부하율(loading rate) = (P1 - F50+) / (T1 - T50+)

P1은 발이 지면 착지 시 발생하는 최대 수직 지면반력값

(impact peak, N), F50+는 P1 발생 전 수직 지면 반력이 50 N의 

값을 넘어선 최초의 수직 지면반력값, T1은 P1 발생하는 시점

(impact peak time, sec), T50+는 F50+가 발생하는 시점이다.

부하 감소율(decay rate) = (F50- - P2) / (T50- - T2)

P2는 발이 지면반력기에서 떨어지기 전 추진 시 발생하는 

최대 수직 지면반력값(propulsion peak, N), F50-는 P2 발생 후 

수직 지면 반력이 50 N의 값보다 적게 나타나는 최초의 수직 

지면반력값, T2는 P2 발생하는 시점(propulsion peak time, sec),

T50-는 F50-가 발생하는 시점이다.

5) 압력중심 변위

압력중심 변위는 Tillman와 Chow(2002)에 제안된 방법에 의

해 계산하였다<Figure 4>. 압력중심은 전후와 좌우 방향으로 변

위 값이 측정되었다.

Figure 4. A-P, M-L Center of Pressure

  
 



 
 



My : y축 방향의 회전력 값

Fx, Fy, Fz : X, Y, Z 축 방향의 지면반력값

a, b, c : 실제상의 지면반력 X, Y, Z방향의 기준점 위치(true

origin)

5. 통계처리

주요 이벤트 및 구간에 대한 시간 변인, XCoM-CoP의 좌․우 

최대기울기각, 전․후, 좌․우, 수직 지면반력값, 압력 중심 변

위, 좌․우측 발의 부하율(loading rate)과 감소율(decay rate)의 평

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집단 간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PSS 17.0을 이용하여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sample

t-test)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유의성 수준은 p<.05에서 검증하였다.

Ⅲ. 결 과

1. 동작 구간에 대한 시간 변인 & 이동변위

주요 동작 구간의 시간변인은 집단 간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AG가 SG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1).

AG SG

IDLS 0.144(0.030) 0.136(0.020)

ISLS 0.654(0.065) 0.645(0.069)

TDLS 0.122(0.030) 0.119(0.030)

TSLS 0.622(0.093) 0.578(0.038)

Table 1. Temporal parameter (unit: sec)

2. XCoM-CoP의 좌․우 최대기울기각

본 실험에서는 집단 간 좌․우 기울기 각에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집단 모두 오른발 착지 후 왼발

이 장애물을 극복할 때 XCoM-CoP 좌․우 최대 기울기각이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AG집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결과

를 보였다(Table 2).

AG SG

LHC1~RHC -2.8(6.2) -3.0(5.3)

RHC~LHC2 14.4(3.2) 13.8(2.5)

Table 2. Peak M-L inclination angle of XCoM-CoP
(unit: d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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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면 반력

아래에 제시되어진 Fx의 값은 내(-)외(+)측 방향, Fy는 전(+)

후(-) 방향, Fz는 수직 (+)방향 값이다.

1) 왼발에 의해 발현되어지는 지면반력

왼발에 의해 발생되어지는 지면반력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차

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RHC에서는 수직 지면반력값이 증가하

는 결과를 보였다(Table 3).

LHC1 RTO RHC

AG SG AG SG AG SG

Fx
0.36

(1.56)
0.25

(0.51)
4.26

(2.31)
3.35

(3.56)
3.09

(2.22)
3.64

(3.33)

Fy
0.02

(4.01)
-1.63
(4.68)

-18.12
(4.34)

-17.83
(4.56)

23.71
(4.41)

24.37
(5.72)

Fz
7.12

(5.12)
7.38

(2.17)
115.60
(10.40)

117.59
(9.86)

112.43
(15.43)

100.64
(14.93)

Table 3. Ground reaction force by left leg
(unit: %BW)

2) 오른발에 의해 발현되어지는 지면반력

LTO 시 오른발에 발현되어지는 전․후 지면반력값과 수직 

지면반력값은 통계적인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AG가 SG

에 비해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Table 4).

RHC LTO LHC2

AG SG AG SG AG SG

Fx
-3.35
(5.23)

-3.27
(1.64)

-4.49
(4.57)

-5.42
(3.24)

-2.84
(1.75)

-2.44
(4.10)

Fy
9.55

(9.97)
1.61

(11.90)
-11.95
(9.45)

-18.88
(6.50)

21.04
(3.56)

19.76
(4.92)

Fz
26.26

(20.43)
34.19

(15.03)
75.64

(45.71)
110.69
(17.29)

99.67
(10.02)

104.86
(8.60)

Table 4. Ground reaction force by right leg (unit: %BW)

3) 압력 중심 변위, 이동거리, 부하율 및 감소율

좌․우 압력 중심 변위에서는 RHC-LHC1 구간 시 AG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2.381, p=.001). 전․후 압력 중

심 변위에서도 마찬가지로 RHC-LHC1 구간에서 AG가 SG에 비

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t=-2.398, p=.004). 또한,

LHC1부터 LHC2까지의 전체이동거리는 통계적인 유의차가 나

타나지 않았다(Table 5).

부하율과 감소율에서는 두 그룹간의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

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른발이 지면에 착지 순간(RHC)

의 부하율이 AG가 SG집단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Medio-Lateral CoP Antero-Posterior CoP

AG SG AG SG

RTO-LHC1
1.9

(0.6)
1.2

(0.8)
6.1

(1.7)
5.9

(1.4)

RHC-LHC1
7.1*
(6.8)

0.8*
(2.1)

5.1*
(9.7)

13.9*
(1.5)

LTO-RHC
-1.2
(3.4)

-0.6
(1.1)

-2.8
(10.1)

5.5
(4.6)

LHC2-RHC
4.6

(7.1)
-1.1
(1.8)

7.3
(11.1)

13.0
(2.9)

AP Cop Displace-ment
128.6
(10.7)

131.2
(9.95)

Note.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G and SG

Table 5. M-L CoP and A-P CoP & Displacement (unit: cm)

AG SG

Loading rate(L foot)
2864.0
(997.2)

3018.4
(977.2)

Decay rate(L foot)
-3648.4
(1328.0)

-3232.3
(935.7)

Loading rate(R foot)
5767.7

(5812.8)
3101.0

(1195.6)

Decay rate(R foot)
-3027.8
(1206.8)

-2512.5
(1318.4)

Table 6. Loading rate and decay rate (unit: N/sec)

Ⅳ.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근력의 불균형비가 실

제 보행 시 나타나는 보행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보행 시 실제적인 동적 안정

성을 평가하고 관련된 지면반력 패턴을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동작 구간에 대한 시간변인은 통계적인 유의성은 나타

나지 않았지만, AG가 SG에 비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XCoM-CoP 좌․우 최대 기울기각은 두 집단 모두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지만, 오른발이 장애물을 극복한 후 왼

발이 최종적으로 장애물을 극복할 때 상대적으로 큰 기울기각

을 보였으며, 이때 AG의 최대 기울기각(14.4±6.2)은 SG(13.8±2.5)

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Lee와 Chou(2006)

는 좌․우 기울기 각도는 보행안정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효과

적이며 그 각도가 클수록 보행안정성이 감소해 낙상의 위험성

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Chang과 Yoon(2010)은 XCoM-CoP

좌․우 기울기각은 보행의 동적안정성을 평가하는데 더욱 타당

하며, 일반 보행에서의 좌우 기울기 각도는 8.59±1.05로 나타났

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동작은 후방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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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발이 스윙될 때 보행안정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때 근력 불균형비가 보행안정성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 것

으로 판단된다.

Robbins와 Waked(1997)는 수직지면반력과 안정성의 관계 연

구에서 수직 지면반력값이 높을수록 신체의 안정성은 약 20%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신체 균형과 수직 지면반력값은 매

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 연

구의 지면 반력 분석을 통한 보행 패턴을 분석한 결과, 오른발

이 지면에 착지 순간(RHC) 발현되어지는 왼발의 수직 지면반

력값이 AG가 SG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장애물을 

극복한 오른발이 착지하는 순간 AG는 자연스럽게 다음 동작으

로 연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인체무게중심이 후방에 남아 있었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왼발이 지면에서 떨어질 때(LTO)

오른발에서 발현되어지는 전․후 지면반력값과 수직지면반력값

은 AG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왼쪽 하지에 더 큰 근력

불균형을 지닌 AG가 강한 추진력을 발현하지 못하고, 인체무

게중심이 원활하게 전방으로 이동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압력 중심 변위는 왼발이 지면에 착지 할 때를 압력 중심 원

점으로 계산하여 오른발이 지면에서 떨어질 때, 오른발이 지면

에 착지할 때와 오른발이 지면에 착지 할 때를 압력 중심 원점

으로 계산하여 왼발이 지면에서 떨어질 때, 왼발이 지면에 착

지할 때 압력중심 변위값을 비교 분석하였다. 좌․우 압력 중

심 변위에서는 RHC-LHC1 구간 시 AG가 7.1±6.8cm, SG가 

0.8±2.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 또한 전․

후 압력 중심 변위에서도 마찬가지로 RHC-LHC1 구간에서 

5.1±9.7cm, SG가 13.9±1.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004). 이를 통해 AG의 경우 장애물을 극복하는 동안 SG에 

비해 외번되는 동작 형태를 보이며, 전방으로의 충분한 추진력

을 얻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부하율은 보행 속도와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데, 오른발이 지면에 착지 순간(RHC)의 부하율이 

AG와 SG가 각각 5767.7 N/sec, 3101.0 N/sec로 AG가 SG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인 것으로 볼 때 하지근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평형성이 부족이 활보장시간을 감소시켜, 급격한 수직 지

면반력값의 상승을 유발한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근력의 균형비는 운동 수행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며, 실제적인 운동수행능력과 잘못된 자세로 인한 부상

유발의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본 연구

의 장애물 극복을 통한 보행 시 동적 안정성에서는 집단 간 유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AG가 장애

물을 넘을 때 오른쪽 다리에 비해 왼쪽다리의 근력이 상대적으

로 약해 왼발의 추진력을 정상적으로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났다. 오른발이 장애물을 극복할 때 XCoM-CoP 좌․우 기울

기각도와 왼발 수직 지면반력 값의 증가는 신속한 이동을 의도

적으로 줄여 왼발에 무게중심을 남겨놓으면서 보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보상 전략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실험에서는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험하면서 각자의 보행 특성이나 걸음걸이 

습관 등을 완벽히 제어하지 못하였지만, 추후의 실험에서는 이

러한 가변요인에 대한 통제가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보

다 유의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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