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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heta on the components of ground reaction force according to the ground conditions during gait.

Method : Six healthy women(mean age: 22 yrs, mean height: 166.14±2.51 cm, mean body weights: 56.61±4.58 kg)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medial-lateral GRF(Fx 1), anterior-posterior GRF(Fy 1, Fy 2), vertical GRF(Fz 1, Fz 2, Fz 3), and impact loading rate were determined from time
function and frequency domain. Also, GRF theta were time function and forces.

Results : Fx 1, Fy 1 and Fy 2 of stair descending showed significant statistically higher forces than that of level walking, and ascending. Fz 1 of
stairs descending showed significant statistically higher forces than that of level walking and stairs ascending(theta 88.62°). Also, Fz 2 of level
walking showed significant statistically higher forces than that of stairs ascending and descending(theta 65.78°). Fz 3 of stairs ascending showed
significant statistically higher forces than that of level walking and stairs descending(65.26°). Impact loading rate of stairs descending showed
significant statistically higher forces than that of level and ascending walking. The GRF showed similar correlation with GRF theta(r=.603)
according to the ground conditions during gait.

Conclusion :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GRF theta can be used in conjunction with a gait characteristics, prediction of loading rate and dynamic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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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관찰(observational) 보행분석은 관절각도와 근육활동 등 운

동학적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위해 임상에서 사용되어 왔다

(Gutlip, Mancinelli, Huber, & Dipasquale, 2000). 인간의 움직

임을 시각(visual)적으로 추정하여 평가 및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효율적인 보행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

공하지 못한다는 제한점 때문에 3차원 영상분석 시스템을 이

용하여 보행운동학이 평가되고 있다(Gutlip et al., 2000).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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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영상분석의 결과 값 데이터가 정밀하고 신뢰가 있는 반면,

장비·소프트웨어가 고가이고 측정방법과 분석시간 역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운영자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한

다(Begg, Wytch, & Major, 1989; Crouse, Wall, & Marble,

1987; Hirokawa & Masumara, 1987; Law, 1987; Scholz, 1989;

Wilson, Smith, & Gibson, 1997).

한편, 지면반력(ground reaction force)기 역시 고가이긴 하

지만 영상분석 절차와 비교해 볼 때, 동작수행에 대한 결과 

값을 실시간(real time)으로 확인 및 분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

라 데이터의 오류, 재측정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

점을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지면반력 시스템은 의학분야, 엔

지니어링, 재활의학, 의족, 스포츠상황 그리고 일상생활 등의 

연구목적에 따라 3방향으로 생성된 힘(좌우[Fx], 전후[Fy],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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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Fz]) 값, 토크(torque), 압력의 중심(center of pressure) 데이

터를 이용해 충격력, 충격량, 부하율, 감소율, 동적안정성, 전

단력, 그리고 제동력을 평가 및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Micheall, Ross, Blackburn, Hirth, & Guskiewicz, 2006;

Munro, Miller, & Fuglevand, 1987; Ryu, 2010; McCrory,

Chambers, Daftary, & Redfern, 2012; Wikstrom, Tillman,

Smith, & Borsa, 2005; Gök, Küçükdeveci, Altinkaynak,

Yavuzer, & Ergin, 2003; Keller, Weisberger, Ray, Hasan,

Shiavi, & Spengler, 1996).

특히 평지보행 시 지면반력 데이터에서 수직지면반력(Fz)은 

전형적인 “M” 형태 패턴을 나타내며(Winter, 1991; Perry,

1992), Fy 1은 초기 제동력(braking force)이 발생되어 음(-) 값

이 나타나고, 이후 밀기단계로 Fy 2는 추진력(propulsive force)

인 양(+) 값이 나타난다. 즉 기울인 “S” 형태와 유사하지만,

Fx 값은 개인특성에 따라 생성 패턴이 다양하고 가변성 역시 

크며(Cavanagh & Lafortune, 1980; Hyun, Lee, & Ryew,

2013), 이러한 불규칙적인 특징으로 분석 시 제외되어 결과가 

도출되는 연구도 발견된다. 이에 연구자마다 데이터 사용방법

을 달리하지만 이중 Fx 값은 절대값 평균으로 산출하여 소요

된 시간, 혹은 샘플 수로 나누어 동적안정성을 평가하며, 수

직, 전후 지면반력 역시 유사한 기법을 사용한다(Wikstrom et

al., 2005; Hyun & Ryew, 2014a).

또한 부하율은 단위 시간당 신체에 가해지는 힘(Munro et

al., 1987)으로 최대수직지면반력을 소요된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되는데, 수직지면반력이 커지거나, 발생시간이 짧아질수록 

더 증가된다. 특히, Stüssi와 Debrunner(1980)는 계단 경사로로 

인해 느려지는 보행속도, 혹은 환자를 평가할 때 부하율은 

80% 지점을 분석하는 등 연구자 마다 다른 결과와 결론을 도

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면반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계산법이 어렵고 분

석과정 역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독자들의 관점에서

도 분석된 결과수치는 3성분의 힘 크기와 단위 등으로 이해하

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더 쉽게 해석될 수 있는 결과 값

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두 개의 직교하는 축 위

의 두 교점을 이용한 직교좌표계(rectangular coordinates)에서 

지면반력 3방향으로 생성되는 힘 값과 시간함수를 이용하여 

쉽게 해석 및 분석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즉 2차원 평면좌표에서 지면반발력의 생성시점을 세타() 값

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보행 시 다양한 지면조건과 개

인특성에 따라 생성되는 지면반력의 힘 패턴들은 많은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데, 지면반력 세타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많은 대상자들을 통해 일반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지면반력 생성패턴

에 차이가 많은 변인 즉, 지면조건(평지, 계단 오르기, 계단 

내리기)에 따른 지면반력 성분의 세타 값을 정량적으로 분석

하고 각 특징들을 해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성인여성 6명(mean age: 22.00±0.00 yrs,
mean height: 166.14±2.51 cm, mean body weight: 56.61±4.58
kg)으로 평지 보행 및 계단보행을 수행하기에 무리가 없는 자

들이었다. 참여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연구참여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자에 한하

여 실시하였다.

2. 실험 절차

지면조건 별 지면반력 성분의 세타분석을 위해 지면반력기

(AMTI, USA) 1대를 이용하여 생성되는 파라미터 자료는 

1,000 Hz로 수집했다. 착지다리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통일하

여 오른발을 요청하였고, 신발의 속성으로 연구결과에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맨발(Hyun & Ryew, 2014b)로 실시하였

다. 각 대상자들에게 자연스러운 보행을 유도하기 위해 실험 

전 10분 이상 편안한 속도로 충분한 연습시간을 갖게 한 후,

이와 같은 이유로 실험 시 보행의 속도, 보(step) 길이는 통제

하지 않았다. 즉 지면반력기 위에서 인위적으로 보행속도를 

조작할 경우 자료가 변경(Perry & Burnfield, 2010)될 수 있기 

때문에 선호속도(Buzzi, Stergiou, Kurz, Hageman, & Heidel,
2003; Stergiou, Moraiti, Giakas, Ristanis, & Georgoulis, 2004),
편안한 착지 거리와 선호하는 1보 길이를 유도하여 실험을 진

행하였고 복장은 가벼운 운동복을 착용하였다.
추가로 보행의 시작은 대상자 개인 의지에 의존하였고, 연구

자가 육안으로 확인하여 10 sec 간 trial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개인별 3회씩 총 9회로, 이중 외부적인 충격으로 발생되

는 오류, 사전 나무박스의 충격으로 인한 자료 전송 등의 데이

터를 실시간 확인 및 배재시켜 성공한 동작을 사용하였다.

3. 계단의 규격

계단의 구조는 Yoon(2008)의 자료를 참고하여 건축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단 높이 18 cm, 최소 너비 26 cm, 최소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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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xperimental equipments with stairs

90 cm로 3단까지 제작하였다. 이때 지면반력기는 상향(upward),

하향(downward) 진행방향에 따라 <Figure 1>과 같이 설치하였

고, 특히 계단 오르기 시 지면반력기 외에 나무박스 접촉, 규

격의 흔들림으로 인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2 cm 빈 공간

을 확보였다.

4. 지면반력 세타의 정의

지면반력 3성분으로 생성되는 패턴을 기준으로 <Figure 2>

와 같이, 지면반력 세타 성분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면반

발력은 다음과 같은 표준화과정을 거친다.

우선, N 값을 대상자의 각 체중으로 나누어 표준화한 후 

힘 값과 시간함수를 이용하여 Fy, Fz 힘 성분의 세타 값을 산

출하였다.

  tan



특히, 좌우 지면반력은 언급하였듯이 매우 불규칙적이고,

개인특성에 따라 가변성이 크다(Cavanagh & Lafortune, 1980;

Hyun et al., 2013). 이러한 특징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Fx

힘성분은 평균값을 사용하였고 시간은 1/2(50%) 시점으로 적

용하였다.

  tan




 




5. 자료처리

Kwon GRF 2.0 program(Visol, Korea), Excel 2007(Microsoft,

USA)을 이용하여 지면반력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위 세타 분

석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변인들은 PASW 18.0 program

(IBM, USA)으로 대상자 6명의 기초통계량인 평균 및 표준편

차를 산출한 후, 지면조건에 따라 일원변량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사용하였다. 이때, 통계적 유의한 차이

발견 시 사후검증(post hoc test: Duncan)을 실시하였고, 각 방

향별 표준화된 지면반발력과 세타 값 간 상관관계분석은 피어

슨의 적률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또한 모든 통계적 유의 수준은 =.05로 설정

하였다.

Ⅲ. 결  과

1. 지면반력 성분의 변화

<Figure 2>을 참고하여 지면반력 성분의 각 방향별 세타 

값을 산출하였다(Table 1).

Figure 2. GRF th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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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Walking

F p post-hoc
Level(L) Ascending(A) Descending(D)

Medial-lateral GRF(BW[N]) Fx 1 -0.2±±0.01 -0.01±0.01 0.04±0.02 22.991 .001*** D>L, A

Anterior-posterior
GRF(BW[N])

Fy 1 -0.17±0.06 -0.07±0.16 0.34±0.26 13.454 .001*** D>L, A

Fy 2 0.20±0.39 0.12±0.05 0.26±0.04 13.236 .001*** D, L>A

Vertical GRF(BW[N])

Fz 1 1.07±0.11 1.05±0.08 2.72±0.67 34.716 .001*** D>L, A

Fz 2 0.74±0.10 0.64±0.04 0.53±0.16 5.002 .022* L>D

Fz 3 1.11±0.10 1.39±0.14 0.76±0.12 40.332 .001*** A>L>D

Loading rate(BW[N]·sec-1) 8.27±3.87 6.14±2.14 52.12±22.34 23.367 .001*** D>L, A

NOTE : ***p<.001, *p<.05

Table 1. Parameters of GRF according to the ground conditions during walking

Section
Walking

F p post-hoc
Level Ascending Descending

Medial-lateral GRF Fx 1  -4.07±2.00 -2.25±1.61 8.68±5.57 11.824 .001*** D>L, A

Anterior-posterior GRF
Fy 1  -62.53±13.10 -31.86±52.12 75.27±13.94 4.203 .036* D>L, A

Fy 2  20.57±5.10 10.72±4.97 19.90±8.99 3.712 .049* D>L>A

Vertical GRF

Fz 1  81.56±4.29 79.74±3.77 88.62±0.89 30.566 .001*** D>L, A

Fz 2  65.78±2.75 56.06±3.96 58.84±6.54 16.446 .001*** L>A, D

Fz 3  65.75±3.79 65.26±3.85 58.84±6.54 22.753 .001*** A, L>D

NOTE : ***p<.001, *p<.05

Table 2. Theta of GRF components according to the ground conditions during walking (unit: deg)

Section
Theta

Fx 1 Fy 1 Fy 2 Fz 1 Fz 2 Fz 3

GRF force

Fx 1 .992(A)*** .788 .624 .677 -.278 -.421

Fy 1 .895(B)*** .412 .620 -.050 -.610

Fy 2 .980(C)*** .829 .111 .017

Fz 1 .766(D)*** -.193 -.482

Fz 2 .603(E)*** -.115

Fz 3 .720(F)***

NOTE : ***p<.001

Table 3. Correlationship relative to theta and GRF force variables during walking (unit: r)

Fx 1 지지기 동안 생성된 평균값을 사용하였고, Fy 1은 제

동력, 그리고 Fy 2는 추진력으로 각각 최대 시점을 분석한 결

과, 계단 내리기가 평지, 계단 오르기 보다 더 큰 반력을 보

여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z 1 입각기 시 초기정점으로 계단 내리기가 평지, 계단 

오르기보다 더 크게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Fz 2는 

중간지지기로 평지보행이 계단 오르기와 내리기 보다 더 크게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중간지지기 이후 추진기시 

생성되는 Fz 3은 계단 오르기, 평지보행, 계단 내리기 순으로 

더 크게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충격부하율은 계단 내리기가 평지, 계단 오르기보다 더 크

게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The Theta Analysis on the Components of Ground Reaction Force According to the Ground Conditions During Gait 245

Figure 3. Scatter plot an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2. 지면반력 성분의 세타분석

<Table 2>와 같이 각 지면조건별 선호속도로 보행을 실시한 

결과 Fx 1  값은 평지, 계단 오르기, 내리기 시 각각 

-4.07±2.00°, -2.25±1.61°, 8.68±5.57°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y 1 는 평지, 계단 오르기, 내리기 시 각각 

-62.53±13.10°, -31.86±52.12°, -31.86±52.12°, Fy 2 는 각각 

20.57±5.10°, 10.72±4.97°, 19.90±8.99°로 서로 다르게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평지, 계단 오르기, 내리기 별 Fz 값의 

를 분석한 결과, Fz 1의 는 각각 81.56±4.29°, 79.74±3.77°,

88.62±0.89°, Fy 2 값은 각각 65.78±2.75°, 56.06±3.96°,

58.84±6.54°, Fy 3 값은 65.75±3.79°, 65.26±3.85°, 58.84±6.54°

으로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3. 지면반력 성분과 세타 간 상관관계 분석

지면조건 별 평지, 계단 오르기, 계단 내리기 시 생성된 지

면반력 성분과 산출된 세타 성분 간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피

어슨의 적률상관계수로 유사성을 비교하였다(Table 3).

특히 여러 변인 간 상관성이 높게 발견되었으나,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Table 3> 및 <Figure 3>과 같이 동일한 성분 

별 비교를 실시하였으며, 외 상관변인들은 기술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Fx 1과 Fx 1  간 r=.992(R2=.992, p<.001)로 높

은 상관 및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Fy 1과 Fy 1  간 

r=.895(R2=.80, p<.001), Fy 1과 Fy 1  간 r=.980(R2=.951,

p<.001)로 매우 높은 정적상관관계 및 설명력을 나타냈다. Fz

1과 Fz 1 간 r=.766(R2=.586, p<.001), Fz 2와 Fz 2 간 

r=.603(R2=.360, p<.001), Fz 3과 Fz 3  간 r=.720(R2=.519,

p<.001)로 밀접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Ⅳ. 논  의

지면반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행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많

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연구자, 그리고 연구목

적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알고리즘으로 인해 결과 값에 차

이를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지면반력 데이터를 좀 더 쉽게 해석하고 

분석하기 위해 보행 시 생성되는 지면반발력과 시간함수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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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지면반력 성분의 세타 값을 산출하였다.

Fx 값은 개인특성에 따라 패턴과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Cavanagh & Lafortune, 1980; Hyun et al., 2013) 연구결과에

서 제외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x 평균 힘 값과 시

간 시점을 50%로 적용하여 지면반발력을 산출한 결과, 평지

보행과 계단 오르기는 서로 유사한 수치 및 방향(-)이 나타나

는 반면, 계단 내리기는 다른 생성방향 및 상대적으로 큰 반

발력을 보이고 있는데, Fx 1  값 역시 8.68°로 많은 차이가 

발생되었다. 이는 신체중심위치와 발의 위치 사이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특징(Whittle, 2007)으로 빈번하게 발생되는 평

지보행, 규격화된 계단 오르기는 착지 지점 확인이 가능하지

만 계단 내리기는 신체중심이 중력가속도의 영향을 받으며

(Yoon, 2008) 하향방향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발-착지 지점 간 

조절기능(Hyun, 2015)에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충격력과 부하율이 증가할수록 Fx에도 영향을 미친다

는 보고(Hyun & Ryew, 2015)와 계단 보행 중 낙상은 계단을 

오르는 동작, 그리고 평지보행보다 내려가는 동작에서 흔히 

발생된다는 연구결과(Cohen, Templer, & Archea, 1985)와 밀

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본 연구에서 지면 착지 시 

평지보행, 계단 오르기와는 다르게 계단 내리기는 발바닥 외

측에서 내측방향으로 전단력이 발생되는 특징과 함께 오른발 

착지 전 반대측 왼쪽 다리의 힙, 무릎관절의 굴곡 증가, 그리

고 발목관절의 배측굴곡이 발생되어(Powers, Boyd, Touburn,

& Perry, 1997; Ryew & Hyun, 2013) 신체중심은 하향방향으

로 속도가 더 증가된 상태로 해석된다. 이러한 특징은 본 연

구에서 분석된 Fx 1 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에 나타나 있듯이 Fy 1은 제동력(Coper, Prebeau

-Menezes, Butcher, & Bertram, 2008; Heiden, Sanderson,

Inglis, & Siegmund, 2006; Lockart, Spaulding, & Park, 2007)

으로 착지 시 발은 지면반력기와 평행하게 전방이동을 하며 

반발력인 음(-)값이 생성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세타 값과 

비교해 볼 때, 평지보행은 -62.53°, 계단 오르기는 -31.86°로 

평균 -22.86° 더 감소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계단 오르기가 평지보행과 비교하여 전·상 방향으로 신체중심

이 이동되고 몸을 멈추려는 노력이 불필요하기 때문에(Yoon,

2008) 속도에 의한 차이로 해석된다. 하지만, 계단 내리기는 

착지 시 발목관절의 과도한 저측굴곡 및 신체의 전방 회전력

이 증가되어 양(+) 값이 나타난다는 Hyun 등(2014)의 연구결

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세타 값 역시 평지, 계단 오르기의 

음(-) 값과는 다르게 75.25°로 분석되었다.

Fy 2는 추진력으로 계단 오르기가 평지보행, 계단 내리기 

보다 더 작은 값을 나타냈고, Fy 2 값 역시 10.72°로 평지보

행의 20.57°, 계단 내리기의 19.90°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계단 내리기는 본 연구에서 마지막 1단 착지로 신체중심을 전

방으로 추진시키기 위해 더 큰 값이 생성된 것으로 생각되며,

계단 오르기는 평지보행에서 나타나는 크기의 추진력이 필요 

없다는 연구결과(Yoon, 2008)와 유사한 결과이다.

Fz 1은 충격력으로 계단 내리기 시 2.72 BW(N)로 가장 크

게 나타났고, Fz 1  값은 평지, 계단 오르기 값보다 90°에 

가까운 88.62°를 보였다. 반면, Fz 2는 중간지지기로 평지보행

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값은 65.78°, 능동력인 Fz 3(Hatze,
1997; Hyun & Ryew, 2015)은 계단 오르기에서 가장 크게 나

타나 Fz 3 값 역시 65.26°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 

특징들은 수직지면반발력의 생성 크기와 세타 값 간 크기 증

가에 따라 90°에 인접한 특징들을 보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하율은 계단 내리기가 52.12 BW(N)·sec-1-1-1로 평지보행, 계단 

오르기보다 가장 크게 나타나, Fz 1 값과 Fz 1 값 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지면반력 성분이 증가할수록 세타 값들은 90°에 

가까운 특징을 보인 바, 평지보행, 계단 오르기, 계단 내리기 

시 지면반력 값과 세타 값을 이용하여 적률상관계수로 상관성

을 분석한 결과,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r=.603 이

상 97% 설명력에 가까운 정상관을 나타내고 있어, 지면반발

력의 크기와 세타 값간 지면조건 별 생성크기가 유사하게 변

경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종합해 볼 때, 지면조건 별 생성된 지면반력 세타 값으로 

지면반발력 특징들을 좀 더 쉽게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지면반발력 3성분 별 충격 

크기의 증가 및 시간함수 감소에 따라 세타 값들은 90°에 가

까운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동적안정성의 해석은 짧은 시간

에 충격유형과 진동면적이 증가될수록 안정성이 저하된다는 

관점에서 분석된 지면반력 세타 값을 이용하여 충격부하율, 그

리고 동정안정성 역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보행 시 지면조건에 따른 지면반력 성분의 세타

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선호속도를 이용한 보행 시 생

성되는 지면반력의 힘 크기와 일정한 시간함수를 이용하여 세

타 값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Fx 1, Fy 1, Fy 2는 계단 내리기가 평지, 계단 오르기보

다 가장 크게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세타 값은 

각각 8.68°, 75.25°, 19.90°로 분석되었다.

2. Fz 1은 계단 내리기가 평지, 계단 오르기보다 더 큰 값을

보여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세타 값은 88.6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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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되었다. Fz 2는 평지보행이 계단 오르기 및 내리기 

보다 더 크게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세타 값은 

65.78°로 분석되었다. Fz 3은 계단 오르기가 평지보행,

계단 내리기 보다 더 크게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

고, 세타 값은 65.26°로 분석되었다.

3. 충격 부하율은 계단 내리기가 평지보행, 계단 오르기보

다 더 크게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지면조건에 따른 지면반력 힘 성분과 세타 값 간 r=.603

이상 매우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추후 본 연구에서 분석된 세타 값 방법을 이용하여 지면조

건, 개인의 보행특성, 그리고 매개변수 등을 고려한 후속 연구

가 이루어지길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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