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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트레드  보행훈련이 일반적 지면 보행훈련과 비교하여 편

마비 환자의 기능적 특성과 보행의 시공간적 지표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대상은 2003년 3월 3일부터 4월 25일까지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 입

원중이거나 통원치료를 받았던 편마비 환자 32명이었다. 이들을 무작위로 트레드

 보행훈련군과 지면 보행훈련군으로 배정하여 6주간의 보행훈련을 실시한 후 

보행능력(gait ability), 운동기능(motor functions), 근력(muscle strength), 경직

(spasticity), 생리적 소비지수(physiological cost index) 및 시공간적 지표를 치료 

전후간의 차이와 두 군간의 차이로 비교 분석하 다. Ink footprint를 이용하여 시

공간적 지표를 구하 고, 생리적 소비지수를 이용하여 에너지 소모를 구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트레드  보행훈련군은 보행훈련 전에 비하여 훈련 후 보행능력, 대단위 운     

   동 기능, 하지와 체간의 운동기능, 하지의 근력, 보행속도, 분속수, 건측과 환측  

   의 보장, 보장 대칭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에너지 소모는 유  

   의하게 감소하 다(p<0.05).  

2. 지면 보행훈련군은 보행훈련 전에 비하여 훈련 후 보행능력, 하지와 체간의 운  

   동기능, 하지의 근력, 상지의 경직, 보행속도, 분속수, 건측과 환측의 보장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에너지 소모는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5).

3. 트레드  보행훈련군과 지면 보행훈련군의 보행훈련 후의 두 군간의 비교에서  

   트레드  보행훈련군에서 보행속도와 건측의 보장이 지면 보행훈련군보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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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하게 증가하 다(p<0.05).  

이상의 결과로 보아 트레드  보행훈련이 일반적 지면 보행훈련과 비교하여 

편마비 환자의 보행속도를 증가시키고, 건측의 보장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앞으로의 연구는 트레드  보행훈련의 잇점과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

기 위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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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뇌졸중은 악성종양 및 심장질환과 더불어 사망원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하는 질환으로, 통계청에 따르면 매년 약 6만 명 이상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며, 

현재 약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뇌졸중으로 고통받고 있다. 급성기에 생존한 사

람의 80% 정도에서 보행은 가능하나 기능적 보행 수준을 위해 지속적인 재활치료

가 요구된다. 뇌졸중 환자는 근 약화, 비정상적인 근 긴장과 비정상적인 운동 양상

으로 인해 운동조절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를 가지게 되며(Sharp와 Brouwer, 

1997), 이러한 이유로 보행, 계단 오르기, 일상생활동작 같은 기능적 활동을 수행

하는 능력이 제한되고, 적절한 재활 치료를 받는 환자일지라도 대부분 장애가 남

게 된다(Duncan, 1994; Langton-Hower, 1990).

중추신경계 손상 후 보행훈련의 고전적 치료법은 정적인 상태에서 체중부하나 

체중이동, 그리고 균형훈련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Johnson, 1976; Knutsson과 

Richards, 1979), 근육 수축양상 및 환자의 일반적 상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치료 

후에도 이상보행이 계속 남게된다(Hesse 등, 1994).

최근들어 편마비 환자의 보행양상을 증진시키는 트레드  보행훈련이 새로운 

치료적 접근법으로 이용되고 있다(Hassid 등, 1997; Hesse 등, 1999). 기존에 트레

드 은 임상에서 심폐장애를 가진 환자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왔으나

(Fardy 등, 1980), 최근들어 트레드  보행훈련이 임상적으로 편마비 환자나 보행

장애를 가진 환자의 재활에 이용되고 있으며(Visintin 등, 1998, Hesse, 1995), 일

반적 치료와 병행하여 실시한 트레드  보행훈련은 보행특성의 결과에 유의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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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향상을 보고하고 있다(Dobkin, 1999; Hesse, 1999).

Waafjord 등(1990)은 트레드  보행훈련이 편마비 환자가 보행하는 동안 환측 

하지의 입각기를 길게하여 건측 하지의 보장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대칭적인 

보행 패턴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 고, Hesse 등(1990)은 편마비 환자에

게 부분적 체중지지로 트레드  보행훈련을 하는 것이 일반적 지면 보행훈련을 

하는 것보다 환측 하지의 체중지지 기간을 연장시키고, 대칭적 자세를 향상시키며, 

족저굴곡근 경직을 감소시켜 족저굴곡근의 일정한 활성 양상을 유발시킴으로 균

형훈련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 다.

트레드  보행훈련의 효과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변수 측정값의 향상

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 보행의 시공간적 지표는 보행 향상의 척도로 사용되며

(Holden 등, 1984; Mizrahi 등, 1982), 시공간적 지표에는 보행속도(gait speed), 분

속수(cadence), 활보장(stride length), 보장(step length), 보폭(stride width)등이 

사용되고 있다(Brandstater 등 ,1983). 이러한 변수들 중에서 분속수는 분당 걸음 

수를 말하는 것으로 분속수의 증가는 편마비 환자의 보행 향상의 기준으로 사용

되고 있으며(Burridge 등,1997), Bohannon(1987)은 보행에 관련된 여러 지표 중 보

행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환자의 일상생활능력 및 예후, 기능 파악에 가장 간단하

고 정확한 방법이라 하 다. 또한 Cohen 등(1987)에 의하면 도로 보행 같은 일상

생활 동작은 적절한 보행속도가 필수적이라 하 다. 보행 분석은 잉크 발자국 찍

기 방법(ink footprint method)을 사용함으로 정확하고 실뢰할 수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다(Holden 등, 1986; Little, 1981). 

환자는 기능적이고 목표-지향적(task-oriented)인 접근 방법인 트레드  위에서 

걷는 동안 보행의 3가지 기본 요소(체중지지, 걸음, 균형)를 통합할 수 있게 된다

(Winter, 1989). 트레드 은 하지에 체중지지와 곧은 자세로 기능적이고 반복적인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자극한다. 실제적 보행을 통한 보행훈련이 보행을 재학

습하기 전에 독립적 보행 요소의 조절을 강조하는 일반적 접근보다 보행능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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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을 가져왔다(Winstein 등, 1989). 그리고 편마비 환자의 보행준비를 위해 체중

지지와 체중이동에 초점을 맞춘 일반적 보바스 접근(Bobath, 1978)보다 트레드  

보행훈련이 보행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하 다(Hesse 등, 1995). 그러나 트레드  보

행훈련이 다른 보행 치료와 비교하여 실제적인 우월성을 가졌는지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트레드  보행훈련이 고식적인 지면 보행훈련에 비해 보행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32명의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트레드  보

행훈련과 일반적 지면 보행훈련을 시행하여 편마비 환자의 기능적 특성과 보행의 

시공간적 지표를 비교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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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트레드  보행훈련이 일반적 지면 보행훈련에 비해 편마비 환

자의 기능적 특성과 시공간적 지표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이 연구의 구체적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트레드  보행훈련과 일반적 지면 보행훈련을 비교하여 트레드  보행훈련이   

   편마비 환자의 기능적 특성(보행능력, 운동기능, 근력, 경직)에 미치는 향     

   을 알아본다.

2) 트레드  보행훈련과 일반적 지면 보행훈련을 비교하여 트레드  보행훈련이   

   편마비 환자의 시공간적 지표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다.

3) 트레드  보행훈련이 편마비 환자의 보행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보행장애  

   를 가진 편마비 환자들에게 최적의 보행훈련 방법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가설

1) 트레드  보행훈련은 일반적 지면 보행훈련에 비해 편마비 환자의 기능적 특성  

   을 향상시킬 것이다.

2) 트레드  보행훈련은 일반적 지면 보행훈련에 비해 편마비 환자의 시공간적 지  

   표를 향상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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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본 연구는 뇌졸중이나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편마비로 진단받고 한림대학

교 강동성심병원에서 입원중이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3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

다.

본 연구에 참가한 환자는 모든 실험 과정에 동의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

한 환자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보행 장애를 가진 편마비 환자

2) 의학적으로 혈압이나 심박동수가 안정적이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자

3) 발병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환자

4) 하지의 심각한 감각손실이 없는 환자

5) 하지에 관절 구축이 없고, 정형외과적 문제가 없는 환자

6) 경도나 중도의 보조를 받으며 적어도 0.2km/hr 속도 이상으로 2분 이상 보  

      행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환자

배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속적으로 트레드  보행훈련을 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환자

2) 운동장애나 관절증, 고관절 전치환술 등의 다른 신경학적 또는 정형외과적  

      장애가 있는 환자

3) New York Heart Association grade 2 이상의 분류로 심장결함이 있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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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각장애, 눈에 띄는 인지장애, 실행증, 감각성 실어증, 주의 집중에 문제를  

      가진 환자

본 연구는 2003년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위의 조건에 합당한 5명을 대상

으로 예비실험을 실시한 후 2003년 3월 3일부터 4월 25일까지 대상자 전원을 대

상으로 본 연구를 실시하 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모든 대상자를 무작위로 트레드  보행훈련군과 지면 보행훈련군으

로 배정하여 6주간의 보행훈련을 실시하 다. 연구 대상자는 훈련전과 6주 훈련후 

2번의 검사를 받았으며, 훈련기간동안 트레드  보행훈련군과 지면 보행훈련군의 

모든 대상자는 일주일에 5회, 1회에 30분간의 보바스 개념에 기초한 물리치료를 

집단 구분을 모르는 보바스 전문 물리치료사에게 받았다. 

보편적 물리치료와 함께 모든 환자는 또 다른 치료사에게 일 주일에 5회의 보

행 훈련(총30회)을 받았다. 지면 보행훈련군의 보행훈련은 환자에 따라서 보조기

나 치료사의 보조를 받으며 편안한 속도로 10분 동안 지면을 보행하 으며, 필요

시에는 휴식시간을 가졌다. 트레드  보행훈련군의 보행 훈련은 모터로 동작되는 

트레드 (Intertrack 6200, Taeha Inc, Korea)에서 10분 동안 편안한 속도로 걷도

록 하 다.

치료사는 트레드  보행훈련 시작 전에 체중 이동과 골반 회전을 할 수 있도

록 체간과 골반을 붙잡아주고, 트레드  보행훈련동안 환자는 필요에 따라 한 명

이나 두 명의 치료사의 보조를 받았으며, 장애가 심하여 두 명의 치료사와 함께 

훈련하는 경우, 한 명은 트레드  양쪽 가에 발을 올려놓고 환자 뒤에 서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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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걷는 동안 적절한 체간 정렬과 체중 이동을 보조해주고, 다른 한 명은 마비측 

하지 옆에 위치하여 유각기와 입각기 동안 발걸음과 하지 조절을 보조해주었다.   

트레드  속도는 지면보행 동안 환자가 선택한 적절한 보행 속도를 선택하며, 트

레드 은 0.1km/hr에서 시작하여 0.1km/hr씩 증가하 다.

환자의 보행능력은 Functional Ambulatory Category(Holden 등, 1984)로 평가

하 다. 이 검사는 보행시 요구되는 개인적 도움에 따라 6단계(0=두 사람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걷지 못하는 환자, 1=균형과 체중이동을 위해 한사람으로부터

의 지속적 도움이 요구되는 환자, 2=균형과 협응을 도와줄 한사람의 간헐적 도움

이 요구되는 환자, 3=신체적 접촉 없이 한사람으로부터 음성적 관리나 도움 대기

를 요구하는 환자, 4=평지에서는 독립적 보행이 가능하지만 계단, 경사, 울퉁불퉁

한 곳에서는 도움이 요구되는 환자, 5=어디든 독립적 보행이 가능한 환자)로 구분

된다. 

하지와 체간의 운동기능과 대단위 운동기능은 Rivermead Motor Assessment( 

Collen 등, 1990)로 평가하 다. 체간과 하지의 기능은 환측이나 건측으로 구르기, 

교각자세, 앉았다 서기, 침대 밖으로 환측 다리를 들어올리기, 발걸음 내딛기, foot 

tapping, 슬관절 굴곡 또는 신전상태에서 족관절의 수의적 배측굴곡 등의 10가지 

방법으로 검사하며, 대단위 운동 기능은 앉기, 이동, 걷기, 오르기, 뛰기, 한 다리로 

뛰기 등을 포함해서 13가지 항목으로 구분된다.

하지의 근력은 Motricity Index(Demeurisse 등, 1980)로 평가하 다.

Motricity index는 3개의 동작 즉, 고관절 굴곡, 슬관절 신전, 족관절 배측굴곡을 

통하여 각 단계별 점수(0=근육이 수축을 못하는 상태, 1=근육의 수축은 있지만 움

직이지 못하는 상태, 2=중력을 제거하면 전가동역(full range of motion)이 움직이

는 상태, 4=저항에 대해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전가동역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 

5=정상)를 0-5단계로 총 6단계로 구분하여 그 단계에 맞는 점수를 산정하여 하지

의 근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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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은 Modified Ashworth Scale(Bohanon과 Smith, 1987)로 평가하 다. 주관

절 굴곡근과 족저굴곡근의 경직을 0에서부터 5까지로 분류하 으며, 0은 근긴장의 

증가가 없는 것이고, 5는 손상부위의 굴곡, 신전시 강직을 나타낸다.

에너지 소모는 생리적 소비지수(physiological cost index)로 평가하 다(Nene, 

1993). 생리적 소비지수는 보행시의 심박수에서 안정시 심박수를 뺀 값을 보행속

도로 나눈 값으로 구하 다. 

시공간적 지표는 부분거리 측정법 중의 하나인 ink footprint 방법을 이용하

으며, 보행속도, 분속수, 보장, 보장 대칭성, 보폭을 평가하 다. 보장 대칭성은 환

측 보장을 건측 보장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구하 다. 

Ink footprint 방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 다.

1) 평평한 물리치료실 바닥에 길이 9m, 폭 0.8m의 흰 색 벽지를 깔고 테이프  

       로 바닥에 잘 고정시킨 다음 양 끝 1.5m에 선을 그어 초기 가속과 말기   

       감속에 향을 받지 않는 중간 6m를 표시하 다.

2) 보행전 검사자는 환자에게 편안하게 걸으세요 라고 말하 다.

3) 검사시 환자가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주위에 가족과 검사자 이외엔      

      는 없도록 하 다.

4) 환자가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벽지 위에서 1회 왕복하여 걷게 하 다.

5) 바로 선 자세에서 환자에게 처음 지시한 사항과 동일하게 편안하게 걸으  

      세요 라고 말한다. 이 때, 보행속도는 전자초시계(digital stop watch)를 이  

      용하여 중간 6m 역에 첫 번째 걸음의 발끝 닿기부터 중간 6m 역 밖으  

      로 첫 번째 걸음의 발끝 닿기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하 고, 분속수는 중간  

      6m 역에 측정된 보행시간동안 걸은 걸음수로 측정하며 분당 걸음수로 기  

      록한다. 중간 6m 역에 3쌍의 발자국을 가지고 보장, 보폭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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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평가검사시 각 항목별 내용을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 다. 트레드  보행훈련과 지면 보행훈련의 보행훈련 전․후의 보행

능력, 운동기능, 근력, 경직, 생리적 소비지수, 시공간적 지표의 변화는 paired 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고, 트레드  보행훈련과 지면 보행훈련간의 차이를 비교

하기 위해서 independent 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P value가 0.05 미만인 것

을 통계학적으로 의의 있는 것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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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틀

선정기준에 맞는 편마비

환자(N=32) 

트레드  보행훈련군

(N=15)
independent t  test

지면 보행훈련군

(N=17)

6주 훈련   paired t  test paired t  test  6주 훈련

트레드  보행훈련군

(N=15)

independent t  test 지면 보행훈련군

(N=17)

 보행능력

 운동기능

 하지근력

 경직

 생리적 소비지수

 보행특성

- 보행속도

- 분속수

- 보장

- 보장 대칭성

- 보폭

그림 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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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32명 중 트레드  보행훈련군은 남자가 10명(66.7%), 여자가 5명

(33.3%)이었고, 지면 보행훈련군은 남자가 14명(82.3%), 여자가 3명(17.7%)이었다. 

연령 분포는 34세에서 80세까지 으며, 트레드  보행훈련군의 평균 연령은 57.4

세이었고 지면 보행훈련군의 평균 연령은 57.2세 다. 성, 연령은 두 군간에 통계

적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

표 1. 일반적 특성

Characteristics Treadmill training(n=15)

No. of cases    %

Conventional gait training(n=17)

No. of cases    %

Gender   

   Male

   Female

Age(years)

     ∼40

41∼50

51∼60

61∼

 10     66.7

           5          33.3

 0      0.0

           2          13.3

           9          60.0

           4          26.7

  14         82.3

            3         17.7

            1          5.9

            3         17.6

            6         35.3

            7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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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경학적 특성

연구대상자 32명의 진단명별 분류를 보면 트레드  보행훈련군은 뇌경색 3명

(20%), 뇌출혈 12명(80%)이었으며, 지면 보행훈련군은 뇌경색 8명(47.1%), 뇌출혈 

9명(52.9%)이었다. 마비측을 보면 트레드  보행훈련군은 우측 편마비 9명(60%), 

좌측 편마비 6명(40%)이었으며, 지면 보행훈련군은 우측 편마비 9명(52.9%), 좌측 

편마비 8명(47.1%)이었다. 유병기간은 4개월에서 19개월까지 으며 트레드  보행

훈련군의 유병기간은 평균 7.9개월이었고 지면 보행훈련군의 유병기간은 평균 8.2

개월이었다. 진단명, 마비측, 유병기간은 두 군간에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2).

표 2. 신경학적 특성

Characteristics
Treadmill training(n=15)

No. of cases    %  

Conventional gait training(n=17)

No. of cases    %  

Diagnosis

Infarction

Hemorrhage

Side of hemiplegia

Right

Left

Duration(months)

3∼5

6∼12

 13∼

          3           20.0

         12           80.0

          9     60.0

          6           40.0

          8           53.3

          3           20.0

          4     26.7

   8          47.1

          9    52.9

          9          52.9

   8          47.1

          7          41.2

          8          47.0

          2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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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레드  보행훈련군과 지면 보행훈련군의 보행훈련  

   전의 비교

트레드  보행훈련군과 지면 보행훈련군의 보행훈련 전의 두 군간의 보행능력, 

운동기능, 근력, 경직, 생리적 소비지수, 시공간적 지표는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3).

표 3. 보행훈련 전의 두 군간의 비교

Variable
Treadmill training

(n=15)

Conventional gait training

(n=17)
p Value

FAC

RMALT

RMAG

MILL

MAS(elbow flexor)

MAS(ankle plantarflexor)

PCI(beats/m)

Speed(m/s)

Cadence(steps/min)

Step length(cm)

    Unaffected

    Affected

Step length symmetry(%)

Stride width(cm)

2.20±0.86

6.00±2.17

6.07±2.32

39.93±15.71

1.20±0.86

2.00±0.85

1.47±0.62

0.25±0.08

53.00±13.96

18.52±7.13

25.56±7.30

157.72±70.20

16.02±3.86

2.24±0.90

5.24±2.28

6.06±2.73

42.35±20.27

1.71±0.99

2.18±1.01

1.20±0.49

0.26±0.09

56.11±16.16

21.48±7.85

26.54±9.78

139.99±70.08

15.97±3.74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Values are mean±SD.

NS; not significant, FAC; Functional Ambulatory Category, RMALT; Rivermead Motor 

assessment(leg and trunk), RMAG; Rivermead Motor Assessment(gross function), MILL;

Motricity Index(lower limb), MAS; Modified Ashworth Spasticity Scale, PCI; Physiological Cos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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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레드  보행훈련군의 보행훈련 후의 변화 

주관절 굴곡근과 족저굴곡근 경직, 보폭을 제외한 보행능력, 하지와 체간의 운동기

능, 대단위 운동기능, 하지 근력, 보행속도, 분속수, 건측과 환측의 보장, 보장 대칭

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생리적 소비지수는 유의하게 감소하 다

(표 4).

표 4. 트레드  보행훈련군의 보행훈련 후의 변화

Variable Before training After training p value

FAC

RMALT

RMAG

MILL

MAS(elbow flexor)

MAS(ankle plantarflexor)

PCI(beats/m)

Speed(m/s)

Cadence(steps/min)

Step length(cm)

    Unaffected

    Affected

Step length symmetry(%)

Stride width(cm)

2.20±0.86

6.00±2.17

6.07±2.32

39.93±15.71

1.20±0.86

2.00±0.85

1.47±0.62

0.25±0.08

53.00±13.96

18.52±7.13

25.56±7.30

157.72±72.20

16.02±3.86

2.73±0.70

6.40±2.03

6.67±2.38

46.47±14.51

1.33±0.82

2.07±0.88

0.96±0.43

0.36±0.12

60.80±15.69

30.23±7.02

31.81±6.51

108.73±25.33

14.39±3.39

<0.01

<0.05

<0.01

<0.05

NS

NS

<0.01

<0.01

<0.05

<0.01

<0.01

<0.01

NS

Values are mean±SD.

NS; not significant, FAC; Functional Ambulatory Category, RMALT; Rivermead Motor 

assessment(leg and trunk), RMAG; Rivermead Motor Assessment(gross function), MILL;

Motricity Index(lower limb), MAS; Modified Ashworth Spasticity Scale, PCI; Physiological Cos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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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면 보행훈련군의 보행훈련 후의 변화

대단위 운동기능과 족저굴곡근 경직을 제외한 보행능력, 대단위 운동기능, 하지

와 체간의 운동기능, 하지 근력, 주관절 굴곡근 경직, 보행속도, 분속수, 건측과 환

측의 보장, 보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생리적 소비지수는 유의하

게 감소하 다(표 5).

표 5. 지면 보행훈련군의 보행훈련 변화

Variable Before training After training p value

FAC

RMALT

RMAG

MILL

MAS(elbowt flexor)

MAS(ankle plantarflexor)

PCI(beats/m)

Speed(m/s)

Cadence(steps/min)

Step length(cm)

    Unaffected

    Affected

Step length symmetry(%)

Stride width(cm)

2.24±0.90

5.24±2.28

6.06±2.73

42.35±20.27

1.71±0.99

2.18±1.01

1.20±0.49

0.26±0.09

56.11±16.16

21.48±7.85

26.54±9.78

139.99±70.08

15.97±3.74

2.59±1.00

5.94±2.30

6.35±2.87

44.94±19.21

1.94±1.09

2.06±0.83

1.07±0.40

0.29±0.09

59.41±16.75

24.45±7.40

29.24±8.50

128.91±48.41

14.59±2.87 

<0.01

<0.01

NS

<0.01

<0.05

NS

<0.05

<0.01

<0.01

<0.01

<0.05

NS

<0.01

Values are mean±SD.

NS; not significant, FAC; Functional Ambulatory Category, RMALT; Rivermead Motor 

assessment(leg and trunk), RMAG; Rivermead Motor Assessment(gross function), MILL;

Motricity Index(lower limb), MAS; Modified Ashworth Spasticity Scale, PCI; Physiological Cos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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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트레드  보행훈련군과 지면 보행훈련군의 보행훈련  

   후의 비교

  

트레드  보행훈련군에서 보행속도는 0.36m/s이며, 지면 보행훈련군의 보행속

도 0.29m/s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증가하 다. 트레드  보행훈련군의 

건측 보장은 30.23cm이며, 지면 보행훈련군의 건측 보장 24.45cm와 비교하여 통계

적으로 유의하며 증가하 다(표 6).

표 6. 보행훈련 후의 비교

Variable
Treadmill training

(n=15)

Conventional gait training

(n=17)
p value

FAC

RMALT

RMAG

MILL

MAS(elbow flexor)

MAS(ankle plantarflexor)

PCI(beats/m)

Speed(m/s)

Cadence(steps/min)

Step length(cm)

   Unaffected

   Affected

Step length symmetry(%)

Stride width(cm)

2.73±0.70

6.40±2.03

6.67±2.38

46.47±14.51

1.33±0.82

2.07±0.88

0.96±0.43

0.36±0.12

60.80±15.69

30.23±7.02

31.81±6.51

108.73±25.33

14.39±3.39

2.59±1.00

5.94±2.30

6.35±2.87

44.94±19.21

1.94±1.09

2.06±0.83

 1.07±0.40

0.29±0.09

59.41±16.75

24.45±7.40

29.24±8.50

128.91±48.41

14.59±2.87

NS

NS

NS

NS

NS

NS

NS

<0.05

NS

<0.05

NS

NS

NS

Values are mean±SD.

NS; not significant, FAC; Functional Ambulatory Category, RMALT; Rivermead Motor 

assessment(leg and trunk), RMAG; Rivermead Motor Assessment(gross function), MILL;

Motricity Index(lower limb), MAS; Modified Ashworth Spasticity Scale, PCI; Physiological Cos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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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편마비 환자는 비대칭적 자세, 균형반응 장애, 보행 능력 저하, 그리고 섬세한 

기능을 행하는 운동능력 상실 등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게 되며(Carr과 Shephered, 

1985), 정상적인 보행이 어렵다. 이러한 편마비 환자에게 특징적인 보행양상은 느

린 보행주기와 보행속도, 환측 보장과 건측 보장간의 차이, 환측의 짧은 입각기와 

상대적으로 긴 유각기 등이다(Ryerson과 Levit, 1997).

이러한 비정상적인 보행 특성의 개선을 위한 치료로 트레드  보행훈련을 일

반적 지면 보행훈련과 비교함으로 트레드  보행훈련이 보행에 미치는 향을 기

능적 특성과 보행의 시공간적 지표 통해 비교 분석하 다.

편마비 환자들의 기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보행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보

행의 평가에 있어서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는 보행의 질적인 정보를 얻는데 유익한 삼차원적 분석이 가능한 컴퓨터화된 동

작분석 방법이 있으나, 이 방법은 비용이나 유용성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에는 문제가 많다. 다른 하나는 보행의 양적인 정보를 얻는데 유익한 부분거리 측

정방법이 있으며, 이 방법은 임상에서 반복적으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보행속도나 활보장과 같은 보행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Boening, 1977; Robinson과 Smidt, 1981; Hageman과 Blanke, 1986). Shores 

(1980)는 부분거리 측정법이 비용면에서 저렴하며 쉽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을 가졌

다고 하 으며, 부분거리 측정법을 이용한 보행분석시 결과를 기록, 분석하는 방법

들 중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는 간헐적 사진촬 법과 ink footprint 방법 

등이 있다(Boenig, 1977; Holden 등,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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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의 보행요소를 측정하기 위하여 

간헐적 사진 촬 법보다 경제적이고 간편한 ink footprint를 이용하 다.

Holden 등(1984)의 연구에 의하면 ink footprint를 이용한 보행분석의 검사-재

검사 신뢰도 계수는 속도와 분속수에서 0.97, 보폭은 0.95 그리고 보장에서는 

0.94-0.96이었으며, 검사자간의 신뢰도 계수는 속도, 보장과 활보장에서 1.00 그리

고 분속수에서는 0.99 다. Boenig(1977)이 조사한 검사-재검사의 신뢰도 계수는 

분속수에서 0.91, 보장은 0.97이었으며, 보폭의 실뢰도를 연구한 문헌은 아직까지 

없었다. ink footprint 측정법이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와 검사자간 신뢰도 계수

가 높게 나왔으나 정 한 보행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보행을 평가하면 트레드  

보행훈련의 효과를 보다 정량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편마비 환자의 보행특성과 함께 기능적 특성도 평가하 는데,  

Hesse 등(1994)은 Functional Ambulatory Category는 앉기, 서기, 이동, 의자차 

이동과 같은 운동기능의 향상은 포함하지 않고 단순히 보행능력의 평가에만 제한

된다고 하 으며, Motricity Index가 변화하지 않는 것은 기능적 향상은 바로누운 

자세에서 검사하는 수의적 근 활성의 증가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 다.

Collen(1990)은 Funtional Ambulatory Category, Rivermead Motor Assessment 

Score의 측정자내 신뢰도가 0.9이상이었다고 하 고, Motricity Index는 0.84이며 

Modified Ashworth Scale은 0.81이었다고 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측정자내 

신뢰도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 다.

본 연구에서 가장 큰 고려사항은 두 보행훈련군에서 동일한 훈련시간을 유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트레드  보행훈련군이 지면 보행훈련군에 비

해 목표-지향적 훈련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고정된 면에서의 보행은 환자가 피곤

을 느낄때 보행속도가 늦춰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보행속도를 유지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트레드  보행훈련은 환자가 고정된 속도를 유지하지 못할 

때까지 지속되며 휴식기간 전까지 보행을 강요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보행시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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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트레드  보행훈련군이 더 많은 실제적인 보행주기를 실시하므로 더 집중적 

목표-지향적 훈련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정상 보행이란 조화된 사지의 운동을 통해 최소한의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부

드럽고 효과적으로 신체의 무게 중심을 앞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김미정 

등, 1994). 편마비 환자에게서 기능적인 보행능력의 습득은 중요한 도전으로 남아

있으며(Ofir와 Sell, 1980), 보행이 기능적 독립생활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재

활치료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Zachazewski 등, 1982).

편마비 환자의 경우 상지의 기능 회복에는 한계가 있으나 하지는 조기 재활치

료에 의하여 보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뇌졸중 후 독립 생활에 중요한 요소

의 하나인 보행에 관여하는 인자들을 찾아내어 보행기능의 회복정도를 조기에 예

측함으로써 적절한 목표를 세우고 효과적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재활의학적 

치료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편마비 환자의 치료에는 많은 경비

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활계획이 필요하다. 적절한 재활계획을 세

우려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통하여 치료의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Ashburn, 1982; Kottke, 1974).

특징적으로 편마비 환자들은 기능적 보행능력, 균형, 보행속도, 보폭, 시간적 보

행 패턴, 근 활동 패턴에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고위중추 통합기능의 손상과 운동

감각 통로의 손상으로 인해 근긴장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해 선택적인 운동조절

기능을 방해받는다(Davies, 1985; Bobath, 1990). 이러한 임상증상으로 인해 편마

비 환자들의 일반적인 보행양상은 보행시 보행속도가 느리고, 환측으로 체중이동

이 부적절해지는 등 좌우 비대칭적인 보행유형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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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의 보행훈련은 환자가 단순히 걷는데 목표를 두

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Davis, 

1985).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기존에는 협응 움직임을 이용한 Brunnstrom 

접근이나 나선이나 사선적 움직임을 이용한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 반사 억제 

움직임을 이용한 신경 발달적 치료와 같은 치료를 하나 혹은 여러 가지 신경촉진

적 기술을 병행해서 실시하거나 근력 강화와 같은 전통적인 기능적 접근을 적용

하여왔다(Dewald, 1987). 그러나 최근들어 트레드 을 통한 보행훈련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트레드  보행훈련이 기존의 보행훈련과 

비교하여 실제적 우월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편마비 환자에게 트레드  보행훈련을 적용하여 편마비 

환자의 보행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트레드  보행훈련

이 일반적 지면 보행훈련에 비하여 보행훈련 후 보행속도와 건측의 보장을 증가

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행속도는 뇌졸중 환자의 보행에 관한 연구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며, 보행요

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하 다(Wagenaar와 Beek, 1992). Steven 등

(1978)은 편마비 환자의 보행 평가시 환자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보행속도를 선택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측정자의 편의에 따른 부자연적인 보행속도의 선택보다는 

그들에게 맞는 적당한 속도를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하 다. 선행연구는 다양한 

환경과 사회에서 도보자로써 가능한 충분한 보행속도를 평균 1.1m/s에서 1.5m/s라

고 하 다. 그러나, 국내 연구들 중 편마비 환자의 평균 보행속도를 살펴보면, 편

안한 속도로 걸었을 때 0.45m/s(이윤경, 1996), 0.46m/s(김봉옥 등, 1996), 0.72m/s

(이정원, 1997), 0.39m/s(김종만, 1995)등이었다. 본 연구에서 보행훈련 전의 트레드

 보행훈련군과 지면 보행훈련군의 보행속도는 0.25m/s, 0.26m/s로 선행연구와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는 연구에 참여한 환자의 일반적, 신경학적 상태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Pohl 등(2002)은 체계적 속도-의존적 트레드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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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d speed-dependent treadmill training)이 제한된 점진적 트레드  훈련

(limited progressive treadmill training)이나 일반적 지면 보행훈련(conventional 

gait training)보다 보행속도, 보장, 보행능력에 유의한 증가를 가져왔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역시 보행훈련 후의 트레드  보행훈련군의 보행속도는 0.12m/s 빨

라졌고, 지면 보행훈련군은 0.03m/s 빨라졌으나, 두 군간의 비교에서 트레드  보

행훈련군이 지면 보행훈련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Hesse 등(1999)은 트레드  보행훈련시 고관절 신전의 증가로 보행시 대

칭성이 향상되며 마비측 하지의 단일 입각기가 길어져 분속수가 감소하며, 보행속

도가 느려진다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 으며, Waagfjord 등(1990)은 역시 마비측 

하지에 입각기가 증가하여 보행속도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 감소된 속도는 기능

의 소실이라기 보다는 보행능력의 향상이라고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

다. 이는 아마도 기존의 연구와 본 연구의 편마비 환자의 보행훈련 전 보행속도

가 많은 차이가 있기때문이라 생각되며, 좀 더 다양한 보행속도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Waagfjord 등(1990)은 건측 보장의 증가와 대칭적 보장은 환자의 마비측 하지

의 기능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내며, 마비측 하지에 입각기를 증가시키면 정상측 하

지에 더 긴 걸음을 뗄 수 있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훈련 후에 트레드  

보행훈련군의 건측과 환측의 보장이 11.71cm와 6.25cm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하 으며, 지면 보행훈련군의 건측과 환측의 보장은 2.97cm와 2.7cm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나 두 군간의 비교에서 트레드  보행훈련군이 지면 보행훈련

군과 비교하여 건측 보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4

명의 편마비 환자의 트레드  보행훈련에서 더 균형잡힌 보행을 했다는 Hassid 

등(1997)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얻은 것이다. 이와 같이 마비측 하지에서 나타

나는 입각기의 감소는 편마비 환자의 전형적 걸음걸이이기 때문에 이런 보행 변

수를 향상시키는 것이 특별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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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보행은 최소의 에너지로 걸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Downey 등, 

1994). 정상인은 단위 거리당 소모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과 속도로 

걷는다. 이런 보행 방식과 속도를 벗어나게 되면 에너지 소모가 증가되는데 즉, 장

애를 갖는 환자는 에너지소모를 정상인보다 더 많이 하게되므로 이러한 환자에게 

치료적 운동을 시키거나 보행훈련을 할 때 에너지 소모는 중요한 관심대상이 된

다. 운동강도에 따른 에너지 요구량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 산소 소모량 측정이 흔

히 이용되는데 기구 장착의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임상 역에서 쉽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Physiological Cost Index(PCI)는 측정이 쉬운 변수인 심박수를 

이용한 것으로 에너지 소모를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다(Blessy, 1978).

Ralston(1970)은 편마비 환자가 편안한 속도로 걸을 때도 안정기보다 에너지 

소모가 약 3-4배 증가한다고 보고하 으며, 김봉옥 등(1996)도 에너지 소모가 3배 

증가한다고 하 다. PCI의 감소는 동일한 에너지 소비를 하고 환자가 더 먼 거리

를 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트레드  보행훈련군과 지

면 보행훈련군의 보행훈련 후의 PCI는 0.51beats/m와 0.13beats/m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감소하 으나 두 군간의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트레드 에서 스스로 정한 편안한 속도로 보행시에는 지면 보행훈련과 비교하여 

동일한 에너지 소비 수준을 보임을 추정할 수 있으며, 스스로 선택한 편안한 보행 

속도로 트레드 에서 걷는 편마비 환자는 지면 보행시와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며 지면 보행의 운동학적, 운동역학적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편마비 환자에 대한 6주간의 트레드  보행훈련이 동일한 기간 

동한 시행한 일반적 지면 보행훈련보다 보행속도와 건측 보장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훈련 방법이 누구에게나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트레드  보행훈련이 일반적 지면 보행훈련에 비하여 보행 향상에 효과적

임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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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중 본 연구의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하 고, 연구대상자가 

32명으로 많지 않았고, 보행훈련 시간 선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유병기간이 4개월에서 19개월까지로 보행능력 회복을 위한 예후가 

가장 좋은 시기는 아니 지만, 6개월 미만의 보행능력 회복이 빠른 단기 환자가 

트레드  보행훈련군에서 53.3%, 지면 보행훈련군에서 41.2%가 있었으므로 연구

결과에 향을 미쳤음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편마비 

환자들에게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 트레드  보

행훈련이 일반적 지면 보행훈련과 비교하여 편마비 환자의 보행속도를 증가시키

고 건측 보장을 증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트레드 을 통한 보행

훈련이 편마비 환자의 보행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ink footprint를 이용한 부분거리 측정법이 검사-재

검사 신뢰도 계수와 검사자간 신뢰도 계수가 높게 나왔으나 보행의 질적인 요소

를 분석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앞으로 트레드  보행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환자의 특성과 비율을 결정하고, 

환자의 병소, 유병기간, 초기 실행능력에 따라 환자의 상태를 범주화하여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의미있는 결론을 가져올 수 있는 많은 수의 환자를 분석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트레드  보행훈련에 따른 결과와 결과에 대한 관련성을 타당

화하여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 의해 나오는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다양한 환자군

에 대한 트레드  보행훈련의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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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트레드  보행훈련이 편마비 환자의 보행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32명의 편마비 환자를 대상

으로 6주간의 트레드  보행훈련과 일반적 지면 보행훈련 후의 기능적 특성과 시

공간적 지표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트레드  보행훈련군은 보행훈련 전에 비하여 훈련 후 보행능력, 대단위 운동기  

   능, 하지와 체간의 운동기능, 하지의 근력, 보행속도, 분속수, 건측과 환측의 보  

   장, 보장 대칭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에너지 소모는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5).  

2. 지면 보행훈련군은 보행훈련 전에 비하여 훈련 후 보행능력, 하지와 체간의 운  

   동기능, 하지의 근력, 상지의 경직, 보행속도, 분속수, 건측과 환측의 보장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에너지 소모는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5).

3. 트레드  보행훈련군과 지면 보행훈련군의 보행훈련 후의 두 군간의 비교에서  

   트레드  보행훈련군에서 보행속도와 건측의 보장이 지면 보행훈련군보다 유  

   의하게 증가하 다(p<0.05).  

이상의 결과로 보아 트레드  보행훈련이 일반적 지면 보행훈련에 비하여 편

마비 환자의 보행속도를 향상시키며, 건측의 보장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트레드  보행훈련이 편마비 환자의 보행특성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해 준다.

앞으로 연구는 본 연구에서 보여준 트레드  보행훈련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

이 필요하며, 병변후에 트레드  보행훈련을 시작하여 보행 능력을 극대화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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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최적의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장

기간동안 트레드  보행훈련의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단순한 

보행특성의 측정뿐만 아니라 보행에 관련된 다양한 보행지표와 산소소모량 등 보

다 직접적이며 정 한 보행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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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Treadmill Gait Training on Gait Patterns 

in  Hemiplegic Patients 

:  comparison with conventional gait training

 

                              Hee Hyun Kim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Deog Young Kim, M.D., Ph.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readmill gait 

training on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temporal-distance parameters 

of gait in hemiplegic patients, as compared with conventional gait training.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2 hemiplegic patients who had been 

admitted or were visited out-patients at Kangdong Sacred Heart Hospital, 

Hallym University, from March 3 through April 25, 2003. These subjec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treadmill gait training group or conventional gait training 

group.

We evaluated the gait ability, motor functions, muscle strength, spasticity, 

physiological cost index, and temporal- distance parameters. We analyzed the 

changes between pre and post training in each groups, and the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Temporal-distance parameters were obtained using the 

ink footprint method and then energy consumption using physiological cos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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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After a six-week training, treadmill gait training group significantly 

improved, as compared to pre-training, in gait ability, motor functions for the 

leg and trunk and gross function, muscle strength of the lower limb, gait 

speed, cadence, step length both on the affected and on the unaffected side, 

step length symmetry, and energy consumption(p<0.05).

2. After a six-week training, conventional gait training group significantly 

improved, as compared to pre-training, in gait ability, motor functions for the 

leg and trunk, muscle strength of the lower limb, spasticity of the upper limb, 

gait speed, cadence, step length both on the affected and on the unaffected 

side, and energy consumption(p>0.05).

3. After a six-week training, the treadmill gait training group significantly 

improved, as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gait training, in gait speed and step 

length on the unaffected side.  

These results show that treadmill gait training was improved gait speed 

and step length on the unaffected side of hemiplegic patients, as compared 

with conventional gait training.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confirm the 

generalization of these findings and to identify which hemiplegic patients might 

benefit from treadmill gait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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