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Ⅰ

보행은 신체에서 신경계와 근골격계 등이 통합되어 

신체를 단계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이며 한 하지가 입, 

각기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동시에 다른 하

지가 신체를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반복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동작이다 보행 시 상지의 움직(perry, 1992). 

임은 하지의 유각기 시 나타나는 골반부 횡단면에서

의 회전이 상체에 전달되어 동측으로 상체의 회전이 

유발될 때 상지가 반대방향으로 회전이 일어나 보상

작용을 하게 되어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Umberger, 

이러한 팔 흔들기는 몸의 각 부분을 2008; Lee, 2010). 

균형 있게 조절하고 신체중심의 가쪽 기울임을 감소

시키는 것에 의해 보행하는 동안에 인체의 안정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보행 시 (Eke-Okoro, 1997). 

상지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단순한 수동적 진자 운

동이 아니라 정상적인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전의 연구에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평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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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to effect of arm swing on uphill road gait in healthy adults. 

Design: Cross-sectional study. Methods: This study was Participated in 15 healthy subjects. The subjects 

were allowed to walk uphill, about 10m from the line drawn on the floor. The subject stood at the starting 

line and started by pressing the start button with the signal "start", and I pressed Stop at the last incoming 

point. Walking with and without arm swing was measured twice in random draws. Results: Walking path 

with arm swing showed good results in walking path duration, cadence, speed, stride length, and Gait cycle 

duration rather than uphill walk without arm swing. Conclusion: As a results of this study, The arm swing 

is important in getting up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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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흔들기를 적용한 보행이 에너지 소비율 보행속도, , 

한걸음거리 분당 발 걸음수 골반 돌림 및 몸통 돌림, , 

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 등(Umberger , 2008; 

등 등 등Eke-Okoro , 1997; Carpinella , 2008; Ford , 

하지만 현재까지 팔 흔들기에 대한 보행 연구2007). 

는 주로 평지에서 이루어 졌으며 등(M Kuster , 1995), 

계단이나 경사로와 같은 보행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보

행 유형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들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인들에게도 빈번히 일

어나는 낙상은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경사로 보행이, 

나 계단 오르내리기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동작에서도 

흔히 발생한다 정낙수 등( , 2001; Nevitt, 1997).  

따라서 본 연구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경사도, 

에서 팔 흔들기의 유무에 따른 운동역학적인 보행변

수들을 측정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Ⅱ

연구대상자1. 

본 연구는 도시에 위치한 대학을 다니는 대 P S 20~30

건강한 성인 남자 명 여자 명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4 , 11 )

다 연구대상자의 선정조건은 상지나 하지에 정형외. 

과적 문제가 없는 자 신경학적 손상이 없고 정신질, , 

환이 없는자 상지나 하지에 집중적인 훈련을 하고 있, 

지 않은 자 연구기간 중 균형조절과 관련된 약물을 , 

복용하지 않은 자로 하였다 본 연구에 동의한 대상자. 

로써 본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한 후 동

의서를 작성하고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경사로에 , S

를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대상자 신체G-walker . 

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 1>.

평가도구 및 측정방법2. 

무선 관성 감지 장치 1) 

본 연구에 사용된 보행의 시간적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무선 관성 장치(BTS G-WALK, BTS 

를 사용하였다 본 Bioengingeering S.p.A., Milano, Italy) . 

연구에 사용된 무선 관성 감지 장치는 가속도계 와 자

이로스코프를 내장하여 축 축 축의 체중 심 가속, x , y , z

도 변화의 특성을 이용하여 보행의 시공간 적 변수인 

분당 보폭 수를 나타내는 발자국 수 평 균 보행 속도, , 

보행 주기 기간 보행 중 발이 지면 에 닿아 있는 입각, 

기와 지면에서 떠 있는 유각기 기간 단일 지지 기간 , 

등을 측정 분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측정방법  2) 

연구대상자는 를 번째 요추에 고정한 후 착G-walk 5

용한다 대상자는 경사도가 도인 오르막길 바닥에 . 20

그려진 라인에서 인 오르막길을 보행하도록 하였10m

다 대상자는 출발 이라는 신호와 함께 시작 버튼을 . “ ” 

눌러 시작하였으며 마지막에 들어오는 지점에 정지, 

를 눌렀다 총 가지로 측정하였다 순서는 팔 흔들기 . 3 . 

유무 방법 학습을 방지하기 위해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선정하였다 측정방법 간 분의 휴식시간을 주며 . 3

회 측정하였다 그림2 ( 1, 2).

그림 팔흔들기자세1. 그림 팔고정자세2. 

자료 처리3.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윈도우용 SPSS version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19.0 

성은 기술적 통계를 사용하였고 각 조건에 따라 반복, 

측정 분산분석 를 사용하였(repeated measure, ANOVA)

다 사후검증은 의 최소유의차 검증. Fisher (Least sig-

를 이용하였다 통계학적 유의nificant difference, L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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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은 로 하였다0.05 .

결과. Ⅲ

가지 보행의 비교1. 3

팔 흔들기 보행은 보행속도 분당 발걸음수에서  , 

편안한 보행과 팔고정 보행 보다 유의한 증가를 보였

고 한다리지지기간에서 편안한 보행과 팔고(p<0.05), 

정 보행보다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또한 팔흔(p<0.05). 

들기 보행은 양하지 지지기간에서 팔 고정 보행에 비

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표< 2>.

고 찰. Ⅳ

본 연구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보행변수들을 

측정하여 일상생활에서 평지보행 뿐만 아니라 경사로

에서도 팔 흔들기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팔 흔들기를 적용한 경사로 보행이 

팔고정군에 비해 보행속도 분속수간에 유의한 증가, 

를 보였고 양하지 지지기에서는 대조군과 유(p<0.05),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팔고정군과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단하지 지지기간에는 유의한 감(p<0.05). 

소를 보였다(p<0.05).

김진섭 등 은 뇌졸중 환자에게 팔 흔들기를 적(2012)

용한 그룹은 팔을 고정한 그룹보다 환측과 건측의 보

폭 활보장 한발지지기 시간이 증가되었고 양하지 지, , , 

지기는 감소되면서 보행속도는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팔 흔들기군에서 보행속도가 증가한 것

과 일치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발지지기 시간. 

이 감소하게 되고 양하지 지지기는 증가하게 된다, . 

배하석 등 은 경사도 올라가기에서 경사도 변(2003)

화 시 단하지 지지기와 양하지 지지기에서는 의미 있

는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평지보행보다 안정. 

성이 요구되는 경사로라는 점과 양하지 지지기 시간, 

이 미미하게 증가하여 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

을 것이라 사료된다. 

등 은 한 팔 또는 두 팔의 움직임 Eke Okoro (1997)

을 억제하는 연구에서 보폭 보폭 수 보행 속도가 정, , 

상 팔 흔들기에 비해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Ford 

등 의 연구에서도 팔 흔들기를 억제한 집단과 정(2007)

상 보행 집단을 비교한 연구에서 골반 돌림 및 몸통 , 

돌림이 감소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건강한 성인. 

을 대상으로 휴대 전화 사용으로 한쪽의 제한된 팔 흔

들기 보행 조건이 정상적인 팔 흔들기 보행보다 몸통 

및 골반의 회전을 감소시키고 비대칭적인 보행 패턴, 

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추재현 등 본 연구. (2017). 

에서도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이 결, 

과는 팔의 가동범위가 증가하면서 추진력이 생기게 

되고 팔 흔들기를 통해 체간의 회전으로 상지와 하지, 

의 협조성이 증가되므로 보폭 및 보행속도가 증가 되

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팔 흔들기에 따라 사지의 높은 . 

대칭성은 보행의 안정성이 증진시키고 추진력이 높, 

인다고 사료된다. 

등 은 자연스럽고 의식적인 팔 흔들기Bruijn (2010)

를 통해 지면반발력에 서 전방 후방 내측 외측의 범- , -

위가 넓어지면서 안정성이 증가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는 정상 보행보다 적절한 팔 흔들Umberger(2008)

기가 없는 보행 시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된

다고 한다 등 본 연구에서도 팔 흔(Eke Okoro , 1997).  

들기 군에 보행속도가 증가한 것은 지면반발력이 생

성되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전방으로의 신체 중, 

심 이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경사로 보행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팔 흔들기 범위 경사로에서, 

의 보행속도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하였고 보행변, 

수만으로 여러 가지 대상작용들에 대한 설명을 하기

는 부족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팔 . 

흔들기 범위 경사로에서의 보행속도를 제한하고 다, 

양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팔 흔들기 조건이 보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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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Ⅴ

본 연구는 오르막길에서의 팔 흔들기에 따른 보행

분석을 통해 변화를 관찰하였다 정상 성인 명을 대. 15

상으로 를 통해서 오르막길에서 팔 흔들기 보G-walk

행은 보행속도 분당 발걸음수에서 편안한 보행과 팔, 

고정보행 보다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한다리지지시, 

간에서 편안한 보행과 팔고정 보행보다 유의한 감소

를 보였다 양하지 지지시간에서 편안한 보행과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팔 고정 보행에 비해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팔흔들기는 오르막길 보행의 . 

안정성과 보행속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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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운동군(n 15)＝

나이(year) 23.33±2.97a

성별(sex) 남 여(4)/ (11)

체중(kg) 56.3±11.09

신장(cm) 163.2±7.00

a평균 표준편차±

표 정상보행과 팔 흔들기 유무에 따른 평균 값2. 

편안한 보행 팔 흔들기 보행 팔 고정 보행

speed(m/s) 1.329±0.046*a 1.616±0.085*✝ 1.336±0.065✝

cadance(steps/min) 106.833±3.470* 123.760±4.808*✝ 105.420±5.269✝

stride length(m) 1.501±0.042 1.579±0.049 1.519±0.029

one leg support duration(%) 36.533±0.598* 35.130±0.877*✝ 37.360±0.668✝

double leg support duration(%) 13.637±0.610 14.970±0.900✝ 12.147±0.570✝

a평균 표준편차±
* 과 의 유의한 차이가 있다arm siwng base .
✝ 과 의 유의한 차이가 있다arm swing non arm sw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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