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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은 당연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관심을 갖게 되는 주제이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크게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운동발달을 이루며, 그중에서 운동발달은 인간의 생애 주기에 따

라서 나타나는 점진적인 운동행동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운동발달은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어왔으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야 연구의 한 분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Clark & Whitall, 1989). 그 이후에는 발달 심리학

이나 사회심리학뿐만 아니라 운동학습, 운동제어, 운동생리학, 생체역학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와 연계하여(Thomas & Thomas, 1989), 다학문적

인 접근방법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운동발달 연구의 대상들을 살펴보면 초반에는 급격한 성장과정을 겪

는 유아 및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운동발달 과정의 연구가 주된 관심사

였으나 최근에는 전 생애적인 관점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운동발달 과정

에 모두 주목하고 있다(김선진, 2013). 특히,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최근 연구 경향은 노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변화의 양상이 다양하고 특정 시기마다 변화의 특징과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아동기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중요하며, 좀 더 세분화

하여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넓은 의미로 아동기는 출생에서부터 청년기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를

말하며 운동발달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다시 유아기 및 좁은 의미의 아동기로 나눌 수 있다. 이때의

유아기는 2~6세까지를 말하며 기초적인 운동기술들의 발달이 두드러지



- 2 -

는 시기로 신체 인식과 균형유지 등과 같은 지각-운동능력이 발달한다.

이 시기는 비효율적인 동작들이 이루어지지만 영아기에 나타나는 기초

단계의 수의적인 움직임들 보다는 발달된 모습을 보이며, 더욱 복잡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좁은 의미의 아동기는 6~12세까지를 말하며 기초적인 운동기술들이

다듬어져 더욱 세련되어지고 스포츠나 레크레이션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서 적극적인 신체 활동을 많이 접하게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김선

진, 2013; Gabbard, 2012). 이 시기에서 운동기술들의 발달은 아동의 성

장과정에서 움직임이나 신체활동에 기초가 되며 향후 청소년기, 성인기

의 운동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Clark & Metcalfe, 2002; Seefeldt,

1980).

이처럼 아동들은 이동운동기술들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기를 겪으

므로 전 생애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

화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대상이다(김민주와 김선진, 2014). 또한,

이 시기는 같은 연령의 아동들이어도 유전적인 특성이 다를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적인 배경이 다르므로 개인의 발달 수준과 경험에 따라

서 수준차이가 크다. 이동운동기술의 발달 속도를 비교해보면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김선진, 2013), 아동들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령

으로 구분하는 것보다 운동발달 수준으로 구분해야 집단 간 차이가 보다

명확히 나타난다(Sveistrup & Woollacott, 1996). 따라서, 운동발달 연구

에서 아동에게 나타나는 점진적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연령으로

구분하는 것보다 운동발달 수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필요

하다(Sundermier, Woollacott, Roncesvalles & Jensen, 2001;

Roncesvalles & Jensen, 2001).

인간은 태내기의 반사움직임을 시작으로 자신의 신체를 다른 위치로

옮길 수 있는 이동운동능력을 습득한다(김선진, 2013). 이동운동 능력은

많은 유형의 운동과제가 동반되므로 변수가 많은 환경 속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Shumway-Cook & Woollacott, 2007). 이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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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이동운동능력은 이동을 시작하고 정지하는 능력, 장애물을 피하는

적응능력과 필요에 따라서는 방향을 변경하거나 속도를 조절하는 능력

또한 포함한다(Patla, 1991).

아동들은 이동운동능력을 습득해나가며 이를 바탕으로 이동운동 기술

들을 발달시킨다. 기기에서부터 걷기, 달리기, 점핑 등과 같은 기본 이동

운동 기술뿐만 아니라 점점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일상생활

및 스포츠 등에서 활용되는 호핑, 갤로핑, 슬라이딩, 리핑, 스키핑 등과

같은 다양한 응용이동운동기술로 서로 연계되어 발달한다(김선진, 2013).

이러한 이동운동기술들은 기초 균형능력의 발달 없이는 발현되지 않으며

(Bayley, 1993; Poe, 1976), 근력, 평형성, 협응력 등의 향상이 우선 되어

야 다음 단계의 이동기술을 습득하는 계열적인 발달 특징을 보인다

(Anaheim, 1990).

개인마다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환경적인 배경이 다르고 유전적인

특성이 달라서 이동기술의 발현 시기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발달의

순서에 대한 근본적인 경향성은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이동운동기술은

아동의 전반적인 운동발달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운동발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김선진, 2013; Ulrich,

2000; Henderson, Sugden & Barnett, 2007).

기본 이동운동기술 중에 하나인 보행은 전 생애에 걸쳐서 가장 중요

한 운동 발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두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경험했던 세상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에서 활동하게 되기 때문에 보행은

운동발달에서 획기적인 전환이다. 다른 복잡한 이동운동기술들에 비해서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골격근이 서로 협응을

이루어야 가능한 복잡한 동작이다. 걷기 위해서는 좁은 기저면에서도 자

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근육의 발달이 먼저 이루어져야하고, 신체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능력 또한 발달되어야 한다. 초기의 영아들의 보행

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걷기 형태보다는 균형 유지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보통 넓은 기저면과 짧은 보폭을 사용한다. 점차 이동운동능력이 발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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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처음에는 발바닥 전체로 지면에 닿으며 내딛던 보행의 형태가 시간

이 지나면서 발뒤꿈치에서 발가락 순서로 지면 접촉이 이루어지며 팔은

위로 들고 걸었던 자세에서 점차 아래로 내리며 걷는 모습을 보인다

(Thelen, Ulrich & Jensen, 1989; Adolph, Vereijken, & Shrout, 2003;

Clark et al., 1988; Clark & Phillips, 1993).

일상생활에서의 보행은 평탄하거나 안정된 지역에서 이루어지기도 하

지만 대부분 복잡한 환경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 속에서 이루어

진다(김하영, 김용현, 송용관 그리고 박진훈, 2011). 예를 들어 겨울철 얼

음판을 걸을 때는 평소에 보행패턴과 다르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적절한

반응을 해야 안전하게 보행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경사의 도로

나 혹은 포장되지 않은 도로를 걸을 때도 발이 겹질리지 않거나 넘어지

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안전한 보행을 유지할 수 있다. 이처럼 보행

은 다양한 상황에서 유동적으로 자신의 신체조건과 신체능력에 따른 적

응능력을 보여야 하는 운동과제이므로 대상에 따른 충분한 이해가 필요

하다(Vimercati, Galli, Rigoldi & Albertini, 2013).

특히 아동은 발달 특성상 호기심이 많고 탐구하려는 충동은 강하나,

신체적인 기능들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항상 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다(Sewell & Gaines,

1992). 따라서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들도 아동들에게는 쉽지 않은 운동

과제 일 수 있다. 안전사고 사례들을 살펴보면 일상생활 중 어린이가 다

치는 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높은 유형의

사고로는 약 40%를 차지하는 낙상사고이다(김신정과 이정은, 2000). 이

러한 아동의 낙상사고에서는 보행 중에 생기는 사고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보행중의 낙상은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환경적 요인인 장애물에 의

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Blake, Morgan, Bendall, Dallosso, Ebrahim,

Arie & Bassey, 1988). 장애물 보행을 안전하게 하기위해서는 기본적으

로 신체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능력은 필수적이고(Pryde, Roy & Pat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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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방향조절을 하거나 피하는 적절한 반응들을 해야 안전하게 보행

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물 보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시시각각 장애물의 크기나 방향 등을 파악하고 반응 할 수 있는 기전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물에 대해 파악하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사

지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들은 개개인

의 연령, 신체조건, 발달상태 등의 여러 가지 변수들에 따라 다르게 필요

하다. 따라서 장애물 보행은 다양한 상황에서 유동적으로 적응능력을 보

여야 하는 운동과제이므로 대상에 따른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실제 생

활에서의 실질적인 보행능력을 유추하고 다양한 환경에서의 낙상 위험도

를 예상하기 위해서 보행연구의 중요한 연구과제로 고려될 수 있다(조용

호, 정현성, 박래준, 배성수, 김경, 권용현 그리고 황윤태 2010; Means,

1996).

장애물 보행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대상에 따라 다양한 전략들을

살펴보면 대상과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보행 전략들은 다양하다. 노인들

은 젊인 성인들에 비하여 보폭과 너비가 작았지만 작은 보폭에도 불구하

고 장애물과 지지하는 발끝사이의 거리가 크고 그에 따라 장애물과 넘은

발의 발뒤꿈치 사이의 거리는 작은 패턴을 보이는 보행 전략을 사용하였

다(Chen, Ashton-Miller, Alexander & Schulz 1991). 또한 노인들은 젊

은 성인들에 비하여 장애물을 먼저 넘는 발과 장애물간의 최소 수직거리

가 현저하게 짧았다(McFadyen & Prince, 2002). 이는 노인들이 젊은 성

인에 비해 더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

다.

낙상경험에 따라서도 장애물 보행 전략이 다르게 나타났다. 낙상경험

이 있는 경우 장애물을 넘는 속도가 작고, 장애물과 넘은 발의 거리가

작았다. 그리고 낙상경험이 있는 경우 발목 관절 각도의 변화가 매우 불

안정하였으며 무릎 관절각과 엉덩 관절각이 더 컸다(정철수, 윤태진, 유

연주 그리고 최치선, 2004). 이는 낙상경험을 인한 두려움으로 보행능력

을 저하시켜 다소 소극적이거나 조심스러운 방법으로 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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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장애여부에 따라서도 다른 장애물보행 전략을 보였는데 다운증후군의

경우 일반 성인에 비해 보폭이 작은 것뿐만 아니라 보폭의 가변성이 컸

다. 그리고 장애물에 접근하는 속도는 작았고 장애물을 넘기 전에 장애

물과 넘는 발의 위치와 장애물 넘은 후의 장애물과 그 다음 넘는 발의

위치가 가까웠다(Vimercati, Galli, Rigoldi & Albertini, 2013). 이러한 결

과는 아마도 다운증후군의 경우 적절한 감각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

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불안정성이 증가함에 따른 안전화 전략으로 보인

다. 아동들의 장애물보행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어진 환경

이 복잡해질수록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나이가 어릴수록 과제

가 어려워지면 움직임 시간이 길어졌고 잘못된 보행 전략을 수정하는 움

직임들이 많아졌다(Pryde et al., 1997). 또한, 다수의 장애물을 넘는 보행

실험 결과 아동들은 첫 번째 장애물을 넘기 전에 미리 다음 장애물을 넘

는 준비를 하지 못했고 실시간으로 환경에 따라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보

였다. 그리고 일반 성인에 비해 장애물과의 발배치가 일관성이 낮게 나

타났다(Berard & Vallis, 2006). 그 외에도 관련 선행 논문을 살펴본 결

과 연령, 다양한 장애여부에 따라서도 다른 보행 전략을 보이고 다양한

경험의 여부에 따라서도 전략의 차이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전략들은 이동운동 시스템들의 지식들을 이해하고

대상에 따른 낙상방지에 중요한 위험요소들을 인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으나(정철수 등, 2004; Vimercati et al., 2013), 대부분 노인의 낙상

위험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성별의 차이, 연령의 차이,

경험의 유무, 장애의 유무 등에 관한 연구들이 많았으나 아동을 대상으

로 하는 장애물 보행 연구들의 경우 주로 성인과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

져 와서 명확한 정보보다는 성인과 대비되는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정보는 아동의 발달적 특징에 관

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아동들은 항상 사고의 가능성과 낙상의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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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므로 장애물 보행연구가 꼭 필요한 대상이다. 또한 같은 연령에서도

발달 속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시기로 운동발달 수준으로 구분하여

명확한 차이를 보는 것이 필요한 대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낙상

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아동을 대상으로 이동운동기술 수준에 따라 장애

물 보행의 전략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이 시기의 발달적 특성과 그에

따른 위험요인과의 관계성을 파악하면 아동의 낙상사고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장애물을 넘는 보행 과제를

제공하여 이동운동기술 수준에 따라 보행 전략에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이동운동능력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아동의 발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아동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효율

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아동 시설이나 기타 공공시설 설계에도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8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물 보행시 아동의 이동운동기술 수준에 따른

보행전략 차이를 규명하는데 있다.

3.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장애물 보행시 이동운동기술 수준에 따라 보행 전략에 차이가 있을 것이

다.

1) 이동운동기술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넘는 속도

(crossing speed)가 클 것이다.

2) 이동운동기술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보폭(step length)

이 클 것이다.

3) 이동운동기술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넘기 전 장애물과

먼저 넘는 발 사이의 거리(Toe distance)값이 클 것이다.

4) 이동운동기술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넘은 후 장애물과

넘는 발사이의 거리(Heel distance)값이 작을 것이다.

5) 이동운동기술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넘는 도중에 장애

물과 넘는 발사이의 최소수직거리(Foot clearance)값이 작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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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1) 실험 참가자는 만 4~6세의 아동들로 한정하였다.

2) 실험과제인 장애물 보행은 실험실 내에서 수행되었다.

5.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용어들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행하는 발(Leading Foot)

본 연구에서는 장애물을 먼저 넘는 발을 선행하는 발(Leading

Foot)이라고 정의하였다.

2) 뒤따라오는 발(Trailing Foot)

본 연구에서는 장애물을 나중에 넘는 발을 뒤따라오는 발(Trailing

Foot)이라고 정의하였다.

3) 보폭(Step Length : SL)

보행 중 앞발 뒤꿈치에서 뒷발 뒤꿈치까지의 거리로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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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가지의 보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SL1은 장애물을 넘기 바로

직전의 보폭, SL2는 장애물을 넘는 중의 보폭, 그리고 SL3은 장애물

을 넘은 바로 직후의 보폭으로 한다.

4) 장애물로부터 발 끝 사이의 거리(Toe Distance from the

obstacle : TD)

본 연구에서는 장애물을 넘기 전 장애물과 발끝사이의 거리로 하

였다. 먼저 넘는 발(Leading Foot)의 발끝과 장애물 사이의 거리는

LTD(Lead Toe Distance)라고 정의하였고, 나중에 넘는 발(Trailing

Foot)의 발끝과 장애물 사이의 거리는 TD(Toe Distance)라고 정의하

였다.

5) 장애물로부터 발뒤꿈치 사이의 거리(Heel Distance from

the obstacle : HD)

본 연구에서는 장애물을 넘은 후 장애물과 뒤꿈치사이의 거리로

하였다. 먼저 넘는 발(Leading Foot)의 뒤꿈치와 장애물 사이의 거리

는 HD(Heel Distance)라고 정의하였고, 나중에 넘는 발(Trailing

Foot)의 뒤꿈치와 장애물 사이의 거리는 THD(Trailing Heel Distace)

라고 정의하였다.

6) 장애물로부터 장애물 넘는 발 사이의 수직 거리(Foot

from the obstacle : FC)

본 연구에서는 장애물을 넘을 때 장애물과 넘는 발의 끝이나 뒤꿈

치, 혹은 중족부의 최소 수직거리로 하였다. 먼저 넘는 발(Leading

Foot)과 장애물과의 최소거리인 FC(Foot Clearance)를 LFC(L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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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 Clearance)라고 정의하였고, 나중에 넘는 발(Trailing Foot)과 장

애물과의 최소 거리인 FC(Foot Clearance)를 TFC(Trailing Foot

Clearance)라고 정의하였다.

7) 접근속도(Approaching Speed :AS)

본 연구에서는 장애물을 넘기 바로 직전의 보폭기간의 진행방향

속도를 말하며 SL1 구간의 속도로 정의하였다.

8) 장애물 넘는 속도(Crossing Speed :CS)

본 연구에서는 장애물을 넘는 도중의 보폭기간의 진행방향 속도를

말하며 SL2 구간의 속도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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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장애물 보행시 아동들의 이동운동기술 수준에 따른 보행 전략의 차이

를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선행 연구들과 이론적 틀을 살펴보았다.

1. 운동의 발달

1) 운동발달의 정의와 특성

인간의 발달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크게 심동적, 인

지적, 정의적 영역으로 나뉜다(Bloom, 1956). 그 중 심동적 영역은 전 생

애에 나타나는 모든 신체적 변화를 말하며 운동발달을 포함한다. 운동발

달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행동의 변화를 말하며, 각각의 발달들은 서

로 맞물려 이루어진다. 운동발달에 대한 연구들은 인간의 운동 행동의

발달적 변화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원리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운동발달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보

면 운동발달이란 운동행동이 연령에 따라서 계열적, 연속적으로 변해가

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김선진, 2013; Payne & Issacs, 2012; Clark

& Whitall, 1989).

운동발달은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간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

라 신체 모든 기능이 변화하므로 연령에 따라 이루어져야할 발달 단계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개인에 따라 다르고, 특정 시기에 따

라 변화의 속도가 다양하므로 절대적이지는 않다(McGraw & Growth,

1935; Newman & Newman, 2014). 그리고 운동발달은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전 생애 동안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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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기능의 변화과정을 말한다. 여기에서 변화는 향상뿐만 아니라 감

소하는 과정도 의미한다. 또한 발달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다른 영역의 발달들과 서로 관련이 있거나 하나로 이어진다. 발달의

방향은 역방향으로 진행되지는 않으며 이전의 발달 단계가 다음의 발달

단계를 유도한다(김선진, 2013).

2) 운동발달의 이론적 기반

운동발달 연구는 인간의 다양한 행동들을 살펴보고 그 행동이 나타나

게 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원리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발달심리학에 중심을 두고 많은 이론들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에는 다양한 학문의 영역과 연계하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김

선진, 2013; Thomas & Thomas, 1989; Whitall, 2009).

초기의 운동발달 연구는 연령과 관련지어 성장에 따른 다양한 움직임

의 변화를 서술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운동행동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미

약한 성인기보다는 급격한 운동발달이 이루어지는 유아기에서부터 청소

년기까지의 시기에 집중되었다(Lefrancois, 1996; Fitzgerald, 1986). 하지

만 그 이후 성장이나 성숙보다는 학습에 의한 행동의 변화들에 관심을

갖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최근에 들어서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성인과 노인에 관한 연구 또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전 생

애적 측면에서 운동발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Haywood, 1993; Payne

과 Issacs, 2012; Gabbard, 2012). 또한 수많은 요인들로 이루어지는 운동

발달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체의 수많은 자유도를 활용하거나 환경

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운동발달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Kelso &

Turvey, 1982; Newell, 1986). 이처럼 인간의 다양하고 복잡한 운동행동

기전에서 어떻게 발달하는지 설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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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운동발달연구들의 기반이 되었던 성숙관점은 인간의 운동발달에

대하여 유전적인 요인들을 중요시 하였다. 일란성 쌍둥이가 다른 환경에

서 성장하여도 학습 시간은 차이가 났으나 결국 운동기술을 학습하는 발

달 순서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수많은 환경적 요인들이 영

향은 줄 수 있으나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았다(Gesell, Thompson &

Amatruda, 1934; McGraw & Growth 1935; McGraw, 1940). 이 관점은

인간의 운동발달의 초기단계에서 성숙이 크게 나타나는 시기의 관련 연

구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후 학습을 통한 운동발달 연구에

서는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습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최근

의 운동발달 연구들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선

진, 2013; Thelen & Adolph, 1992).

정보처리관점이 등장하기 전에는 인간의 운동행동을 단순한 자극에

대한 반응의 결과만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간 행동의 본질

적인 문제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행동주의 심리학의 한

계와 더불어 인지심리학의 출현으로 생겨난 정보처리관점은 인간이 정보

를 얻는 복잡한 처리과정을 거쳐 컴퓨터처럼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고 보았다(Schmidt, 1975). 이전의 연구들은 행동에 대한 결과를 중시하

였다면 정보처리관점에서는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이 관점은 운동발달과정에서 환경적인 정보들을 인간이 능동적으

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수많은 움직임들에 대한

정보의 저장공간 문제와 이전의 경험해보지 못한 움직임들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운동발달연구들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김

선진, 2013).

이러한 인지적 정보처리 접근에 대하여 복잡한 인간의 움직임들을 기

억의 표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다이나믹

관점이 나타났다(Bernstein, 1967). 이 관점은 인간의 움직임은 신체 그

움직임은 개인과 환경, 그리고 과제가 상호작용하여 특정한 조건에 충족

하면 자발적으로 생성된다고 보았다. 또한 연령에 따라 움직임의 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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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적으로 발생하고 그 변화는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으로 설명

하였다. 예를 들어 이 관점으로 보행의 발달을 살펴보면 걷는다는 행위

자체에도 여러 가지 신체 부위들이 공동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지고 몸무

게나 다리길이, 그리고 근력에 따라서 자신만의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보행형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발달은 연속적으로는 이루어지나

기기에서 서기로, 서기에서 걷기로 갑작스런 발달단계를 획득하게 된다.

이 관점이 등장한 이후로 여러 학자들이 운동발달 시스템 이론을 형성하

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현재 많은 운동발달 연구가 이 관점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다(김선진, 2013).

다이나믹 관점과 더불어 생태심리학에 근거하여 인간의 움직임에 대

해 새롭게 접근하는 생태학적관점이 나타났다. 환경 속에서 수행자와 과

제 사이의 관계를 강조한 생태심리학을 기반에 두고 생겨난 생태학적 관

점은 인간의 움직임들이 환경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내적, 외적 요인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Haywood & Getchell, 2001), 환

경정보에 대한 지각과 움직임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이 관점에서 환경정

보들은 그 자체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전의 서술적이고 정보처리적이

었던 인지적 접근 방법에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움직임의 생성과 변화에

대하여 실질적인 설명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앞서 말한 다이나믹 관점과

생태학적 관점은 최근 인간에 대한 운동발달 연구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김선진, 2013).

3) 이동운동의 발달

이동운동은 균형 및 자세 제어가 가능한 상태에서 중심의 이동에 의

해 새로운 안정성을 만들어나가고 균형을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

는 움직임들을 말한다. 이동운동에는 기기, 걷기, 달리기 등과 같은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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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스포츠 상황에서 육상의 허들, 스키, 체조의 다

양한 구르기 등 여러 가지 수행을 예로 들 수 있다(이상희, 2000).

이동운동은 3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원하는 방향으

로 이동하기 위해 사지의 패턴을 만들어내고 이를 협응시키는 이동 패턴

을 확보하는 진행요소와 이동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자세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 환경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필요로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동을 시작하고

정지하는 능력과 이동을 하는 동안 적절한 자세를 생성하고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동적안정성이 요구된다. 동적 안정성은 중력에 저항하는

힘과 더불어 다른 예측되는 힘 또는 예측 되지 않는 힘에도 저항하는 것

이 포함된다(Das & McCollum, 1988; Patla, 1991).

따라서 이동운동능력은 공간에서 안정성과 신체 분절들 사이 및 신체

와 과제 환경 사이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능력인 자세조절 능력

이 발달함에 따라 같이 발달한다(Horak & Macpherson, 1996). 자세조절

의 발달은 신경과 근골격시스템의 상호작용을 요구하므로 감각정보를 인

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세를 조절을 하기 위한 힘을 만들 수 있어야 한

다. 자세조절 능력이 발달하면 근육의 수축이 서로 협력적으로 작용하며,

압력중심의 이동거리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주동근과 길항근의 활

성화 순서와 패턴이 성인과 점차 유사해진다(김민주와 김선진, 2014;

Roncesvalles , Woollacott & Jensen, 2001). 아동들은 이렇게 발달하는

이동운동능력을 바탕으로 이동운동기술들을 습득해 나간다.

운동기술은 태아기의 반사운동을 시작으로 미숙한 형태를 보이나 수

의적인 움직임을 시작하고, 점차 기초와 성숙의 단계를 거치면서 복잡하

고 전문화된 운동기술들로 발달한다. 위계적인 모형을 보이고 연속선상

에서 점진적으로 발달해나가며 다음과 같이 반사운동단계, 기초단계, 기

본움직임단계, 전문화된 움직임단계의 순서를 보인다(Elmawla, 1980;

Sapp, 1980; Seefeldt & Haubemstricker, 1976).

그 중 이동운동기술이란, 반사의 움직임을 시작으로 자신의 신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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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는 기술들을 말한다. 이동운동기술은 기기에

서부터 걷기, 달리기 등과 같은 기초적인 이동운동기술들이 먼저 발달한

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힘의 조절능력, 균형능력, 협응능력 등이 조합되

면서(O'Conner, 2000), 일상생활 및 스포츠 등에서 활용되는 호핑, 갤로

핑, 슬라이딩, 리핑, 스키핑 등과 같은 응용이동운동기술들이 발달한다.

이동운동기술의 발달은 서로 연계되어 이루어지며 비선형적으로 진행

된다. 예를 들어, 걷기를 못하면 달리기는 할 수 없듯이 선행되는 운동기

술들의 발달이 이루어져야 다음의 운동기술이 가능해진다. 복잡한 형태

를 보이는 상위운동기술들은 여러 가지의 하위 운동기술들이 합쳐져 이

루어진다(Gallahue & Ozmun, 2002). 이동운동기술들의 발달은 사회문화

적, 환경적인 배경이 다르고 유전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동기술의

발현 시기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인 경향성은 달라지지 않는

다. 그리고 이러한 이동운동기술들은 이후 정교한 운동기술들을 학습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동발달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

요한 요소이다(김선진, 2013). 기본적인 이동운동기술의 발달 경향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걷기는 직립의 형태로 스텝을 반복하여 움직이는 이동운동으로

(Roberton & Halverson, 1984), 두 발 모두 공중에 뜨는 동작인 달리기

의 발달을 유도한다. 이후 달리기 기능이 향상되면서 점핑(jumping)이나

호핑(hopping)과 같은 도약기능이 필요한 이동운동기술의 발달이 이루어

진다(Roberton et al., 1984). 갤로핑(galloping)은 걷기와 도약 동작이 복

합된 기술로 서로 연계되어 발달된다. 호핑과 스텝이 연속적으로 리듬감

있게 반복되는 기술인 스키핑(skipping)은 기본이동운동기술의 발달 순

서 중에 가장 늦게 출현하는 동작이다(Pangrazi & Dauer, 1981).

이동운동기술들의 간단한 정의와 특징은 다음 <표 1> 과 같다.

표 1. 이동운동기술  (김선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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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

걷기의 특성을 포함하나 두발 모두 공중에 떠 있는 구간이 존

재한다. 달리기의 주기는 지지구간, 비행구간, 그리고 회복구간으

로 나눈다. 다리와 팔의 움직임이 비대칭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이다. 하지의 근력과 평형성, 그리고 협응력

등이 향상되며 달리기의 폼이 발달한다.

점핑

점핑은 수직 점핑과 수평 점핑 두 가지로 나눈다. 수직 점핑은

두 발로 뛰고 착지하는 점프를 말한다. 그에 반해, 수평점핑은

수평으로 몸을 띄워 멀리 나아가는 동작이다. 동작 준비 구간,

도약과 비행 구간, 착지구간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체력

발달을 측정하는 요소로 많이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수직 점핑을

습득한 후에 수평점핑을 습득하는 순서를 따른다.

호핑

호핑은 한발로 점핑을 하여 동일한 발로 착지하는 연속적인 동

작이다. 이 동작은 한 발로 신체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으면서도

방향조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근력뿐만 아니라 적절한

균형감각 또한 요구된다. 또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양팔의

움직임과 다리의 진자 운동 형태를 나타내야 한다.

갤로핑

갤로핑은 두 가지의 이동운동기술이 결합한 응용이동운동기

술이다. 한발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다른 발도 뒤따라 앞으로 나

가며 이동하는 기술로 리드미컬한 동작이 요구된다. 갤로핑을 수

행하기 위해서는 균형감각과 협응력을 필요로 한다.

슬라이딩 슬라이딩은 갤로핑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이동운동기술이 결

합한 응용이동운동기술이다. 슬라이딩도 갤로핑과 마찬가지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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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물 보행

1) 보행의 발달

상지와 하지의 여러 관절들이 서로 협응을 이루어야 가능한 보행동

작은 그 이후 다른 형태의 운동 기술들 발달의 기반이 되므로 인간의 이

동운동기술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동작이다. 보행 또한 앞

서 말한 이동운동의 3가지 기본조건인 원하는 방향으로 신체를 움직이는

진행요소와 신체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성 요소,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 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적응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Das &

발이 먼저 스테핑 동작을 하고 다른 발이 뒤따라가는 형태이나

이동방향이 옆으로 이루어지는 이동운동기술이다. 슬라이딩 또한

균형감각과 협응력을 필요로 한다.

리핑

리핑은 한 발로 신체를 지탱하면서 점프를 하는 동작이다. 한발

로 쭉 내밀면서 점프를 하여 이동하는 기술로 무용이나 스포츠

에서 많이 활용된다. 연속적으로 리핑 동작을 수행하는 것은 어

렵다.

스키핑

스키핑은 한 발에서 스텝과 호핑 동작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서 반복적으로 교차하는 동작이다. 한쪽 발에서 두 가지의 이동

운동기술을 연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가장 나중에 습득이 어

려운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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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ollum, 1988; Patla, 1991). 이 세 가지 전제 조건 외에도 다양한 환

경에서 지각정보들을 얻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도 보행에 중요하며 보행

시 방향전환을 할 때 자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행속도, 발의 회전

정도 등의 단서를 활용하는 예측적 자세 조절능력도 필요로 한다(김선

진, 2013; Xu, Carlton & Rosengren, 2004).

인간의 보행은 사지의 상호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보행의 발달

이 아직 미성숙한 유아들은 성인에 비하여 불완전한 상호관계를 보인다.

하지만 점점 발달하며 사지간의 협응형태가 성인과 유사해진다(Clark,

Whitall & Phillips 1988). 보행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기기를 시작으로

보행을 시작한다. 보행의 시작은 생후 12개월 정도로 비교적 일찍 나타

나지만 처음 약 3~6개월은 직립 자세의 유지에 어려움을 보이고, 불완전

한 다리움직임과 넓은 기저면을 필요로 하게 되는 균형조절에 대해서 학

습하는 시기이다.

처음 영아들의 보행은 성인들과 달리 주로 엉덩 관절을 회전시켜 이

동의 제동력과 추진력을 얻기 때문에 균형을 쉽게 잃거나 넘어짐이 잦고

다리 움직임 또한 비효율적이다. 그 이후 독립적인 보행이 지속되지만

이동하는데 필요한 추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체를 흔들면서 걷는 모

습을 보인다. 점차 하지 관절 중 발목 관절의 운동이 발달하면서 미세조

절의 운동능력이 발달하고(이경옥, 2002), 리듬 있는 보행 패턴과 안정성

조절능력, 그리고 환경에 따라 보행을 수정하는 능력들을 획득하며 점진

적으로 보행의 패턴이 성숙해진다(Breiniere & Bril, 1998). Sutherland,

Olshen, Cooper 그리고 Woo(1980)는 유아의 보행 성숙도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를 단하지지지기의 시간, 보행속도, 보폭의 증가와 분속수의 감

소라고 하였다. 특히 보행이 발달할수록 한발로 균형을 유지하는 단하지

지지기의 시간이 증가하였고 이는 유아의 자세조절능력의 향상 결과라고

하였다.

하지만 자세조절 능력과 균형능력이 아직 미성숙한 아동들의 경우 지

각운동 조절의 변화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 환경



- 21 -

속에서 움직일 때마다 생기는 동요들로 인하여 많은 실수들을 만든다.

따라서 아동들은 일상생활에서 보행 중 장애물을 넘을 때도 젊은 성인들

에 비해 움직임 동작이 더 크게 나타난다(Pryde et al., 1997).

2) 장애물 보행전략

보행의 발달을 경험하는 아동들은 일상 속에서 장애물을 넘고, 다른

과제를 하면서도 보행이 가능하도록 적응한다. 실제보행은 여러 가지 변

수들이 있는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과정으로 주어진 상황에 따

라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물을 넘을 때 앞뒤방향과 수직방향 모두

무게중심점의 범위가 현저하게 커지고 발의 압력중심의 앞뒤방향 범위가

증가한다(Chou & Dragnich, 1997). 따라서 장애물을 넘는 보행은 보통

의 보행보다 균형을 조절하기 위한 조절 부담이 증가하므로 보행시 발배

치 및 움직임의 적응전략은 단순한 이동기전 패턴의 보폭 길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계 내에서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복잡한

운동과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Patla, 1997).

장애물이 있을 때 보행을 적응하기 위한 다른 전략들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우선, 시각을 통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장애물들을 확인하며

보행 중에 장애물이 있으면 불안정해지는 영향을 계산하기 위해서 예측

을 하게 된다. 그리고 예측을 통하여 보폭주기를 사전에 수정하는 전략

을 보인다(Shumway-Cook & Woollacott, 2007). 다시 말해 안전한 장애

물 보행을 위해 우리는 잠재적으로 보행의 무너짐을 예측하고 그 무너짐

을 최소화 시키려는 움직임 전략들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장애물 보행의

전략은 이동운동능력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Pryde et al., 1997).

보행의 적응을 위한 반응적 전략은 보행동안에 교란이 생겼을 때 안

정성을 회복하고 교란을 보상하기 위해 나타나는 다음 행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균형을 잃었을 때 회복과 이동을 위해 발을 내딛는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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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균형 회복을 위해 걸음을 내딛는 능력은 보행 경험이 1~3개월인

유아들에게서 발달하기 시작하여 약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자동적으로 나

타난다(Roncesvalles, Woollacott & Jensen, 2000).

또한 보행 중에 미리 장애물을 인지하고 사전에 보행 패턴을 수정하

는 행동인 사전활동전략도 있다. 그 예로 아동들에게 모퉁이를 도는 보

행의 과제를 주었을 때 예측적 머리 움직임을 살펴본 결과, 성인들에 비

해 미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나 보행 발달의 초기에도 사전 활동적 전략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Grasso, Assaiante, Prevost &

Berthoz, 1998). 또한, 아동들은 성인들에 비해 예측적 이동운동 조절과

관련된 근육 힘의 진폭 값이 작았고, COM과 머리, 그리고 몸통의 정위

를 살펴본 결과 성인들은 장애물을 넘기 전에 보행패턴을 수정하였지만

아동들은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머리와 몸통의 사전활동움직임을 조절

한 후에 보폭의 길이와 너비를 수정하는 보행 전략을 보였다. 이러한 사

전 활동적 전략은 다가올 장애물을 예상하고 그에 따른 보행패턴을 수정

하기 위하여 시각 정보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 노인의 경우 젊은 성인들

보다 더 많은 지면을 탐색하며 보행하였고, 아동들의 경우에도 성인과는

다른 머리와 몸통의 협응 패턴을 통해 장애물을 넘을 때 아동들이 성인

들보다 시각 정보에 더 많이 의존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Patla, 1993; Vallis & McFadyen, 2005).

대상에 따른 장애물 보행의 전략들에 관하여 선행논문들을 살펴보면

주로 장애, 경험, 연령 등에 의해 나타난 변화를 비교하였고, 주로 보행

인자들은 발의 위치변화를 살펴보았다. 장애물을 넘기 전에 발의 위치와

장애물을 넘은 후의 발의 위치의 적절한 거리 조절이 요구되고(Krell &

patla, 2002), 장애물과 넘는 발의 수직거리(Foot clearance)를 비교하였

다(Sparrow, Shinkfie, Chow & Begg, 1996). McFadyen과 Prince(2002)

는 노인들의 경우 젊은 성인들에 비하여 장애물을 먼저 넘는 발과 장애

물간의 최소 수직거리가 현저하게 짧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장애물 보행시 낙상은 발이 장애물에 걸리면 몸의 중심이 앞으로 옮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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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위험이 커지게 되므로 발의 수직거리는 안전성과 효율에 영향을 주

는 지표가 된다고 본다(Sparrow et al., 1996).

편마비 환자들의 경우에는 안전한 장애물 보행의 전략으로 장애물을

넘는 동안의 발의 통과 높이를 증가시켰고 장애물을 넘기 전 발의 위치

와 장애물 사이의 거리, 그리고 장애물을 넘은 후에 착지점까지의 위치

와 장애물사이의 거리가 일반인들보다 감소된 경향을 보였다(Said,

Goldie, Patla & Sparrow, 2001).

노인들의 경우 장애물을 넘기 전 발의 위치와 장애물 사이의 거리가

보폭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젊은 성인에 비해 5%정도 컸지만(Chen et

al., 1991), 앞서 말한 편마비 환자들의 경우나 파킨슨 환자들의 경우에는

장애물에 더 가까이 발을 위치시킴으로써 한발로 서 있는 시간을 단축하

여 균형 장애를 극복하려는 전략을 보였다(Berad & Vallis, 2006; Galna,

Murphy & Morris, 2010).

다운증후군을 가진 성인의 경우 보폭이 작았고 보폭의 위치변화 또한

가변성이 컸다. 일반인에 비하여 장애물이 있으면 발을 더 높이 올렸고

장애물에 발을 더 가까이 위치시키는 경향을 보일뿐만 아니라 장애물로

부터 발뒤꿈치 사이의 거리, 활보장과 각 거리사이의 비율에도 차이가

나타났다(Vimercati et al., 2013; 임비오, 2005).

또한, 전략들은 장애물에 대한 경험과 공포감에 따라서도 달라졌다.

장애물이 부서지기 쉽다고 인식하면 발끝 들림 높이에 영향을 주었고

(Patla, 1997), 낙상을 경험한 노인들은 장애물의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소요시간이 일반노인보다 증가하였고, 장애물을 넘는 발목 관절 각도의

변화도 불안정한 형태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낙상의 경험이 있는 노인의

경우 무릎 관절각과 엉덩 관절각의 크기 차이가 있고, 정상적인 패턴과

는 다른 근 활동 양상을 나타냈으며(정철수 등, 2004), 낙상공포를 느끼

는 노인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장애물 보행 시 엉덩이 관

절과 무릎관절, 그리고 발목관절을 적게 구부리고 장애물과 발의 최소수

직거리도 작게 나타났다(유연주, 이기광 그리고 김석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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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만 4~6세의 신경학적으로나 발달적으로 이상이

없는 아동 24명으로 선정 하였다. 참여하는 도중에 포기했던 참여자를

제외하고 본 연구 참여 전에 대근운동발달평가(Test of Gross Motor

Development-2, Ulrich, 2000)를 실시하여 이동운동기술 수준에 따라 상

∙하 집단 각각 8, 10명씩 구성하였다. 관련된 세부 사항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2. 실험도구 및 측정방법

본 연구와 사전연구에서 사용된 실험도구 및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

이 구성하였다.

이동운동기술수준 연령(평균±표준편차) 인원(명)

상 5.375±0.744 8

하 4.400±0.516 10

표 2. 연구 대상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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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도구

① TGMD-2 (Test of Gross Motor Development-2)

TGMD-2(Ulrich, 2000)는 운동기술 행동 과정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평가도구로 실용적이며 쉽게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 3~10세 아동이 일

반적으로 연습하게 되는 달리기, 수직 점핑, 호핑, 갤로핑, 리핑, 슬라이

딩 등과 같은 이동운동 기술들과 양손으로 물체치기, 공 튀기기, 공 잡

기, 차기, 공 던지기와 같은 물체조작 기술들의 운동발달을 평가하기 위

해 개발되었다. 검사를 위하여 특별한 훈련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검사

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된다. 기술마다 3~5개의 평가 규준이 있으며,

이를 만족하면 1점, 만족하지 않으면 0점을 부여하여 평가한다. 평가를

위한 용품들은 다른 평가도구와 달리 일상생활에서 구할 수 있는 공, 방

망이 등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사용된다.

② 영상 분석 및 자료 분석 도구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의 움직임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간으로 동작

을 촬영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Qualysis, Savebalden, Sweden) 8대를

사용하여 실험 참가자의 신체에 붙어있는 직경 20mm의 구형 반사마커

에서 반사되는 빛을 100Hz(100frame/sec)로 녹화하고 영상 분석을 실시

하였다. 각각의 카메라는 랜선을 통해 동조(synchronization)되어 있고,

Qualisys Track Manager(QTM)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각 마커의 3차원

공간 좌표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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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가 부착된 신체 위치는 장애물 넘기 과제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그림 3>, <표 3>과 같이 설정되었다.

그림 1 적외선 카메라 그림 2 반사마커

그림 3 마커 부착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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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애물

낮은 장애물 5cm와 높은 장애물 15cm를 측정하기 위해 <그림 4>와

같이 높이조절이 가능한 허들을 사용하였다.

순번 마커명  위치

1 LH 왼쪽 발뒤꿈치

2 RH 오른쪽 발뒤꿈치

3 LT 왼쪽 발끝

4 RT 오른쪽 발끝

5 HD 머리 정중앙

표 3 부착된 마커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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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방법

① 마커좌표

적외선 카메라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Qualisys Track Manager

(QTM, Swede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좌표화 하였다. 동작의 방향은 Y

축으로, 지면과 수직방향을 Z축으로 설정하였다. 영상 녹화 중간에 수집

되지 않은 자료들은 QTM프로그램의 복원작업을 거쳐서 위치 및 속도

자료정보를 csv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하였다. 수집된 좌표 값들을 바탕으

로 정보를 엑셀(Excel, microsoft, USA)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이후 궤

적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매틀랩(Matlab, mathworks , USA)을 통

하여 보간법으로 프레임 개수를 늘려 살펴보았다.

그림 5 QTM 실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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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과제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그림 6>과 같이 총 7m 구간으로 피

험자의 충분한 보행 공간 영역과 신체적, 심리적 공간을 확보하였다(장

성민, 이종호, 오승훈 그리고 김지영, 2008). 장애물 높이는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문지방, 목욕실의 문턱을 기준으로 하고(Chen et al., 1991)

우리나라의 시공 기준을 참고하여 낮은 장애물은 5cm, 도로의 경계석

등의 높이로 높은 장애물은 15cm로 선정하였다. 장애물 없이 걷기 5회,

그리고 각 조건별로 각 5회씩 총 15회를 수행하였다. 이 때 장애물을 넘

는 발의 순서나 보행 속도는 평소 걸음걸이와 같이 하도록 하였으며 별

도의 통제는 하지 않았다. 장애물의 설치순서와 대상자의 실시 순서는

임의로 선택하였다.

그림 6  실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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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절차

본 실험은 크게 사전검사, 실험과제 측정 이렇게 총 2단계로 구성되

었다.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와 법적 보호자는 서울대 윤리위원회에서 승

인한 연구 참여 동의서와 실험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제공받은 후에

참여여부를 결정하였다.

1) 실험도구 준비 및 설치

본 실험에 사용되는 영상분석장치(Qualisys)는 장비의 정상적인 기능

을 발현하기 위해서 실험 전 1시간 이상의 충분한 예열 과정을 가졌다.

카메라 세팅은 100Hz(100frame/sec)으로 설정되었고, 30초간의 장비의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 평균오차 0.7mm 이하의 장비교정을 만족하

였다. <그림 8>과 같이 출발지점에서 4m 떨어뜨려 장애물 설치하였고

장애물의 양 끝에 반사마커를 부착하였다.

그림 7 실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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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검사 및 집단배정

<그림 7>과 같이 사전 검사 후에 집단을 나누어 본 실험을 진행하

였다. 본 실험의 사전과제는 이동운동기술 5가지(달리기, 호핑, 갤로핑,

슬라이딩, 리핑)를 출발지점에서 도착지점까지 시행하는 것이다. 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시범과 연습 1회가 제공되었고, 만약 아동이 과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시범 동작을 관

찰하게 하였다. 모든 과제는 평가를 위하여 2회씩 실시하였다.

사전 평가의 진행과 평가 기준 및 방법은 이동운동기술과 물체조작기

술을 평가할 수 있는 대근운동발달 평가도구인 TGMD-2(Ulrich, 2000)

를 활용하였다. TGMD-2의 이동운동기술에 대한 평가항목들은 아동의

위치 변화에 대한 신체의 효율적인 협응동작을 형성하는 능력을 확인할

그림 8 실험도구 준비



- 32 -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운동기술 5가지(달리기, 호핑, 갤로핑, 슬라

이딩, 리핑)를 시행하여 총 합산 점수를 4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5명의 전문가들이 아동이 수행한 5가지 과제가 촬영된 비디오 영상을 사

용하여 각 기술들을 평가하였다. 5명의 전문가는 운동학습 및 발달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TGMD-2를 사용하기 위한 최소 조건인 관련 과목

9학점 이상 이수와 100시간 이상의 수업 참관 및 참여 등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는 전문가로 구성하였다(Soumi & Soumi, 1997). 평가자

간의 신뢰도는 .85를 확보하였다. 8년 이상 TGMD-2를 전문적으로 연구

한 운동발달 전공 평가자와 상담을 통해 <표 4>와 같이 기준으로 집단

을 구분하였다.

집단 점수

상  30~40

하  0~20

표 4. 집단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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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설계

본 연구는 이동운동기술의 수준(2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하였고 종속

변인은 <표 5>와 같다.

6. 자료분석

각각의 종속변인들을 도식화하면 <그림 9>와 <그림 10>, 그리고

<그림 11>과 같다. 측정을 통하여 얻어진 12개의 결과 값들은 처음과

마지막을 제외한 3개의 자료들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각각의 종속변인

자료들의 산출은 <표 6>과 같은 방법으로 하였고 진행방향은 y로 설정

하였다.

독립변인 종속변인

이동운동기술수준

속도(평균보속, 접근속도, 넘는속도)

보폭(SL1, SL2, SL3)

장애물로부터 발끝 사이의 거리(TD, LTD)

장애물로부터 발뒤꿈치 사이의 거리(HD, THD)

장애물과 장애물 넘는 발 사이의 최소 수직거리

(LFC, TFC)

표 5. 실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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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보폭

그림 10 TD, LTD, HD, THD

그림 11 LFC, T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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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산출방법

SL1 장애물 넘기 전 양발의 뒤꿈치 마커 Y좌표값 사이의 길이

SL2 장애물 넘는 중 양발의 뒤꿈치 마커 Y좌표값 사이의 길이

SL3 장애물 넘은 후 양발의 뒤꿈치 마커 Y좌표값 사이의 길이

평균보속 장애물 없는 조건에서의 머리마커의 진행방향 속도 평균값

접근속도 SL1구간에서 머리마커의 진행방향 속도 평균값

넘는속도 SL2구간에서 머리마커의 진행방향 속도 평균값

TD SL2 시작 프레임의 나중에 넘는 발끝과 장애물 마커 Y좌표
값 사이의 길이

LTD SL2 시작 프레임의 먼저 넘는 발끝과 장애물 마커 Y좌표값
사이의 길이

HD SL2 끝 프레임의 먼저 넘는 발뒤꿈치와 장애물 마커 Y좌표
값 사이의 길이

THD SL3 끝 프레임의 나중에 넘는 발뒤꿈치와 장애물 마커 Y좌
표값 사이의 길이

LFC 장애물 넘는 중에 먼저 넘는 발과 장애물 마커의 Z좌표값과
가장 가까운 마커의 Z좌표값 사이의 길이

TFC
장애물 넘는 중에 나중에 넘는 발과 장애물 마커의 Z좌표값
과 가장 가까운 마커의 Z좌표값 사이의 길이

표 6 자료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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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계처리

이동운동기술 수준에 따른 장애물 보행 전략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T-test)을 실시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p <.05로

설정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USA)을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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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본 연구는 이동운동기술 수준에 따라 장애물 보행시 보행 전략차이를

비교하고자 낮은 장애물(5cm)과 높은 장애물(15cm)에서 다음과 같은 보

행인자 값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1. 낮은 장애물의 결과

1) 이동운동기술 수준에 따른 보폭

이동운동기술 수준에 따른 각 집단의 구간별 보폭(cm)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표 7>과 같다. 집단의 평균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SL1의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t=-.129, p >.05].

SL2의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t=.460, p >.05].

SL3의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t=-1.640, p >.05].

상 하

SL1(cm) 50.74±5.17 50.20±11.8

표 7. 집단별 보폭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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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행속도

이동운동기술 수준에 따른 각 집단의 평균보행속도와 장애물에 접근

하는 속도, 그리고 장애물을 넘는 속도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9>

와 같다. 집단의 평균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평균보행속도의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t=-.473, p >.05].

접근속도의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724, p >.05].

넘는속도의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804, p >.05].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 등식에 대한 T 검정

F 유의수준 t df 유의수준(양쪽)

SL1(cm) 5.104 .038
-.120 16 .906

-.129 12.907 .899

SL2(cm) 2.413 .140
.460 16 .651

.480 15.726 .638

2.945 .105
-1.640 16 .120

SL3(cm)
-1.770 13.242 .100

표 8. 집단별 보폭(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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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물을 넘기 전 장애물과 뒤따라 넘는 발 끝 사이의 거리

(Toe Distance :TD)

이동운동기술 수준에 따른 각 집단의 장애물을 넘기 전 장애물과 뒤

따라 넘는 발끝 사이의 거리(TD), 장애물과 먼저 넘은 발뒤꿈치 사이의

거리(HD), 장애물 넘기 전 장애물과 먼저 넘는 발끝 사이 거리(LTD),

장애물 넘은 후 장애물과 뒤따라 넘는 발뒤꿈치 사이 거리(THD)의 평

균과 표준편차는 <표 11>와 같다. 집단의 평균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

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상 하

평균보속(cm/sec) 129.7±18.8 125.1±21.6

접근속도(cm/sec) 129.9±18.1 122.2±25.6

넘는속도(cm/sec) 126.9±19.7 117.8±26.7

표 9. 집단별 속도 (평균±표준편차)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 등식에 대한 T 검정

F 유의수준 t df 유의수준(양쪽)

평균보속

(cm/sec)
.129 .724

-.473 16 .643

-.480 15.845 .638

접근속도

(cm/sec)
1.312 .269

-.724 16 .479

-.753 15.828 .463

1.335 .265
-.804 16 .433넘는속도

(cm/sec) -.833 15.927 .417

표 10. 집단별 속도(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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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을 넘기 전 장애물과 뒤따라 넘는 발끝 사이 거리(TD)의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168, p

<.05]. 이동운동기술 수준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이 TD값이 크게

나타났다.

p<.05*

상 하

TD(cm) 19.24±5.508 25.07±5.804

HD(cm) 18.71±2.200 14.55±4.056

LTD(cm) 70.13±9.797 75.80±16.79

THD(cm) 69.95±4.796 59.52±1.235

표 11. 집단별 TD, HD, LTD, THD (평균±표준편차)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 등식에 대한 T 검정

F 유의수준 t df 유의수준(양쪽)

TD(cm) .000 .991
2.168 16 .046*

2.181 15.467 .045

HD(cm) 1.974 .179
-2.597 16 .019*

-2.769 14.343 .015

LTD(cm) 1.696 .211
.844 16 .411

.8959 14.833 .385

THD(cm) 2.804 .113
-2.246 16 .039*

-2.450 12.160 .030

표 12. 집단별 TD, HD, LTD, THD(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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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물을 넘은 후 장애물과 먼저 넘은 발뒤꿈치 사이의 거리

(Heel Distance :HD)

장애물과 먼저 넘은 발뒤꿈치 사이 거리(HD)의 독립표본 t-검정을 실

시한 결과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597, p <.05]. 이동운동

기술 수준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의 HD값이 작게 나타났다.

5) 장애물 넘기 전 장애물과 먼저 넘는 발끝 사이의 거리

(Leading foot toe distance)

장애물 넘기 전 장애물과 먼저 넘는 발끝 사이 거리(LTD)의 독립표

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844, p

>.05].

6) 장애물 넘은 후 장애물과 뒤따라 넘는 발뒤꿈치 사이의 거리

(Trailing Foot Heel distance)

장애물 넘은 후 장애물과 뒤따라 넘는 발뒤꿈치 사이 거리(THD)의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246, p <.05]. 이동운동기술 수준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이

THD값이 작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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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물과 넘는 발사이의 최소 수직거리(Foot Clearance :

FC)

이동운동기술 수준에 따른 각 집단의 장애물을 넘는 순간 장애물과

양발 사이의 최단 수직거리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3>과 같다. 집단

의 평균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14>와 같

다.

먼저 넘는 발과 장애물과의 최소 수직거리인 LFC(Leading Foot

Clearance)의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431, p >.05].

뒤따라 넘는 발과 장애물과의 최소 수직거리인 TFC(Trailing Foot

Clearance)의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598, p >.05].

상 하

LFC(cm) 6.872±2.58 6.413±1.95

TFC(cm) 7.534±3.32 9.576±2.08

표 13. 집단별 최소 수직거리 (평균±표준편차)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 등식에 대한 T 검정

F 유의수준 t df 유의수준(양쪽)

LFC(cm) .514 .484
-.431 16 .672

-.417 12.814 .683

TFC(cm) 1.719 .208
1.598 16 .130

표 14. 집단별 최소수직거리(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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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애물을 넘는 동안의 발의 궤적

이동운동기술 수준에 따른 장애물을 넘는 동안의 발의 궤적은 다음 <

그림 12>, <그림 13>과 같다. 각 집단당 대표 한명씩만 제시하였다.

그림 13 하집단 중 한명의 궤적

그림 12 상집단 중 한명의 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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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높은 장애물의 결과

1) 이동운동기술 수준에 따른 보폭

이동운동기술 수준에 따른 각 집단의 구간별 보폭(cm)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표 15>와 같다. 집단의 평균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SL1의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t=-.823, p >.05].

SL2의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t=-.446, p >.05].

SL3의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t=-1.623, p >.05].

상 하

SL1(cm) 51.15±5.45 47.61±11.1

SL2(cm) 58.41±6.54 56.70±9.09

SL3(cm) 52.28±4.57 48.34±5.41

표 15. 집단별 보폭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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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행속도

이동운동기술 수준에 따른 각 집단의 평균보행속도와 장애물에 접근

하는 속도, 그리고 장애물을 넘는 속도 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7>과 같다. 집단의 평균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는 <표 18>과 같다.

평균보행속도의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t=-.473, p >.05].

접근속도의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836, p >.05].

넘는속도의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744, p >.05].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 등식에 대한 T 검정

F 유의수준 t df 유의수준(양쪽)

SL1(cm) 3.594 .076
-.823 16 .423

-.884 13.662 .392

SL2(cm) .075 .788
-.446 16 .661

-.463 15.873 .649

.048 .830
-1.623 16 .124

SL3(cm)
-1.658 15.958 .117

표 16. 집단별 보폭(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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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물을 넘기 전 장애물과 뒤따라 넘는 발 끝 사이의 거리

(Toe Distance :TD)

이동운동기술 수준에 따른 각 집단의 장애물을 넘기 전 장애물과 뒤

따라 넘는 발끝 사이의 거리(TD), 장애물과 먼저 넘은 발뒤꿈치 사이의

거리(HD), 장애물 넘기 전 장애물과 먼저 넘는 발끝 사이의 거리(LTD),

장애물을 넘은 후 장애물과 뒤따라 넘는 발뒤꿈치 사이 거리(THD)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9>와 같다. 집단의 평균 차이를 독립표본 t검

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20>과 같다.

장애물을 넘기 전 장애물과 뒤따라 넘는 발끝 사이 거리(TD)의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 -.275, p

>.05].

상 하

평균보속(cm/sec) 129.7±18.8 125.1±21.6

접근속도(cm/sec) 122.9±20.7 113.5±26.1

넘는속도(cm/sec) 111.3±12.5 101.5±29.5

표 17. 집단별 속도 (평균±표준편차)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 등식에 대한 T 검정

F 유의수준 t df 유의수준(양쪽)

평균보속

(cm/sec)
.129 .724

-.473 16 .643

-.480 15.845 .638

접근속도

(cm/sec)
1.121 .306

-.836 16 .416

-.858 15.999 .403

.068 .798
-.744 16 .467넘는속도

(cm/sec) -.757 15.873 .460

표 18. 집단별 속도(T-test)



- 47 -

4) 장애물을 넘은 후 장애물과 먼저 넘은 발뒤꿈치 사이의 거리

(Heel Distance :HD)

장애물과 먼저 넘은 발뒤꿈치 사이 거리(HD)의 독립표본 t-검정을 실

시한 결과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254, p >.05].

상 하

TD(cm) 22.27±6.73 21.52±4.77

HD(cm) 17.63±4.38 16.90±7.16

LTD(cm) 73.27±9.83 69.84±14.5

THD(cm) 69.91±7.68 65.38±10.1

표 19. 집단별 TD, HD, LTD, THD (평균±표준편차)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 등식에 대한 T 검정

F 유의수준 t df 유의수준(양쪽)

TD(cm) 1.868 .191
-.275 16 .787

-.264 12.229 .796

HD(cm) .511 .485
-.254 16 .803

-.268 15.126 .793

LTD(cm) 1.626 .220
-.569 16 .577

-.595 15.658 .560

THD(cm) .848 .371
-1.045 16 .312

-1.079 15.974 .297

표 20. 집단별 TD, HD, LTD, THD(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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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물 넘기 전 장애물과 먼저 넘는 발끝 사이의 거리

(Leading foot toe distance)

장애물 넘기 전 장애물과 먼저 넘는 발끝 사이 거리(LTD)의 독립표

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 -.569, p

>.05].

6) 장애물 넘은 후 장애물과 뒤따라 넘는 발뒤꿈치 사이의 거리

(Trailing Foot Heel distance)

장애물 넘은 후 장애물과 뒤따라 넘는 발뒤꿈치 사이 거리(THD)의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

-1.045, p >.05].

7) 장애물과 넘는 발사이의 최소 수직거리(Foot Clearance :

FC)

이동운동기술 수준에 따른 각 집단의 장애물을 넘는 순간 장애물과

양발 사이의 최단 수직거리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1>과 같다. 집단

의 평균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22>와 같

다.

먼저 넘는 발과 장애물과의 최소 수직거리인 LFC(Leading Foot

Clearance)의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 .654, p >.05].

뒤따라 넘는 발과 장애물과의 최소 수직거리인 TFC(Trailing Foot

Clearance)의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79,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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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애물을 넘는 동안의 발의 궤적

이동운동기술 수준에 따른 장애물을 넘는 동안의 발의 궤적은 다음과

<그림 14>, <그림 15> 와 같다. 각 집단당 대표 한명씩만 제시하였다.

상 하

LFC(cm) 6.675±2.54 7.416±2.26

TFC(cm) 8.860±4.22 9.5177±3.30

표 21. 집단별 최소 수직거리 (평균±표준편차)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 등식에 대한 T 검정

F 유의수준 t df 유의수준(양쪽)

LFC(cm) .379 .547
.654 16 .522

.646 14.248 .529

TFC(cm) .631 .438
.179 16 .860

.174 13.082 .864

표 22. 집단별 최소 수직거리(T-test)



- 50 -

그림 15 하집단 중 한명의 궤적

그림 14 상집단 중 한명의 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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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장애물을 넘는 보행을 위해서는 이동운동능력은 필수적이며(Pryde et

al., 1997),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적절한 보행 전략을 사용하여

적응할 수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물 보행은 실질적인 보행능력을

유추할 수 있으며 다양하고 복잡한 실제 환경에서의 낙상 위험도를 예상

할 수 있는 보행연구의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조용호 등,

2010; Means, 1996).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장애물 보행연구들은 낙상과 관련하여 주로

노인이나 장애를 가진 대상들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하지만 아동들 또

한 이동운동능력이 발달하는 시기로 그에 따라 장애물 보행능력도 미성

숙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 지금까지의 아동들을 대상으

로 한 장애물 보행 연구들의 경우는 주로 성인과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

져왔다. 때문에 아동의 발달적 특징에 관한 명확한 정보보다는 대비되는

특성을 보여주므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동운동기술 수준에 따라

장애물 보행시 전략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동운동기술 수준을 독립변

인으로 하고 장애물 보행시 나타나는 보행인자 값들의 차이를 분석하였

고 도출된 결과와 선행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이동운동기술 수준에 따른 보폭과 보속의 비교

장애물 보행시 보폭과 보속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이동운

동능력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하여 보폭과 보속 값이 작게 나타

났고, 그 차이는 장애물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

과를 보면 이동운동기술 수준에 따라 각 구간의 보폭과 보속의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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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없었다.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낮은 장애

물 조건에서는 두 집단 간에 비슷한 보폭 값을 보였고, 높은 장애물 조

건에서는 이동운동기술 수준이 높은 집단이 전반적으로 보폭 값이 큰 경

향성을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의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이동운동능

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보폭이 크고 그 차이는 과제가 어려울

수록 크다는 결론을 일부 지지한다(Chen et al., 1991; McFadyen,

Malouin & Dumas, 2001; 정철수 등, 2004).

또한,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동운

동기술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과 비교하여 SL1값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SL2값 SL3값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보

폭의 결과 값도 이동운동기술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다양하게 나타났

다. 이 결과는 상대적으로 이동운동능력이 떨어지는 다운증후군 환자들

의 경우 정상인에 비해 나타난 보폭 값이 다양하고 차이가 크다는 결과

와 일부 일치한다(Vimercati et al., 2013).

이 결과를 통하여 이동운동기술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수준의 집

단에 비해 같은 수준의 장애물 과제일지라도 보행동안에 생긴 교란 이후

에 안정성을 회복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교

란을 보상하기 위하여 이동운동기술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보폭 값의

차이가 크고 다양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보속의 결과 값들을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높

은 장애물 조건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평균 보속과 넘는 속도값의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낮은 장애물의 경우 이동운동기술 수준

이 상인 집단에서는 평균 보속과 넘는 속도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이동운동능력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과

제에 따라서 속도차이가 나타난 결과와 일부 일치한다(Berard & Vallis.

2006). 또한 이러한 결과는 낮은 장애물 과제가 이동운동기술 수준이 상

인 집단에게는 어렵지 않은 과제였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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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운동기술 수준에 따른 변수들의 비교

장애물 보행시 장애물로부터 발끝 사이의 거리(TD)와 장애물로부터

발뒤꿈치 사이의 거리(HD)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대상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젊은 성인에 비해 노인들은 장애물로부터 발끝 사이의

거리(TD)가 크고 장애물로부터 발뒤꿈치 사이의 거리(HD)는 작게 나타

났다. 하지만, 다운증후군 환자들의 경우 장애물로부터 발끝 사이의 거리

(TD)와 장애물로부터 발뒤꿈치 사이의 거리(HD) 모두 젊은 성인과 비

슷하게 나타났다(Chen et al., 1991; Vimercati et al., 2013). 그리고 본연

구의 결과는 노인과 젊은 성인과의 비교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이

동운동기술 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이동운동기술 수준이 낮은 집단은

장애물로부터 발끝 사이의 거리(TD)가 크고 장애물로부터 발뒤꿈치 사

이의 거리(HD)는 작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동운동기술 수준에 따라 TD값과 HD값이 차이

에 따른 장애물 보행시 전략을 도식화하면 <그림 16>, <그림 17>과 같

다. 이 전략은 이동운동기술 수준이 낮은 집단이 HD값이 작기 때문에

발뒤꿈치로 장애물을 건드릴 위험은 높으나 TD값은 크기 때문에 발끝

으로 건드릴 위험은 낮다. 이 전략은 앞서 말했듯이 노인과 젊은 성인과

의 비교를 통한 연구에서 노인의 보행 전략과 일치한다. 이 전략은 TD

값이 커지면 넘는 발이 장애물의 더 앞에서 스윙패턴을 보여 스윙하는

동안의 발끝의 높이가 증가하므로 발끝이 장애물에 걸릴 위험을 낮춰준

다. 이 전략은 뒤꿈치로 장애물을 밟을 경우에는 발목을 굽히거나 약간

의 슬라이딩으로도 쉽게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만 발끝이 장애물에 걸릴

때는 발목의 회전이나 슬라이딩으로 쉽게 균형을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

에 더욱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함으로 보인다. 또한, 이 전략은

장애물에 발끝이 닿더라도 무게중심점이 뒤에 위치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Chen et al., 1991).

따라서 이동운동기술 수준이 낮을수록 불안한 장애물 보행을 안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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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넘기 위하여 TD값은 크고 HD값은 작은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또한, 낮은 장애물 조건에서는 이동운동기술 수준이 낮을수록 나중에

넘는 발과 장애물 사이의 거리(THD)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게 나타

났다. 이는 앞서 말한 전략인 이동운동기술 수준이 낮으면 TD값이 크게

HD값이 작게 발을 배치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

지만 THD값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이동운동기술 수준이 낮은

집단이 장애물을 넘으면서 생긴 불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재빨리 다

음 발을 배치함으로써 작은 값을 나타냈다고도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높은 장애물 조건에서는 이동운동기술 수준이 높은 집단이

그림 16 상 집단의 TD와 HD전략

그림 17 하 집단의 TD와 HD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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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와 THD값 모두 낮은 집단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장애물 조건에서 이동운동기술 수준이 높은 집단의 보폭이 크게 나타났

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안전한 장애물 보행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장애물과 먼저 장애물을

넘는 발 사이의 최소수직거리(LFC)와 나중에 장애물을 넘는 발 사이의

최소수직거리(TFC)는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하지

만 두 집단 모두 TFC값이 LFC값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

에서와 같이 장애물을 나중에 넘는 발과 먼저 넘는 발이 다른 특징들을

보인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나중에 넘는 발은 먼저 넘는 발보다 장애물을 넘을 때 더

높게 들어 올렸고, 나중에 넘는 발의 패턴은 대칭적이고 좁았다. 반면에

먼저 넘는 발의 패턴은 급격하게 들어 올렸다가 완만하게 내려 삐딱한

모양의 패턴이 나타났다(Vimercati et al., 2013; McFadyen et al.,

2001).

3. 이동운동기술 수준에 따른 먼저 넘는 발(Leading Foot)과

나중에 넘는 발(Trailing Foot)의 궤적 비교

이동운동기술 수준에 따라 다양한 보행인자 값들을 비교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인자들은 적었다. 하지만 실험을 진

행하면서 육안으로 보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고 유의한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지만 경향성을 보이는 보행인자들이 많았다. 따라서 본 실험

계획에는 없었으나 추후에 궤적을 살펴보았다.

낮은 장애물 조건에서 먼저 넘는 발의 궤적을 살펴본 결과, 상 집단

이 하 집단에 비해 모든 시행에서 궤적 모형이 비슷하고 종형을 띄었다.

또한 최고점의 위치가 비교적 동일한 위치에 나타났고 도약과 착지 지점

도 모든 시행에서 일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궤적들의 결과는 이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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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모든 시행에서 일관성을 띄는 보행패턴으로 장애

물을 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중에 넘는 발의 궤적도 살펴보면 먼저

넘는 발의 궤적만큼 두 집단 간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하

집단에 비해 상 집단의 궤적이 모든 시행에서 비슷한 모양을 띄었다. 다

시 말해, 상 집단의 궤적들이 하 집단의 궤적들보다 비교적 일관성을 보

였다.

높은 장애물 조건에서도 낮은 장애물 조건에서의 궤적과 같이 상 집

단이 하 집단에 비해 모든 시행에서 궤적 모형이 시작과 끝점이 일치하

고 최고점의 위치도 일관성을 보였다. 하지만 두 집단 모두 낮은 장애물

조건에서보다는 일관성 낮고 불안한 궤적을 보였다는 점에서 높은 장애

물 조건은 두 집단 모두에게 어려운 과제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종합논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동운동기술 수준에 따라서 장애물

보행시 전략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낮은 장애물 조건에서 이동

운동기술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장애물로부터 발끝 사이

의 거리(TD)가 크고 장애물로부터 발뒤꿈치 사이의 거리(HD)는 작게

나타났으며, 나중에 넘는 발과 장애물 사이의 거리(THD)도 작게 나타났

다. 또한, 먼저 장애물을 넘는 발과 나중에 넘는 발의 궤적 모두 이동운

동기술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일관성 있는 패턴을 보였다.

이는 이동운동기술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일관성이 낮고 불

안한 장애물 보행을 안전하게 넘기 위하여 조심스러운 전략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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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아동들의 이동운동기술 수준에 따라 장애물 보행시 전략을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과제는 낮은 장애물인 5cm장애물과 높은

장애물인 15cm 장애물을 넘는 것으로 만 4~6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

시되었다. 실험에 참여한 24명의 연구 대상자는 TGMD-2의 이동운동기

술 점수에 따라 상, 하 집단으로 나누어 과제를 수행하였다.

실시간으로 동작을 촬영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Qualysis)를 사용

하여 실험 참가자의 신체에 붙어있는 구형 반사마커에서 반사되는 빛을

녹화하고 영상 분석을 실시하였다. Qualisys Track Manager(QTM)를

통하여 각 마커의 3차원 공간 좌표를 산출하였다. 수집된 좌표 값들을

바탕으로 정보를 엑셀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산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

동운동기술 수준으로 나눈 집단을 독립변인으로 속도, 보폭, 장애물로부

터 발끝 사이의 거리, 장애물로부터 발뒤꿈치 사이의 거리, 장애물과 장

애물을 넘는 발 사이의 최소수직거리의 차이에 대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1.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낮은 장애물 조건에서 이동운동기술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장애물을 넘을 때 장애물로부터 발끝 사이의 거리(TD)값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발끝이 장애물에 걸릴 때는 쉽게 균형을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한 전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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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또한 장애물에 발끝이 닿더라도 무게중심점이 뒤에 위치하여

넘어질 확률을 낮춰주기 때문에 이동운동기술 수준이 낮을수록 불안한

장애물 보행을 안전하게 넘기 위하여 이러한 전략을 보인다고 할 수 있

다.

둘째, 낮은 장애물 조건에서 이동운동기술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장애물을 넘은 후 장애물로부터 발뒤꿈치 사이의 거리(HD)

값이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발뒤꿈치로 장애물을 건드릴 위험은

높으나 HD값을 작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TD값은 크게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발끝으로 건드릴 위험은 낮게 되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이동운

동기술 수준이 낮을수록 불안한 장애물 보행을 안전하게 넘기 위하여 위

한 전략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낮은 장애물 조건에서 이동운동기술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장애물을 넘은 후 장애물로부터 발뒤꿈치 사이의 거리

(THD)값이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이동운

동기술 수준이 낮을수록 장애물로부터 발뒤꿈치 사이의 거리(HD)값이

작게 나타남에 따른 결과일수도 있지만 이동운동기술 수준이 낮은 집단

이 장애물을 넘으면서 생긴 불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재빨리 다음 발

을 배치를 하는 전략일 수 있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후속 연구 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문제점

및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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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장애물 높이를 세분화하여 장애물 보행의 전략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장애물을 5cm, 15cm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

였다. 본래 15cm 조건에서 이동운동기술 수준에 따라 전략차이가 극명

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실험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이는

15cm 장애물이 이동운동기술 수준에 상관없이 만 4~6세의 아동들에게

어려운 과제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어느 난이도 이상의 과제 수행시 협

응구조의 안정성에 변화를 준다. 협응구조의 안정성이란 외부에서 어떤

변수가 주어지더라도 자신의 동작 형태를 유지하려는 저항력으로 생물학

적 시스템의 협응 형태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김선진, 2013). 이동운동

능력은 신체의 협응능력 또한 포함하는데 15cm 장애물은 이동운동기술

수준에 상관없이 만 4~6세의 아동들에게 협응구조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고 협응능력의 차이를 살펴보기에는 어려운 과제로 집단간의 패턴 차

이를 뚜렷하게 볼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동들의 이동운동기술

수준에 따라 장애물 보행의 전략 차이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추후

에 장애물 높이를 세분화하여 중간 난이도의 과제를 설정하여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같은 연령을 대상으로 이동운동기술수준에 따라 장애물 보행시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24명의 아

동들을 이동운동기술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상 집단에도 가장

어린 나이인 만 4세가 포함되어 있고 하 집단에도 가장 많은 나이인 만

6세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동운동기술 수준으로 구분할지라도 발

달의 특성상 연령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의 평균연령은 상 집단

이 더 높았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명확한 이동운동기술 수준에 따른 장

애물 보행시 전략을 보기 위해서는 같은 연령 내에서 운동수준을 구분하

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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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는 아동의 이동운동기술 수준에 따라 장애물 보행시 전

략을 운동학적 변인들 중 발의 위치를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추

후의 후속 연구에서는 장애물 보행의 전략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각 관절각이나 근전도 변인들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더 많은 피험자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는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경향성을 나타낸 보행인자들이 많았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 더 많은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리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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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obstacle avoidance

strategy based on level of

locomotor skills in children

Haeun you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locomotor skills in

different levels and compare the obstacle avoidance strategy in

children. TGMD-2 assessment was conducted to twenty-four children

that does not have any developmental matters and was assigned into

two different groups: lower level and upper level. TGMD-2 is

assessment that measures gross motor skills. All subjects were asked

to walk 7m at their natural pace during unobstructed walking, as

well as during the avoidance to obstacle located in the travel path 4m

from the initial starting position for 5 times. Data analysis included

Gait Speed, Clearance from the Obstacle and Spatial Parameters from

Obstacle. As a result, there was evidence for a different avoidance

strategy between upper and lower groups. There were no level

differences found in obstacle-free gait but, lower group exhibited a

significantly more conservative strategy when crossing low obst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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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tance between the obstacle and the leading foot's toe before

stepping over the obstacle was longer in lower group than in upper

group. Accordingly, the distance between the obstacle and the leading

foot's heel after stepping over the obstacle was shorter in lower

group than in upper group. Also, the distance between the obstacle

and the trailing foot's heel after stepping over the obstacle was

shorter in lower group than in upper group. From the result, lower

group uses more conservative strategy when crossing obstacles. The

foot's trajectory was coherent in lower group than in upper group.

keywords : obstacle, gait strategy, locomotorskill,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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