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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arison of Plantar Foot Pressure Distribution in Adult and Elderly
according Obstacle He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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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plantar foot pressure distribution in adults and elderly according to obstacle
height.

Methods: Nine healthy adults and nine older adults were recruited and the subjects provided written informed consent consent

prior to participation. Both groups walked and crossed obstacles with heights of 0%, 10%, 20%, and 30% of their height. Foot
pressure was measured by peak pressure using the Pedar System (Novel Gmbh, Germany) during obstacle walking with barefeet
in shoes. Three trails were calculated on eight areas and then averaged for data analysis.

Result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great toe, little toes, and lateral metatarsal area was observed between adults and elderly
groups, but other area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Foot pressure was increased in groups according to obstacle height.

Conclusion: These findings showed that change in foot pressure distribution is more lateral in elderly in order to maintain
postural control during obstacle cro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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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는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을 거치며, 신체적 능력의 감소와
신체 기능 약화가 나타나며, 근력이나 관절 범위 의 감소, 고

사람의 자세는 비교적 작은 기저면인 두 발로 몸 전체의 체중

유수용성 감각의 감소와 비정상적인 신체 조절 양상에 의해

을 유지하기 때문에 신체 중심을 좁은 기저면 내에 유지하는

균형을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2 또한 정상적인 노화의

것이 매우 불안정하다. 정상적인 기립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과정을 거치는 노인은 균형 조절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기저면 내에서 자세 동요를 최소화 하거나 원하는 동작을 수

동작이 정상 성인과는 반대로 몸쪽에서 먼쪽으로 근 수축이

행할 때 몸을 움직여 전환된 기저면 내에서 신체의 중심을

일어나게 되므로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지고 발이나 발목의

1

잡는중력에 대해 효율적인 자세 조절이 필요하다. 사람의 자

고유수용성 감각의 감소는 비능률적인 움직임을 일으켜서
균형 유지의 어려움 뿐 아니라 정상적인 보행이 어렵게 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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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nce), 긴 양다리 지지기 시간, 느린 보행속도, 짧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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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이 나타난다. 장애물이 있게 되면 보행속도와 보폭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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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보행은 일반적으로 정상 성인에 비해 높은 분속수

욱 짧아지게 되며 이러한 전략은 균형 조절을 촉진시키게
되고 한 발로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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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장애물을 넘게 되면 수행이

참여중인 여성노인 9명과 D대학에 재학중인 여대생 9명을

더 어려워지며 낙상의 위험도 커진다.4 노인에서 낙상은 다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대상자들은 모두 다리에 선천적인

리의 근력, 근파워 및 균형 소실에 의해 나타나게 되며, 골

기형 이나 신경학적 질환으로 인한 장애가 없었으며 독립적인

절이나 장애를 발생시키고, 지속적인 기능장애로 인한 일

보행에 문제가 없었다.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발목이나 발

상생활동작이 수행 능력의 감소시켜 독립적인 생활을 방해

의 통증으로 인해 보행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

5

한다. 특히 노인의 낙상은 장애물을 넘다가 낙상으로 인해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게 된다.
장애물 넘기 보행은 정확하게 장애물을 인식하여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지지하는 다리에 충분한 체중이동이 이루어지고

외하였다.
실험 전 모든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실험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며,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다리로 균형을 유지하며, 반대쪽 다리를 장애물보다 높게
들어가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노인의 장애물 보행은 시각,

2. 실험방법

고유수용성 감각, 시공간 지각 능력과 집중력의 문제에 의해
장애물을 형태와 상황에 대한 이해의 감소와 인체의 움직임

1) 측정도구
⑴ 족저압력 측정

을 파악하지 못해서 자세 안정성을 유지하고 다리의 적절한

실험대상자들이 평지 보행과 장애물 보행을 할 때 입각기

각도를 유지하는데 문제를 일으키며 노인 낙상의 하나의 원

발의 족저압을 측정하기 위해 족저압력 분포측정기(Pedar-X

6

인이 된다. 따라서 일상적인 평지 보행과 달리 장애물 넘기

System, Novel Gmbh, 독일)를 사용하였다. 이 장비는 직접

보행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장애물에 대한 인식과 이동을

적으로 발과 신발 사이, 신발과 지면 사이의 압력이나 힘, 접

위해 다리의 각 관절의 적절한 조절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

촉시간 등을 측정할 수 있으며, 하나의 인솔센서에는 99개의

물 보행에 대한 연령에 따른 효과와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독립된 셀(cell)이 내장되어 있다. 측정 시 sampling rates는

이루어져야 낙상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초당 50 Hz로 하였고, 각 대상자의 신발사이즈와 일치하는

장애물 넘기 보행의 운동학적 분석연구 결과, 장애물의 높
이가 높아짐에 따라 먼저 넘어가는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

인솔 센서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신발은 바닥에 굴곡이 없는
일반적인 운동화를 치수별로 준비하여 신도록 하였다.

관절, 발목 관절의 굽힘 각도가 높이에 따라 증가되었고 뒤
수 있었으며 보행의 속도가 감소되었다. 이처럼 장애물 보

2) 측정 방법
성인여성과 노인여성에서 장애물 높이에 따른 입각기 발의

행의 운동학적 분석과 신체 중심이동의 변화에 관련된 연구

족저압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평지보행과 본인

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장애물 보행에 있어 신체와 지면을 닿

신장의 10%, 20%, 30% 높이에 해당하는 장애물 보행을 하

아서 움직이는 발의 안정성과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는 족저압

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장애물은 두 개의 지 지대와

연구가 필요하나, 노인을 대상으로 장애물의 높이에 따른

고무밴드로 구성되었으며, 지지대 사이를 가로 100 ㎝, 직경

발의 압력 분포를 확인하는 족저압의 분포에 관한 연구는

1 ㎝의 고무밴드로 연결하여 장애물의 높이를 조절하였다. 장

미비한 실정이다.

애물은 지정된 보행로에 설치하였으며, 각 지지대에 0.5 ㎝

따라가는 다리는 무릎 관절의 굽힘이 많이 증가되는 것을 볼
7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에서 장애물을 넘는 동안
장애물의 높이가 발의 족저압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여 정상

수직간격으로 못을 고정하여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성인과 노인의 차이점을 확인하여 노인의 장애물 넘기의

대상자들은 장애물 보행 시 비우세발을 지지한 상태에서

위험을 확인하고 낙상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우세발로 먼저 장애물을 넘도록 하였으며 이 때 지지한 발의

제시하고자 한다.

전체 입각기 동안 족저압력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각 대
상자의 우세발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자가 축구공을 굴려

II. 연구방법

대상자가 차도록 유도하는 동작을 3회 실시하였고, 공을 찬
발을 우세발로 선정하였다. 대상자들은 평지보행과 다양한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D지역에 소재한 노인복지관의 여가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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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의 장애물 보행을 각 1회씩 연습하여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고, 각 조건에서 3회씩 보행을 실시하여 입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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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8명으로(성인여성 9명, 노인여
성 9명) 성인여성의 연령은 28.4±4.6세, 노인여성의 연령은
67.6±5.9세였다. 성인여성의 신장은 161.8±7.1 cm이고
노인여성의 신장은 153.1±3.6 cm였으며, 성인여성의 체중
은 55.8±10.1 kg, 노인여성의 체중은 57.0±6.9 kg 이였다
(Table 1).
2. 각 그룹의 영역별 최고 압력값 비교
장애물 높이에 따른 성인과 노인의 여성에서 발의 영역별로
족저압을 측정한 결과 영역1과 영역2, 영역 5에서 그룹간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영역2에서 장애물 높이가 높아질
수록 유의하게 족저압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Table 2).
영역 1에서 성인에서 노인에 비해 족저압이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으며 특히 장애물높이가 높아질수록 성인에서는
족저압이 높아졌으나 노인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Figure1. Distribution of plantar area

나타났다. 장애물높이가 높아질수록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는 않았지만 대응별 비교 결과 평지와 20% 높이, 평지와

발의 족저압력을 측정하였다. 대상자들이 장애물을 넘는 순서

30% 높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영역2에서는 노인이

는 무작위로 실시하였다.

성인에 비해 유의하게 족저압이 높게 나타났고 장애물 높이

발바닥은 Figure 2와 같이 발뒤꿈치(Heel), 안쪽 활(Medial

에 따라서고 역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평지에 비해 장

Arch), 바깥쪽 활(Lateral Arch), 안쪽 발허리뼈(Medal

애물을 넘을 때 족저압이 높게 나타났다. 영역 3에서는 그룹

Metatarsal), 중간 발허리뼈(Central Metatarsal), 바깥쪽 발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장애물높이에 따른 유의한

허리뼈(Lateral Metatarsal), 엄지 발가락(Great Toe), 기타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영역4는 성인에서 노인에 비해 유

발가락(Little Toe)을 포함하는 부위로 총 8개의 영역으로

의하게 높은 족저압을 보였다. 장애물높이에 따른 유의한

구분하였다. 발의 영역별 최고 압력치를 측정하였고 결과물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응별 비교 결과 평지와 10%, 평

의 각 항목별 자료 분석은 Pedar-X system에서 제공되 는

지와 30%높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영역 5, 6, 7, 8은

Pedar-M online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

모두 그룹간 유의한 차이도 장애물높이에 따른 유의한 차이도

였으며, Novel사에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데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영역 7에서 대응별 비교 결과 평

터를 가공 및 정리하였다.

지와 10%, 평지와 20%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모든 족
저영역에서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3. 자료분석
성인여성과 노인여성의 평지보행과 장애물보행에서 장애

IV. 고찰

물 높이에 따른 지지발의 영역별 족저압력을 비교하기
위해 SPSS 19.0을 사용하여 이요인 반복측정 (two-way

노화에 의한 신체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라

repeated measure)을 이용하여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또한

낙상에 대한 공포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8 근력 소실과 균형

각 높이 에서 그룹 간의 비교를 위해서 대응비교 t-검정을 이

능력의 감소가 보행과 자세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용하였다. 유의수준 α는 0.05로 하였다.

되며, 이동이나 장애물을 넘는 등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나
타날 수 있다.5 이에 본 연구는 장애물 넘는 동안 장애물의

III. 결과

높이에 따라 노인과 정상 성인의 족저압의 변화를 통해 발
에서의 자세 조절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
259 J Korean Soc Phys Ther 2014:26(4):257-261

본 연구에서 나이와 장애물의 높이의 차이에 의한 족저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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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mean±SD)
adult group (n=9)

elderly group (n=9)

Age (years)

28.37 ± 4.62

67.62 ± 5.92

Height ( ㎝ )

161.81 ± 7.14

153.10 ± 3.59

Weight ( ㎏ )

55.75 ± 10.07

56.95 ± 6.92

Table 2. Results of peak foot pressure according to obstacle height
PA
Area 1

Area 2

Area 3

Area 4

Area 5

Area 6

Area 7

Area 8

(unit : KPa)

0%

10%

20%

30%

adult

176.80 ± 32.12

191.29 ± 39.03

223.33 ± 27.06

230.74 ± 38.06

elderly

145.58 ± 39.00

135.83 ± 23.27

152.22 ± 38.09

138.70 ± 27.70

adult

51.38 ± 9.01

61.48 ± 15.91

56.66 ± 18.70

59.37 ± 16.46

elderly

53.88 ± 22.91

63.73 ± 14.72

64.62 ± 11.27

63.70 ± 14.38

adult

83.73 ± 13.87

79.57 ± 31.46

82.04 ± 21.35

87.78 ± 24.86

elderly

82.87 ± 37.77

86.57 ± 16.47

91.20 ± 20.19

99.72 ± 24.35

adult

153.53 ± 81.69

184.53 ± 49.74

174.53 ± 60.32

201.57 ± 60.60

elderly

110.98 ± 44.61

164.94 ± 63.32

170.74 ± 73.30

127.22 ± 36.10

adult

152.80 ± 36.89

156.01 ± 48.34

151.57 ± 44.51

153.24 ± 33.70

elderly

136.49 ± 63.86

149.23 ± 37.32

141.20 ± 38.43

134.91 ± 42.79

adult

125.87 ± 20.88

113.87 ± 45.16

120.96 ± 47.42

117.12 ± 24.44

elderly

106.01 ± 53.59

110.83 ± 29.63

111.85 ± 32.41

124.35 ± 44.74

adult

176.41 ± 83.64

242.40 ± 83.90

246.48 ± 114.46

254.66 ± 93.11

elderly

164.99 ± 85.68

238.33 ± 105.51

220.74 ± 82.37

189.27 ± 86.38

adult

124.30 ± 37.25

131.01 ± 52.28

130.09 ± 44.46

132.22 ± 38.26

elderly

118.82 ± 54.88

150.24 ± 32.61

137.59 ± 33.54

133.80 ± 34.94

p
0.00*

0.05*

0.09

0.11

0.02*

0.15

0.23

0.36

*P<0.05
Area 1: Great toe, Area 2: Little toes, Area 3: Medial metatarsal head, Area 4: Central metatarsals,
Area 5: Lateral Metatarsal, Area 6: Medial Arch, Area 7: Lateral Arch, Area 8: Heel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넘는 동안에 장애물 넘는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노인과 정상 성인 모두 장애물의

발의 앞부분이 떨어져서 장애물을 넘어 발이 처음 닿는 부분

높이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장애물을 넘기 위해 발을 높이 들

까지의 족저압을 분석한 결과 엄지발가락, 네발가락, 그리

어야 되고 이에 따라 전체적인 족저압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고 바깥 발허리 영역에서 노인과 정상 성인에서 차이를 보였

장애물의 높이가 높아지면 다리를 들고 유지하는 시간이 길어

다. 그리고 네발가락 영역에서는 높이에 따라 족저압의 값이

지게 됨에 따라 족저압의 압력이 더 크게 나오게 되고, 넘어질

증가하였다. 나이에 의한 효과에서 노인은 높이에 따라 족저

위험이 크게 된다. 따라서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충분한 근력

압의 크기가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으나 정상 성인은 장애

과 균형 능력 등의 신체 안정성을 유지한다면 낙상의 위험

물이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족저압도 함께 많이 증가하였고,

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다.

높이에 따른 차이는 전반적으로 장애물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전체 족저압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9,10

노인은 이마면에서 동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안쪽
으로 신체 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감소시키게 되고, 이것은 노

Hahn 등 은 장애물의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시상면에서

인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옆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하는 엉덩

엉덩 관절과 발목 관절의 관절 각도가 노인에게서 유의하게

관절 골절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 중의 하나를 감소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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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11 따라서 앞발의 안쪽으로 족저압이 크게 나타나지

2.

않는 것은 정상 노인에서 옆으로 넘어지지 않고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유용한 전략이다.12,13 본 연구에서도 정상 성
인에 비해 네발가락과 바깥 발허리 영역에서 높은 족저압을

3.

보였으며, 정상 보행과는 다르게 신체 중심이 이동하는 방
향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앞쪽 발의 전체적인

4.

면을 함께 지지하여 안정성을 증가시켜 신체 동요를 감소시
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바깥으로 체중 이동이 되면서 발
가락을 이용하여 넘어지지 않기 위해 바닥쪽을 강하게 누르

5.

게 되어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Lowrey 등14은 나이에 따른 toe clearance를 확인 한 연구
에서는 먼저 장애물을 넘는 다리의 toe clearance는 나이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다고 하였지만, Lu 등15은 나이와

6.
7.

장애물의 높이에 따라 toe clearance 차이가 있으며 노인에서
장애물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toe clearance가 증가한다고

8.

하였다. 또한 노인은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보행 속도가 느
려지고, 보폭이 짧아졌으며 장애물을 넘기 전과 후에 장
애물 근처로 최대한 접근해서 넘은 다음 기저면을 줄이기

9.

위해 장애물 가까이에 발을 놓는 양상을 보였다.6 이 전략은
지지하는 다리가 균형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

10.

대한 짧은 거리를 이동을 하게 되며, 이는 체중 이동으로 인한
지지발의 족저압이 정상 성인에 비해 적게 증가하게 되어 본
연구의 결과처럼 노인의 족저압 최고값이 정상 성인에 비해

11.

전체값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정상 노인의 장애물 넘기 동안 발에서의
족저압의 변화를 통하여 신체의 안정성 유지하고 낙상을

12.

예방하기 위한 기전을 알게 되었으며 임상에서 노인 환자를
평가하고 치료하는데 있어서 발에서의 움직임과 체중분포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연구대

13.

상자가 많지 않았으며 다리의 움직임이나 근육의 활성도와
이동 속도를 정확하게 알아보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14.

따라서 보행의 일반적인 변수와 함께 확인을 하고 낙상의
경험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여 자세 조절의
방법의 차이를 확인하여 노인 환자의 치료에 이용하도록 할
것이며, 노인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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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과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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