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사람들의 보행하는 모습을 보고 느린 걸음이거나 무거운 발

걸음일 때 성격이 느긋하다고 느끼며, 빠른 걸음이거나 상대

적으로 가벼운 걸음걸이일 때는 성격이 급하다고 느끼는 경우

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느낌은 단순한 유추일 뿐, 정확한 근

거나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단편적인 걸음걸이의 겉모습

만을 보고 판단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보행에 대하

여 성격과 연관 지어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행에 대한 전문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보행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으로 모든 행위의 필수적

인 요소이다. 보행이란 한 지점으로부터 다른 지점으로 움직이

는 전위 운동의 한 형태이며, 인간의 움직임 중에서도 가장 평

범한 것으로 거의 무의식적으로 학습되어지는 과제이다(Winter, 

Norman, & Wells, 1983). 또한 여러 골격근과 관절의 협응을 

이루는 복잡한 동작이며, 일정한 방향으로 필요한 속도를 유

지하며 신체를 단계적으로 움직이는 고도의 협응된 동작이다

(Whittle, 1990). 이러한 보행은 신체 이동에 대한 단순한 과정이

기도 하지만 개인의 성격과 태도 등을 반영한다(Michael, 1990). 

이렇기 때문에 인간의 보행 형태는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그 사회의 특수한 생활 습관이나 유전적

인 요소에서 기인한 골격근의 차이, 그리고 개개인의 성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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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gait patterns of elementary school male 
students in higher grade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 styles. 
 
Method: 4 extroverted character male subjects (height: 141.35±7.75 cm, weight: 43.65±5.80 kg) 
and 4 introverted character male subjects (height: 145.38±8.94 cm, weight: 42.15±10.71 kg) 
participated in this study. 
 
Results: As for walk styles of elementary school male students in higher grade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 patterns, there was not significant differences in gait cycle, stride width, stride length and 
walking speed. According to examination of average ratio of maximum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 according to their characters divided by weight, elementary school male students in higher 
grades with extroverted character showed 114.69% of weight and students with introverted 
character showed 122.82% of weight, which exhibited that students with introverted character 
had larger ratio as much as 8.13% than students with extroverted character.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was 0.000 showing significant difference. 
 
Conclusion: Our results indicated that male students in higher grades with introverted character 
press ground hard and walk with strong steps. On the other hand, male students with extroverted 
character walk with light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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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한 심리적 특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보행 행태

가 달라진다(Chung, 2001). 

보행과 관련하여 운동역학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들은 크게 영상분석과 관련한 동작분석(Nam, 2011; 

Cha & Cho, 2005; Kwon, 2001; No, 2001)과 근육의 움직임과 

관련한 연구(Moon, 2004), 그리고 지면 반력과 관련한 연구

(Choe, 2008)들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보행은 앞서 말했듯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

며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동작인 보행에 개인의 

성격이 반영된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격

이란 각 개인이 지닌 특유한 성질이나 품성, 다른 사람이 생각

하는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격은 행

동이나 사고 그 자체가 아니라 행동이나 사고들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경향성을 의미한다. 또한 성격은 상황의 변화나 시

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과 사고에서 비교적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것이다. 성격이 개인마다 어느 정도 다른 독특

성을 지닌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개별적인 특

징을 가진 성격이 인간의 기본적인 행동인 보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보행과 관련된 연구로는 초등학교 비만아동의 보행

형태 및 지면반력 분석(Choe, 2008), 보행 속도 변화에 따른 하

지의 운동역학적 분석과 근활동의 근전도 분석(Moon, 2004)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격에 

따른 보행형태를 분석하는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의 성격에 따

른 보행 형태를 분석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초등학교 고학

년 남학생들의 성격 검사를 실시한 후 실험대상자들의 성격과 

보행 형태의 보행주기, 활보장, 보간, 보행 속도, 수직 지면 반

력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보행 형태를 관찰하여 학

생들의 성격을 분석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ETHODS 

1. 연구대상자 

연구를 위해 K도에 위치한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을 대상

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에게 MMTIC 외향성-내향성 성격 유

형 검사를 미리 실시하여 외향적인 성격(키: 141.35±7.75 cm, 

몸무게: 43.65±5.80 kg)과 내향적인 성격(키: 145.38±8.94 cm, 

몸무게: 42.15±10.71 kg)으로 판정된 연구대상자 각각 4명씩을 

선정하였다. 사전에 연구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였으며,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었다. 

2. 실험도구 

3차원 영상분석을 위해 카메라를 직사각형4면에 1면당 2대

씩 총 8대가 설치된 실험실에서 실시하였다. 동작이 수행되는 

공간을 충분히 포함할 수 있도록 적외선 카메라가 설치되었으

며, 마커를 부착한 L자형 프레임을 이용해 갤리브레이션을 하

여 기준좌표 설정과 오차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실험

을 실시하였다. 카메라의 샘플링 비율은 120 Hz로 하였다. 지

면반력 측정을 위해서 2대의 지면반력기를 사용하였고, 역시 

120 Hz로 샘플링하여 자료를 얻었다. 실험에 앞서 연구대상자

들을 지면반력기 2대 위를 의식하지 않고 평소에 걷는 모습과 

속도로 편안하게 걷는 연습을 반복시켜 자연스러운 보행 동

작을 촬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마커 셋팅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요 관절과 분절에 20개의 반사 마커를 부착하였다. 

촬영된 영상 중 자연스러운 동작이라고 판단된 동작을 각각 

15회씩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1 스텝(step)이라고 할 수 있는 각각의 발이 

지면반력기에 접촉해서 완전히 이지되는 동작까지를 분석하였

다.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3차원 영상분석 지면반력기를 이

용한 지면반력을 분석하였다. 변인들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보폭과 보간의 분석 

스트라이드 길이(보폭)는 기준이 되는 발이 바닥에 닿는 순

간과 같은 발의 뒤꿈치가 다시 바닥에 닿는 순간의 좌표를 이

용해 직선거리를 계산하였다. 보간은 양 발 사이의 옆 길이로 

두 발의 뒤꿈치 좌표를 이용해 계산하였으며, 이들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스트라이드 길이와 보간은 위치벡터 X���  ( X� ,  X� ,  X� )와 Y��� 

(Y�, Y�, Y�)라 할 때, 

 

d=	(X� − X�) + (Y� −  Y�) + (Z� −  Z�) 

2) 보행속도 분석 

보행거리를 단위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스트라이드 길이를 보

행소요시간으로 나누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X� =
X��� − X���

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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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적 분석 

분석한 변인들과 성격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SPSS for 

Window (ver.22)를 이용하였다.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으

며, 모든 통계치의 유의수준은 p<.05로 하였다. 

RESULTS 

1. 성격 유형에 따른 보행소요시간 

성격 유형에 따른 보행소요시간은 성격 유형에 상관없이 모

두 약 1초 정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참조). 

 

2. 성격 유형에 따른 스트라이드(보폭) 길이 

성격 유형에 따른 스트라이드 길이는 외향적인 학생은 신장

의 약 76%, 내향적 학생은 약 77%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분

석결과, 통계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조). 

3. 성격 유형에 따른 보간 

성격 유형에 따른 외향적인 성격과 내향적인 학생의 보간은 

각각 약 0.090 m, 약 0.096 m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보간과 성

격 유형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참조). 

 

4. 성격 유형에 따른 평균 보행 속도 

성격 유형에 따른 외향적인 학생과 내향적인 학생의 평균 보

행 속도는 각각 약 1.03 m/s, 1.10 m/s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 통계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참조). 

 

5. 성격 유형에 따른 최대 수직 지면 반력 

성격 유형에 따른 최대 수직 지면 반력은 외향적인 학생과 

내향적인 학생이 각각 자신의 몸무게의 약 1.14배, 1.22배로 나

타났다. 이에 대한 SPSS 프로그램 분석결과 통계적으로도 유

Table 1. Comparison of gait cycle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 
 (unit: sec) 

Personality 
type 

Gait cycle 
time df t p 

Extroverted 
(n=4) 

1.00±0.06 

88 -0.327 .745 
Introverted 

(n=4) 1.00±0.07 

 

Table 3. Comparison of stride width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 (unit: m) 

Personality 
type 

Stride 
width 

df t p 

Extroverted 
(n=4) 0.090±0.03 

88 -0.943 .348 
Introverted 

(n=4) 0.096±0.03 

 

Table 5. Comparison of maximum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 pursuant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 (unit: %) 

Personality 
type MVGRF df t p 

Extroverted 
(n=4) 

114.69±11.66 

182 -5.562 .000 
Introverted 

(n=4) 122.82±7.77 

 

Table 2. Comparison of stride length according to personality 
 (unit: %) 

Personality 
type 

Stride 
length 

df t p 

Extroverted 
(n=4) 

75.86±3.26 

62 -1.287 .203 
Introverted 

(n=4) 77.41±4.76 

 

Table 4. Comparison of walking speed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 (unit: m/s) 

Personality 
type 

Walking 
speed 

df t p 

Extroverted 
(n=4) 1.03±0.23 

91 -1.554 .124 
Introverted 

(n=4) 1.1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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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향적인 학생이 외향적

인 학생보다 약 8% 정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참조). 

DISCUSSION 

외향적인 성격과 내성적인 성격의 남자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보행 특성과 성격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행소요시

간, 스트라이드 길이(보폭), 보간, 보행 속도, 그리고 최대 수직 

지면 반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나타난 결과에 대한 해석

과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의미를 알아보았다. 

보행소요시간은 성격 유형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여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Song & Lee, 2017)

의 결과와도 동일하였다. Cha & Cho (2005)의 연구에서 초등학

생의 보행은 지지기에서 스윙기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불안전

한 상태를 보인다고 했는데, 이는 체중과 근력이 중요한 영향

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성별이나 성격 유형과 

함께 체중이나 근력을 고려한 연구가 병행되면 더욱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스트라이드 길이 역시, 성격 유형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

데, 이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Song & Lee, 2017)는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여학생의 경우 내향적인 학생이 외향

적인 성격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스트라이드 길이를 길게 

하지만, 남학생은 그러한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하여 Choe (2008)는 비만 아동이 정상 아동에 비해서 스트라이

드를 길고 느리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비만과

의 관계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보간과 보행 속도 역시 성격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Song 

& Lee, 2017)와도 같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성별이나 성격

이 보간이나 보행 속도와는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실험실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실험이 진행되었기 때문

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개방되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동작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와는 다른 결과가 나

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대 수직 지면 반력은 성격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내향적인 성격의 학생들이 외향적인 학생들

에 비해서 더 강하게 밟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내향적인 성

격의 학생들이 보행 시 좀 더 느긋하고 묵직한 발걸음으로 걷

고, 외향적인 성격의 학생들은 빠르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을 

것이라는 막연한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실험자들

의 신체적 특징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비만도와 보행의 관계를 분석한 Jeon 

(2014)의 연구에서는 비만인 학생이 정상인 학생보다 평형성이 

부족하고 보간의 폭이 넓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수직 지면 반

력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후속연구를 

통해 신체적 특성, 특히 비만도를 표준화하여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CONCLUSION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의 성격 유형과 보

행 패턴과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외향적인 

성격과 내향적인 성격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행소요시간, 

스트라이드 길이(보폭), 보간, 보행 속도, 그리고 최대 지면 반

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보행소요시간이나, 스트라이드 길

이, 보간 및 보행 속도는 성격 유형에 따라서 다른 패턴을 보

인다고 할 수 없으나, 내향적인 학생이 외향적인 학생들에 비

해서 지면을 보다 강하게 밟는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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