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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편마비 환자에서 신발 높이의 차이에 따른  보행과 균형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한양대학교 서울 병원 및 국립재활병원에 입원 및 외래로 재

활치료를 받고있는 편마비 환자 22명을 대상으로 하 고, 연구기간은 2002년 11

월 8일부터 2003년 3월20일까지 다.

 자료의 분석은 신발 높이의 차이에 따른 보행 속도, 생리적 소비지수, 체중부

하율, 자세동요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이용하 고, 신발 높이간의 비교를 위해서 사후검정으로 다중비교방

법중 하나인 Bonferroni방법을 이용하 다.

보행 능력에 따른 위의 네 가지 변수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편마비 환자의 건측 신발을 각각 3 mm, 6 mm, 9 mm, 12 mm 높여주었

을 때 신발을 높이기 전보다 보행 속도, 생리적 소비지수, 환측의 체중부하율이 

유의하게 증진되었다(p<0.05).

둘째, 신발 높이간의 비교시 보행 속도는 9 mm, 12 mm, 6 mm, 3 mm 순으로 

증진됨을 보 지만 3 mm와 9 mm, 3 mm와 12 mm 사이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그리고 환측의 체중부하율에서는 12 mm, 9 mm, 6 mm, 3 mm 

순으로 증진됨을 보 지만, 3 mm와 12 mm, 6 mm와 12 mm 사이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 vi -

셋째, 건측 신발 높이를 제거한 후, 재측정 시 신발을 높이기 전보다 보행 속

도, 생리적 소비지수, 환측의 체중부하율이 유의하게 증진되었다(p<0.05).

넷째, 보행 능력에 따른 변수와의 관계에서 보행 능력이 3인 군이 6 mm와 9 

mm에서 보행 속도, 생리적 소비지수, 환측의 체중부하율이 유의하게 증진이 있

었고, 보행 능력이 4와 5인 군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건측의 신발 높이기를 통한 훈련이 편마비 환자의 보

행의 효율성 향상과 균형의 대칭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건측 신발 높이를 제거한 후도 보행의 효율성과 대칭적 체중부하의 

지속은 체중부하를 통한 보행훈련의 전이효과로 인해 증진된 것으로 생각되

고, 보행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군에서 더욱 훈련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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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뇌졸중은 악성종양 및 심장 질환과 더불어 우리나라 성인의 주된 사

망원인 중 하나이며, 50대에서는 인구 십만 명당 80명이 뇌졸중으로 사망하

여 첫번째 사망원인으로 조사되었다(통계청, 2001). 또한 최근 의학기술의 발

달 및 조기 치료 등으로 뇌졸중의 생존율은 증가되었지만, 뇌졸중 환자의 

73%에서 심한 장애를 남기게 되며,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삶의 질

을 떨어뜨리고 개인적, 사회적 비용도 증가되고 있다(전중선 등, 1997; 김진

호 등 2002). 

편마비를 야기하는 뇌졸중은 운동과 감각 신경로의 손상 및 감각 해석의 

이상이 자세유지와 선택적인 운동 조절을 방해하고(Sackley 등, 1992), 이로 

인해 운동 장애, 감각 장애, 지각 장애, 인지 장애, 언어 장애 등을 동반하게 

된다(권혁철, 1987). 그 중에서 편마비 환자의 운동과 관련된 문제점은 비정

상적인 신체의 균형, 비대칭적인 자세, 체중을 사방으로 이동하는 능력의 결

함 등이며(Carr와 Shepherd, 1985),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기립균형을 유지

하거나 보행에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서는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

을 가져온다(권혁철, 1987). 

뇌졸중 환자의 경우 기립 자세 유지의 어려움과 체중이동능력 감소로 인

해 균형장애를 일으키고(Dettmann 등, 1987; Goldie 등, 1996), 이러한 뇌졸

중 환자의 균형장애는 편마비로 인한 비대칭적인 체중부하와 관련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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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가 있었다(Bohannon 등, 1985; Winstein 등, 1989). 

뇌졸중 환자에서 건측 하지로 대부분의 체중을 지지하는 비대칭적 기립

자세는 낙상의 위험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보행을 야기하게 된

다(Chaudhuri 등, 2000). 따라서 편마비 환자의 기능적 재활에서 이상적인 목

표는 운동패턴의 비대칭성을 감소시키는데 있으며(Wall 등, 1986), 균등한 체

중부하를 통하여 균형된 기립 자세를 취하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대칭적

인 보행을 회복시키는 것이다(Hamman 등, 1992).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에 있어 보행은 환자 자신에게 가장 중요시

되는 활동 능력으로 Mumma(1986)는 뇌졸중 후 갖게 되는 최대 상실감이 기

동성의 결여 즉, 보행 능력의 소실이라고 하 고, Bohannon 등(1988)에 의하

면 편마비 환자의 재활치료시 보행을 그 첫째 목적으로 지적하는 등 뇌졸중

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에서 보행의 중요성은 주지된 사실이다. 특히 보행에 

관련된 여러 지표 중 보행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환자의 일상 생활능력 및 

예후 기능 파악에 가장 간단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Brandstater 

등, 1983; Weerdt 등, 1985).

보행시의 에너지 소모율도 보행의 효율성을 보는 지표로 중요하다(Gonzalez 

등, 1944). 운동 강도에 따른 에너지 요구량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 산소소모량측

정이 흔히 이용되는데 기구장착의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인하여 임상 역에서 

쉽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생리적 소비지수인 Physiological Cost Index(PCI)는 

측정이 쉬운 변수인 심박수를 이용한 것으로 에너지 소모를 보다 쉽게 알아

볼 수 있다(한태륜 등, 1994: Blessy R, 1978). PCI는 보행시의 심박수에서 

안정시의 심박수를 뺀 값을 보행 속도로 나눈 값으로 구할 수 있다. Paulsen 

등(1963)은 심박수와 산소소모를 비교하여 선형 관계가 있음을 보 고,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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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적합성(fitness)과 적응력(compliance)을 결정하는 가치 

있는 척도가 된다고 하 다. 

편마비 환자에게 물리치료는 정적 기립시 환측에 체중부하를 증가시키기 위해 

적용된다(Wong 등, 1997; Hesse 등, 1998).  Bobath 치료는 편마비 환자의 보행 

증진을 위해 환측 하지에 체중부하를 촉진시킨다. 환측으로 지지하고 서있을 때 치

료사는 환측 하지의 골반에 하방, 전방으로 압력을 줌으로써 대칭적 보행을 증진시

키는 결과를 유도한다(Bobath, 1978). 편마비 환자에서 신발 자체에 대한 교정을 통

해 보행 속도가 의의 있게 증가했고 더불어 일정한 거리 보행시 에너지 소모의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서정환 등, 1999).

편마비 환자의 대칭적 체중 지지를 증진하는 다른 방법은 건측 하지의 신발

을 높여 주는 것이다. 최근에 기술되는 것처럼 건측 다리의 신발을 높여줌으로

써 환측 다리에 강제적인 체중부하를 시키는 것이다. 이 방법은 환자의 균형 유

지 능력을 증진시킬 것이고(Aruin 등, 2000), 보행시 환측 하지의 사용을 유발하

는 것은 균형 제어 능력과 자세동요를 이겨내는 능력을 증진시킬 것이다.

편마비 환자에서 shoe lift를 이용한 정적, 동적 자세 조절에서 기립시 대칭

적인 체중부하를 보 고(Chaudhuri 등, 2000), 또한 shoe lift와 shoe wedges로 

환측의 강제적인 체중부하를 시킬 때 높이와 각도에 따라 체중부하율에서 대칭

성이 증가하 다(Rodriguez 등, 2002). 

자세동요는 신체의 무게중심(center of mass, COM)을 지지면(base of 

support, BOS)내에 유지하는 것(Norre, 1993), 즉 안정성 범위 내로 유지하는 것

(Shumway-Cook 등, 1986)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서 존재하는 현

상으로써 균형감각의 표현으로 나타난다(김연희 등, 1995). Baloh 등(1988)은 편

마비 환자에서 자세동요와 무게중심의 총 이동 면적은 정상인에 비해 증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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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건측 하지로 무게 중심이 이동되는 경향이 있으며 자세동요 피드백으로 

자세동요와 총 이동 면적이 증가한다고 하 다.

지금까지 편마비 환자의 건측에 신발을 높여줌으로써 기립시 체중부하의 

대칭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왔으나, 건측의 신발 높이기가 

보행 속도, 생리적 소비지수, 체중부하율, 자세동요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 연구는 적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뇌졸중으로 인해 편마비가 된 

환자의 건측 신발 높이기가 보행 속도, 생리적 소비지수, 체중부하율, 자세동요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편마비  환자에서 신발 높이의 차이에 따른 보행 속도와 

생리적 소비지수 및 기립시 체중부하율과 자세동요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

데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편마비 환자에서 신발 높이의 차이가 보행시 보행 속도와 생리적 소

비지수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다.

둘째, 편마비 환자에서 신발 높이의 차이가 기립시 체중부하율과 자세동요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다. 

셋째, 보행 능력에 따른 보행 속도, 생리적 소비지수, 체중부하율, 자세동요

의 차이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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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가설

첫째, 편마비 환자의 건측에 신발을 높여줌으로써 보행 속도, 생리적 소비지

수, 체중부하 및 자세동요의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편마비 환자의 건측에 신발을 높여줄 경우 특정한 높이에서 보행 속

도, 생리적 소비지수, 체중부하 및 자세동요의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

다.

셋째, 편마비 환자의 건측에 신발 높이를 높여서 실험한 후, 신발 높이를 제

거한 후에도 보행 속도, 생리적 소비지수, 체중부하 및 자세동요의 변화에 유의

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보행 능력에 따라 변수들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6 -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자는 한양대학교 서울 병원 및 국립재활병원에 입원 및 외래

로 재활치료를 받고있는 편마비 환자 22명을 대상으로 신발 높이의 차이가 보

행과 균형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실시하 다. 연구기간은 2002

년 11월 8일부터 2003년 3월 20일까지 다.

이 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뇌졸중으로 인하여 이차적으로 편마비가 된 환자.

둘째, 실험 방법을 이해하고 협조가 가능한 환자.

셋째, 보조도구 없이 독립적인 기립과 보행이 가능한 환자.

넷째, 심각한 시력 손실이 없는 환자.

다섯째, 호흡계나 근골격계에 활동성 질환이 없는 환자.

여섯째, 심장 질환이 없는 환자.

일곱째,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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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1) 체중부하율과 자세동요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자식 자세균형 측정 시스템 

(Mediance II, 한국)을 사용하 다. Mediance II는 지름 45 cm, 높이 9 cm의 원

형의 편평한 판으로써, 좌․우 2개의 100 kg load cell이 압력중심(center of 

pressure, COP) 이동을 감지하여 인체의 좌․우 대칭에 대한 치우침 정도를 각

각의 무게비율로 측정하고 무게의 이동궤적, 좌․우 체중지지율, 균형정도 등이 

화면에 제시되는 측정시스템으로, 자료는 컴퓨터에 내장된 프로그램으로 분석

하 다.

2) 심박수 측정은 Polar  A1(Polar electro, Finland)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3) 건측 신발을 높여주기 위한 신발안창은 반고형형(semi-solid type)의 압

축 스폰지 재질을 사용하 다.

3. 연구방법

이 연구는 6 단계로 나누어 실시하 다. 1과 6 단계 실험은 각기 다른 높이

의 신발안창을 착용하기 전과 신발안창을 제거한 후의 상태에서, 그리고 2, 3, 4, 

5 단계 실험은 대상자의 건측 신발에 각기 다른 높이의 신발안창을 착용한 상태

에서 보행 속도를 비교하고 생리적 소비지수, 체중부하, 자세동요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하 다. 각 2, 3, 4, 5 단계에서의 신발안창의 높이는 3 mm, 6 mm, 

9 mm, 12 mm 이다. 

먼저, 안정기의 심박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심박수 탐지 발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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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를 가슴 부위에 채워주었다. 안정기의 심박수는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5분

간 조용히 앉은 상태에서 측정하 다.

보행 속도를 구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10 m 보행을 위해 편안한 상태에서 

걷도록 지시하 다. 보행시간은 “시작”이라는 지시로부터 대상자가 10 m 선을 

지날 때 전자 초시계(digital stop-watch)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측정의 오류 

감소를 위해 3번을 반복하여 측정하 다

다음으로 생리적 소비지수를 알아보기 위한 보행시의 심박수는 15 m 복도

를 따라 왕복 보행하게 하여 4분간의 보행 중 마지막 3분의 측정치의 평균값으

로 분당 심박수를 구하 다. 동시에 실험자는 대상자의 낙상 방지와 발신기를 

통해 수신되는 심박수를 체크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1 m 거리 내에서 함께 걸었

다.

마지막으로 보행 속도와 심박수를 측정한 후, 체중부하율과 자세동요를 측

정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좌석 의자에 앉게 하 다. 체중부하율의  차이와 자세

동요를 측정한 측정도구는 실험을 수행함에 앞서 점조정을 실시하 고, 측정

시간은 10초로 하 다.

측정과정에서 대상자의 시각 되먹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자와 모니터는 

대상자 옆에 위치하 다. 대상자는 지시에 따라 보조 없이 똑바로 선 자세로 양

팔을 내려놓고 눈을 뜬 상태로 1 m 정면 앞의 표식을 쳐다보게 하 다. 측정의 

오류를 감소하기 위하여 3번을 반복하여 측정하 다.

다음 단계의 검사 시작 전에는 적어도 5분 동안의 휴식 시간을 두고 분당 

심박수가 검사 전 심박수와의 차이가 5 beat/min 이하가 되면 다음 단계의 검사

를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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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보행 능력은 Functional Ambulation Category(Holden 등, 1984)로 

분류하 다. 보행 능력 검사는 어떤 보조 도구 없이 보행시 요구되는 도움에 따

라 여섯 단계( 0; 두 사람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걷지 못하는 환자, 1: 균형

과 체중 이동을 위하여 한사람에게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환자, 2: 협응과 균

형을 도와줄 한사람의 간헐적 혹은 지속적인 도움이 요구되는 환자, 3: 신체적

인 접촉 없이 단지 음성적 지도나 도움을 요구하는 환자, 4: 평지 위에서는 독립 

보행이 가능하지만 계단이나 울퉁불퉁한 곳에서는 도움이 요구되는 환자, 5: 어

느 곳이든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한 환자)로 구별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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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분석방법

통계 분석은 SAS 8.2 for window version을 이용하 고, 신발 높이의 차이

에 따른 보행 속도, 생리적 소비지수, 체중부하율, 자세동요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이용하 고, 신발 높이

간의 비교를 위해서 사후검정으로 다중비교방법 중 하나인 Bonferroni방법을 사

용하여 p-value를 보정하 다. 

보행 능력에 따른 위의 네 가지 변수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반복측

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p-value가 0.05 미만인 것을 통계학적으로 의의 있는 것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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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분석의 틀

  

 신발높이 차이(0 mm, 3 mm, 6 mm, 9 mm, 12 mm,

 Retest<0 mm>)에 따른

보행속도, 생리적 소비지수

체중부하율, 자세동요의 비교

repeated measures ANOVA

신발 높이간

(3 mm, 6 mm, 9 mm, 12 mm)의 비교

 다중비교

보행 능력에 따른 

변수와의 관계

repeated measures ANOVA

그림 1. 연구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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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22명중 남자는 13명이었고, 여자는 9명이었다. 연령은 25세

에서 73세까지로 평균 51.1±7.3세 다. 환측별로 우측편마비가 9명, 좌측편마

비가 13명이었고, 발병원인은 뇌경색이 12명이었고, 뇌출혈이 10명이었다. 유

병기간은 최소 1개월부터 최대 24개월로 평균 6.1±10.7개월이었다.

기능적 보행분류에서는 3단계가 13명, 4단계가 4명, 5단계가 5명이었고, 

보행 능력의 평가는 Functional Ambulation Category를 사용하여 분류하

다.

환측의 경직은 G0가 12명, GⅠ이 5명, GⅡ가 5명이었으며, 경직의 평가

는 Modified Ashworth Scale을 사용하여 환측 하지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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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대상자수 %

성별 남 13 59.1

여 9 40.9

연령 39세 이하 3 13.6

40-49세 7 31.8

50-59세 8 36.3

60-69세 2 9.09

70세 이상 2 9.09

환측 우측 9 40.9

좌측 13 59.1

발병 원인 뇌출혈 10 45.4

뇌경색 12 54.6

유병 기간 6개월 이하 14 63.6

6개월 이상 8 36.4

FAC1) 3 13 59.1

4 4 18.2

5 5 22.7

MAS2) 0 12 54.6

1 5 22.7

2 5 22.7

1. FAC: Functional ambulation category 

2. MAS: Modified ashworth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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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행 속도의 측정

연구 대상 환자의 신발 높이에 따른 보행 속도는 0 mm에서 0.58±0.20 m/s, 3 

mm에서 0.59±0.21 m/s, 6 mm에서 0.60±0.21 m/s, 9 mm에서 0.63±0.24 m/s, 12 

mm에서 0.62±0.23 m/s 으며 신발 높이를 제거한 후 재측정 시의 보행 속도는 

0.64±0.24 m/s 다.

보행 속도 측정 후, 0 mm를 기준으로 3 mm, 6 mm, 9 mm, 12 mm의 각각

의 측정값과 0 mm에서의 측정값을 비교하 을 때 각각의 높이에서 0 mm보다 

보행 속도가 유의하게 증가하 고(p<0.05), 또한 신발 높이 제거 후에도 신발 

높이기 전인 0 mm와 비교 시 보행 속도가 유의하게 증가하 다(p<0.05)(표2).

표 2. 보행 속도 (gait velocity) 측정

                                                        단위(m/s) 

       

  N=22                gait velocity F p-value

WSL
1)

0.58±0.20

3 mm 0.59±0.21 8.76 0.0375

6 mm 0.60±0.21 20.75 0.0010

9 mm 0.63±0.24 21.25 0.0005

12 mm 0.62±0.23 21.86 0.0005

RWSL
2)

0.64±0.24 43.19 0.0005

    Values are mean±S.D.

    1. WSL: Without shoe lift 

    2. RWSL: Repeated measurement without shoe l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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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리적 소비지수(PCI)의 측정

연구 대상 환자의 신발 높이에 따른 생리적 소비지수는 0 mm에서 0.58±

0.35 beats/m, 3 mm에서는 0.55±0.36 beats/m, 6 mm에서는 0.54±0.35 beats/m, 9 

mm에서는 0.55±0.35 beats/m, 12 mm에서는 0.55±0.36 beats/m이었으며 신발 높

이를 제거한 후의 생리적 소비지수는 0.54±0.37 beats/m이었다.

생리적 소비지수 측정 후, 0 mm를 기준으로 3 mm, 6 mm, 9 mm, 12 mm

의 각각의 측정값과 0 mm에서의 측정값을 비교하 을 때 생리적 소비지수가 

유의하게 감소하 고(p<0.05), 또한 신발 높이 제거 후에도 신발 높이기 전인 0 

mm와 비교 시 생리적 소비지수가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5) (표3).

표 3. 생리적 소비지수(PCI) 측정           

                                                     단위(beats/m)

       

N=22                PCI F p-value

WSL
1)

0.58±0.35

3 mm 0.55±0.36 10.11 0.0225

6 mm 0.54±0.35 18.10 0.0170

9 mm 0.55±0.35 8.37 0.0435

12 mm 0.55±0.36 6.26 0.0305

RWSL2) 0.54±0.37 7.35 0.0355

    Values are mean±S.D.

    1. WSL: Without shoe lift

    2. RWSL: Repeated measurement without shoe l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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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중부하율의 측정

연구 대상 환자의 신발 높이에 따른 환측으로의 체중부하율은 0 mm에서 

38.78±6.04%, 3 mm에서는 42.44±6.11%, 6 mm에서는 43.11±5.98%, 9 mm에서

는 43.62±6.94%, 12 mm에서는 45.87±7.15%이었으며 신발 높이를 제거한 후의 

체중부하율은 42.72±5.62%이었다.

체중부하율 측정 후, 0 mm를 기준으로 3 mm, 6 mm, 9 mm, 12 mm의 각

각의 측정값과 0 mm에서의 측정값을 비교하 을 때 각각의 높이에서 0 mm 보

다 환측의 체중부하율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고(p<0.05), 또한 신발 

높이 제거 후에도 신발 높이기 전인 0 mm와 비교 시 환측의 체중부하율이 유

의하게 증가하 다(p<0.05) (표4).

표 4. 환측 체중부하율(affected-side weight bearing)측정    

                                                           단위(%)

       

N=22   affected-side weight bearing F p-value

WSL
1)

38.78±6.04

3 mm 42.44±6.11 31.62 0.0005

6 mm 43.11±5.98 25.29 0.0005

9 mm 43.62±6.94 19.63 0.0005

12 mm 45.87±7.15 31.13 0.0005

RWSL2) 42.72±5.62 24.54 0.0005

    Values are mean±S.D.

    1. WSL: Without shoe lift

    2. RWSL: Repeated measurement without shoe l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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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세동요의 측정

 연구 대상 환자의 신발 높이에 따른 자세동요는 0 mm에서 2.92±1.69%, 

3 mm에서는 2.76±1.26%, 6 mm에서는 2.43±0.92%, 9 mm에서는 2.55±0.97%, 12 

mm에서는 2.59±1.11%이었으며 신발 높이를 제거한 후의 자세동요는 2.38±1.14%

이었다.

자세동요 측정 후, 0 mm를 기준으로 3 mm, 6 mm, 9 mm, 12 mm의 각각

의 측정값과 0 mm에서의 측정값을 비교하 을 때 각각의 높이에서 0 mm 보다 

자세동요의 평균값은 감소하 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그리고 신발 높이 제거 후에도 신발 높이기 전인 0 mm와 비교 시 자세동요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표5).

표5. 자세동요(postural sway)측정                      

                                                          단위(%)

       

N=22           postural sway F p-value

WSL1) 2.96±1.69

3 mm 2.76±1.26 0.31 0.8035

6 mm 2.43±0.92 3.49 0.3795

9 mm 2.55±0.97 1.93 0.8950

12 mm 2.59±1.11 1.96 0.8785

RWSL2) 2.38±1.14 5.40 0.1515

    Values are mean±S.D.

    1. WSL: Without shoe lift

    2. RWSL: Repeated measurement without shoe l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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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발 높이간의 비교

 신발 높이 3 mm, 6 mm, 9 mm, 12 mm 각각의 값들의 비교시 보행 속도

는 9 mm, 12 mm, 6 mm, 3 mm 순으로 증진됨을 보 지만 3 mm와 9 mm, 3 

mm와 12 mm 사이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그리고 환측의 체중

부하율에서는 12 mm, 9 mm, 6 mm, 3 mm 순으로 증진됨을 보 지만, 3 mm와 

12 mm, 6 mm와 12 mm 사이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생리적 소

비지수와 자세동요에서는 네 높이간에 약간의 평균값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표6. 신발 높이간의 비교 

                            단위 (GA: m/s, PC: beats/m, WT: %, PS: %)

GA1) PC2)
WT3) PS4)

 (3vs6)mm -0.02±0.03 0.01±0.03 -0.66±2.50 0.32±1.10

 (3vs9)mm  -0.03±0.03* 0.00±0.03 -1.18±3.82 0.21±0.87

  (3vs12)mm  -0.03±0.04* 0.00±0.04  -3.43±5.75* 0.17±0.72

 (6vs9)mm -0.02±0.05 -0.00±0.03 -0.52±2.78 -0.11±0.77

  (6vs12)mm -0.01±0.03 -0.00±0.02  -2.77±4.48* -0.15±0.81

  (9vs12)mm 0.00±0.03 -0.00±0.02 -2.24±4.27 -0.03±0.76

Values are mean±S.D.

1. GA: gait velocity, 2. PC: physiological cost index, 3.WT: affect-side weight 

bearing, 4. PS: postural sway

*p<0.05, compared between shoe li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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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신발 높이에 따른 변수와의 그래프

   위의 그래프는 0 mm, 3 mm, 6 mm, 9 mm, 12 mm, 신발 높이 제거후의 

재측정에 대한 보행 속도, 생리적 소비지수, 체중부하율, 자세동요의 평균값을 

나타낸 표이다. 변수 각각의 단위가 달라서 범위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기 때

문에 보행 속도와 생리적 소비지수는 왼쪽에 있는 값을, 그리고 체중부하율과 

자세동요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취하고 있다. 밑에 X축에는 신발 높임의 단

계를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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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행 능력에 따른 변수와의 관계

 

보행 능력이 3인 군에서 0 mm를 기준으로 보행 속도는 6 mm, 9 mm, 12 

mm, 그리고 신발 높이 제거 후에도 유의하게 증가하 고(p<0.05), 생리적 소비

지수는 6 mm, 9 mm에서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5). 환측 체중부하율은 모

든 신발 높이와 신발 높이 제거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p<0.05), 자세동요

는 모든 신발 높이와 신발 높이 제거 후 재측정 시에 0 mm와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보행 능력이 4인 군과 5인 군에서는 신발 높이와 변수와의 관계에서 모든 

신발 높이와 신발 높이 제거 후 재측정 시 0 mm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p<0.05)



- 21 -

표 7. 보행 능력(FAC)에 따른 변수와의 관계

                            단위 (GA: m/s, PC: beats/m, WT: %,  PS: %)  

   

GA
1)

PC
2)

WT
3)

PS
4)

     N=13
level 3

WSL5) 0.46±0.07 0.70±0.39 39.28±6.67 2.93±1.98

3 mm 0.48±0.09 0.68±0.40  42.19±6.72* 3.04±1.52

6 mm  0.49±0.07*  0.66±0.40*  42.03±6.41* 2.37±1.07

9 mm  0.49±0.09*  0.66±0.38*  42.53±7.84* 2.57±1.20

12 mm  0.49±0.08* 0.68±0.40  45.89±7.67* 2.72±1.27

RWSL
6)

 0.51±0.09* 0.67±0.42  41.70±6.20* 2.24±1.14

 

    N=4
level 4

WSL
5)

0.63±0.16 0.35±0.39 34.78±6.44 3.70±0.79

3 mm 0.65±0.15 0.32±0.40 42.08±8.46 2.71±0.56

6 mm 0.68±0.15 0.32±0.40 45.09±8.32 2.95±0.11

9 mm 0.71±0.09 0.31±0.38 45.08±7.35 2.79±0.68

12 mm 0.70±0.17 0.32±0.40 44.69±8.85 3.01±0.75

RWSL6) 0.73±0.17 0.29±0.42 43.85±5.35 3.36±0.97

 

    N=5

level 5

WSL5) 0.82±0.26 0.38±0.20 40.68±2.40 2.28±1.26

3 mm 0.85±0.27 0.37±0.21 43.38±2.26 2.06±0.50

6 mm 0.85±0.26 0.38±0.20 44.28±1.75 2.19±0.84

9 mm 0.92±0.31 0.38±0.21 45.31±4.23 2.33±0.38

12 mm 0.89±0.29 0.38±0.20 46.77±5.53 1.90±0.65

RWSL
6)

0.92±0.30 0.37±0.19 44.47±4.54 1.98±1.00

  

   Values are mean±S.D.

   1. GA: gait velocity, 2. PC: physiological cost index, 3. WT: affect-side weight   

   bearing, 4. PS: postural sway, 5. WSL: Without shoe lift, 6. RWSL:          

   Repeated measurement without shoe lif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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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편마비 환자들은 선택적 운동조절 능력과 고유수용감각의 손상과 경직

으로 인해 보행에 장애를 갖게된다(Brandstater 등, 1983; Reginella 등, 

1999). 뇌졸중 환자들에게 있어서 기능적인 독립 생활은 중요한 요소이기 때

문에 보행은 재활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이다(Wall과 Turnbull, 1986). 편마비 

환자의 기능적 재활에서 이상적인 목표는 운동패턴의 비대칭성을 감소시키

는데 있으며(Bobath, 1990; Brandstater 등, 1983; Wall과 Turnbull, 1986), 균

등한 체중부하를 하여 균형된 기립자세를 취하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대

칭적인 보행을 회복시키는 것이다(Dickstein 등, 1984; Hamman 등, 1992).

Arcan 등(1997), Seliktar 등(1978)도 재활치료 과정에서 균형감각 등의 

증진을 위해 환측으로 체중을 이동시키는 훈련을 강조하 으며. Chaudhuri와 

Aruin(2000)은 건측의 신발을 높여 의도적으로 환측으로의 체중부하를 증가시

켰다고 보고하 다.

여러 연구자들은 정적인 기립 균형과 이동 기능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는 것을 밝혔다. Dettman 등(1987)은 정적인 기립 균형과 보행 능력간에 높

은 상관성이 있으며, 기립시 불안정성이 클수록 보행의 수행 정도가 더 나빠

진다고 하 다. Shumway-Cook 등(1986)은 편마비 환자의 기립 안정성 연

구에서 마비측 하지로 체중부하를 시키는 것이 기립 안정성의 향상과 관련

이 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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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마비 환자의 올바른 보행 훈련을 위해 기립시 발판을 이용한 연구에서 

하지 체중 부하시 발판 위에 올리지 않은 하지에 더 많은 체중부하를 하

고, 발판이 높을수록 더 많은 체중부하가 되었음을 보고하여, 발판을 이용한 

체중부하 방법이 마비측 하지의 체중부하 능력을 촉진시키는 방법임을 규명

하 다(권혁철, 1987).

또한 장애를 갖는 환자는 에너지 소모가 정상인 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

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편마비 환자에게 치료적 운동을 시키거나, 보행 훈련

을 할 때 에너지 소모가 중요한 관심 대상이 된다(김봉옥 등, 1996). 심박수

는 임상적으로 유용한 에너지 소모의 예측 수단으로 이용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검사(conditioning)의 어떠한 증감에도 상당한 예민성을 보이며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적합성(fitness)과 적응력(compliance)을 결정하는 가치 있

는 척도이다(윤승호 등, 1994).

인간은 좁은 지지면에 높은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성 평

형(unstable equilibrium) 상태에 있어서 신체를 기립하는데 지속적으로 중력

이 작용한다(Smith 등, 1996). 인간은 약간의 전․후, 좌․우로 움직이는 자

세동요(postural sway)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무게중심을 교정하여야만 한다. 

자세동요를 측정하는 것은 개인의 균형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

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에게 최근의 편마비 환자의 대칭적인 체

중부하를 위한 여러 방법 중 신발 높이에 따른 환자의 10 m 보행 속도를 측

정하고, 환자가 편안한 속도로 15 m 거리를 4분간 보행시의 심박수의 변화

를 측정하여 생리적 소비지수(PCI)를 알아보았다.  건측의 신발 높임에 있어

서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기립시의 체중부하율만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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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에 순서 없이 측정하 으나 이 연구에서는 실험 연구에서 환자들의 갑

작스런 신발 높이기가 환자들이 불안해하고 긴장함으로 인해 보행시 낙상 

방지 등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높이를 높여주었다.  

신발 높이 제거 후의 재측정은 앞선 연구들에서 신발을 높임으로 인한 

마비측으로의 강제적인 체중부하의 유발이, 신발 높이 제거 후에도 전이효과

(carryover effect)로 인해 대칭적인 체중부하를 이룬다고 하 는데, 이 연구

에서도 그러한 효과가 보행 속도나 생리적 소비지수, 자세동요에도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재측정을 실시했다. 

또한 환자의 체중지지율 및 자세동요를 MedianceⅡ를 통해 측정했다. 

이 장비는 본체에 설치된 Load Cell이 압력중심의 이동을 감지하여 인체의 

좌․우 대칭에 대한 치우침 정도를 각각의 무게 비율로 측정하고 무게의 이

동궤적, 좌․우 체중지지율, 그리고 균형 정도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

여 모니터 상으로 나타내는 측정시스템이다.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의 비대칭적 기립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연구

가 시도되어졌다. 보행 속도와 안정성이 편마비 환자의 보행에서 중요시되는 

이유는 편마비 환자의 보행 속도는 환자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중요한 요

소이기 때문인데, 편마비 환자에서 50-80%는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하지만 

보행 속도의 증진에는 1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 다(Skilbeck 등 

1983; Wade 등 1987).

Bobath(1978)는 균형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보행 속도를 증가시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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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하지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동작 수행에 저해를 가져온다고 

했다. 즉 하지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빠른 보행이 가능하며 이러한 안정성은 

정상 보행에 가까울 때 가능하다고 했다. Roth 등(1997)은 보행 속도가 편마

비 환자의 병적 보행의 정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척도 중에 가장 유용하다

고 하 으며, 보행의 비대칭성, 입각기와 유각기의 비등에 대한 기술이 요구

된다고 하 다.

백남종 등(1997)은 편마비 환자의 보행시 환측의 입각기가 건측의 입각

기에 비해 감소하고, 양하지 지지기는 증가하고 단하지 지지기는 감소함을 

보고하 다. 이경무 등(2003)은 환측의 체중부하비는 10 m 직선 거리에서 

33.7%, 보행시간은 29.2초 다고 했는데, 편마비 환자에서 보행시 체중부하

의 비대칭성은 보행 능력과 높은 연관이 있음을 보고하 고, 동적 상태에서 

양하지 체중부하비는 보행 능력을 간접적으로 반 할 수 있는 척도로써 유

용할 것이라고 하 다.

지금까지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건측의 신발 높이의 차이에 따른 보행 

속도와 에너지 소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는데, Abdulhadi 등(1996)은 정

상인을 대상으로 한쪽의 무릎을 보조기로 고정시켜 무릎관절의 운동을 제한

시킴으로서 경직성 편마비 환자나 슬관절에 수술적 고정을 시술 받은 환자

의 모델을 만들어 보행시 에너지 소모를 연구한 결과 정상측의 신발을 높여

주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에너지 소모가 의의 있게 감소한 결과

를 보고하 다. 서정환 등(1999)의 연구에서는 신발 교정에 따른 보행 속도

와 에너지 소모율을 보면 정상측의 신발을 반 인치 높 을 경우에 보행 속도

는 18.20±8.87 m/min에서 19.34±7.97 m/min으로 유의하게 좋아졌고, 산소소

모량은 0.587±0.394 ml/kg/m에서 0.485±0.347 ml/kg/m로 감소했다고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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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신발의 교정에 따른 에너지 소모의 감소는 보행시의 산소소모량의 감소

와 더불어 보행 속도의 증가로 인하여 일정한 거리를 보행시 에너지 소모의 

감소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 다.

이에 이 연구에서의 건측 신발 높이에 따른 보행 속도 측정 후 3 mm, 6 

mm, 9 mm, 12 mm의 각각의 측정값과 0 mm에서의 측정값을 비교하 을 때  

보행 속도가 유의하게 증가하 고, 또한 신발 높이 제거 후에도 신발 높이기 전

인 0 mm와 비교 시 보행 속도가 유의하게 증가하 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생리적 소비지수 측정 후, 3 mm, 6 mm, 9 mm, 12 mm에서 0 mm보다 생리적 

소비지수가 유의하게 감소하 고 신발 높이 제거 후에도 생리적 소비지수가 유

의하게 감소하 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건측으로의 신발 높이기가 하지의 안정성을 증가시켜 보행 속도를 

증가시키고, 에너지 소모율의 감소를 통해 보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효

과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최근의 연구에서 건측 하지의 신발을 높여 줌에 의해서 대칭적인 

체중부하가 유도된다는 것이 보고되었는데, 김준성 등(2000)은 편마비 환자

에서 전자체중계를 이용한 체중부하의 연구에서 여러 체중부하 방법들 중 

발판 위에 건측 하지를 올리고 서있을때만 환측 하지의 체중부하율이 건측 

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고 했고, 발판 기립시 편마비 환자에서 환측 하지로의 

체중부하를 촉진하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했다.

Chadhuri 등(2000)은  건측 하지를 높여줄 경우 6 mm부터 9 mm까지 점차

적으로 체중부하가 이루어짐이 증명되었고, 9 mm나 혹은 그 이하의 높이에서

부터 환측과 건측에 체중부하가 대칭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다. 또한 

Alexander 등(2000)은 건측 하지를 0 mm에서 10 mm 까지 높여줄 때에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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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대칭적인 체중부하가 이루어졌다고 했고, 10 mm와 13 mm에서는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고 했다. 

Rodriguez 등(2002)은 6 mm, 9 mm, 12 mm에서 환측에 체중 전이가 의의 

있게 증가했고, 12 mm에서 가장 체중 전이가 많이 되었다고 했으며, 신발 높이

를 제거한 후 재측정 시에는 약간의 환측으로의 체중 전이가 이루어졌다고 했

다.

이에 이 연구에서의 체중부하율 측정 후, 0 mm를 기준으로 3 mm, 6 mm, 

9 mm, 12 mm의 각각의 측정값과 신발 높이 제거 후에, 신발 높이기 전인 0 

mm와 비교 시 환측 체중부하율이 유의하게 증가하 는데 이는 앞선 연구들의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자세동요에서는 측정 후 3 mm, 6 

mm, 9 mm, 12 mm의 각각의 높이와 신발 높이 제거 후에 0 mm 보다 자세동요

의 평균값은 감소함을 볼 수는 있었으나 건측의 신발 높이기가 기립시 정적 자

세동요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되며, 동적 자세동요에 대해서 재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건측 신발을 높인 후, 좌․우측으로의 

자세동요뿐만 아니라 전․후, 좌․우로의 동요 거리와 동요 면적 등의 변화

에 대한 평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신발 높이 3 mm, 6 mm, 9 mm, 12 mm 각각의 값들의 비교시 보행 속도

는 9 mm, 12 mm, 6 mm, 3 mm 순으로 증진됨을 보 지만 3 mm와 9 mm, 3 

mm와 12 mm 사이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환측의 체중부하율에

서는 12 mm, 9 mm, 6 mm, 3 mm 순으로 증진됨을 보 지만, 3 mm와 12 mm, 

6 mm와 12 mm 사이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생리적 소비지수와 자세동

요에서는 네 높이간에 약간의 평균값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로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신발을 높임에 있어서 무작위로 높여 준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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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환자가 적응되지 않은 환경에서 보행시 동적 근긴장도와 연합 작용

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었고(Dettmann 등, 1987), 낙상 방지 등을 위하여  안

전상 신발 높이를 단계적으로 높여줌으로 인한 학습의 효과가 어느 정도 향을 미

쳐 서로 신발 높이간의 비교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Abdulhadi 등(1996)의 연구에서 반 인치를 높인 경우와 일 인치를 높인 경

우의 비교에서 보행시 산소소모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반 인치를 높 을 

경우에 대상자들이 주관적으로 더 편안해 하 다고 했고, 최근의 연구에서 

Rodriguez 등(2002)은 12 mm에서 가장 체중전이가 많이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12 mm는 환자들의 특성상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보다 낮은 9 mm나 6 mm의 높

이로 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12 mm에서 

마비측으로의 체중부하는 가장 많이 되었으나 연구진행 중 일부 환자들이 12 

mm에서는 불편해 하거나 너무 두꺼운 높이로 인하여 걸음걸이가 이상한 양상

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보행 능력에 따른 변수와의 관계에서 보행 능력이 4와 

5인군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3인 군의 결과를 보면 12 mm보다 9 mm와 6 mm

가 가장 다양한 증진의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동작분석을 

통한 좀 더 구체적인 높이를 제시해야겠지만, 12 mm보다 적은 높이인 9 mm나 

6 mm의 높이를 가지고 훈련하는 것이 환자에게 더욱 도움이 되리라 본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건측의 신발 높이기 훈련을 통해 보행 속도의 증가 

및 생리적 소비지수의 감소를 통한 보행의 효율성 향상, 대칭적인 체중의 분

배가 편마비 환자에게 마비측 하지의 불용성 습득 증후군(learned nonuse 

syndrome)을 방지해주고, 좀더 나아가서는 전체적인 운동기능적 수행능력

(locomotion activity)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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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제한점이 있었다.

첫째,  한양대학교 서울 병원 및 국립재활병원에 입원 및 외래로 재활치

료를 받고있는 편마비 환자 중에서 연구의 기준 조건에 충족하는 일부분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 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성인 편마비 

환자 전체에게 보편화하여 적용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또한 실험하는 조건이 

환자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신발을 높여주었기에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이 연구의 또 다른 제한점으로 개개인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

여 연구 대상에 제한을 두었기에 환자의 표본이 적어 대조군을 비교 관찰하

지 못하 다. 향후 실험군과 일반적으로 같은 시간 동안 반복적인 보행 훈련

을 실시한 대조군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하여 두 군간의 특징을 분석하고 차

이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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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이 연구는 편마비 환자의 건측 신발 높이의 차이에 따른 보행 속도와 생리

적 소비지수 및 균형과 자세동요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 다. 연구는 한양대학교 서울 병원 및 국립재활병원에 입원 및 외래로 

재활치료를 받고있는 편마비 환자 22명을 대상으로 하 고, 연구기간은 2002년 

11월 8일부터 2003년 3월20일까지 다. 신발 높이기 전, 후의 보행 능력과  균형

에 미치는 향을 비교해 보았으며, 건측의 신발을 각각 3 mm, 6 mm, 9 mm, 

12 mm 높인 후에 따른 보행 능력과 균형에 미치는 향을 비교하 다.

첫째, 편마비 환자의 건측 신발을 각각 3 mm, 6 mm, 9 mm, 12 mm 높여 

주었을 때, 신발을 높이기 전과 비교시 보행 속도, 생리적 소비지수, 환측의 체

중부하율에서 유의하게 증진의 효과가 있었고(p<0.05), 자세동요는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둘째, 신발 높이 3 mm, 6 mm, 9 mm, 12 mm 각각의 값들의 비교시 보행 

속도는 9 mm, 12 mm, 6 mm, 3 mm 순으로 증진됨을 보 지만 3 mm와 9 mm, 

3 mm와 12 mm 사이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그리고 환측의 체

중부하율에서는 12 mm, 9 mm, 6 mm, 3 mm 순으로 증진됨을 보 지만, 3 mm

와 12 mm, 6 mm와 12 mm 사이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생리적 

소비지수와 자세동요에서는 네 높이간에 약간의 평균값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

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셋째, 편마비 환자의 건측 신발 높이를 제거한 후 신발을 높이기 전과 비교

하 을 때 건측 신발 높이 제거 후에는 보행 속도, 생리적 소비지수, 환측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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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하율이 유의하게 증진되었다(p<0.05).

넷째, 보행 능력이 3인 군에서 0 mm를 기준으로 보행속도는 6 mm, 9 mm, 

12 mm, 그리고 신발 높이 제거 후에도 유의하게 증가하 고(p<0.05), 생리적 소

비지수는 6 mm, 9 mm에서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5). 환측 체중부하율은 

모든 신발 높이와 신발 높이 제거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p<0.05), 자세동

요는 모든 신발 높이와 신발 높이 제거 후 재측정 시에 0mm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보행 능력이 4와 5인 군에서 신발 높이와 변수

와의 관계에서 모든 신발 높이와 신발 높이 제거 후 재측정 시에 0 mm와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이상의 결과는 건측의 신발의 높이기가 편마비 환자의 보행 속도, 생리

적 소비지수, 환측의 체중부하율을 증진시키는데는 효과적이지만, 자세동요

에는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측 신발 높이를 제거한 후에

는 전이효과로 인해 보행의 효율성과 균형 등이 증진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건

측 신발 높여준 후의 전이 효과가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고, 또한 보행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군에서 건측의 신발을 높 을 때 증진의 효과가 많았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측의 신발 높이기를 통한 훈련이 편마비 환자의 보행 능

력의 향상과 균형의 대칭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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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Height of Shoe Lifts on Gait and Balance 

in Hemiplegic Patients.

Ju-Sang Lee

Dept.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ed by professor Eun-Sook Park, M.D.,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height 

of shoe lifts on gait and balance in hemiplegic patients.

    Twenty-two hemiplegic patients who were receiving rehabilitation 

treatment at Hanyang University Seoul Hospital and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participated in this study from November 8, 2002 

through March 20, 2003.

    Data analysis using repeated measures ANOVA and Bonferroni 

method, for a post-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hoe lift on the height of 3 mm, 6 mm, 9 mm, 1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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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gicantly improved, as compared to un-lift status, in gait velocity, 

PCI, weight bearing(p<0.05).

   Second, gait velocity was significantly difference between 3 mm and 

9 mm, and between 3 mm and 12 mm, and weight bearing on the 

affected side was significantly difference between 3 mm and 12 mm, 

and between 6 mm and 12 mm(p<0.05). 

   Third, after the shoe lift removed was significantly improved in gait 

velocity, PCI, weight bearing than before shoe lifts being added(p<0.05).

   Fourth, the level 3 group significantly improved, as compared to the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according to gait ability, in gait velocity, 

PCI, and weight bearing during the shoe lift of 6 mm, 9 mm(p<0.05).

    These results suggest that shoe lift on the unaffected side may 

helpful for improving the gait efficiency and symmetrically of weight 

bearing. Furthermore, persistence of gait efficiency and symmetrically of 

weight bearing after removing the shoe lift suggests carryover effect of 

gait training on shoe lift of unaffected side. So this training is going to 

make more effects comparatively in the low group of gait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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