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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노인과 정상 성인의 보행경로 비에 따른 보행 시, 시․공간  보행 변수의 변화를 

알아보기 함이다. 연구의 상자는 낙상의 경험이 없는 건강한 노인 20명과 20  성인 18명으로 하 으

며, 3가지 다른 비의 보행경로(평상시 보행(usual walking), 좁은 비 보행(narrow base walking), 한

 보행(centerline-guided walking)에서 보행을 실시하 다. 평상시 보행은 보행경로에 제한을 두지 않았

고, 좁은 비 보행은 각 상자의 양측 ASIS 사이의 거리를 1/2로 나  비를 보행경로로 설정하 으며, 

한  보행은 보행경로 앙에 한 을 표시하여 보행을 실시하 다. 보행을 실시하는 동안, GAITRite 

system을 이용하여 시․공간  보행 변수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 다. 보행경로 비에 따른 시․공간  

보행 변수 비교에서 20  성인은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노인의 경우 보행속도, 

분속수, 양 뒤꿈치 사이 기 면, 기능  보행지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p<.05).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노인은 20  성인에 비해 보행경로의 비가 좁아질수록 낙상에 한 두려움으로 인해 보행 

변수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노인의 낙상 방 훈련을 한 한 보행

비에 한 이론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중심어 :∣노인∣낙상∣좁은 너비 보행∣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temporospatial variables in 

healthy elderly and healthy adults during usual walking, narrow base walking and 

centerline-guided walking. Twenty healthy elderly and nineteen healthy adults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In each conditions, the subjects were walked on a 6m walkway at comfortable 

self-selected speeds under three conditions : (1) usual walking, (2) walking within a 50% of the 

distance between the subject’s ASIS (3) walking along a centerline. GAITRite system was used 

for kinematic analysis to assess the temporospatial variables.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s 

in healthy adults(p>.05), but walking speed, cadence, H-H base support, functional ambulation 

performance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progressively as pathway narrowed in elderly 

adults(p<.05). The results show that elderly people had more difficulty with walking on narrow 

pathway for fear of falling. This study provides data for use in basic research into safe walking 

and preventing falling for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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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노인에게 낙상(falling)은 엉덩 , 넙다리 부  골  

등의 신체손상을 일으키며 일상생활의 제한, 사망률의 

증가, 인지기능 손상, 우울증 등을 가져와 노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1][2]. 75세 

이상 노인의 30% 이상이 1년에 한 번 이상 낙상을 경험

하게 되며, 한 번 낙상을 경험한 노인은 낙상에 한 두

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제한하게 되어 기능 으로 

 퇴화하게 된다[3][4]. 많은 연구에서 낙상의 험 

요인으로 근력 약화, 정  는 동  균형능력 감소, 보

행속도 감소 등의 신체  활동의 제한과 련이 있다고 

한다[2][5].  

일반 으로 노인의 낙상 험을 평가하기 한 도구

로 보행주기의 시․공간  보행변수를 사용한다. 보행

주기는 한 발이 뒤꿈치가 닿은 다음, 같은 발의 뒤꿈치

가 닿는 간격을 말하며 보행능력을 평가하기 한 객

인 평가요소로 사용하기 해 이를 보행속도

(walking speed), 분속수(cadence), 양발 비(step 

width), 한걸음거리(stride length), 한발짝거리(step 

length), 양하지 지지기(double support) 등의 시간 ․

공간  변수로 설명하고 있다[6]. 노인의 보행 특징으로

는 보행속도와 분속수의 감소, 양하지 지지기  양발

비의 증가 등이 보고되고 있다[7][8]. 

보행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을 해 필수 인 것으로 

평지에서의 보행뿐만 아니라 고르지 않은 지면 는 장

애물이 있는 곳에서의 보행,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의 보행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기능이 요구된다. 그러

나 많은 노인들이 균형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보

행 는 이동  발생하는 낙상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러한 다양한 환경에서 보행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특히 노인은 넓은 

곳에서 좁은 통로로 보행하게 될 때 기 면을 감소시키

는 능력이 은 상자들에 비해 느리다[9]. 한 좁은 

통로에서의 보행은 노인에게 낙상의 두려움을 더욱 커

지게 하여 보행의 특징(보행속도, 양발 비, 한발짝거

리)의 변화를 야기한다[10].

지 까지 노인의 낙상에 한 험을 알아보기 해 

평지에서의 보행 속도의 변화에 따른 보행[11], 신발의 

종류[12], 계단  경사로에서의 보행[13], 장애물 보행

[14] 등 다양한 조건에서의 보행양상에 한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  흔히 할 수 있는 

좁은 비에서 보행 시 노인의 시․공간  보행 변수의 

변화에 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의 목 은 보행경로 비를 제한한 보행

이 노인의 시․공간  보행 변수에 미치는 향을 알아

보아 낙상의 험요소를 확인하고 노인의 보행 활동 시 

낙상 방 훈련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상자는 M도시의 D복지 에 다니는 65세 이상 

남녀노인 20명과 M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20  정상 성

인 18명을 상으로 하 다. 상자의 선정조건은 이

에 낙상의 경험이 없으며, 균형이나 보행에 향을 

만한 신경학 , 정형외과  손상이 없고, 균형능력에 

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자로 하 다. 사 에 

실험의 목 과 방법에 하여 충분한 설명으로 본인의 

동의를 얻었다. 연구기간은 2013년 1월에 비실험을 

실시한 후 문제 을 보완하여 본 실험을 2013년 2월에 

실시하 다.  

2. 연구절차 및 측정도구
2.1 연구절차
연구 상자들에게 연구 차를 알려주기 해서 연구

보조원이 시범을 보인 후 연구를 시행하 다. 모든 

상자들은 실험실에 익숙해지도록 보행연습을 하여 자

연스러운 보행을 유도한 후 평상시 보행(usual 

walking), 좁은 비 보행(narrow base walking), 한  

보행(centerline-guided walking)을 하도록 지시하 다. 

평상시 보행은 보행경로의 비를 제한하지 않는 보

행을 실시하 고, 좁은 비 보행은 자로 상자의 

양쪽 ASIS 사이 길이를 측정한 후 1/2로 나  비만큼 

테이 를 이용하여 보행경로로 설정하 으며[15],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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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은 보행경로 앙에 한 을 설정하여 보행을 실시

하 다[16].

각각의 보행 사이에는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 으며, 

6m 거리(GAITRite 4m, GAITRite ․후 2m)를 3회 

반복 보행 후 평균값을 사용하 다.  

2.2 측정도구
보행의 시․공간  변수를 분석하기 하여 

GAITRite system(SMS Technologies Ltd, UK)을 사

용하 다. GAITRite는 길이 6m의 자식 보행 으로 

18,432 센서가 격자 형태로 정렬되어 시간 , 공간  변

수에 한 정보를 수집한다. 보행 은 체길이에서 

심을 기 으로 폭 0.61m와 길이 4.88m는 센서가 압력

을 인지하는 활성 측정지역이다. 시스템의 샘 링 속도

는 38.4Hz에서 사용되었으며, 이들 정보를 직렬 인터페

이스 이블에 의하여 컴퓨터로 보내게 된다. 

이 장비의 측정자 신뢰도는 r=.90이고 편안한 보행속

도의 모든 보행 측정 간 내 상 계수는 r=.96이었다

[17].

3. 자료분석
보행경로 비에 따른 시․공간  보행변수 분석을 

해 정규성 검정 후 이요인 반복측정 분산분석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 다. 

집단 간 차이를 보기 해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 고, 개체 내 검정을 

해서는 일요인 반복측정 분산분석(one-way 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 다.

통계처리 로그램은 SPSS 20.0 Ver. for windows를 

사용하 고, 통계  유의수 (α)은 0.05로 하 다.

Ⅲ.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상자는 노인 20명과 20  성인 18명

이었고, 일반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Variables Elderly(n=20) Young(n=18)

Age(yrs) 77.90±1.32 26.50±1.28

Height(cm) 153.15±1.50 166.10±3.02

Body weight(kg) 57.40±1.68 63.28±1.72

Sex(F/M) 17/3 12/6

Mean±SE : mean±standard error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 
(Mean±SE)

2. 보행경로 너비에 따른 시․공간적 보행변수 분석
보행경로 비에 따른 시․공간  보행 변수 비교에

서 20  성인은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노인의 경우 보행속도(walking speed), 분속

수(cadence), 양 뒤꿈치 사이 기 면(H-H base 

support), 기능  보행지수(functional ambulation 

performance : FAP)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다(p<.05)[Table 2].

비검정 결과 좁은 비 보행(narrow base 

walking)과 한  보행(centerline-guided walking)에서 

평상시 보행(usual walking)에 비해 보행속도, 분속수

의 감소를 나타냈고, 보행경로의 비가 좁아질수록 양 

뒤꿈치 사이 기 면의 감소를 나타냈으며, 한  보행

에서 평상시 보행에 비해 FAP의 감소를 나타냈다

(p<.05). 한  보행은 좁은 비 보행에 비해 보행속도, 

분속수, FAP에서 감소를 보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

지는 않았다(p>.05)[Table 3]. 

Ⅳ. 고 찰

본 연구는 다양한 보행환경 에서도 보행경로의 

비를 여 좁은 비 보행과 한  보행이 노인과 20  

성인의 시․공간  보행변수에 미치는 향을 악하

고 이를 통해 보행경로가 좁아지는 환경에서의 보행 시 

노인의 보행에 한 객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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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 NBW CGW Within Between

Walking speed 
(cm/sec)

elderly 79.90±2.76 74.31±3.83 72.18±3.82 0.01*
0.00*

young 144.11±3.69 142.21±4.11 137.92±4.17 0.27
Cadence 
(step/min)

elderly 102.36±2.35 97.77±3.11 95.21±2.91 0.01*
0.00*

young 130.94±4.15 127.67±4.80 126.27±3.93 0.18
Stride length 

(cm)
elderly 91.80±3.92 91.70±2.96 90.46±2.78 0.87

0.00*
young 131.91±4.09 135.68±3.24 132.86±2.93 0.26

Step length 
(cm)

elderly 48.44±2.26 45.95±1.42 45.51±1.37 0.25
0.00*

young 64.99.±2.19 66.81±1.97 65.48±1.56 0.53
Double support time 

(%cycle)
elderly 25.13±0.70 25.41±0.99 26.35±0.93 0.22

0.00*
young 17.88±1.35 16.84±0.91 17.06±0.81 0.65

H-H base support 
(cm)

elderly 7.13±1.13 2.29±0.54 0.70±0.61 0.00*
0.00*

young 4.97±1.99 4.10±0.79 0.97±0.98 0.14
FAP 

(score)
elderly 90.67±1.88 88.87±2.46 84.53±3.34 0.04*

0.00*
young 90.56±2.40 89.89±3.02 86.67±3.37 0.27

* p<.05
UW : usual walking, NBW : narrow base walking, CGW : centerline-guided walking

Table 2. Comparison of spatio-temporal parameters of gait in elderly by various walking pathways 
width (Mean±SE) 

요인(I) 요인(J) 평균차(I-J) p

Walking speed
Usual walking

Narrow base walking 5.59(*) 0.04
Centerline-guided walking 7.72(*) 0.01

Narrow base walking Centerline-guided walking 2.13 0.12

Cadence
Usual walking

Narrow base walking 4.59(*) 0.03
Centerline-guided walking 7.15(*) 0.01

Narrow base walking Centerline-guided walking 2.56 0.14

H-H base support
Usual walking

Narrow base walking 4.85(*) 0.00
Centerline-guided walking 6.43(*) 0.00

Narrow base walking Centerline-guided walking 1.59(*) 0.04

FAP
Usual walking

Narrow base walking 1.80 0.22
Centerline-guided walking 6.13(*) 0.03

Narrow base walking Centerline-guided walking 4.33 0.16
* p<.05

Table 3. Post-hoc test (Mean±SE) 

노인에게 다양한 환경에서의 한 보행능력은 독

립 으로 기능하기 한 필수 인 요소이다. 노인의 보

행능력은 신체 반 인 건강과 련된 지표가 될 뿐 

아니라 낙상과 사망률 등의 측인자로도 사용되어 여

러 가지 보행변수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18][19]. 그  좁은 비 보행과 한  보행은 이마면

(frontal plane)에서의 안정성에 한 요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의 동  안정성을 평가하는 도구로 자주 사

용된다[20]. 특히, 나이와 직  련이 있는 한  보행 

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낙상 험요인을 평가하는데 매

우 요하다고 보고되었다[2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좁은 비 보행과 한  보행 

능력 등을 평가하기 해서 시․공간  변수들을 각각 

측정하 다. 모든 보행조건에서 20  성인과 노인의 보

행은 시․공간  변수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노인은 정

상 성인에 비해 보행속도, 분속수, 양발 지지기 등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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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보행변수에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상 성인은 

보행경로의 비가 제한되는 조건으로 변화하게 될 경

우에 보행변수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지 않은 반면, 노인은 보행경로의 비가 제한됨에 

따라 보행속도, 분속수, 양 뒤꿈치 사이 기 면, 기능  

보행지수에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의 다른 변수들에서는 평균값이 통계 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지만 체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 의 보고된 연구 결과와 방향을 

같이한다. 정상 환경에 비해 좁은 비의 환경에 마주

치게 되면 노인들은 보행속도를 이고 한발짝거리를 

좁히는 조심스러운 보행으로 변화한다고 하 는데[22], 

이는 과제 수행의 험성, 인지  난이도에 의한 것으

로 보여 진다. 험의 인지는 스트 스 호르몬의 분비

를 증가시키고, 흥분성 반응을 진하며 결과 으로 동

결된 자세와 같은 행동 반응을 야기하게 된다[23-25]. 

게다가 이동철 등[26]은 시각  정보들의 변화가 상

자의 안정성에 향을 미쳐 운동형상학  보행 패턴의 

변화를 래하게 된다고 보고하 다.

Schrager 등[15]과 Dunlap 등[10]의 연구에서 좁은 

비에서의 보행 시 양발 비가 넓어진 것을 보고하

으며, 이는 낙상의 험이 있는 노인들은 그 지 않은 

노인에 비해 낙상에 한 두려움으로 인해 보행 시 양

발 비를 더욱 증가시키게 된다고 하 다. 본 연구에

서는 보행경로 비가 좁아질수록 양 뒤꿈치 사이 기

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행경로의 비

가 좁아짐에 맞춰 뒤꿈치를 닿게 하여 양 뒤꿈치 사이 

기 면은 감소하지만  환경  험으로부터 낙상을 피

하기 해 발 각도를 크게 하여 기 면을 넓힘으로써 

안정성을 되찾으려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기능  보행지수(FAP)는 GAITRite 시스템으로 얻

어진 시․공간  보행변수에 기 를 둔 보행평가의 양

 수단으로 객 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수치이다

[27]. 본 연구에서 정상 성인의 경우 보행경로 비가 

감소하여도 기능  보행지수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

나, 노인의 경우 평상시 보행에 비해 좁은 비 보행과 

한  보행에서는 유의한 감소를 보 다. Nelson 등[28]

은 기능  보행지수가 노인의 낙상 험을 미연에 방

해  수 있는 요한 정보를 제공해 다고 하 으므

로, 보행경로의 비에 따른 기능  보행지수의 감소는 

보행경로의 비 감소가 노인의 안 하고 효과 인 보

행을 해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은 정상 성인에 비해 보행경로 비가 좁

아지는 환경으로 변화될 경우 이에 처하는 능력이 감

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보행은 

COG의 격한 변화를 일으켜 균형에 불안정성을 제공

하게 되고 결국 낙상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

으며[29], 노인의 감각처리 능력은 외부로부터의 감각

정보에 느리게 반응하거나 부 하게 행동하게 되어 

삶의 질  활동수 과도 계가 있다고 하 다[30]. 

보행경로의 비가 제한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흔

히 할 수 있는 특수한 보행환경이지만 보행경로의 

비에 따른 노인의 보행변수 변화를 알아보기 한 연구

는 국내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에 연구

의 의의를 둘 수 있으며, 보행경로의 비에 따른 노인

의 보행변수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근육이나 신경학  

원인 등에 한 앞으로의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한 지역사회에 독립 으로 거주하며 낙상의 경험이 없

는 정상노인만을 상으로 하 으며 연구에 참여한 

상자의 수가 어 이를 지역사회 노인 체의 결과로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상자의 수를 

늘리고 정상 노인 외에도 보행 변수와 련이 있는 질

환이 있는 노인이나 낙상의 경험이 있는 노인을 상으

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보행경로 비에 따른 노인의 시․공간  

보행 변수의 변화를 알아보기 해 노인과 20  성인을 

상으로 하여 보행경로에 제한을 두지 않은 평상시 보

행(usual walking), 각 상자의 양측 ASIS 사이의 거

리를 1/2로 나  비의 보행경로를 설정한 좁은 비 

보행(narrow base walking), 보행경로 앙에 한 을 

표시한 한  보행(centerline-guided walking)을 실시

하는 동안 GAITRite system을 이용하여 시․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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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변수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정상 성인은 보

행경로 비에 따른 모든 시․공간  보행 변수에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노인의 경우 보행속도, 

분속수, 양 뒤꿈치 사이 기 면, 기능  보행지수(FAP)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p<.05). 이를 통

해 보행경로의 비가 좁아질수록 낙상에 한 두려움

으로 인해 노인의 보행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노인의 안 한 보행과 낙상의 

방을 한 한 보행 비에 한 이론  근거를 제

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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