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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gait anal-
ysis indices and Lumbar X-ray indicators.
Methods 21 cases of patients who received treatment from October 2013 to February 
2017 for abnormal posture were analyzed. Three indicators were measured in the lumbar 
spine X-ray. These indicators include Ferguson’s angle, Lumbar lordotic angle, L4-5 IVD 
angle. Gait analysis indices were estimated by Treadmill Gait Analysis system. The data 
were analyzed to find out correlation between the gait analysis indices and Lumbar X-ray 
indicators. Spearman correlation was used.
Results Ferguson’s angle and Difference of gait balance of front and rear had a negative 
linear relationship, but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Lumbar lordotic angle and 
Difference of gait balance of front and rear  had a negative linear relationship, but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L4-5 IVD angle and Difference of gait balance of right and left 
had a negative linear relationship, but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Conclusions Difference of gait balance of front and rear had strong level of a negative lin-
ear relationship with Ferguson’s angle and Lumbar lordotic angle. (J Korean Med Rehabil 
2017;27(4):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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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보행은 하체의 관절 및 근육의 연속운동에 의하여 인체

의 중심을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1). 

정상적으로는 상하지가 조화롭게 움직이며, 신체의 무게 

중심이 규칙적이며 대칭적으로 상하, 좌우를 따라 움직이

며 진행된다2). 주로 상하지 모두에 의해 이루어지며, 여

러 신체 기관의 기능이 통합되어 이뤄지는 효율성이 높고 

복잡한 운동이다3). 따라서 작은 정렬의 이상 만으로도 근

육 및 기타 연부조직의 긴장을 야기시키고, 운동을 제한

하기도 한다4). 

이러한 보행 양상 중 보행 중 좌우 및 전후 밸런스 이

상, 발의 무게 중심 이동 이상, 보폭 및 보간의 비정상 양

상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되는 경우에 자세이상이 

동반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반대로 자세 이상의 

주요한 원인인 골반 및 요추의 불균형 또한 보행의 문제

를 일으킬 수 있다3).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정상 보행과 비정상 보행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객관적 분석 및 요추와 골반의 이상

을 분석하기 위한 방사선학적 골반, 척추 지표 계측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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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asurement of Ferguson’s angle. Fig. 2. Measurement of Lumbar lordotic angle.

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보행 양상에 대한 연구와 함께 

Ferguson’s angle, Lumbar IVD angle, Lumbar lordotic 

angle 등의 방사선학적 골반, 척추 지표 등에 대한 연구 

각각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제시되어 있었지만 보행 

양상과 골반, 척추 지표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저자는 자세 이상으로 인해 내원한 환자의 보행과 

요추 방사선 검사 소견이 일정한 패턴을 보임을 발견하였

고, 이에 대한 상관성을 알아보고자 본원의 의무기록상 

보행 분석 검사 결과 및 요추 방사선 검사 결과를 분석하

여 어떠한 상관 관계가 있는지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일정

한 지견을 얻었으므로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13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세명대학교 충주한

방병원에 자세이상을 호소하여 내원한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 중 기립위 요추 방사선 검사와 보행분석검사를 모두 

시행하였던 환자의 의무기록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

다. 대상군 중 척추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체 

고정술 및 추체 감압술 등의 수술 기왕력이 있는 환자의 

의무기록은 제외하였다. 

2. 연구 방법

1) 기립위 요추 방사선 지표 측정

기립위 요추 방사선 지표에서 다음의 3가지 지표를 각

각 측정하였다.

(1) Ferguson’s angle5) 

천골 기저부를 따라 그은 선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을 

측정하였다(Fig. 1).

(2) Lumbar lordotic angle5) 

제 1요추와 제 1천추의 추체 상연에서 그은 선에서 각

각 수직이 되는 선을 그어 교차하는 곳의 각을 측정하였

다(Fig. 2).

(3) L4-5 intervertebral disc angle5) 

요추 제 4, 5추체 간의 디스크 윗면과 아랫면을 따라 

수평선을 그어서 두 선이 교차하는 곳의 각도를 측정하였

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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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easurement of L4-5 intervertebral disc angle.

Fig. 4. Result of gait balance.

2) 보행 분석 지표 측정

보행 분석은 TGA (Treadmill gait analysis) system 

(Techstorm, Korea)를 사용하였다. 보행 분석기의 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맨발 상태에서 보행하도록 하였으며 

환자가 평상시 걷는 걸음 속도로 트레드밀의 속도를 조정

하였다. 상기 상태에서 30초 정도 걷게 한 후 이어서 30

초 동안 보행을 분석하여 다음의 지표를 측정하였다.

(1) 보행 시 전후 및 좌우 밸런스 차이

보행 상태에서 좌우 및 전후의 족저압 밸런스를 측정

하였다. 보행이 트레드밀 상에서 이루어짐을 감안하여 좌

우 밸런스의 측정값은 좌우 차이가 5% 미만일 경우 좌우 

차이가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6). 전후 밸런스 차이

는 족부 전의 밸런스가 더 큰 경우 양의 값, 후의 밸런스

가 더 큰 경우 음의 값으로 표현하였다(Fig. 4).

(2) 보간

보행 시 좌우 발 사이의 거리이다.

(3) 보폭

보장(step length)라고도 표현하며, 보행 시 두발 사이

의 거리를 나타낸다. 우측 발이 앞에 있다고 할 때 좌측 

발의 첫 접지점에서 우측 발의 첫 접지점까지의 수직 거

리이다.

3) 통계 처리

각 항목별 자료는 각각의 값이 분류된 코딩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표준편차 (mean±standard deviation)로 

그 값을 구한 후 통계 처리 하였다. 연구 결과의 통계 처

리는 SPSS for windows를 이용하며, Spearman’s correla-

tion analysis를 이용하여 상관성을 검증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기준은 p-value＜0.05 일 때로 판단하였다. 

3. 윤리적 검토

본 연구는 세명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시행승인을 

받았다(SMU-2016-03-006-01). 그리고 해당 연구는 후향

적인 차트 리뷰로 제공받은 자료에 개인 식별 정보가 들

어 있지 않아, 물리적 동의서 획득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본 연구에 대한 서면 동의 면제 사유서와 서면 동의 면제 

자가 점검표를 제출하였다.

결과»»»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총 21명이며 이 가운데 남성은 6명 

(28.6%), 여성은 15명 (71.4%)이었다. 평균 연령은 35.86± 

12.59(세)이었으며, 연령별로는 10대 2명, 20대 6명, 30대 

6명, 40대 4명, 50대 2명, 60대 1명이었다(Table I).

2. 연구 대상자들의 기립위 요추 방사선 지표

1) Ferguson’s angle

전체 연구 대상자의 Ferguson’s angle의 평균은 36.6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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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Male Female
AGE

10th 20th 30th 40th 50th 60th

No. (n) 21 6 15 2 6 6 4 2 1

Age (yr) 35.86±12.59*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Table I. General Characteristics

Ferguson’s angle Lumbar lordotic angle L4-5 IVD angle

Total 36.62o 49.95o 13.86o

Male 38.00o 50.67o 14.00o

Female 36.07o 49.67o 13.80o

Age

  10th 30.00o 39.00o 11.00o

  20th 39.00o 56.17o 14.17o

  30th 36.00o 47.17o 14.67o

  40th 36.25o 49.25o 13.50o

  50th 42.00o 51.50o 15.00o

  60th 30.00o 51.00o 12.00o

Table II. Lumbar X-ray Indicators

Difference of gait balance 
of front and rear

Difference of gait balance 
of right and left

Step width Step length

Total  5.067%  9.133% 39.05 cm 485.71 cm

Male  0.200% 10.333% 58.17 cm 484.83 cm

Female  7.013%  8.653% 31.40 cm 486.07 cm

Age

  10th –4.500% 12.000% 25.50 cm 484.00 cm

  20th –3.033%  7.700% 32.17 cm 498.17 cm

  30th  4.867% 10.633% 53.33 cm 478.00 cm

  40th  18.100% 8.150% 41.25 cm 439.25 cm

  50th  14.500% 8.100% 20.00 cm 518.00 cm

  60th   3.000% 9.000% 51.00 cm 582.00 cm

Table III. Gait Analysis Indices

이었다. 성별에 따라서 남자 6명의 Ferguson’s angle의 

평균은 38.00o이었으며, 여자 15명의 평균은 36.07o이었

다. 연령별로는 10대는 30.00o, 20대는 39.00o, 30대는 

36.00o, 40대는 36.25o, 50대는 42.00o, 60대는 30.00o이

었다(Table II).

2) Lumbar lordotic angle

전체 연구 대상자의 Lumbar lordotic angle의 평균은 

49.95o이었다. 성별에 따라서 남자 6명의 Lumbar lor-

dotic angle의 평균은 50.67o이었으며, 여자 15명의 평균

은 49.67o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는 39.00o, 20대는 

56.17o, 30대는 47.17o, 40대는 49.25o, 50대는 51.50o, 60

대는 51.00o이었다(Table II).

3) L4-5 intervertebral disc angle (L4-5 IVD angle)

전체 연구 대상자의 L4-5 intervertebral disc angle의 

평균은 13.86o이었다. 성별에 따라서 남자 6명의 L4-5 

IVD angle의 평균은 14.00o이었으며, 여자 15명의 평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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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guson’s angle Lumbar lordotic angle L4-5 IVD angle

Ferguson’s angle 0.599 (p=0.004*) 0.250 (p=0.274)

Lumbar lordotic angle 0.599 (p=0.004*) 0.191 (p=0.407)

L4-5 IVD angle 0.250 (p=0.274) 0.191 (p=0.407)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analyzed by spearman’s correlation.
*p＜0.01.

Table IV. Correlation between Lumbar X-ray Indicators

13.80o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는 11.00o, 20대는 14.17o, 

30대는 14.67o, 40대는 13.50o, 50대는 15.00o, 60대는 

12.00o이었다(Table II).

3. 연구 대상자들의 보행 분석 지표 

1) 보행 시 전후 밸런스 차

전체 연구 대상자의 전후 밸런스 차의 평균은 5.067%

이었다. 성별에 따라서 남자 6명의 전후 밸런스 차의 평

균은 0.200%이었으며, 여자 15명의 평균은 7.013%이었

다. 연령별로는 10대는 –4.500%, 20대는 –3.033%, 30대

는 4.867%, 40대는 18.100%, 50대는 14.500%, 60대는 

3.000%이었다(Table III).

2) 보행 시 좌우 밸런스 차

전체 연구 대상자의 좌우 밸런스 차는 평균 9.133%이

었다. 성별에 따라서 남자 6명의 좌우 밸런스 차는 평균 

10.333%이었으며, 여자 15명의 평균은 8.653%이었다. 연

령별로는 10대는 12.000%, 20대는 7.700%, 30대는 10.633%, 

40대는 8.150%, 50대는 8.100%, 60대는 9.000%이었다

(Table III).

3) 보간

전체 연구 대상자의 보간의 평균은 39.05 cm이었다. 

성별에 따라서 남자 6명의 보간의 평균은 58.17 cm 이었

으며, 여자 15명의 평균은 31.40 cm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는 25.50 cm, 20대는 32.17 cm, 30대는 53.33 cm, 

40대는 41.25 cm, 50대는 20.00 cm, 60대는 51.00 cm이

었다(Table III).

4) 보폭

전체 연구 대상자의 보폭의 평균은 485.71 cm이었다. 

성별에 따라서 남자 6명의 보폭의 평균은 484.83 cm이었

으며, 여자 15명의 평균은 486.07 cm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는 484.00 cm, 20대는 498.17 cm, 30대는 478.00 

cm, 40대는 439.25 cm, 50대는 518.00 cm, 60대는 

582.00 cm이었다(Table III).

4. 기립위 요추 방사선 지표 간의 상관성

기립위 요추 방사선 지표 간의 상관성을 각각 알아보

기 위해서 Spearman’s correlation analysis를 이용하였

다. Ferguson’s angle과 Lumbar lordotic angle 간의 

Spearman 상관계수는 0.599로 0.5보다 높아 비교적 강한 

수준의 양의 선형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p-value 역시 

0.00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Ferguson’s an-

gle이 클수록 Lumbar lordotic angle이 커지는 관계가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Ferguson’s angle과 L4-5 IVD angle 

간의 Spearman 상관계수는 0.250로 약한 수준의 양의 선

형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Ferguson’s angle이 클수록 

L4-5 IVD angle이 커지는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지만, 

p-value는 0.274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Lumbar lordotic angle과 L4-5 IVD angle 간의 Spearman 

상관계수는 0.191으로 약한 수준의 양의 선형관계가 나타

났다. 따라서 Lumbar lordotic angle이 클수록 L4-5 IVD 

angle이 커지는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p-value

는 0.407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IV).

5. 보행 분석 지표 간의 상관성

보행 분석 지표 사이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Spearman’s 
correlat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보행 시 좌우 밸런스 

차이와 보간 간의 Spearman 상관계수는 0.443으로 보통 

수준의 양의 선형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p-value는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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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 of
gait balance of front and rear

Difference of
gait balance of right and left

Step width Step length

Difference of gait balance of 
front and rear

0.022 (p=0.925) 0.045 (p=0.845) –0.312 (p=0.169)

Difference of gait balance of 
right and left

0.022 (p=0.925) 0.443 (p=0.044*) –0.271 (p=0.235)

Step width 0.045 (p=0.845) 0.443 (p=0.044*) –0.201 (p=0.382)

Step length –0.312 (p=0.169) –0.271 (p=0.235) 0.201 (p=0.382)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analyzed by spearman’s correlation.
*p＜0.05.

Table V. Correlation between Gait Analysis Indices

Difference of
gait balance of front and rear

Difference of
gait balance of right and left

Step width Step length

Ferguson’s angle –0.411 (p=0.064) –0.039 (p=0.866) –0.139 (p=0.546) 0.038 (p=0.870)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analyzed by spearman’s correlation.

Table VI. Correlation between Ferguson’s Angle and Gait Analysis Indices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보행시 좌우 밸런스 

차이가 클수록 보간도 커짐을 알 수 있었다. 보행 시 전

후 밸런스 차이와 좌우 밸런스 차이 및 보간 간의 

Spearman 상관계수는 모두 0에 가까운 양의 선형관계를 

나타내었으며, p-value 역시 1에 가까워 보행 시 전후 밸

런스 차이와 좌우 밸런스 차이, 전후 밸런스 차이와 보간

에서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보간과 보

폭 간의 Spearman 상관계수는 0.201로 약한 수준의 양의 

선형 관계를 나타내었으나, p-value가 0.382로 통계적으

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보폭과 보행 시 전후 및 좌우 밸

런스 차이 간의 Spearman 상관계수는 모두 약한 수준의 

음의 선형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p-value는 0.05 이상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V). 

6. 기립위 요추 방사선 지표와 보행 분석 지표의 

상관성

1) Ferguson’s angle과 보행 분석 지표의 상관성

Ferguson’s angle과 보행 분석 지표 간의 상관성을 알

아보기 위해 Spearman’s correlation analysis를 사용하였

다. Ferguson’s angle과 보행 시 전후 밸런스 차이 간의 

Spearman 상관계수는 –0.411로 보통 수준의 음의 선형 

관계를 나타내어 Ferguson’s angle이 커질수록 보행 시 

전후 밸런스 차이가 작아지는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다만 p-value는 0.064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

다. Ferguson’ angle과 보간 간의 Spearman 상관계수는 

–0.139로 약한 수준의 음의 선형 관계를 나타내었다. 

Ferguson’ angle이 커질수록 보간은 좁아지는 관계임을 

알수 있지만 p-value는 0.546으로 통계학적으로는 유의하

지 않았다. Ferguson’ angle과 보행 시 좌우 밸런스 차는 

Spearman 상관계수에서 0에 가까운 음의 선형관계, 

Ferguson’s angle과 보폭은 0에 가까운 양의 선형관계를 

나타내어,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다(Table VI).

2) Lumbar lordotic angle과 보행 분석 지표의 상관성

Lumbar lordotic angle과 보행 분석 지표 간의 상관성

을 알아보기 위해 Spearman’s correlation analysis를 사

용하였다. Lumbar lordotic angle과 보행 시 좌우 및 전

후 밸런스 차이 간의 Spearman 상관계수는 약한 수준의 

음의 선형관계가 나타나, Lumbar lordotic angle이 커질

수록 보행 시 좌우 및 전후 밸런스 차이가 작아짐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두 관계 모두 p-value는 0.05 이상으

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Lumbar lordotic angle과 보

폭의 Spearman 상관계수는 0.245로 양의 선형관계를 나

타내어, Lumbar lordotic angle이 증가할수록 보폭이 늘

어남을 알 수 있었지만, p-value는 0.285로 통계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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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 of
gait balance of front and rear

Difference of
gait balance of right and left

Step width Step length

Lumbar lordotic angle –0.264 (p=0.247) –0.143 (p=0.535) 0.082 (p=0.724) 0.245 (p=0.285)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analyzed by spearman’s correlation.

Table VII. Correlation between Lumbar Lordotic Angle and Gait Analysis Indices

Difference of
gait balance of front and rear

Difference of
gait balance of right and left

Step width Step length

L4-5 IVD angle 0.126 (p=0.586) –0.298 (p=0.190) –0.200 (p=0.385) –0.135 (p=0.559)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analyzed by spearman’s correlation.

Table VIII. Correlation between L4-5 IVD Angle and Gait Analysis Indices

유의미하지 않았다. Lumbar lordotic angle과 보간의 

Spearman 상관계수는 0.082로 0.1보다 낮아 상관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Table VII).

3) L4-5 IVD angle과 보행 분석 지표의 상관성

L4-5 IVD angle과 보행 분석 지표 간의 상관성을 알아

보기 위해 Spearman’s correlation analysis를 사용하였

다. L4-5 IVD angle과 보행 시 좌우 밸런스차, 보폭 및 

보간 간의 Spearman 상관계수는 약한 수준의 음의 선형

관계가 나타났다. L4-5 IVD angle이 증가할수록 보행 시 

좌우 밸런스 차, 보폭 및 보간이 감소하는 관계가 있음을 

알수 있으나, 세 관계 모두에서 p-value는 0.05 이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L4-5 IVD angle과 보행 시 

전후 밸런스 차 간의 Spearman 상관계수는 0.126으로 약

한 수준의 양의 선형관계가 나타났으며, p-value는 0.586

으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Table VIII).

고찰»»»
본 연구에서는 보행 분석을 통해 알아낸 여러 요소들

과 기립위 요추 방사선 촬영을 통해 계측한 요소들의 상

관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2013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세명대학

교 충주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외래에 자세 이상을 호

소하며 내원한 환자 21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방법을 분석

하였다. 

기립위 요추 방사선 지표는 본원에서 촬영한 요추 

X-Ray Lateral view를 통해 Ferguson’s angle, Lumbar 

IVD angle, Lumbar lordotic angle 등을 계측하였다. 

보행 분석은 TGA (Treadmill gait analysis) system 

(Techstorm, Korea)를 사용하여, 보행 시 전후 및 좌우 

밸런스, 보폭 및 보간 등을 측정하였다. 트레드밀 보행은 

보행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평지 보행에 비해 일정한 보

행 속도를 유지할 수 있고, 평지 보행과 마찬가지로 좌우 

하지의 대칭성은 유지할 수 있었으나, 평지 보행에 비해 

족저압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지면 접촉 시간이 상대적

으로 증가하는 등의 영향은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이 트레드밀 상에서 이루어짐을 감안하여 좌우 밸런

스의 측정값은 좌우 차이가 5% 미만일 경우 좌우 차이가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전후 밸런스 차이는 족부 

전의 밸런스가 더 큰 경우 양의 값, 후의 밸런스가 더 큰 

경우 음의 값으로 표현하였다.

Ferguson’s angle을 측정한 결과 전체 대상자의 평균

은 36.62o이었다. 일반적으로 30o∼57o를 정상 범위로 간

주하는데7), 본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 21명(100%) 모두 

정상 범위에 속하였다. Ferguson’s angle은 요천관절 부

위 안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주로 사용되는 측정 방식으로 

이 각이 작을수록 요천관절의 안정도가 증가하며, 이 각

이 클수록 요천관절의 변형과 압력이 증가하여 요통을 일

으키는 기계적 요소가 된다고 한다8). 그리고 또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급성요통의 경우에는 Ferguson’s angle이 

감소되는 경우가 많았고, 만성요통의 경우에는 증가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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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bar lordotic angle을 측정한 결과 전체 연구 대상

자의 평균은 49.95o이었다. 이는 요추의 전반적인 만곡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 정상 범위는 50o∼60o로 알려져 

있는데7), 요통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을 49o 

라고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10), 건강한 성인 남자를 대상

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을 46.5o±11.1o로 제시하는 경우

도 있다11). 알려진 대로 50o
∼60o의 정상 범위를 기준으

로 할 경우 9명(42.9%)만이 정상 범위에 속하였고, 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의 평균과 비교할 경우 평균

치가 거의 비슷하였다. 

L4-5 IVD angle을 측정한 결과 전체 연구 대상자의 평

균은 13.86o이었다. 이는 14o 이하를 안정적인 각도로 평

가하며, 5o에 가까워질수록 후관절과 추간판이 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12). 따라서 5o∼14o를 정상 각도로 평

가할 경우 본 연구에서는 13명(61.9%)이 정상 범위에 속

하였다.

보행 시 전후 밸런스의 차이를 측정한 결과 전체 연구 

대상자의 평균은 5.067%이었다. 환자가 자각하는 요통의 

정도와 보행 시 전후 밸런스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요통

의 정도가 낮을수록 보행 시 전면의 압력이 커지고, 밸런

스 차이가 양의 방향으로 커진다고 할 수 있다13). 요통이 

없는 정상 성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후 밸런스 차이가 

40%가량 나야하는데, 해당 기준으로 볼 경우 21명(100%) 

전체 모두 비정상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었다.

보행 시 좌우 밸런스의 차이를 측정한 결과 전체 연구 

대상자의 평균은 9.133%이었다. 보행이 트레드밀 상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좌우 차이가 5% 미만일 경우 

좌우 차이가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해당 기준으

로 볼 경우 단 4명(19.0%)만이 보행 시 좌우 밸런스가 균

형을 이루고 있었다.

보폭 및 보간을 측정한 결과 전체 연구대상자의 보폭

의 평균은 485.71 cm이었고, 보간의 평균은 39.05 cm이

었다. 보폭 및 보간의 경우 신장에 따라서 다양한 범위를 

나타내어 정확한 평균을 찾을 수 없었다.

기립위 요추 방사선 지표와 보행 분석 지표를 비교하

기 위해 각각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Spearman’s correla-

tion analysis를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Ferguson’s 
angle과 Lumbar lordotic angle, 보행 시 좌우 밸런스 차

이와 보간 간에는 Spearman 상관계수가 각각 0.599, 

0.443 등으로 비교적 높게 나와 평균 이상의 양의 선형관

계가 나타났으며, p-value 상으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 외 몇가지 상관 관계에서 양 또는 

음의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증명됐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없었다. 

이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방사선 지표와 보행 분석 

지표를 상관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고, 두 지표를 각각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있었다. 방사선 지표를 분석한 연

구 결과를 살펴 보면, Ferguson angle, Lumbar lordotic 

angle, L4-5 IVD angle 등이 모두 정(+)의 선형 관계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7), 급성 제 4요추 측방 골반 뒤틀림이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Ferguson angle과 

Lumbar Lordotic angle이 크게 나타나고, L4-5 IVD angle

은 작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14), 만성 요통군의 Fergu-

son angle, Lumbar lordotic angle의 평균값이 급성 요통

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저하되어 있다는 연구 결

과15) 등이 있었다.

보행 분석 지표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는 ODI와 보행시 

전후 밸런스 비율 간에 유의미한 음의 상관 관계가 있다

는 결과, 즉 요통의 정도가 심할수록 족근부로 체중부하

를 더 준다는 결과13) 등이 있었다.

다음과 같이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요통의 정도와 

방사선 지표 및 보행 분석 지표를 각각 분석한 연구가 대

다수였다. 비록 방사선 지표와 보행 분석 지표를 상관 연

구를 한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대다수의 지표 간에서 양 또는 음의 선형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상기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척추 정렬의 이상과 보

행의 이상 상태는 동반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척추 정렬의 이상을 교정할 수 있는 척추 추나 요법16), 

보행 및 족부의 이상을 교정할 수 있는 족부 보조기17,18)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척추 및 보행의 역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연구의 한계점은 먼저 표본수가 21명으로 충분치 

못하여 표본수가 많은 연구에 비해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

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본원에 자세이상을 주소로 내원하는 환자가 있을 것이기

에 각 변수의 자료를 보충하여 통계적으로 좀더 의미가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척추의 전만 또는 후만을 관찰할 수 있는 지표만

을 관찰하였는데, 측만에 관한 지표도 함께 고려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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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면 좀 더 의미있는 연구가 되었을 것이다. 추후

에 좀더 많은 표본 수를 대상으로 하고, 의미가 있을 것

이라고 생각되는 다른 지표들을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하

면 좀 더 유의성있는 연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 된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3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세명

대학교 충주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에 자세 이상을 호

소하며 내원한 환자 21명을 대상으로 기립위 요추 방사선 

지표와 보행 분석 지표간의 상관성에 대해 후향적으로 통

계 분석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기립위 요추 방사선 지표에서 Ferguson’s angle과 

Lumbar lordotic angle 간의 Spearman 상관계수는 0.599

로 0.5보다 높아 비교적 강한 수준의 양의 선형 관계를 

나타내었고,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으며(p-value : 0.004). 

Ferguson’s angle과 L4-5 IVD angle, Lumbar lordotic 

angle과 L4-5 IVD angle 간에도 양의 선형 관계가 나타났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2. 보행 분석 지표에서 보행 시 좌우 밸런스 차이와 보

간 간의 Spearman 상관계수는 0.443으로 보통 수준의 양

의 선형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value: 0.044). 보간과 보폭 간에는 약한 수준의 양의 

선형관계가 나타났으며, 보폭과 보행 시 전후 및 좌우 밸

런스 차이 간에는 약한 수준의 음의 선형관계가 나타났

다. 그러나 모두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보행 시 

전후 밸런스 차이와 좌우 밸런스 차이, 전후 밸런스 차이

와 보간의 차이에서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3. Ferguson angle과 보행 분석 지표를 분석한 결과, 

보행 시 전후 밸런스 차이와는 Spearman 상관계수가 

–0.411로 보통 수준의 음의 선형 관계가 나타났으나 통계

적 유의성은 없었고(p-value: 0.064), 보간 과는 –0.139로 

약한 수준의 음의 선형 관계가 나타났으나 역시 유의성은 

없었다(p-value: 0.546). 그리고 보행 시 좌우 밸런스 차

이 및 보폭과는 0에 가까운 상관 관계로, 상관 관계가 거

의 없었다. 

4. Lumbar lordotic angle과 보행 분석 지표를 분석한 

결과, 보행 시 전후 및 좌우 밸런스 차이와는 Spearman 

상관계수가 각각 –0.264, –0.143으로 약한 수준의 음의 

선형 관계가 나타났다. 보폭과의 상관계수는 0.245로 약

한 수준의 양의 선형 관계가 나타났으며, 보간과는 상관 

관계가 거의 없었다. 모든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5. L4-5 IVD angle과 보행 분석 지표를 분석한 결과, 

보행 시 좌우 밸런스 차이, 보폭 및 보간 간의 Spearman 

상관계수는 각각 –0.298, –0.135, –0.200 으로 약한 수준

의 음의 선형관계가 나타났으며, 보행 시 전후 밸런스 차

이와의 상관계수는 0.126으로 약한 수준의 양의 선형 관

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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