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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이 건강한 성인의 보행패턴에 미치는 향

문종훈
*
ㆍ김성

**
ㆍ나창호

***
ㆍ홍덕기

****
ㆍ허성진

*****

Influence of Smart Phone Use on Gait Pattern in Healthy Adults 

Jong-Hoon Moon*ㆍSung-Hyun Kim**ㆍChang-Ho Na***ㆍDeok-Gi Hong****ㆍSung-Jin Heo*****

요 약

본 연구는 스마트폰 사용이 건강한 성인의 보행패턴에 미치는 향을 알고자 하 다. 건강한 성인 20명이 

본 연구에 동원되었다. 모든 상자는 보통보행과 스마트폰 보행을 각각 2회씩 수행하 다. 보통보행은 상

자가 선택한 속도로 걸었으며, 스마트폰 보행은 동 상 시청을 하면서 걸었다. 보행 동안 GAITRite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행패턴과 련된 시, 공간  변수를 확인하 다. 통계분석은 두 보행에 한 시, 공간  변수를 비

교하기 하여 응 표본 t 검정을 이용하 다. 시간  변수비교에서 스마트폰 보행은 보통보행보다 보행속도, 

분속수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며(p<.05), 한쪽 다리 지지 시간, 양쪽 다리 지지 시간에서는 유의하게 길었다

(p<.05). 공간  변수 비교에서 스마트폰 보행은 보통보행보다 한 발짝 길이, 한걸음 길이에서 유의하게 짧았

으며(p<.05), 보행 시 보간에서는 유의하게 길었다(p<.05). 본 연구의 결과는 보행 동안 스마트폰 사용이 올바

른 보행패턴에 부정 인 향을  수 있음을 증명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smart phone use on gait in healthy adults. Twenty healthy adults were recruited in this study. All 

subjects performed twice for each normal gait and smart phone gait. The normal gait walked at their chosen speed, and the smart phone gait 

walked while watching the video. GAITRite system was used to identify the temporal and spatial variables related to the gait pattern during 

walking. Statistical analysis was analyzed by paired t-test. In comparison of temporal variables, smart phone gait was significantly lower in gait 

speed and cadence than in normal gait(p<.05), and was significantly longer in single support time and double support time(p<.05). In comparison 

of spatial variables, smart phone gait was significantly shorter in step length and stride length than in normal gait(p<.05) and significantly longer in 

step width(p<.05).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smartphone use can negatively affect the correct gait patterns during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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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 으로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

하고 있다[1]. 스마트폰은 통화기능뿐만 아니라 애

리 이션(application), 인터넷, 메시지, MP3, 카메라, 

동 상 시청과 같은 다양한 기능이 있다. 스마트폰 최

다 사용국인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걷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2-5]. 교통안 공단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68.3%는 걷는  스마트

폰을 1분 이상 지속 으로 사용한다고 하 다[6]. 

보행(gait)은 선 자세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신체

를 앞으로 이동함과 동시에 하지가 반복 으로 되풀

이되는 진행과정을 말한다[7]. 보행주기는 입각기

(stance phase)와 유각기(swing phase)로 구분한다. 

입각기는 발이 땅에 닿아있는 기간을 의미하고 유각

기는 신체가 앞으로 나아가기 해 발이 공 에 떠 

있는 시간이다. 일반 으로 보행의 속도는 1.36m/s이

고, 한 보행주기 동안 입각기와 유각기의 비율은 62%

와 38%이며, 각 양하지 지지기(Double Limb 

Support: DLS)의 간격은 보행주기의 12%이다[7-8]. 

보행의 단계를 크게는 입각기와 유각기로 2단계로 

구분하며, 세부 으로는 8단계로 구분한다. 세부 인 

8단계를 살펴보면, 첫번째, 기 지기(initial 

contact)는 발이 지면에 처음 닿는 순간 체  부하가 

이동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며, 체 보행주기에서 0∼

2%를 포함한다. 두번째, 부하 반응기(loding 

response)는 첫번째로 양하지가 지면(양하지 지지기)

에 닿게 되는 단계이며, 체 보행주기에서 2%∼12%

를 포함한다. 세번째, 간 입각기(mid stance)는 첫 

단하지지지기의 반인 시 으로 반 편 발을 들 때 

시작하여 체 이 실리는 기간이다. 이 단계는 체 보

행주기에서 12%∼31%를 포함한다. 네번째, 말기 입

각기(terminal stance)는  단하지 지지기가 끝나는 단

계이며, 반 편 발이 지면에 닿을 때 까지 기간이다. 

이 단계는 체 보행주기에서 31%∼50%를 포함한다

[7,8]. 

다섯번째,  유각기(pre-swing)는 두번째 양하지 

지지기이며, 반 쪽 하지의 기 지기(initial 

contact)로 시작해서 동측 발가락 들기(toe off)로 끝

난다. 이 단계는 체 보행주기에서 50%∼62%를 포

함한다. 여섯번째, 기 유각기(initial swing)는 지면

에서 발을 올리면서 시작하고 반 편 발이 입각기가 

되었을 때 끝난다. 이 단계는 체 보행주기에서 62%

∼75%를 포함한다. 일곱번째, 간 유각기(mid 

swing)는 다리가 스윙하시 시작하여 정강 (tibia)가 

지면과 수직일 때까지이다. 이 단계는 체 보행주기

에서 75%∼87%를 포함한다. 여덟번째, 말기 유각기

(terminal swing)는  정강 가 수직일 때부터 발이 지

면에 닿을 때까지이다. 이 단계는 체 보행주기에서 

87%∼100%를 포함한다[7-8]. 

에서 서술한 보행 주기는 세부 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보행분석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도구  하나

가 바로 GAITRite 시스템이다[7-9]. 이 도구는 보행

패턴의 분석을 해서 가장 권고되는 측정도구라고 

보고되었는데, GAITRite 시스템은 지 까지 소개한 

보행분석 로그램  가장 높은 신뢰도(gold 

standard)를 나타내고 있으며, 보행과 련된 시간

(temporal), 공간 (spatial) 변수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 이 있다[9]. 

최근들어 스마트폰 사용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사회 으로 이슈 되고 있는 문제이다. 이에 스마트폰 

사용이 보행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에 한 연구가 

몇몇 보고되었다. Neider 등[10]은 보행 동안 스마트

폰 사용이 주의력  상황 인지능력을 감소시켜 보행

자 교통사고 발생률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 다. 보행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게임, 인터넷 서핑, 메시지, 

상 시청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정보를 

뇌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다. 보행만 하는 것은 주

의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지만 스마트폰 사용을 하면

서 걷게 되면, 주의력 감소로 인한 보행패턴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11]. 이러한 문제는 측 불가능한 보

행자 교통사고의 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걷

는 동안 스마트폰 사용에 해서 높은 심이 필요하

다[6].

최근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보행과 련된 연구들 

보면, 20  건강한 성인 11명을 상으로 스마트폰으

로 인터넷 사용 동안과 통화동안에 동작분석 시스템

을 통해 보행을 분석한 연구[12],  다른 연구로 건

강한 성인 남성 15명을 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

여 문자 송을 하는 동안 보행과 일반  보행 사이

에 동작분석시스템을 통해 보행을 비교한 실험이 있

었다[13]. 두 연구의 결과는 모두 일반보행과 비교하



스마트폰 사용이 건강한 성인의 보행패턴에 미치는 향

 201

표 1. 일반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Subjects (n=20)

Sex (%)

- Men 14(70)

- Women 6(30)

Age (year)
a 26.40±2.70

 Height (cm)a 169.70±7.47

 Weight (kg)a 61.49±11.66

 Leg length (cm)
a

Rt. 82.80±5.76

Lt. 82.88±6.00

aMean±SD, Rt.: Right side; Lt.: Left side

여 스마트폰 사용 동안 보행이 보행기능  균형에서 

더 큰 감소를 나타내었다[12-13]. 선행 연구에서는 모

두 동작분석시스템으로 보행패턴을 분석하 는데

[12-13], 높은 신뢰도의 GAITRite 시스템을 이용한 

연구를 통하여 스마트폰 보행과 보통보행 사이에 명

백한 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스마트폰 사용이 건강한 성인

의 보행패턴에 미치는 향을 알고자 하 다. 

Ⅱ. 연구방법

2.1 연구 상

본 연구는 건강한 성인 20명(남성 14명, 여성 6명)

이 동원되었다. 상자의 선정기 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스마트폰 사용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둘째, 스마

트폰 조작 능력에 어려움 이 없는 자, 셋째, 시각이나 

청각에 한 과거 병력이 없는 자로 하 다. 배제기

은 첫째, 하지 는 척추에 골 로 인한 수술 병력이 

있는 자, 둘째, 이 에 휴 화 사용과 련된 사고 

경험이 있는 자로 하 다. 모든 상자들은 실험  

본 연구에 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자발 인 동

의를 하 다. 연구에 참여한 상자의 일반  특성은 

[표1]과 같다.

2.2 측정도구

(1) GAITRite 시스템(GAITRite system)

상자의 보행을 분석하기 하여 GAITRite 시스

템(CIR System Inc, USEA)을 사용하 다. GAITRite 

시스템은 보행 동안에 시간 , 공간 인 변수들을 확

인 할 수 있는 측정도구이다. 측정을 해 발의 압력

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는 보행 을 깔고 그 를 걷

게 되는데,  길이 180인치, 비 35.5인치, 높이 0.25인

치의 보행 을 사용하 다. 그리고 표본 추출률

(sampling rate)은 100Hz로 설정하 다. 분석 , 모든 

상자의 좌우 하지 길이를 측정하여 기록하 으며, 

맨발로 걷도록 하 다. 보행의 속도는 상자 스스로

가 평소 걷는 안정한 속도로 걷도록 하 다. 이  연

구에서 사람마다 안정한 보행속도는 각기 다르므로 

본 실험 로토콜에서 와 같이 설정하 다. 측정은 

시작지 을 보행  3m 에서 시작하 으며, 도착지

은 보행  3m 이상 지 을 지나 멈추도록 하 다

[그림1]. GAITRite 시스템으로 측정한 시간  변수는 

보행속도(gait speed), 분속수(cadence), 한쪽 다리 지

지 시간(single support time), 양쪽 다리 지지 시간

(double support time)이었으며, 공간  변수는 한 발

짝 길이(step length), 한걸음 길이(stride length), 보

행 시 보간(step width)이었다. GAITRite 시스템의 검

사-재검사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는 .90∼.97이

며, 측정자-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는 0.95∼

1.00이다[14].

그림 1. GAITRite 시스템
Fig. 1 GAITRite system

2.3 연구 차

실험 공간은 20명 모두 동일한 장소에서 시행되었

다. 20명의 상자는 보통보행과 스마트폰 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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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본 연구의 차
Fig. 2 Process of this study

표 2. 보통보행과 스마트폰 보행 동안 시간  변수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temporal variables during two conditions

Normal gait Smart phone gait

Mean±SD Mean±SD t p

Gait speed (cm/s) 125.69±14.21 104.92±14.26 9.472 <.001
**

Cadence (steps/min) 110.23±6.87 102.62±7.12 14.592 <.001**

Single support time (s) 0.41±0.04 0.44±0.05 -11.820 <.001**

Double support time (s) 0.23±0.06 0.27±0.06 -12.414 <.001**

*p<.05, **p<.0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conditions

한 연구 로토콜에 해서 충분한 설명을 숙지하

다. 그리고 나서 실험 방법에 해서 교육  연습을 

실시하 다. 연습은 12m의 거리를 편안한 속도로 시

작지 에서 도착지 까지 보행하는 것으로 하 다. 본 

연구에서 보통보행은 Perry [7]가 언 한 편안한 속도

로 걷는 자연스러운 걸음이라고 조작  정의하 다. 

한, 스마트폰 보행은 동 상을 시청하면서 걷는 보

행이라고 조작  정의하 다. 두 보행은 각각 2회씩 

측정하 으며, 그 평균값을 통계분석에 사용하 다. 

두 보행의 순서는 순서효과를 배제하기 하여 상쇄

균형화를 실시하 다. 측정 후, 기록된 값들은 보행 

분석 소 트웨어(GAITRite Plus version 4.7, CIR, 

system Inc)를 통하여 통계분석에 이용될 수 있도록 

자료처리를 하 다. 본 연구의 차는 다음과 같다[그

림2].

2.4 통계분석

수집한 모든 자료는 SPSS 22 ver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은 빈도분석을 사용

하여 표 하 다. 보통보행과 스마트폰 보행 동안 보

행과 련된 모든 변수를 비교하기 하여 응표본 

t 검정(paired t test)을 사용하 다. 

응표본 t 검정의 산출식은 아래와 같다(1).      

 









  
                              (1)

통계  유의수  알 는 .05로 설정하 다.

      

Ⅲ. 결과
 

 보행과 련된 시간  변수비교에서 스마트폰 보

행은 보통보행보다 보행 속도, 분속수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며(p<.05), 한쪽 다리 지지 시간, 양쪽 다리 지

지 시간에서는 유의하게 길었다(p<.05)[표 2]. 

공간  변수 비교에서 스마트폰 보행은 보통보행보

다 한 발짝 길이, 한걸음 길이에서 유의하게 짧았으며

(p<.05), 보행 시 보간에서는 유의하게 길었다(p<.05)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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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보통보행과 스마트폰 보행 동안 공간  변수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spatial variables during two conditions

Normal gait Smart phone gait

Mean±SD Mean±SD t p

Step length (cm) 66.08±5.41 60.94±5.51 15.676 <.001
**

Stride length (cm) 129.48±12.02 118.21±11.88 15.760 <.001**

Step width (cm) 8.30±1.45 8.53±1.35 -2.121 .047*

*p<.05, **p<.0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conditions

Ⅳ. 고찰

보행은 높은 주의력을 요구하지 않는 자동 이면서 

반복 인 과정이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을 하면서 

걷는 행동은 주의력 감소를 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감소는 교통사고 발생률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다

[6].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폰 사용이 건강한 성인의 

보행패턴에 미치는 향을 알고자 하 다. 

시간  변수를 비교한 결과, 스마트폰 보행은 보통

보행보다 보행속도, 분속수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며, 

한쪽 다리 지지 시간, 양쪽 다리 지지 시간에서는 유

의하게 길었다. 본 연구에서 보행속도와 분속수는 스

마트폰 보행이 보통보행보다 16.5%, 6.9% 더 낮았으

며, 한쪽 다리 지지시간과 양쪽 다리 지지시간은 

6.1%와 16.5% 더 길었다. 

이  연구에서는 은 성인을 상으로 트 드

(treadmill)에서 걷는 동안 집 력과 련된 평가인 스

트룹 검사(Stroop test)를 함께 측정하 다. 그 결과,  

이 과제를 수행하는 상태에서 한 발짝 길이가 짧아

졌으며, 보행속도와 분속수가 유의하게 감소하 다

[15]. 한, Lamberg와 Muratori[11]은 보행속도는 보

행 시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보행속도가 16% 

감소한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상시청 동안 

보행이 보통보행보다 16.5%의 감소를 보여 이  연구

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걷는 과

제와 스마트폰 동 상을 시청하는 과제가 이 과제로 

작용하여 인지  처리과정을 더욱 필요하도록 만들게 

되어 보행에 집 되는 능력을 감소시킨 것으로 사료

된다. 

공간  변수를 비교한 결과, 스마트폰 보행은 보통

보행보다 한 발짝 길이, 한걸음 길이에서 유의하게 짧

았으며, 보행 시 보간에서는 유의하게 길었다. 변화량

을 백분 로 비교해 보면, 스마트폰 보행이 보통보행

보다 한 발짝 길이와 한걸음 길이에서 7.8%와 8.7%가 

더 짧았으며, 보행 시 보간은 2.8% 더 길었다. 한 발

짝 길이와 한걸음 길이가 유의하게 짧아진 것은 시간

 변수에서 확인한 결과와 비슷한데, 분속수, 보행속

도, 한 발짝 길이, 한걸음 길이는 서로 높은 연 이 

있으므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보행 시 보간에서 스마트폰 보행이 보통보행보다 

유의하게 더 길었는데, 보행 시 보간은 보행 동안 균

형을 확인하는 변수이다. 보행 시 보간이 길어졌다는 

것은 보행 동안 지지면(base of support)이 더 넓어졌

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스마트폰에 집 을 하는 동안

에 안정된 보행을 해 무의식 으로 보간을 벌려 균

형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보

간이 넓어진 것은 한 발짝  한걸음 길이가 짧아진 

것과 련이 있을 것이며, 이는 보행속도, 분속수가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한다. 이뿐만 아

니라 양쪽 다리 지지시간이 길어지는 것과도 련이 

있게 되었던 것으로 단한다. 

스마트폰 사용 보행은 정확한 보행패턴에 집 하기

보다 스마트폰 사용에 더 집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모든 보행과 련된 시간  공간  변수는 유의하게 

부정 인 변화를 나타냈다. 한, Lamberg와 

Muratori[11]는 연구에 참여한 상자의 61%가 화 

통화  걸을 때, 길 좌우측으로 벗어나는 경향을 보

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상자들은 한쪽으로 치

우친 보행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노인이 가진 

보행 패턴과 유사하다. 노인들은 은 성인보다 보간

이 넓고, 한 발짝 길이, 한걸음 길이가 짧다[16].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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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은 보행을 안정화시키기 해 보행 능력을 감

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와 같은 변수들을 감

소시키는 것을 택한다고 밝 졌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 나타난 결과는 과제의 난이도가 높음에 따라서 

보행에 한 집 이 상쇄되어 보행의 안정화를 해 

무의식  노력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 은 첫째,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운동학  변화를 측정하지 못했다. GAITRite 시스템

만을 사용하여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  상자의 기울어진 목의 각도, 팔의 흔들림 

정도 등을 측정하지 못하 다. 둘째, 표본 크기가 작

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결과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셋째, 본 연구가 제한

된 공간의 실험환경에서 이루어져 실제 도로에서 발

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두 상태에 따른 보행패턴 분석만 수행하 다는 이

다. 즉, 보행 동안에 집 력과 같은 인지기능의 변화

는 확인하지 못하 다. 추후의 연구에서 충분한 수의 

표본과 인지기능의 변화  운동학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스마트폰 사용이 건강한 성인의 보행패

턴에 미치는 향을 알고자 하 다. 연구 결과, 시간

 변수비교에서 스마트폰 보행은 보통보행보다 보행

속도, 분속수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며(p<.05), 한쪽 다

리 지지 시간, 양쪽 다리 지지 시간에서는 유의하게 

길었다(p<.05). 공간  변수 비교에서 스마트폰 보행

은 보통보행보다 한 발짝 길이, 한걸음 길이에서 유의

하게 짧았으며(p<.05), 보행 시 보간에서는 유의하게 

길었다(p<.05). 본 연구의 결과는 보행 동안 스마트폰 

사용이 정상  보행패턴에 부정 인 향을 끼친다는 

것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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