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지난 10년간 휴대전화 사용의 급증이 인간의 이동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Alsaleh, Sayed & Zaki, 

2018; Nasar & Troyer, 2013).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일상생활

에 상시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강요되고 있으며, 그 결과 공공

장소에서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는 전세계적인 공

공문제로 제기되고 있다(Nasar & Troyer, 2013).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보행은 이동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수단으

로 사용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장애물을 마주하게 

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Alcock, Galna, 

Hausdorff, Lord & Rochester, 2018; Yoon, Chang & Kim, 2014). 따라서 

이러한 주위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인지기능, 감각기능, 시지각적 자원, 

상황인식 등 다양한 기능이 요구되지만, 보행 중 휴대전화의 사용은 

이 기능들의 적절한 역할 할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

행자의 부상까지 초래할 수 있다(Li & Lindenberger, 2002; Lim, Amado, 

Sheehan & Van Emmerik, 2015). 

보행 시 이중과제(dual-task)나 보행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환경은 

장애물을 회피하는 전략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Aravind & 

Lamontagne, 2014; Gérin-Lajoie, Richards & McFadyen, 2005, 2006). 특

히 보행자가 장애물과의 거리를 조절하기 위한 시간과 같이 회피를 

위한 몇 가지 필수적인 요인들의 경우 시각적 단서(visual cues)를 사용

하여 추정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시각적 단서의 변화는 

충돌회피전략에 방해가 될 수 있다(Cutting, Vishton & Braren, 1995; 

Hackney, Cinelli & Frank, 2015; Olivier, Marin, Crétual, Berthoz & Pettré, 

2013). 

걸으면서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 것은 최근 인간생활에서 흔히 보여

지는 모습이고, 이때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 것 보다 걷는 것에 우선순

위를 두는 것은 분명히 더 안전한 선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젊은 성

인들의 경우 걷는 것 보다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

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실험실 상황뿐만 아니라 불규칙적인 간

섭이 있는 실생활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Plummer, Apple, Dowd 

& Keith, 2015). 걷기와 문자 메시지 보내기를 이중과제로 수행하는 연

구에 따르면, 보행 시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문자 메세지의 정확도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보행속도가 느려지고, 직선의 보행경로를 유지하

지 못하여 측면으로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냈다(Aravind & Lamontag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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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obile phone text messaging on the 
collision avoidance strategy for an approaching and stationary pedestrian. 
 
Method: Eighteen healthy young adul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Each participant was asked to perform 
a task to walking with/without mobile phone text messaging and a task to avoid collisions with another 
pedestrian who was approaching or stationary during walking. 
 
Results: When text messaging with avoidance collision, it showed an early onset time, a larger mediolateral 
COM trajectory, trunk rotation angle and trunk rotation velocity (p<.05). Also, compared to an approaching 
pedestrian, when avoiding collision with a stationary pedestrian, it showed a later onset time, a lager 
avoidance displacement, mediolateral COM trajectory, trunk rotation angle (p<.05). 
 
Conclusion: Results suggest that mobile phone text messaging while collision avoidance leads to delay the 
perception stage and alters the adaptation stage. Consequently, pedestrian executed in an exaggerated 
avoidance action to create a greater safety margin when attending to mobile phone test messages while 
avoiding another pedest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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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Plummer et al., 2015; Licence, Smith, McGuigan & Earnest, 2015; 

Lamberg & Muratori, 2012). 또한 인체분절의 가동 범위가 증가함과 

동시에 머리와 몸통 간의 자유도가 감소하고, 장애물을 과도하게 피

하려는 경향을 나타냈다(Licence et al., 2015; Schabrun, van den Hoorn, 

Moorcroft, Greenland & Hodges, 2014). 이러한 보행패턴과 충돌회피

전략의 변화는 사고로부터 보행을 유지하기 위한 보상작용으로 나타

난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보행 중 충돌회피는 보행자 일방의 책임

이 아닌, 상대 보행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중과제 수행 시 접근하는 상대 보행자의 보행상태에 따라 충

돌회피전략의 변화에 대한 영향은 조사되지 않았다. 

실생활에서 보행자와 상대 보행자 간에 양방향 충돌회피 의무가 주

어지는 상황은 매우 빈번하게 직면하게 된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보

행 중 충돌회피는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두 보행자 간의 인식과 행

동 사이에 연속적인 루프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예측된 거리와 실제 

개인공간(personal space)의 형성하여 회피라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Meerhoff, Pettré, Lynch, Crétual & Olivier, 2018). 예를 들어 보행자와 

상대 보행자가 동시에 간격을 줄이는 상황에서는 이원적 상호작용으

로 인해 상대 보행자에 대한 회피동작을 기대하여 최소한의 회피동작

을 나타내는 반면, 상대 보행자가 멈춰선 상황에서는 보행자에게 일방

적인 회피의 의무가 주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도한 회피동작을 수

행한다(Lee & Kim, 2019). 즉, 상대 보행자의 행동을 시각적 단서로 다

음 행동을 예측하고 이에 맞춰 보행자의 다음 행동이 결정되는 과정

이 반복되는 것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보행 시 시

각적 단서에 부정적인 영향과 상대 보행자에 대한 충돌회피전략을 보

고하였지만, 상대 보행자의 행동패턴의 변화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보행자의 충돌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움직이는 상대 보행자와 멈춰있는 상대 보행자와의 충돌회피 

과정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충돌회피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METHODS 

1. 연구 대상자 

연구 참여자는 최근 6개월간 보행 및 회피동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신경계 손상 병력이 없는 건강한 성인 남성 10명으로 선정하

였다(Table 1). 실험 전, 모든 피험자에게 연구목적 및 실험절차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한 후, 실험참여 동의서에 동의한 피험자에 한하여 실

험을 진행하였다. 

 

2. 실험절차 

본 연구는 보행자(연구 참여자)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보내기가 

움직이는 상대 보행자와 멈춰있는 상대 보행자의 충돌회피전략 차이

에 대한 운동학적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10 m의 보행로를 설정하고 

두 연구 참여자를 마주 걷게 하였다. 운동학적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6대의 적외선 카메라(Vicon, UK)를 보행과 회피동작이 이뤄지는 구간

에 설치하였고, 이때 촬영속도(sampling rates)는 200 Hz로 설정하였다. 

적외선 카메라는 Nexus 1.8.5 (Vicon, UK) 프로그램을 이용해 통제하였

다. 보행자의 몸통, 골반 및 양측 하지를 모델링 하기 위해 반사마커 

38개를 각 분절 및 관절점에 부착하였다. 실험은 보행자와 상대 보행

자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보행자에 대한 충돌회피전략을 조사하

였다. 보행은 두 보행자가 양측에서 동시에 시작하였으며, 보행자는 

선호속도로 보행을 시작하여 상대 보행자와의 충돌을 회피전략을 수

행하였다. 이때 상대 보행자는 목표지점까지 걸어가거나, 일정지점에

서 멈춰서서 보행자가 회피동작을 수행할 때까지 정적인 자세를 유지

하였다. 상대 보행자의 신체조건 및 보행속도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한 사람(height: 170.3 cm, body mass: 69.7 kg)이 상대 보행자 역

할을 수행했으며, 선호속도(1.20±0.06 m/s)로 걷게 하였다. 상대 보행

자는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동작도 수행하지 않았으며, 두 조

건을 무작위로 수행하여 보행자가 사전에 상대 보행자의 역할을 파악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보행자가 경로나 회피동작을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동축(locomotion axis) 간의 최소차이로써 장애물의 

반지름(몸통 평균너비의 절반)인 15 cm로 선정하여 왼쪽에 설정하였

다(Fajen & Warren, 2003; Hackney, Van Ruymbeke, Bryden & Cinelli, 

2014).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메시지 보내기는 준비된 문구를 무작

위로 제시하고, 내용과 맞춤법 등 오류없이 전송되거나 회피에 실패하

지 않았을 경우에만 인정하였다. 일반 걷기와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걷

기는 무작위로 배정하여 실시하였다. 

3. 자료처리 

연구 대상자가 부착한 반사마커의 3차원 위치 데이터는 Visual3D 

(C-motion, USA)를 활용해 자료처리 하였다. Non-linear transformation 

(NLT) 방식을 이용하여 6대의 적외선 카메라에서 수집된 반사마커의 

위치좌표를 3차원 좌표값으로 변환한 후, Butterworth 2nd order low-

pass filter를 사용해 노이즈(noise)를 제거하였고, 이때 차단주파수는 

6 Hz로 설정하였다. 분석구간은 회피구간(장애물을 회피하는 동안의 

보행주기)으로 설정하였다(Barbieri et al., 2018). 분석변인으로는 먼저 

보행자와 상대 보행자의 신체중심(center of mass [COM]) 전 · 후 변위

(anteroposterior displacement)가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회피동작이 

시작되는 시간(onset time)을 산출하였다. 이때 회피동작의 시작은 경

추 7번(C7)에 부착한 반사마커의 좌 · 우 변위(mediolateral displacement)

가 25 cm를 벗어나는 시점으로 정의하였다(Aravind & Lamontagne, 

2014). 인체의 선형적인 움직임을 이용한 충돌회피전략을 조사하기 위

해 신체중심의 좌 · 우 변위 범위(mediolateral displacement range of 

COM)와 선속도(mediolateral COM velocity), 충돌 가능성이 제일 높은 

외측 어깨에 부착된 반사마커의 이동 범위를 이용해 좌 · 우 회피 변위

(mediolateral avoidance displacement)를 산출하였다. 또한 회전을 이

Table 1. Summary information for the participants 

 Healthy adults (n=10) 

Age (yrs) 24.3±0.7 

Body mass (kg) 69.3±5.8 

Height (cm) 17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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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충돌회피전략을 조사하기 위해 몸통분절의 수직축 최대 회전각

도(maximum trunk rotation angle)와 최대 회전각속도(maximum trunk 

rotation velocity)를 산출하였다(Lee & Kim, 2019). 모든 변인에 대해 보

행 시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메시지 보내기의 이중과제비율(dual-

task costs [DTCs])를 산출했다. 이중과제비율은 단일과제(single task, 일

반보행)의 조건에 비해 이중과제(문자 메시지+보행) 조건의 성능변화 

비율로 계산되었다: DTC = [100 * (Single task - Dual task) / Single task]. 

4. 통계분석 

움직이는 상대 보행자와 멈춰있는 상대 보행자와의 충돌회피 과정

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충돌회피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를 사용하여 주효과 "Text"와 주효과 "Move", 

그리고 상호작용 "Text × Move"을 검증하였고, 사후검정은 Bonferroni 

correction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중과제비율(DTCs)에 대해 대응표본 

t-test (paired t-test)를 실시하여 통계적인 차이를 분석하였다. 모든 통

계분석의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RESULTS 

충돌회피 시작 시간(onset time)은 상대 보행자의 상태(approaching 

/stationary)와 보행자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전송 여부(with/without 

mobile phone text message) 간의 상호작용 'Text' × 'Move'이 유의하

게 나타났다(p<.05, Figure 1, Table 2). 사후검정 결과, 움직이는 상대 

보행자를 회피할 때에 비해 멈춰있는 상대 보행자를 회피할 때 충돌

회피 동작을 유의하게 일찍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또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멈춰있는 상대 보행자를 회피할 때 움직

이는 상대 보행자에 비해 충돌회피 동작을 유의하게 늦게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Figure 1, Table 2). 

회피변위(avoidance displacement)는 주효과 'Text'와 주효과 'Move'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p<.05, Table 2),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사후검정 결과, 움직이는 상대 보행자를 회피할 때에 비해 멈

춰있는 상대 보행자를 회피할 때 유의하게 긴 충돌회피 변위를 나타

냈으며(p<.05, Figure 1, Table 2),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 때에 비

해 보낼 때 유의하게 긴 충돌회피 변위를 나타냈다(p<.05, Figure 1, 

Table 2). 

Table 2. Average ± standard deviation of collision avoidance strategies and results of two-way repeated ANOVA 

Collision avoidance strategies 
Another pedestrian condition Main effect 

Interaction F-value (p-value) 
Approaching Stationary 

Onset time (sec) 

No message -0.35±0.07 -0.50±0.12* Text 
Move 

Text x Move 

- 
- 

7.115 (.026) Text message -0.22±0.08† -0.23±0.07† 

Avoidance displacement (m) 

No message 0.12±0.06 0.17±0.06* Text 
Move 

Text x Move 

7.479 (.023) 
19.309 (.002) 

.034 (.857) Text message 0.17±0.05† 0.23±0.07*,† 

Mediolateral displacement range of COM (m) 

No message 0.11±0.05 0.12±0.05 Text 
Move 

Text x Move 

14.596 (.004) 
5.727 (.040) 
3.488 (.095) Text message 0.17±0.05† 0.22±0.09*,† 

Mediolateral COM velocity (m/s) 

No message 1.30±0.25 1.24±0.30 Text 
Move 

Text x Move 

.953 (.355) 
3.557 (.092) 
.617 (.452) Text message 1.30±0.21 1.11±0.24 

Maximum trunk rotation angle (deg) 

No message 52.69±11.49 62.01±14.02* Text 
Move 

Text x Move 

24.980 (.001) 
6.428 (.032) 
1.546 (.245) Text message 68.00±11.71† 71.98±10.38† 

Maximum trunk rotation velocity (deg/s) 

No message 117.45±14.49 120.38±29.86 Text 
Move 

Text x Move 

24.818 (.001) 
.007 (.934) 
.196 (.669) Text message 170.96±36.77† 166.47±43.06† 

Note. Bold: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05, *: a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approaching, †: a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normal 
walking. The negative value refers to the time before the start of the avoidance movement based on the moment when two pedestrians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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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 우 신체중심 궤도(mediolateral COM trajectory)는 주효과 'Text'와 

주효과 'Move'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p<.05, Figure 1, Table 2),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사후검정 결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 때에 비해 보낼 때 유의하게 긴 충돌회피 변위를 나타냈으며

(p<.05, Figure 1, Table 2),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멈춰있는 상대 보행

자를 회피할 때 움직이는 상대 보행자에 비해 유의하게 긴 궤도를 나

타냈다(p<.05, Figure 1, Table 2). 

좌 · 우 신체중심속도(mediolateral COM velocity)는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 

최대 몸통 회전각도(maximum trunk rotation angle)는 주효과 'Text'

와 주효과 'Move'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p<.05, Figure 1, Table 

2),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사후검정 결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지 않을 때에 비해 보낼 때 몸통각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5, 

Figure 1, Table 2),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멈춰있는 상대 보행자를 

회피할 때 움직이는 상대 보행자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Table 2). 

최대 몸통 회전각속도(maximum trunk rotation velocity)는 주효과 

'Text'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5, Figure 1, Table 2). 사후검정 

결과,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보내지 않을 때에 비해 몸통 회전각속도

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Figure 1, Table 2). 

 

 

Figure 1. Collision avoidance strategies for the approaching and stationary pedestrian with/without mobile phone text mess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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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보행은 가장 보편적인 이동수단으로 사용되며, 

이동 중 수많은 보행자를 마주하거나 부딪치지 않기 위한 동작이 매

우 일상적으로 수행되어지고 있다. 보행자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보행자는 상대 보행자에 대한 형태와 거리, 다가오는 속도 등에 대

한 정보수집을 통해 개인공간(personal space) 또는 안전마진(safety 

margin)을 설정하여 충돌에 대비한다(Gérin-Lajoie, Richards, Fung & 

McFadyen, 2008). 이 개인공간의 설정은 먼저 장애물에 대한 정보를 

인지(perception)하고, 예측된 이동경로와 안전마진에 대한 조정(Antici- 

patory Locomotor Adaptations [ALAs])을 통한 충돌회피전략 수립 후, 

충돌회피 동작을 수행한다(Basili et al. 2013; Cutting et al., 1995; Gérin-

Lajoie et al., 2005; Shimizu, Kihara, Itou, Tai & Furuna, 2020). 이러한 3단

계의 충돌회피 과정은 보행 중 처음 상대 보행자를 충돌의 대상으로 

인지한 시점을 시작으로 보행자 간의 거리가 좁혀짐에 따라 지속적으

로 조정하는 단계를 반복하고, 이는 최종적으로 상대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지속된다. 이러한 인지-동작 루프

(perception-action loop)는 시각적 단서(visual cue)를 주된 소스로 하여 

반복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Meerhoff et al., 2018), 시각적 단서의 습

득을 방해하는 요소는 보행자 간의 충돌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 들어와 스마트폰의 발전은 보행 중에도 휴대전

화의 사용을 간접적으로 강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각적 단서의 

단절은 보행자 간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게다가 일상생활에서 인

간은 움직이거나 멈춰있는 등 행동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충돌 가

능성이 있는 상대 보행자를 마주할 경우, 상대 보행자의 상태를 파악

하기 위한 지속적인 시각적 단서의 수집을 필요로 한다. 이 연구의 결

과에서 상대 보행자의 상태에 따라 충돌회피 동작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고, 휴대전화를 사용해 문자 메세지 보내는 추가 작업에 의한 

시각적 단서의 변화가 충돌회피 동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성공적인 충돌회피를 위해서는 인지와 조정(ALAs)과정을 거친 다음 

나타나는 인체의 회피동작을 시작하는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적으로 장애물을 충돌 대상으로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보행속도를 늦

추는 전략을 사용하여 인지와 조정단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충돌

회피전략 수립 후 회피동작을 시작한다(Gérin-Lajoie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문자 메세지를 보내지 않을 때에 비해 보낼 때 유의하게 

늦게 회피동작을 시작한 반면 회피변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움직이는 상대 보행자에 비해 멈춰있는 상대 보행자 회피 시 회

피변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문자 메시지를 보낼 경우에 한해 멈

춰있는 상대 보행자 회피 시 유의하게 이른 시작을 나타냈다. 장애물

의 회피와는 다르게 보행자 간의 충돌회피는 회피의 의무에 관한 상

호작용(interaction)에 의해 조정단계를 수행한다(Meerhoff et al., 2018). 

사물 장애물의 경우 멈춰있는 장애물에 비해 움직이는 장애물을 회피

할 때 지속적인 위치파악과 이동경로의 수정으로 인해 조정단계에서 

더 많은 비용이 소비됨에도 불구하고(Basili et al., 2013; Cutting et al., 

1995), 상대 보행자의 경우 사회적 상호작용의 대상에 대한 기대로 인

해 충돌방지를 위한 여유간격을 보행자의 일방적인 간격이 아닌 상대 

보행자와 협동적인 상호간격으로 추정한다(Iachini, Coello, Frassinetti & 

Ruggiero, 2014; Silva, Aravind, Sangani & Lamontagne, 2018). 따라서 

상대 보행자가 멈추지 않고 보행자를 향해 계속 다가온다면 회피의 

의무가 양방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이로 인해 상대 보행자의 안전마진 

확보에 대한 기대로 인해 비교적 회피에 대해 소극적인 동작을 수행

한다. 반면에, 상대 보행자가 멈춰선 경우, 회피의 의무를 보행자에게 

전가하여 사물과 같이 충돌에 대한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다(Lee & Kim, 2019). 본 연구결과도 문자 메세지를 함께하지 않은 일

반보행에서는 위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문자 메

시지를 보내면서 충돌회피를 수행할 경우, 상대 보행자의 상태와 관

계없이 회피동작을 시작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지연되었다. 이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휴대전화에 시각 정보를 집중하기 때문에, 상대 

보행자를 인식하기 위한 시각적 단서의 결핍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상대 보행자를 인식하는 타이밍과 상대 보행자에 대한 시각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이동경로 조정(ALAs)을 위한 시간의 지연으로 인한 결과

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연구결과는 문자 메세지를 보낼 때 상대 보

행자의 상태에 따라 회피동작 시작 시간에는 차이가 없는 반면, 회피

변위는 멈춰있는 상대 보행자를 대면했을 때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시각적 단서의 결핍으로 인해 인지와 조정단계에서 충분한 과정을 거

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충돌 대상과의 상호작용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즉, 인지단계가 비교적 늦게 작동한다 하더라도, 회피동작을 조

정하는데 있어 회피의 의무에 대한 상대의 의사파악을 우선하여 회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인간은 목표지점에 도달하고자 할 때, 이동궤도 및 운동수행에 필

요한 처리비용(processing costs)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Pham & Hicheur, 2009; Pham, Hicheur, Arechavaleta, Laumond & 

Berthoz, 2007). 따라서 충분한 안전마진과 최소의 처리비용 사이에서 

상대 보행자와의 충돌회피를 위한 조정단계를 거치게 되며, 최종적으

로 회피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동작으로 연결된다. 이때 안전마진과 

처리비용 간의 조정단계를 통해 사전에 이동경로와 회피동작을 포함

한 회피전략을 수립하고, 이는 회피(avoidance)와 우회(circumvention) 

전략의 선택과 인체분절을 이용한 회전동작의 크기로 나타난다(Basili 

et al., 2013; Cutting et al., 1995; Vallis & McFadyen, 2003). 결론적으로 

상대 보행자에 대한 회피동작은 선형동작(linear action)과 회전동작

(angular motion)의 복합적인 움직임이 충돌부위의 이동을 만들어 내

는 것이다(Lee & Kim, 2019). 본 연구결과에서는 선형적인 회피동작인 

신체중심의 좌 · 우 궤도와 회전 회피동작인 몸통 최대 회전각도가 문

자 메세지를 보내지 않을 때에 비해 보낼 때 약 25~30% 정도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회피동작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은 조정단계에서 더 큰 안전마진을 만들기 위한 과도한 전략으로

써 비효율적인 회피동작으로 보고하고 있다(Gérin-Lajoie et al., 2006; 

Hackney & Cinelli, 2011, 2013; Lu, Chen & Chen, 2006; Muir, Haddad, 

Heijnen & Rietdyk, 2015). 안전마진의 증가는 충돌회피를 위한 신중

한 전략으로 해석되어 지기도 하지만(Galna, Peters, Murphy & Morris, 

2009), 스포츠와는 달리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조정단계은 신

중하고 충분한 움직임이 아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세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움직임이라고 제안하고 있다(Kondo, Fukuhara, Suda & 

Higuchi, 2020). 따라서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 추가된 작업으로 인해 

인지단계의 지연과 조정단계의 과도한 설정은 충분한 대처 시간의 결

핍에 대한 보상작용이라 할 수 있으며, 결국 갑작스러운 움직임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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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인한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Muir et al., 2015). 본 연구결과에

서 선형동작에서의 속도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 회전동

작에서는 몸통 최대 회전각속도가 문자 메세지를 보낼 때 약 30% 가

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 보행자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 것이 시각적 단서의 차단으

로 인지단계를 지연시키고 조정단계의 과도한 설정을 통한 보상작용

을 실현하기 위해 인체회전을 가속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계획되지 않은 인체회전의 가속화는 불안정을 야기시키고, 이

는 낙상과 같은 2차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 메세지를 보내면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

은 통계적으로 충돌율을 매우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ilva et 

al., 2019, 2020). 많은 연구들을 통해 충돌회피 과정에서 조정단계가 

충분히 실행되지 않을 경우 충돌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충돌

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회피과정에서 과도한 동작이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enant, St George, Fitzpatrick & Lord, 2010; Persad et al., 

1995).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자 메세지를 보낼 때 대부

분의 충돌회피전략에서 과도한 동작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

인 보행에서 회피동작을 수행할 때와는 다르게 상대 보행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과도한 동작을 나타냈다. 이는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인해 시

각 정보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작업에 집중되어 있고, 이로 인

해 상대 보행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시각적 단서가 차단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생활에서 보행은 주위환경의 상황에 대처하

기 위한 시각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 정

보의 차단은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충돌과 2차 사고에 대

한 위험성을 시사한다. 

실생활에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은 신체의 각 분절 및 관절

을 모두 동원하여 실행하게 된다. 특히,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보행경

로를 수정하는 우회전략(circumvention strategy)이 아닌, 회피전략을 

사용할 경우, 충돌 가능성이 큰 어깨부위의 회피를 주목적으로 움직임

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깨부위의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는 모든 움직

임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몸통을 한 분절로 간주하여 견

갑(shoulder girdle)의 움직임인 내밈(protraction)과 뒤당김(retraction)

의 사용에 대한 회피전략을 정량화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연구에

서는 견갑을 포함한 세부 분절에 대한 움직임을 고려한 회피전략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움직이는 상대 보행자와 멈춰있는 상대 보행자와의 

충돌회피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 것이 충

돌회피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건강한 성인 10명이 연구 

대상자로 참여하였으며, 운동학적 분석을 통해 상대 보행자를 회피하

기 위한 보행자의 충돌회피전략을 분석하였다.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회피동작을 수행할 때, 회피동작의 시작이 지연되고 회피변

위 및 좌 · 우 신체중심 궤도, 최대 몸통 회전각도 및 각속도가 증가하

였다. 이 연구결과에 따라 보행 시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인지단계의 지연과 충분한 조정단계를 거치지 않고 회피

동작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회피에 실패하거나 회피에 성공하더라

도 과도한 동작으로 인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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