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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Background: Assessments of Sit-to-Stand (STS) and gait functions are essential procedures in
evaluating level of independence for the patients after stroke. In a previous study, we developed the
software to analyze center of pressure (COP) in standing position on Wii Balance Board (WBB).
Objects: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est-retest reliability of ground reaction forces, COP
and time using WBB on STS and gait in healthy adults.
Methods: Fifteen healthy participants performed three trials of STS and gait on WBB. The time (s),
vertical peak (%) and COP path-length (㎝) were measured on both tasks. Additionally, counter (%),
different peak (%), symmetry ratio, COP x-range and COP y-range were analyzed on STS, 1st peak (%),
2nd peak (%) of weight were analyzed on gait.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standard error
measurement (SEM) and smallest real difference (SRD) were analyzed for test-retest reliability.
Results: ICC of all variables except COP path-length appeared to .676∼.946 on STS, and to .723∼.901
on gait. SEM and SRD of all variables excepting COP path-length appeared .227∼8.886, .033∼24.575 on
STS. SEM and SRD excepting COP path-length appeared about .019∼3.933, .054∼11.879 on gait.
Conclusion: WBB is not only cheaper than force plate, but also easier to use clinically. WBB is
considered as an adequate equipment for measuring changes of weight bearing during balance, STS and
gait test which are normally used for functional assessment in patients with neurological problems and
elderly. The further study is needed concurrent validity on neurological patients, elderly patients using
force plate and WBB.
Key Words: Gait; Ground reaction force; Test-retest reliability; Wii balance board.
Ⅰ. 서론

앉은자세에서 일어서기 동작(Sit-to-Stand; STS)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수행되는 움직임 중에 하나이다
(Yoshioka 등, 2007). STS는 보행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하는 기능 중 하나이며, 보행과 함께 일상생활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Etnyre와 Thomas, 2007).

보행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로는 일어난 후 걸어가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기능적인 보행 능력을 분석
하는 Timed Up and Go 검사가 있고(Podsiadlo와
Richardson, 1991), 6분간 보행 거리를 측정하는 6분 걷
기 검사가 있다(Pohl 등, 2002). 하지만 이는 시간을 기
반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균형에 대한 질적 평가가 어
렵다. 보행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는 근전도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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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소모율(energy expenditure rate)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고 검사방법이 까다로운 단점이
있다(Harris와 Wertsch, 1994). 보다 정확한 평가 방
법으로는 삼차원 동작분석기를 이용한 검사방법이 있
다. 이를 이용하여 인체의 삼차원적 움직임을 평가할
수 있는 운동형상학 및 운동역학적인 데이터를 추출
해 정상 보행과 이상 보행의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Han과 Bae, 2007). 정량적이고 객관적
인 평가가 가능한 삼차원 동작분석은 임상적으로 보행
형태 이상 유무와 이상 정도를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다. 그러나 값비싼 장비와 공간이
요구되고 사용자의 전문성이 필요해 사용에 제약이 따
른다(Lee 등, 2004).
Wii Balance Board(Nintendo, WA, USA)(WBB) 는
Nintendo사에서 개발한 가정용 게임기로 비교적 저가
에 보급되어 있으며 사각형 판의 각 모서리에 아날로그
압력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체중과 center of pressure(COP)
를 측정할 수 있고 운반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선행연구
(Park 등, 2013)에서 정상인을 대상으로 WBB의 압력센
서로부터 COP 측정값을 추출하고, 힘판에서의 측정값
을 비교하여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WBB와 힘
판의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값은 검사자간 신뢰도 .89∼.79, 검사자내 신뢰도
.92∼.70 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따라서 WBB는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연구는 시간을 기반으로
보행을 평가하는 임상평가도구보다 질적인 평가가 가능
하고, 근전도와 에너지 산소소모율방법보다 검사방법이
편리하며, 삼차원 동작분석기를 사용한 검사보다 저렴하
게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WBB를 이
용하여 STS와 보행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된 지면반발
력 값이 임상에서 활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검사-재검사의 신뢰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광역시 소재의 K대학교 대학
원에 재학 중인 건강한 성인 남자 6명, 여자 9명으로

하였다(Table 1). 본 연구의 대상자는 실험참가에 동의
했으며, 눈을 뜨고 기립 자세를 유지하는데 결함이 없
고 신경학적인 문제로 인하여 협응 능력이 저하되거나
운동 감각에 결손이 없는 자로 구성되었다. 연구에 참
여한 대상자의 제외기준은 보행에 영향을 주는 요통이
있거나 하지의 골절경험이 있는 대상자로 하였다.
2. 연구도구 및 측정 방법

가. Wii Balance Board(WBB)
대상자의 지면반발력 및 COP의 이동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WBB를 사용하였다. WBB를 이용해서 추출한 데
이터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 Balancia software ver.
2.0(Mintosys, Seoul, Korea)을 사용하였다. 측정된 지면
반발력 정보와 COP의 이동거리정보를 블루투스가 연결
된 컴퓨터에 입력하여 Balancia 프로그램으로 수집되며,
WBB에서는 다리가 지면에 닿아있는 동안 WBB 판에
가해지는 지면반발력을 초당 100 ㎐의 샘플링으로 추출
하였다. 저장된 데이터는 Excel 소프트웨어(Microsoft
Corporation, Washington, USA)를 사용하여 다음의 값
들을 분석하였다.
보행에서는 stance time(s), vertical peak(%), COP
path-length(㎝), 1st peak(%), 2nd peak(%) of weight
를 측정하였고, 보행에서 시간 은 체중이 입력되기 시
작한 값부터 종료된 값까지의 시간으로 하였다. 보행의
그래프에서는 발꿈치 닿기와 발가락 떼기 시기의 값을
추출하여 비교하였다. COP path-length는 보행동안 COP
의 이동거리를 측정한 값이며, 1st peak는 발꿈치 닿기
(heel contact)는 입각기의 첫 부분으로 발뒤꿈치가 지
면에 닿아 지면반발력이 입각기에서 처음 정점을 이루
는 시기를 말한다. 2nd peak은 발가락 떼기(toe off)는
전유각기로 신체를 앞으로 움직이기 위해 발가락 끝을
떼는 단계로 지면반발력이 두 번째로 정점을 이루는 시
기를 말한다(Hunt 등, 2001). 1st peak와 2nd peak값은
체중으로 나누어 %로 나타내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5)
Variables
Age (year)
Height (㎝)
Weight (㎏)
a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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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에서는 time(s), vertical peak(%), COP pathlength(㎝), counter(%), different peak(%), symmetry
ratio(SR), COP x-range(㎝), COP y-range(㎝) 를 분
석하였다. 수집된 STS 데이터에서 동작의 시작과 끝은
안정시 초기 1초구간의 데이터 평균값에서 표준편차의
두 배 값을 뺀 값보다 작아지는 시점을 동작의 시작시
점으로 하였고, 선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마지막 1초
구간의 평균값에서 표준편차 값의 두 배 값을 뺀 값보다
작은 지점을 끝 구간으로 정의하였다. STS시의 그래프
에서는 counter, vertical peak 두 군데의 값을 추출하여
비교하였다. 첫번째 최고값인 counter란 움직임을 시작
한 후 vertical force의 감소로 관찰되는 반력을 말한다.
즉,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기 위해 체중을 부하하기 전,
발에 실려 있던 적은 압력이 없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
다. Counter force가 가장 높을 때는 vertical force의 값
이 가장 낮을 때이다. Vertical peak는 발에 압력이 최대
로 증가한 상태로 최대하중이 주어진 값을 말한다. 즉,
일어서서 모든 체중이 발에 완전히 실렸을 때라고 할 수
있다(Etnyre와 Thomas, 2007). COP path-length는
STS 동안 COP의 이동거리를 말한다. Different peak(%)
는 STS 동안 좌측과 우측에 가해지는 체중값의 차이값
중에서 최대값을 말한다. 값이 클수록 일어나는 동안 한
쪽으로 체중이 치우쳐졌음을 말한다. SR은 vertical peak
시기에 좌우 체중의 대칭비율을 나타내며, 1에 가까울수
록 좌우가 대칭임을 말한다. COP x-range는 STS 동안
COP가 좌우로 움직임 범위를 말하며, COP y-range는
앞뒤로 움직인 범위를 말한다.
A

Figure 1.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WBB를 대상자 당 세 번의 검사-재검사
를 실시하였다. 측정자는 장비에 대한 교육을 충분하게
받은 후 1주 이상 충분히 사용하고 연구에 참여하였다.
모든 검사는 검사 간 휴식 10초의 휴식시간을 두었다.
앉은 상태에서 WBB에 양발을 올린 후 엉덩관절이
90°가 유지되도록 하였고, 팔을 교차하여 가슴에 가볍
게 올려놓도록 지시하였다. 발 위치는 무릎보다 후방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참가자는 시작 신호에 맞춰 자연스
러운 속도로 STS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데이터의 저장
은 시작버튼을 누른 후 3초가 되었을 때 ‘시작’구령을
넣었고, 데이터 저장시간이 총 10초가 될 때까지 선 자
세를 바르게 유지하도록 하였다(Figure 1A).
WBB와 같은 높이의 나무판을 제작하였고, WBB를
중심으로 약 2 m씩의 보행로가 확보되도록 하였다. 왼
발과 오른발을 각각 3회씩 WBB를 밟고 지나가게 하였
다. 각 참가자들은 시작 신호에 맞춰 나무 판의 끝에서
끝까지 자신의 평소 보행 속도로 보행하면서 WBB판을
밟도록 하였다. 데이터는 총 10초간 측정하였고 데이터
기록 시작시점부터 3초가 되었을 때 시작이라는 구령을
넣어 보행이 시작되게 하였다(Figure 1B).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ver. 18.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상대적 신뢰도 지수는 ICC로 표기하
B

Experimental set up of sit-to-stand (A) and gait (B).
- 42 -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2016년 23권 3호 40-47
Phys Ther Korea 2016;23(3):40-47

였고, ICC=.80 이면 일치도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Richman 등, 1980). 절대적 신뢰도는 측정오차의 정량화
를 위해 표준 오차 측정(standard error of measurement;
SEM)[모든 검사-재검사 점수의 표준 편차×√(1-ICC)]과
개개 환자들의 평가점수가 95% 신뢰수준에서 결정
(Beckerman 등, 2001) 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최저 실제
차이(smallest real difference; SRD)(1.96×SEM×√2)를 이
용하였다(Goldsmith 등, 1993). SEM은 측정한 평균값의
10% 미만, SRD는 측정한 값 중 최고 점수의 20% 미
만인 경우 측정 오차가 작아 신뢰할 만하다로 간주하였
다(Beckerman 등, 2001).

도를 보였다. COP path-length은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Table 2). STS 전체를 100%로 정규화하였을 때 각 시기
당 지면반발력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Figure 2와 같았다.
2. 보행시 지면반발력의 신뢰도 검사

보행시 COP path-length를 제외한 항목은 높은 신
뢰도를 보였다. COP path-length은 낮은 신뢰도를 보
였다(Table 3). 보행 전체를 100%로 정규화 하였을 때
각 시기 당 지면반발력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Figure 2
와 같았다.
Ⅳ. 고찰

Ⅲ. 결과

WBB는 Nintendo사에서 개발한 가정용 게임기로 비
교적 저가에 보급되어 있으며 사각형 판의 각 모서리에
1. STS시 지면반발력의 신뢰도 검사
STS시 COP path-length를 제외한 항목은 높은 신뢰 압력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체중분포와 COP를 측정할
Table 2. Reliability in ground reaction force of sit-to-stand
(N=15)
Mean±SDa
Mean±SD
ICCb
d
e
Parameters
Trial 1 Trial 2 Trial 3 of 3 trials (95% CIc) SEM SRD
Time (s) 2.11±.53 1.92±.23 1.89±.36 1.97±.40 .676(.231∼.882) .227 .629
Vertical peak (%) 114.28±3.73 114.35±4.55 117.21±6.13 115.29±4.99 .720(.336∼.898) 2.638 7.312
COPf path-length (㎝) 50.47±18.57 45.92±26.30 73.40±88.14 56.59±54.31 .294(.676∼.743) 45.635 126.493
Counter (%) .05±.04
.06±.04
.05±.04
.05±.04 .896(.753∼.962) .012 .033
Difference peak (%) 44.60±26.17 45.35±28.74 40.04±25.14 43.33±26.22 .897(.756∼.963) 8.415 23.326
Symmetry ratio
1.00±.14
.98±.08 1.03±.12 1.00±.11 .758(.426∼.912) .055 .154
X_range (㎝) 15.88±14.94 18.28±20.51 18.81±24.17 17.66±19.81 .946(.872∼.980) 4.604 12.761
Y_range (㎝) 23.76±25.85 18.24±11.82 22.34±20.00 21.45±19.74 .864(.677∼.951) 7.281 20.182
astandard deviation, b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cconfidence interval, dstandard error of measurement, esmallest
real difference, fcenter of pressure.

Table 3.

Reliability in ground reaction force of gait

(N=15)

Mean±SDa
Mean±SD
ICCb
d
e
Parameters
Trial 1 Trial 2 Trial 3 of 3 trials (95% CIc) SEM SRD
Stance time (s)
.54±.06
.53±.06
.53±.07
.53±.06 .901(.818∼.949) .019 .054
Vertical peak (㎏) 112.10±9.46 109.97±9.30 112.02±7.84 111.36±8.92 .840(.707∼.919) 3.540 9.812
COPf path-length (㎝) 26.77±4.49 27.28±4.23 28.25±4.43 27.43±4.38 .458(.676∼.743) 3.224 8.936
1st Peak (%) 106.78±9.49 104.90±7.84 105.66±7.07 105.77±8.14 .723(.491∼.859) 4.186 11.879
2nd Peak (%) 109.51±10.59 109.12±9.24 108.67±12.72 109.10±10.82 .868(.758∼.919) 3.933 10.901
astandard deviation, b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cconfidence interval, dstandard error of measurement, esmallest
real difference, fcenter of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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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 reaction force of sit-to-stand (left) and gait (right) (A) 1st trial, (B) 2nd trial, (C)
3rd trial.
수 있다(Park 등, 2013). 본 연구는 WBB의 임상적용에 사를 반복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피실험자의 평가 수행
관한 사전 연구로서 상대적ㆍ절대적인 신뢰도를 알아보 점수가 신뢰도 구간(95%)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고자 하였다. WBB로 STS와 보행시 지면반발력과 지 아니면 무작위로 변화하고 있는지 구별할 수 있다
COP의 이동거리를 측정하였다. 각각 세 번의 검사를 (Flansbjer 등, 2005; Liaw 등, 2008). 본 연구에서 두
실시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지수는 측정의 표준 오차 범위 수준을 파악 하는 데 사
ICC 값은 반복 측정을 할 경우 측정값의 불일치의 크 용되고 있으며, 신뢰도 지수(ICC)와 역의 관계에 있기
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신뢰도로 평가되어 때문에 신뢰도가 클수록 값이 작아지고 오차 범위가 작
절대적인 신뢰도가 필요한 평가자간의 일치도를 반영하 을수록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Lu 등, 2008).
는 데 한계가 있다(Chen 등, 2014; Hsueh 등, 2008). 이
지면반발력은 STS와 보행시 WBB에 가해지는 체중
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부가적으로 SEM과 SRD를 사 값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STS의 최고값은 counter,
용하여 절대적인 신뢰도를 알아보았다. 이는 심리학적 vertical peak로 구분되어지며, 정상인의 경우 counter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신뢰도 지수로서, 검 에서는 체중의 12%, vertical peak에서는 체중의 116%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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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난다(Etnyre와 Thomas, 2007). 본 논문에서는
양발을 동일한 판에 올려놓은 후 측정을 하여 두 발 사
이의 차이를 알 수는 없지만 COP의 path-length와
COP y-range를 측정하여 두 발 사이의 균형이 맞는지
를 알 수 있었다. 세 번의 검사-재검사를 실행한 STS
의 데이터에서 두 군데의 최고값을 추출하여 비교하였
는데, 각각의 최고값에서의 검사-재검사 신뢰도(ICC)
는 counter에서 .896, vertical peak에서 .72으로 유의할만
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절대적인 신뢰도인 SEM은 측정
한 평균값의 10%보다 작아야 하고, SRD는 측정한 값
에서의 최고 점수의 20%보다 작아야 신뢰할 만하다고
간주한다(Beckerman 등, 2001). STS의 SEM은 counter에
서 .012, vertical peak에서 2.638으로 평균값의 10%보다 작
아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SRD는 counter에서 .033,
vertical peak에서 7.312로 vertical peak은 최고점수의
20%보다 낮아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지만, counter에서는
.021이 높았다.
보행은 입각기의 지면반발력을 측정하였을 때 발꿈
치 닿기와 발가락 떼기로 구분할 수 있다(Hunt 등,
2001). 보행에서의 최고값은 발꿈치 닿기와 발가락 떼
기가 있는데, 정상인의 경우 발꿈치 닿기에서는 체중의
104%, 발가락 떼기에서는 체중의 109%로 나타난다.
Sacco 등(2010)에 의하면 당뇨환자와 정상군의 보행시
최고값을 비교했을 때, 1st peak의 군간 유의확률은
p=.262이였고, 1st peak과 2nd peak의 차이값에서도 군
간 유의확률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nd peak
의 군간 유의확률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p<.05). 본 연구는 세 번의 검사-재검사를 실행한
보행의 데이터에서 두 군데의 최고값을 추출하여 비교
하였는데, 각각의 최고값에서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ICC)는 발꿈치 닿기에서 .723, 발가락 떼기에서 .868로
각각 좋은 신뢰도를 나타났다. 또한 SEM는 발꿈치 닿
기에서 4.186, 발가락 떼기에서 3.933으로 평균값의
10%보다 작아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SRD는 발꿈치
닿기에서 11.879, 발가락 떼기에서 10.901로 최고점수의
20%보다 낮아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COP path-length는 STS와 보행시 측정하였는데, STS
시의 검사-재검사 신뢰도(ICC)는 .294, SEM은 45.635,
SRD는 126.493으로 나타났다. 보행시에서도 검사-재검
사 신뢰도(ICC)는 .458, SEM은 3.224, SRD는 8.936으
로 신뢰도가 낮았다. 그러나 COP path-length는 신체
의 동요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과제를 수행할 때의

환경, 자세, 속도, 균형 정도에 따라 민감하게 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정상인의 검사-재검사
에서는 높은 신뢰도가 나타날 만큼의 일치성을 보이지
않았지만, 정상인과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노인
과 비교했을 때는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되
므로 이에 따른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WBB는 정량적인 균형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지면반발력을 측정하여 과제를 실시할
때 체중부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고, COP
path-length를 측정하여 과제를 실시할 때 신체의 동
요가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다. WBB는 동작을
시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각 동작의 진행
시간을 기록할 수 있어 임상에서 균형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 가능하다. Buatois 등(2008)에 의하면 STS 동
작을 수행하는데 15초 이하가 소요되는 노인에 비해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노인이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커진다고 하였다. 또 다른 선행 연구 de Oliveira
Silva 등(2015)은 무릎넙다리통증(patellofemoral pain)
을 가진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계단 오르기를 시행하
여 지면반발력과 통증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
증하였다. 이 논문은 계단 오르기를 시행할 때 첫 번
째 peak 시기에서 지면반발력의 값을 통해 통증
(36.5%)과 기능적 제한(28.7%)을 유의하게 예측하였
다. 이를 통해 지면반발력의 값을 측정하여 통증과
기능적 제한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WBB를 활용하여 정량적인 평가와 이를 기반
으로 한 예측이 가능하고, 이는 임상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기존에 사용되는 힘판은 3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세 방향의 힘을 알 수 있지만 WBB는 1
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세 방향의 힘이 합해진 Z축 방향
으로의 힘만 알 수 있다. 따라서 힘판에 비해서는 세밀한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행 시 압력이 가
해지는 입각기는 분석이 가능하지만 발이 공중에 떠있는
유각기에서는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WBB를 이용해 STS와
보행시 검사-재검사를 실시하였을 때 검사-재검사 신
뢰도는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 신뢰도(SEM,
SRD) 또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WBB
를 임상에서 환자에게 적용하였을 때 동작의 진행시기
마다 체중 대비 체중부하 비율을 체크하여 질적인 임상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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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WBB를 이용하여
보행과 STS시 추출된 지면반발력 값이 임상적용이 가능
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재검사의 신뢰도를 알아보고
자 하였다. 연구결과, COP path-length를 제외한 모든 변
수의 ICC는 STS시 .676∼.946로 나타났고 보행 시 .723
∼.901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COP path-length를 제
외한 STS시 SEM은 .227∼.8.866, SRD는 .033∼24.575로
나타났고 보행시 SEM은 .019∼3.933, SRD는 .054∼
11.879로 나타났다. 따라서 WBB는 힘판과 비교하여 적
은 가격에 임상에서 사용하기에 간편하면서, 기능평가
를 위해 흔히 사용하는 STS와 보행과 같은 동작에서
과제동안에 체중부하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적합한 장비로 판단된다. 추후 연구로는 뇌졸중 환자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타당성 연구와 3축 로드셀이 내장
된 힘판과 WBB를 비교한 연구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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