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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dditional limitations during walking on

cardiopulmonary functions. The results can be used as basic value for studying of relative on lower extremity

problem. Methods Ten healthy female college students, none of whom had gait abnormality, were participated

in  this  experiment.  Subjects  walked  on  a  treadmill  at  comfortable  walking  speed(3.62km/h)  under  three

conditions. Three conditions were First group is without a knee immobilized and crutches(N;normal gait),

Second  group  is  with  a  knee  immobilized(C;cast),  and  Third  with  a  knee  immobilized  and

crutches(CC;cast+cruch). RER, VO2, Kcal, VE was measured by K4b2 and body composition by Inbody 570.

The effect values were used mean value of that SPSS(ver. 18.0) in performance of all statistical analyses,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set at 0.05.  Results Measures increased under three conditions, but  significant

differences existed in VO2, Kcal.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existed in CC group compared with N group

and C group.  Conclusion Knee immobilization and using crutches increase energy expenditure during level

walking at comfortable walking speed(3.62km/h) than knee immobilization and normal. Therefore, This fact

must be considered during gait training and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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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상보행이란 잘 조화된 사지의 운동을 통해 최소한의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신체의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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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정상인은 단위거리 당 소모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행방식과 속도로 걷는데, 이런 보

행방식과 속도를 벗어나게 되면 에너지 소모가 증가하게 된다. 때문에 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2) 따라서 이러한 환자에게 치료적 운동을 시키거나 보행

훈련을 시킬 때도 에너지 소모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보행을 하는 동안 에너지 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직은 심폐계이다. 효과적이고 조화된 심폐계는 보행

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에 충분한 양의 산소를 신체 조직에 공급하고, 조직에 쌓여 있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며, 다양한 대사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한다.3)

심폐계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특히 운동이 가장 흔한 생리적 자극제와 같다. 물론 운동의

강도에 따라 심폐계의 반응도 달라지게 된다. 때문에 이러한 반응의 결과를 측정하면, 환자의 기능적 능력

을 평가할 수 있고, 질환의 진단, 예후 및 회복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더욱이,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고, 환자에게 적절한 운동치료를 처방하는 기초를 얻을 수도 있게 된다.2) 

심폐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신체에 부가되는 하중과 비정상적인 보행 패턴에서 생기는 부자연

스러움을 들 수 있다. 때문에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후의 보조기나 의지 착용함으로 생기는 하중과 뇌혈관사

고로 인한 편마비 환자의 비정상적인 보행 패턴도 에너지 소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에너지 소모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환자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에너지 소모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산소소모량과 심박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 중에서도 산소소

모량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시 직접 측정방법과 간접 측정방법으로 구분된다. 이 중 간접 측정방법은 직접

측정방법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고 경제적이면서도 그 측정 결과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4) 간

접 측정방법에는 다시 개방 회로법(open circuit method)과 폐쇄 회로법(closed circuit method)으로 나

눌 수 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도 피험자가 대기로부터 공기를 들이마신 후 호기가스를 특정장치로 내쉬

는 형태로 산소소모량을 측정하는 개방회로법이 더 실용적이며 많이 쓰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것에 기초해서, 보행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움직임들의 제한이 에너지 소모량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신체 동작시 부가되는 보조기의 무게가 에너지 소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산소소모량을

이용한 개방회로법을 사용하여 에너지 소모 정도를 측정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본 실험의 결과는 장애가 있

는 환자들에게 치료적 운동이나 보행 훈련을 시킬 때, 에너지 소모를 줄이면서 효과적일 수 있는 프로그램

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전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건강한 20 대 성인 중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한

남자 21 명을 대상으로, 신경계, 근골격계, 심폐계의 과거병력 및 보행장애가 없는자로 하였다. 본 연구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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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 동의하고 독립적으로 걷거나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며 인지적인 문제가 있어 연구자의 지시나 의도를

이해지 못하는 실험자를 제외하였다.

2. 연구도구

1) 체성분분석기

본 연구에 사용된 체성분분석기는 Inbody520(Biospace, Korea, 2015)를 사용하였다. 이 장비는 8 점타

식 저주파수 방식으로 전류가 지방조직에서 잘 흐리지 않는 성질을 이용하여 팔과 다리 표면 전극을 이용하

여 전기 저항을 측정함으로써 부위별 체지방량과 제지방량, 분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다(Figure1). 

2) 가스분석기

본  연구에  사용된  가스분석기는  K4b2(COSMED,  Italy,  2009)를  사용하였다. 이  장비는  유량범위

0~20l/s, 환기 범위 5~30l/m, 산소(O2) 7~24%와 이산화탄소(CO2) 0~8% 측정가능하고, 16,000 회

의 호흡을 층정할 수 있는 디지털화된 무선가스분석 장비이다(Figure2).  

                  

3

Figure 1. 체성분분석기 Figure 2. 가스분석장비



3. 측정방법

보행제한에 따른 에너지 소모도를 알아보기 위해 대상자를 세그룹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그룹(정상군)은

아무런 제한 없이 트레드밀 위에서 걷게 하였고, 두번째 그룹(석고고정군)은 무릎관절에 대전자 아래에서

부터 발목까지 석고고정을 하고 걷게 하였다. 세번째 그룹(석고목발군)은 석고고정을 하고 양손을 사용하여

목발 보행을 하며, 이때 목발보행의 형태는 목발 이동 후 석고고정발을 내딛는 삼점 보행을 하였다. 이에 따

라 21 명의 대상자들은 각각의 조건에 맞추어 3 번씩 실험을 하였고, 측정값은 평균값으로 하였다.  석고고

정은 각 대상자들에게 맞게 제작하였으며 무게는 평균 1.8±0.41

kg 이였다. 

실험을 실시하기 전 Inbody 570(biospace, korea)을 사용하여 체성분 분석을 하였다. 보행속도는 석고를

착용하고 트레드밀을 걷게 하여 편안하다고 느끼는 속도인 3.62km/h 로 정하였으며, 이 속도는 세 가지 조

건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호흡 가스분석을 위해 대상자들은 실험실에 도착하여 약 30 분 가량 안정을 취하였으며, 실험을 진행하기전

가스분석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였다. 복장은 편안한 차림에 운동화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가스분석은 무선 호흡 분석기(COSMED K4b2, Italy)를 사용하였고, 총 20 분간 매 30 초 마다 호흡교환율

(RER; Respiratory Exchange Rati), 산소소모량(O2; Oxygen Cost), 소모칼로리(Kcal), 환기당량(VE;

Ventilatory Equivalent)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 분중 각 2 분마다 측정값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를 사용하였다. 각 대상자들은 한가지 조건의 실험이 모두 끝나 뒤 일주일간 휴식을 한 후 그 다음 조건의 실

험을 진행하였다.  

4. 분석방법

대상들의 일반적 특성은 동질성 검정을 하였으며, 각 조건에 따라 호흡교환율, 산소소모량, 소모칼로

리, 환기당량을 비교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하였다. 또한 각 조건들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

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측정결과들을 통계프로그램인 SPSS(ver. 18.0)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그룹간 호흡교환율(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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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드밀에서  2 분간 걸은 후 호흡교환율은 정상군  0.92±4.35,  석고고정군  0.90±6.43,  석고목발군

0.89±5.44 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트레드밀에서  20 분간 걸은 후 호흡교환율은 정상군  0.90±3.75,  석고고정군  0.87±3.82,  석고목발군

0.88 ± 2.54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figure3).

Figure 3. The changes of respiratory exchange ratio

2) 그룹간 산소소모량(VO2)

트레드밀에서  2 분을 걸은 후 산소소모량은 정상군  10.26±5.87,  석고고정군  13.87±3.51,  석고목발군

18.56±2.78 으로 차이가 있었다(p<0.05). 사후 검정 결과 정상군과 석고고정군에 비해 석고목발군의 산

소소모량이  많았다.  트레드밀에서  20 분간  걸은  후  산소소모량은  정상군  12.26±4.68,  석고고정군

12.88±3.89, 석고목발군 17.47±2.87 로 차이가 있었다(p<0.05). 사후 검정 결과 정상군과 석고고정군

에 비해 석고목발군의 산소소모량이 많았다(figur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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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Changes of VO2

3) 그룹간 칼로리의 변화 

트레드밀에서 2 분을 걸은 후 소모된 칼로리량은 정상군 3.12±2.01, 석고고정군 3.95±1.95, 석고/목발군

4.80 ± 1.23 으로 차이가 있었다(p<0.05). 사후 검정 결과 정상군과 석고고정군에 비해 석고/목발군의 칼

로리 소모량이 많았다. 

트레드밀에서 20분간 걸은 후 소모된 칼로리량은 정상군 3.63±2.01, 석고고정군 3.42±1.64, 석고목발

군 4.88±1.64로 차이가 있었다(p<0.05). 사후 검정 결과 정상군과 석고고정군에 비해 석고목발군의 칼로

리 소모량이 많았다(figur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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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Changes of Kcal

3) 그룹간 환기당량(VE)

트레드밀에서  2 분을  걸은  후  환기당량은  정상군  1.72±0.36,  석고고정군  1.73±0.25,  석고목발군

1.72±0.29 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트레드밀에서 20 분간 걸은

후 환기당량은 정상군 1.80±0.19, 석고고정군 1.71±0.31, 석고목발군 1.78±0.26 로 차이가 있는 것처

럼 보이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figure6).

Figure 6. The changes of Ventilatory Equiv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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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개인의 신체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바로 운동시나 활동시에 개인이 소비하는 에너지 소모

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에너지 소모량은 운동을 할 때 산소를 소비할 수 있는 능력 즉 산소소모량을 측정함

으로써 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며, 산소소모량은 건강한 정상성인에서 체중, 성별, 신체적 활동능력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산소소모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보행속도를 들 수 있는데, 연구자에 따르면 정상인에 있

어서는 산소소모율과 보행속도간에 통계적인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으나, 편마비 환자와 같은 경우에 있

어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한다.6) 또한 보행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상인들에게

있어서도 에너지 소모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7) 본 연구에서의 보행속도는 실험대상자들이 석고를 고정하

고 트레드밀 위를 걸어보게 하여 결정하였으며, 그 중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속도인 3.62km/h 로 결정을

하였다. 이는 조건 모두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따라서 석고군이나 석고목발군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행속도는 정상일 때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느껴질 것이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보행속도가

빨라지면 에너지 소모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에너지 소모에 있어서 증가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해 준다. 본 연구에서 결정한 보행속도인 3.62km/h 는 김미정 등 1)의 연구결과인 4.08km/h

이나, Kim등의 연구결과인 3.86km/h 보다는 느린 것이었다. 이는 본 실험의 대상자들이 모두 남성이었으

며 조건에 따른 제한과 트레드밀에 익숙하지 못한 결과라 생각된다. 황규성 등 9)은 보행속도는 심리상태, 보

행목적, 날씨, 기온, 몸 상태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그 중 심리상태나 보행목적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실험당시에는 보행에 대한 어떤 목적도 없었고 그렇게 급박한 심리상태

도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것들도 보행속도가 느린 것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호흡교환율은 소모된 산소와 그로 인해 생산된 이산화탄소의 비율을 말한다. 이는 운동 중에 에너지원

으로 어떤 물질들이 쓰이게 되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호흡교환율이 1에 가까우면 탄수화물이,

0.71에 가까우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많이 동원하였음을 의미하며, 호흡교환율이 중간 수치이면 탄수화

물과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같이 동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10) 운동강도가 약하거나 중간정도의 운동에서는

총 에너지 소모의 30%~50%가 탄수화물로부터 이루어지는 반면에 50%~70%가 지방으로부터 이루어진

다.12) 운동강도가 그 이상일 때는 지방산이 에너지 공급원으로써 더 중요해지게 된다.11) 운동강도가 높고 운

동시간이 짧은 경우에 탄수화물이 주 에너지원으로 작용하지만 운동시간이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점차

적으로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12) 본 연구에서는 호흡교환율이 대체적으로

0.86에서 0.92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운동강도 계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운동강도가 약하

거나 중간정도의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방보다는 탄수화물에 보다 치중하게 되는 수준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조건들 모두가 운동시작 초기에 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흡교환율 값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

인다. 이는 앞서의 연구결과들로 미루어 보아 운동시간의 경과에 따른 상대적인 강도의 증가로 인한 결과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고강도 운동 후에는

산소소모량의 증가로 인해 전체 칼로리 소모량의 증가가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12) 본 연구에서는 각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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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로리 소모량에 있어서 운동 시작 초기나 후기를 비교해 볼 때 석고목발을 이용한 그룹만 차이가 있었

고, 정상군과 석고군의 경우는 거의 같은 수준의 칼로리 소모를 보였다.  석고목발군은 다른 조건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조금씩 높기는 하였으나 이들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 무릎관절에 석고를 착용한 군은 정상군과 비교해서 볼 때 산소소모량, 호흡교환율, 환기

량, 환기당량, 소모칼로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석고를

을 착용하고 양손 목발보행을 실시했을 때는 여러 측정인자들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dwin Hanada 등13)의 연구결과에서 한쪽 무릎관절 고정군과 정상군을 비교해 볼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본 실험에서의 정상군과 석고군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의 실험결과와

는 상반된 결과를 보인 것이다. 이와 같이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는 보행속도와 보행교육에서 차이를 보이

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Edwin Hanada  등13)의 실험에서 보행속도는  3.31km/h이고,  본 연구에서는

3.62km/h였다. 이것은 바로 에너지 소모의 차이가 있을 것임을 말해 준다. 백일영7)의 연구결과를 보면 정

상성인에 있어서 걷기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소소모량도 선형적으로 증가되었으며 각각의 걷기 속도에

따른 산소소모량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내용이 이것을 대변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

고, 보행교육에 있어서 본 실험에서는 석고군에 대해 그 보행에 대한 최적동작을 가르쳐 주고 그에 따르도

록 하였다. 그러나 Edwin Hanada 등13)의 실험에 있어서는, 그런 내용의 교육이 없었다는 부분을 대상작용

의 다양함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요인이 주로 작용하여 상반된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생

각된다.

본 연구에서의 한쪽 무릎관절을 고정하고 양손 목발보행을 실시한 군과 Edwin Hanada 등13)의 한쪽

무릎관절과 동측 팔을 고정한 군은 정상군과 비교해 볼 때 에너지 소모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가 있었다. 이는 목발사용이나 팔 고정이 무릎관절 고정과 더불어 보

행시에 일어나는 정상적인 동작을 제한하게 되며 이는 곧,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Edwin Hanada 등13)의 연구결과에서는 한쪽 무릎관절 고정군과 한쪽 무릎관절과 동

측 팔을 고정한 군 사이에 에너지 소모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이 같은 결과는 각 실험대

상들이 제한에 대응해서 대상작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편마비 환자

나 절단환자, 골절환자 등에 있어서 대상작용을 촉진시켜 준다면 에너지 소모는 어느 정도 줄여 줄 수 있다

는 내용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Edwin Hanada 등13)은 에너지 소모에 대한 팔 흔들기의 영향에 대해,

편안한 보행시나 저속보행에서는 팔 흔들기가 에너지 소모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속도가 빨라진다면 영향

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그의 연구결과 중에서 정상군과 팔을 고정한 군 사이의 에너지

소모량 비교나 한쪽 무릎관절 고정군과 한쪽 무릎관절과 동측 팔을 동시에 고정한 군 사이의 에너지 소모량

차이의 비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석고군과 석고목발군의 경우이다. 단지 목발만 더 추가되었는데 석고․목

발군의 에너지 소모는 타 조건들과 비교해서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는 추가된 2개의 목발과 연관

됨을 석고군의 결과를 통해 알 수가 있다. 우선 추가된 목발은 보행시 일어나게 되는 팔과 몸통 및 골반의 정

상적인 움직임을 방해하게 된다. 팔 흔들기는 물론, 골반에서의 좌우측 방향과 위아래 이동에 영향을 주게

되며, 또한 손상 시 필요에 의해 유도될 수 있는 대상작용도 감소시키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평상시와는

다른 신체의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목발을 사용함으로 인해 다리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체

중부하가 팔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체중부하에 익숙치 않은 관련된 근육들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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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발시키고 또한 에너지 소모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정상적이고 원활한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목발 사용으로 인해 몸통 위, 아래의 굽힘이 있을 것이며, 이는

정상적인 호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짐작해 본다. 이런 여러 요인들로 인해 석고목발군 에서만 유의한

에너지 소모 증가가 있었다고 사료된다.

한편 김봉옥 등5은 정상 성인의 발목에 1kg 단위로 하중을 부가하고 보행을 시킬 때, 에너지 소모도에 있어

서 유의한 증가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착용한 석고의 무게가 평균 1kg 정도였다. 그러나 앞서 언

급했던 대로 정상군과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석고는 단지 하중의 부가라는

것만이 아니라 무릎관절을 중심으로 다리 전체 고정의 역할도 있었기 때문에 하중의 분산이 있었으리라 생

각한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의 에너지 소모는 석고목발군에서 알 수 있듯이 석고 이외의 다른 증가 요

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정상적인 움직임에 장애가 생기게 된다면 이는 곧 에너

지 소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비롯해 앞서 행해졌던 여러 연구결과들을

살펴볼 때 에너지 소모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본다. 이는 임상에서 운

동치료나 보행훈련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물리치료 방법들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보며, 아울러서 이런

결과들의 임상적 적용이 이루어진다면 치료의 효과를 올리는데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

료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대전지역 21 명의 건강한 남자를 대상으로 정상 보행, 석고고정 보행, 석고고정 후 목발 보행을

통해 심폐기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정상보행과 석고고정 보행 그리고 석고목발보행은 에너지대사량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석고고정

보행이 정상보행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에 비해 석고목발보행은 정상보행과 석고고정보행에 비해 에너지대

사량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서 석고와 목발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보행에 있어 석고 고정만 사용

했을 때보다 석고와 목발이 함께 사용되었을 때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신경학적 문

제를 갖고 있는 편마비 환자나 발목 골절 등으로 제한된 부가 장치를 사용했을 때 폐기능을 고려하여 추가적

인 운동 프로그램이나, 석고 고정을 통해 발생될 수 있는 2차적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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