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bstract |

Purpose: Balance and walking ability are important elements of functional independence for people with stroke and are major 

goals in rehabilitation. These abilities require trunk performance, but most chronic stroke patients reach a plateau in their 

rehabilita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 self-training trunk program to improve balance 

and walking ability in people with stroke, and to suggest such a self-training program for integrated rehabilitation of people with 

stroke. 

Methods: The study recruited 7 people with stroke. The subjects performed trunk training for 30 min per day, 6 days per week, 

for 3 weeks. Participants were measured on the Trunk Impairment Scale (TIS), the Berg Balance Scale (BBS), the Korean 

Activities-specific Balance Confidence (K-ABC) scale, the Falls Efficacy Scale (FES), the Functional Gait Assessment (FGA), 

the 6 Minute Walk Test (6MWT) and a gait analysis to measure the training effects. Statistical analysis used the Wilcoxon 

signed-rank test as a non-parametric statistical test. 

Results: TI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fter the self-training trunk program, but BBS (p>0.05), K-ABC, and FES were 

significantly improved after the training program (p<0.05). Furthermore, the 6MWT, stride/height %, and one-leg stance were 

significantly improved after the training program (p<0.05), but cadence, stance, and swing duration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fter the training (p>0.05).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self-training trunk program should be integrated into stroke rehabilitation to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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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nce and walking ability, and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develop the program to be more effective for chronic stroke patients. 

Key Words: Balance, Gait, Self exercise, Stroke, Trunk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 뇌졸중은 암 다음으로 높은 사망률

로 보고되고 있으며(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s 

Service, 2014), 생존자의 90%이상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 임상 현장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주목 받고 있는 

질환이다(Balaban & Tok, 2014). 특히 70%의 환자는 

보행이 가능하나 정상적인 독립보행의 어려움과 보조

도구를 필요로 하는 보행을 하게 되어 재활 영역에서

의 독립적 일상 생활을 제한 할 뿐만 아니라(O’Sullivan 

et al., 2013), 보행 자체가 느리고 불안정하여 사회적 

참여에 많은 제한을 준다(Schmid et al., 2007). 또한, 

뇌졸중 환자는 손상 측 다리 쪽의 체중지지 능력 저하

로 인한 자세 동요(postural sway) 증가와 동적 안정성

(dynamic stability) 감소 등으로 인한 균형 능력의 저하

를 보이게 된다(Hacmon et al., 2012; Tessem et al., 

2007). Morishita 등(2009)은 뇌졸중 환자의 보행 시, 

보행 능력이 저하되는 것은 균형 유지 시 머리와 신체

의 축이 많이 기울어지고, 동적 균형을 유지하는 동안 

신체의 축이 비마비쪽으로 기울어져 보행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Huh 등(2015)은 뇌졸중 환자의 균형 

훈련은 직접적으로 보행 능력 향상과 연결되어 진다

고 하였다. 

이렇듯, 많은 연구들은 뇌졸중 환자의 독립적 생활

을 위하여 자세 균형의 재획득과 일반적 보행 치료에 

초점을 두고 정상적인 움직임을 재획득하기 위한 치

료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만성 뇌졸중 환자의 경우, 

팔다리 근육뿐만 아니라 체간 근육의 근력 감소도 보

고되고 있다(Eng et al., 2008; Geurts et al., 2005). 뇌졸중 

환자에서 체간의 조절 능력은 특정 공간 안에서 신체

의 무게 중심점을 이동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

로서 보행 및 기능적 활동, 일상 생활 동작 등의 포괄적

인 활동과 참여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중의 하나로 

보고 되고 있다(Gillen et al., 2007; Verheyden et al., 

2007; Wee et al., 2015). Verheyden 등(2007)은 뇌졸중 

환자의 퇴원 시 기능적 상태를 예측하기 위해 체간 

기능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Wang 등(2005)

은 뇌졸중 환자의 체간 조절 능력은 기능적인 회복에 

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Dickstein 

등(2004)은 만성 뇌졸중 환자는 재활 시기가 길어지면 

체간 근육의 약화가 손상 측의 고유수용성감각 약화

와 결합되어 균형, 안정성 및 보행과 같은 기능적 장애

를 더욱 악화시키며, 간단한 일상생활 동작 수행 중에

도 손상 측으로 낙상의 위험을 초래하여 기능적 활동

을 더욱 제한하게 된다고 한다. 

뇌졸중 환자의 재활은 초기 뇌졸중 손상의 위치와 

크기 그리고 이후 회복 정도에 따라 달라져야 하나, 

만성기로 진행되면서 신체적 무활동(physical inactivity)

에 노출되며, 이는 뇌졸중 환자의 신체 전반의 탈조건

화(deconditioning)와 학습된 비사용(learned nonuse)를 

유발하게 되어, 2차적인 신경학적 손상이나 합병증을 

유발하게 된다(Jurkiewica et al., 2011). Allen 등(2014)

은 퇴원 후 뇌졸중 환자의 경우 가정에서 혼자 할수 

있는 재활 프로그램과 병원에서 재활프로그램을 동시

에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특히 재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 더욱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였으

며, Chaiyawat과 Kulkantrakorn (2012)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경우 많은 재활 프로그램들이 병원에서 제공

되지만, 퇴원시점에서 기능적 회복이 다 이루어진 상

태가 아닌 상태에서 퇴원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

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

라고 하였다. 또한, Langan 등(2013)은 만성기 환자에

게 전화를 이용한 접근 방법으로 진행한 팔의 자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팔 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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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고하였다. 

Haruyama 등(2017)과 Kilinc 등(2016)은 체간 훈련을 

통한 만성 뇌졸중 환자의 균형 및 보행 능력 향상의 

효과를 보고하였으며, Karthikbabu 등(2011)은 선택적 

체간 훈련이 만성 뇌졸중 환자의 균형 및 보행 능력 

향상에 있어서 중요한 임상적 지표라고 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치료시간 외의 실시하는 체간의 자

가 훈련이 만성 뇌졸중 환자의 균형 및 보행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예비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만성 뇌졸중 환자 7명으로 뇌졸

중 발병 이후 24개월 이상이 경과한 자로, 본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비롯한 실험 전반의 내용을 이해하

고 실험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로 하였다. 본 연구의 

상자의 구체적인 선정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1) 간

이-정신상태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 of 

Korean version, MMSE-K)에서 24점 이상인 자, 2) 본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시지각 장애가 없는 

자, 3) 본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형외과 질환이 

없는 자, 4) 보조 도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이 10 m 

이상 가능하며, 넘어짐의 경험이 없는 자, 5) 환자 본인

과 보호자가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여 연구에 참여

하는 것을 동의한 자로 하였으며, 연구 상자의 제외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1) 양측 마비가 있는 자, 

2) 소뇌 질환이 있는 자, 3) 언어를 사용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자, 4) 시야 결손이 있는 자, 5) 뇌졸중이 

재발한 자로 하였다(Table 1).

2. 측정 도구

1) 체간 손상 척도(trunk impairment scale, TIS)

체간 손상 척도는 Verheyden 등이 2004년에 개발한 

평가도구로서, 뇌졸중 환자의 체간 손상 증진을 위해 

개발한 것으로, 침 나 치료 매트 위에서 평가하며, 

정적 균형(3항목), 동적 균형(10항목), 그리고 협응성(4

항목) 등의 3개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7개 

항목으로 평가 소요 시간은 약 15분으로, 최고 점수는 

정적 균형이 7점, 동적 균형이 10점, 협응성 6점으로 

총점은 23점이다. 본 척도를 뇌졸중 환자의 신뢰도 

r=0.98, 그리고 타당도 r=0.99로 입증되었다(Verheyden 

et al., 2004; Verheyden et al., 2005).

2) Berg 균형 척도(Berg balance scale, BBS)

Berg 균형 척도는 Berg, Wood-Dauphinee, Williams

과 Maki가 1991년 개발한 평가 도구로, 주로 노인의 

낙상에 한 위험 요인과 기능적 균형 능력과고 치료 

Subjects 1 2 3 4 5 6 7

Sexa M F M M M F F

Age (years) 61 59 60 52 57 66 74

Height (㎝) 176 159 175 167 170 150 150

Weight (㎏) 76 65 73 50 70 49 55

Side of hemiparesisb L R L L L L R

Post stroke duration (months) 28 36 30 61 53 38 28

Type of Strokec I H I H I H H

MMSE-Kd 30 24 28 30 29 30 24
aF: female, M: male. bR: right-side hemiparesis, L: left-side hemiparesis. cI: infarction, H: hemorrhage. dMMSE-K: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of Korean version

Table 1. General Charterstics of Subjects 
(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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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한 도구로서, 앉기(1개 

항목), 서기(8개 항목), 자세 변화(5개 항목) 등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4개 항목으로 평가 소요 

시간은 약 15분으로 0점(불능)에서 4점(완전 독립 수

행)까지 5점 서열 척도이며, 14개 문항의 총점은 56점

으로, 일반적으로 45점 이하는 낙상 위험군으로 분류

한다. 또한, 뇌졸중 환자의 균형 능력을 평가하거나 

보행 보조 도구의 필요성을 결정하는데 유용하게 사

용되고 있으며, 뇌졸중 환자를 상으로 높은 신뢰도

(측정자내 신뢰도 r=0.97, 검사-재검사 신뢰도 r=0.98)

가 보고되고 있다(Berg et al., 1995; Blum & 

Korner-Bitensky, 2008). 

3) 한국어판 활동 특이적 균형 자신감 척도

(Korean activities-specific balance confidence 

scales, K-ABC)

활동 특이적 균형 자신감 척도는 Powell과 Myers가 

1995년에 개발한 설문지로, 주로 균형 장애를 가진 

노인을 상으로 개발되었으며, 16개 항목과 11단계

의 척도로 구성 되어 있다. 이 설문지는 설문 항목에 

해당하는 특정 신체 동작을 수행 할 때에 갖는 자신감

을 백분율로 표현하게 되며,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경우를 100%, 전혀 수행할 자신이 없는 경우를 0%로 

하고 각 단계별 차이는 10%로, 높은 신뢰도

(Crohnbach’s alpha r=0.98)와 타당도(r=0.65)가 입증되

었다(Botner et al., 2005; Han et al., 2004). 

4) 넘어짐 효능 척도(falls efficacy scale, FES)

넘어짐 효능 척도는 나이와 넘어짐 이력 그리고 

넘어짐에 한 위험 인자 등을 고려한 노인들의 넘어

짐에 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안전하고 

유효한 방법이다. 가정에서의 활동과 집 밖에서의 신

체 활동 2가지 차원으로 평가하며 매우 높은 검사-재

검사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Cronbach’s α=0.96, 

ICC=0.96)(Yardley et al., 2005).

5) 기능적 보행 평가(functional gait assessment, FGA)

기능적 보행 평가는 Wrisley 등이 2004년에 다양한 

보행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자세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되었던 동적 보행 지수(dynamic 

gait index)의 신뢰도를 개선하고 천장 효과(ceiling 

effect)를 감소시키기 위해, 동적 보행 지수 8개 항목 

중에서 7개 항목을 선택하고 새로운 3개 항목(좁은 

지지면에서 보행, 뒤로 걷기, 눈 감고 걷기)을 포함하

여 10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0점(심각한 

손상)에서 3점(정상 보행)으로 4점 서열 척도이며, 총

점은 30점으로, 총 평가소요 시간은 5∼10분이다. 본 

척도는 높은 측정자내 신뢰도(r=0.97), 측정자간 신뢰

도(r=0.94)가 보고되고 있다(Lin et al., 2010; Wrisley 

et al., 2004).

6) 6분 보행 검사(6 minutes walk test, 6MWT)

6분 보행 검사는 Balke가 1963년 처음으로 제안하

였으며, 유산소 능력 혹은 지구력을 검사하기 위해 

6분 동안 걸은 거리를 평가하는 것으로, 6분 동안 단단

하고 편평한 바닥 위를 걷는데 가능하면 멀리 걷되, 

피검자 자신이 선택한 속도와 필요하면 걸은 거리를 

표시해 두고 휴식을 취하고 걸을 수 있으며, 걸은 거리

를 미터(meter)로 측정하여 점수가 낮을수록 좋지 못한 

기능을 뜻한다. 본 척도의 높은 검사-재검사 신뢰도

(r=0.90)와 타당도(r=0.88)가 보고되고 있다(Balke, 

1963; Butland et al., 1982; Ng et al., 2011).

7) 보행 평가

보행 평가를 위하여 체중심 기반의 보행 평가 도구인 

G-Walk (BTS Bioengineering, Padova, Italy)를 사용하였

다. G-Walk는 가속도계와 자이로스코프를 내장한 보행 

측정기로, 보행 시 피험자의 체중심 이동의 특성을 이용

하여 보행의 시공간적 변수를 측정하고 분석한다. 

G-Walk는 피험자의 L5 영역에 부착하여 컴퓨터와 무선

센서를 이용 분석하며, 걷는 동안의 보행속도, 활보장, 

보행주기등의 변수를 블루투스 방식으로 지정된 컴퓨

터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 

변수로 사용한 것은 활보장/신장 비율(stride/height %, 

S/H), 입각기 비율(stance duration, SD), 유각기 비율

(swing duration, SwD), 한발 지지기(single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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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tion, SSD)와 보행 주기 기간(gait duration)이었다.

3. 몸통 자가 훈련 프로그램

본 연구는 단일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로, 서울시에 

소재한 재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뇌졸중 

환자 중 본 연구의 상자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에 

부합하는 7명의 만성 뇌졸중 환자를 상으로 본 연구

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환자를 상으로 실시하였

다. 모든 상자는 1일 30분씩 주 6회, 3주 동안 총 

18회기의 체간 자가 훈련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모든 상자들은 일반적인 물리치료 및 작업치

료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Cabanas-Valdés 등(2013)의 운동 방법을 

토 로 회전 요소의 유무에 따른 체간 안정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훈련법으로 구성하였다. 환자는 갈고

리누운 자세(hooklying), 앉은 자세(sitting), 균형판 위

에 앉은 자세(sitting with balance pad), 앉은 자세에서 

팔 뻗기(reaching on sitting), 균형판 위에 앉은 자세에

서 팔 뻗기(reaching on sitting with balance pad) 등의 

5가지 다른 자세에서 체간 협응성을 초점으로 훈련하

도록 지시하였다. 각각의 자세에서 4개의 다른 동작을 

10회씩 반복하였고, 2개의 다른 동작을 실시한 후에 

1분의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상자들의 저항을 

위해 빨간색 탄력밴드(Latex Resistance Bands, 

TheraBand®, USA)도 사용하였다.

갈고리 누운 자세에서 비 손상 측과 손상 측으로 

체간 회전과 견관절 굴곡, 탄력밴드를 사용하여 비 

손상 측과 손상 측으로 체간 회전과 견관절 굴곡의 

4가지 동작, 앉은 자세에서 갈고리누운 자세와 같이 

4가지 동작, 균형판 위에 앉은 자세에서 앉은 자세와 

같이 4가지 동작, 앉은 자세에서 비 손상 측과 손상 

측으로 체간 회전과 팔 뻗기, 탄력밴드를 사용하여 

비 손상 측과 손상 측으로 체간 회전과 팔 뻗기 등 

4가지 동작, 그리고 균형판 위에 앉은 자세에서 앉은 

자세와 같이 체간 회전과 팔 뻗기 등 4가지 동작으로 

총 20가지 동작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훈련 동작 시 

세세한 지침과 요약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모든 상자의 실험 전후의 임상적 

평가 지수 및 보행 평가 변수는 기술 통계를 이용하였

으며, 자가 훈련 전후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Wilcoxon 부호 서열 검증을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α=0.05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통계적 분

석은 윈도우용 SPSS 23.0 (SPSS Inc., Chicago, USA)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체간 자가 훈련 후 체간 능력의 변화

본 예비 연구에 참여한 만성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

한 체간의 자가 훈련에 한 체간 능력의 결과는 표 

2와 같았다. TIS 점수는 훈련 전 12.43±2.07점에서 훈련 

후 13.71±1.38점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Test Pre-training Post-training Z p

TISa 12.43±2.07 13.71±1.38 -1.72 0.09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aTIS: trunk impairment 
score.

Table 2. TIS score after self training 
(n=7)

2. 체간 자가 훈련 후 균형 능력의 변화

본 예비 연구에 참여한 만성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

한 체간의 자가 훈련에 한 균형 능력의 변화는 표 

3과 같았다. BBS 점수는 훈련 전 42.14±5.05점에서 

Test Pre-training Post-training Z p

BBSa 42.14±5.05 46.71±4.99 -2.20 0.03

K-ABCb 50.76±17.36 62.39±19.45 -1.99 0.04

FESc 66.29±22.68 81.57±16.49 -2.02 0.04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aBBS: Berg balance 
scale. bK-ABC: Korean activities-specific balance confidnece 
scale. cFES: Fall efficacy scale.

Table 3. Balance ability after self training 
(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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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후 46.71±4.99점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

가하였으며, K-ABC 점수는 훈련 전 50.76±17.36점에

서 훈련 후 62.39±19.4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FES 점수도 훈련 전 66.29±22.68점

에서 훈련 후 81.57±16.4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3. 체간 자가 훈련 후 보행 능력의 변화

본 예비 연구에 참여한 만성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

한 체간의 자가 훈련에 한 보행 능력의 변화는 표 

3과 같았다. 6MWT가 훈련 전 171.43±51.48 m에서 훈

련 후 206.61±76.29 m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하였으며, S/H도 훈련 전 81.38±27.40%에서 훈련 후 

90.56±27.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보행 기간(gait duration)도 훈련 전 1.99±0.88초에

서 훈련 후 1.67±0.58초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

하였으며, 손상측 SSD도 훈련 전 26.72±5.79%에서 훈

련 후 35.10±7.86%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하지만, FGA점수는 훈련 전 13.86±4.78점에서 

훈련 후 14.86±4.91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으며, 분속 수(cadence)도 훈련 전 훈

련 전 69.52±21.46 strides/min에서 훈련 후 78.22±20.69 

strides/min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손

상 측의 입각기는 훈련 전 69.10±10.07 %에서 훈련 

후 63.84±9.78%, 유각기도 훈련 전 30.90±10.07 %에서 

훈련 후 36.16±9.7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Ⅳ. 고 찰

본 연구는 만성 뇌졸중 환자 7명을 상으로 3주 

동안 갈고리 누운 자세, 앉은 자세, 균형판 위에 앉은 

자세, 앉은 자세에서 팔 뻗기, 균형판 위에 앉은 자세에

서 팔 뻗기를 이용한 체간 자가 훈련이 균형 및 보행에 

미치는 영향에 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상자

는 체간 자가 훈련 후에 체간 손상 척도를 이용한 체간 

능력 평가(TIS), Berg 균형 척도(BBS), 한국어판 활동 

특이적 균형 자신감 척도(K-ABC), 넘어짐 효능 척도

(FES), 기능적 보행 평가(FGA), 6분 걷기 검사(6WMT), 

보행 평가를 실시하였고, 일주일에 6회, 3주간 총 18회

의 체간의 자가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체간 능력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

지 못하였으며, 균형 능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이 있었으며, 보행 능력에서는 변수간의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체간 손상 척도는 훈련 전 12.43±2.07점

에서 훈련 후 13.71±1.38점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Test Pre-training Post-training Z p

FGAa 13.86±4.78 14.86±4.91 -1.34 0.18

6MWTb (m) 171.43±51.48 206.61±76.29 -2.37 0.02

Cadence (strides/min) 69.52±21.46 78.22±20.69 -1.86 0.06

S/Hc (%) 81.38±27.40 90.56±27.01 -2.37 0.02

Gait duration (sec) 1.99±0.88 1.67±0.58 -2.03 0.04

SDd of affected side (%) 69.10±10.07 63.84±9.78 -0.51 0.61

SwDe of affected side (%) 30.90±10.07 36.16±9.78 -0.51 0.61

SSDf of affected side (%) 26.72±5.79 35.10±7.86 -2.37 0.02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aFGA: functional gait assessment. 
b6MWT: 6 mintues walking test. cS/H: stride/height. dSD: stance duration. 
eSwD: swing duration. fSSD: single support duration. 

Table 4. Walking ability after self training 
(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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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평균 점수의 향상은 있었

다. Dean과 Shepherd (1997)는 앉은 자세에서 팔 뻗기

는 앉기 균형을 개선 한다고 하였으며, Legg 등(2004)

과 Rose 등(2011)은 뇌졸중 환자의 필요에 맞게 설계된 

운동 프로그램은 기능적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부분의 상자의 체간 손상 척도

는 훈련 후에 향상하였지만, 상자 4와 5의 점수가 

각각 16점에서 15점, 12점에서 11점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체간 손상 척도의 만점이 23점으로서 비교적 만

점 점수가 낮아 1점 차이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으며, 특히 상자 4와 5의 

경우는 발병기간이 다른 상자와 달리 61개월과 53

개월로 길어 상 적 천장 효과(relatively ceiling effect)

가 발생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예비 연구 결과, 체간의 자가 훈련을 통하여 Berg 

균형 척도, 활동 특이적 균형 자신감 척도와 넘어짐 

효능 척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Cabanas-Valdés 등(2013)은 앉은 자세에서 발을 땅에 

붙이고 지지 기저면이 넓어지지 않게 한 후 팔 뻗기 

운동과 누운 자세와 앉은 자세에서 상지 훈련을 통하

여 체간의 상부와 하부를 분리시키는 운동이 체간의 

움직임과 동적 앉기 균형의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Verheyden 등(2009)은 갈고리 누운 자세에서 골반 전

방-후방 경사 운동, 교각 자세에서 고관절 신전근 운

동, 체간의 상부 하부의 회전 운동과 앉은 자세에서 

체간의 굴곡-신전, 선택적인 요추부 굴곡-신전, 체간 

신전 상태에서 고관절 굴곡-신전, 체간의 측방 굴곡, 

체간의 상부와 하부 회전 운동, 체중 이동 운동 등이 

앉은 자세의 균형과 선택적인 체간 움직임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Miyake 등(2014)은 체간 훈련을 

통한 일어서서 걷기 검사 동안의 자세 균형의 효과성

을 입증하였다. 또한, Chung 등(2012)은 체간의 조절이 

균형 능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체간의 자가 훈련은 체간의 상부와 

하부의 협응성을 유도함과 동시에 앉은 상태에서의 

손상 측에 체중 지지를 유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체간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되었

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보행 평가에서는 6분 걷기 검사, 활보

장 비율, 보행 주기와 한발 지지기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증가하였으며, FGA, 분속 수, 입각기 비율과 유각

기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

였다. Sorinola 등(2014)은 체간 운동은 균형과 걷기 

능력의 향상을 보여준다고 하였으며, Granacher 등

(2013)은 체간이 불안정한 노인에게 체간 훈련을 한 

결과 체간의 근력, 척주의 가동성, 활보 속도와 일어서

서 걷기 능력의 향상을 보고하였다. Wang (1994)은 

하부 체간의 회전성 움직임 훈련을 통하여 보행 속도

와 분속수 향상을 보고하였고, Karthik-babu 등(2011)

은 갈고리 자세와 앉은 자세에서의 체간 훈련을 통하

여 보행 속도, 분속 수, 칭성 지수, 양측 활보장, 환측

의 한발 지지 주기 등의 변수의 효과를 제시하였으며, 

Huang 등(2010)은 체간의 협응 능력은 보행의 활보장

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고하였으며, Wagenaar와 Beek 

(1992)도 뇌졸중 환자의 체간 회전 능력은 보행 속도, 

활보장 그리고 활보 횟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고하

였다. 본 연구에서의 6분 걷기 검사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오래 걷는 동안 요구되는 

상자의 균형능력이 더욱 더 오래 걸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서 평가한 균형 능력의 증가로도 유추할 

수 있었다. 기능적 보행 평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지만, 점수는 증가하였다. 

이를 상자 별로 보았을 때 상자 6과 상자 7은 

점수가 향상되었지만, 나머지 상자 5명에서는 점수

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기능적 보행 평가 

중 눈을 감고 걷기 항목에서 보행 시 체간 조절과 균형 

조절이 잘 되더라도 시각적인 감각 차단에 따른 고유

수용성감각이 조절해야 하지만, 상자 각각의 고유

수용성감각 차이로 인하여 그 차이가 보여주지 못하

였을 것이라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 고유수용감각 차

이에 따른 상자 선정을 구별하지 않은 것이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활보/신장 비율(stride/ 

height), 보행 주기, 한발 지지기에서 자가 체간 훈련 

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체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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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훈련에 회전성 요소를 많이 포함시켜 협응 능력

을 유도하려고 하였으며, 이것이 보행 시 체간의 회전

을 동반하여 보행 주기와 균형 증가로 인하여 한발 

서기 기간에도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보행 시 뇌졸

중 환자의 보행 변수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입각기와 유각기 비율, 그리고 분속 수는 향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지는 못하였다. 이는 상자 1의 경우만 분속 수가 

7 stride가 감소하였으나 다른 상자에서는 모두 증가

하였으며, 평균값으로 환산하였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

한, 입각기와 유각기의 비율은 부분의 상자에서 

60%와 40%비율로 근접하였지만 그 폭이 크지 않고 

표준편차가 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입각기와 유각기의 비

율의 정상 보행의 평균값을 향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뇌졸중 환자는 병원에서 퇴원 후 지속적으로 잘 

짜여진 재활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초기에 받은 집중 

재활 치료의 한 효과를 지속 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자가 홈 프로그램이 유용하고 효과적이며 만성 

뇌졸중 환자뿐만 아니라 아급성 뇌졸중 환자에게도 

필요하다(Bernocchi et al., 2016). Reunanen 등(2016)은 

뇌졸중 환자 입장에서 연구한 결과, 자가 홈 프로그램 

중재는 사회 복귀와 환자의 동기 부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며, Jurkiewica 등

(2011)도 뇌졸중 환자에게 적합한 자가 홈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가능한 보호자와 같이 진행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을 제시하여 환자의 동기부여를 촉진하고, 정기

적으로 자가 홈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하

였다. 또한, Donoso Brown 등(2015)도 뇌졸중 환자 개

인이 가정에서 혼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양은 제한

적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으

며, Huang 등(2017)도 뇌졸중 환자의 효과적인 재활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가정이나 치료실 외에서도 반복

적인 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신체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 오래 

동안 머물러 있는 뇌졸중 환자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체간의 자가 훈련을 위해 앉은 자세

에서 팔 뻗기 자세를 통해 체중 지지를 유도하였으며, 

균형판을 이용하여 체간의 균형 훈련을 포함하고, 탄

력 밴드를 이용한 저항 훈련도 같이 실시하였다. 또한, 

체간의 회전성 움직임을 포함하여 보행 시 필요한 회

전 능력을 유도하고, 사선 방향의 동작을 통해 더욱더 

협응성을 강조하였다. 보행을 하는 동안의 체간 능력

은 뇌졸중 환자의 보행과 균형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

이다. 하지만, 만성 환자의 부분의 자가 훈련에 한 

지식이 없으며, 개개인에 맞게 근거로 제시된 훈련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나 풀(pool)이 존재하지 않거나 

설계된 프로그램이 빈약하게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보행을 하는 동안에 필요한 체간의 회전 움직임과 함

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자가 훈련이 만성 환자에게 

제시되거나 운동 프로그램 풀이 제시된다면 만성 재

활 기간 정체기에 있는 환자들에게 지속적인 재활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일반적

으로 수행되는 체간의 안정성 균형 훈련을 체간 회전

과 함께 손상 측과 비 손상 측을 교 로 수행하고, 

체중 지지 효과를 환자 본인이 직접 하도록 유도하여 

균형과 보행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다. 하지만, 연구 

상자가 만성 환자 7명이 상이었으며, 비교적 회복

이 일정 기간 된 것에 비하여 훈련 기간이 짧아 모든 

만성 뇌졸중 환자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만성 뇌졸중 환자에게 체간의 자가 훈련

이 균형 및 보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1주일에 6회, 총 3주간 18회기의 자가 훈련을 실시하였

다. 체간의 자가 훈련은 일반적인 체간의 안정성 훈련

과 회전성 훈련, 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손상 측에 체중 

지지를 유도할 수 있는 움직임과 탄력 밴드를 이용한 

저항 훈련을 포함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인 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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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점수가 향상 되었으며, 균형 능력이 통계학적으

로 유의하게 증가하고, 보행 능력 또한 향상 되었다. 

그리고 일부 상자에서 나타난 천장 효과와 다른 

상자에 비해 더 오래된 발병기간, 그리고 7명의 환자로

만 진행한 예비 연구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전체 평가

에 포함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

지 못하였지만, 전반적인 균형 능력과 보행 능력의 

향상을 보여주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체간의 자가 훈

련 프로그램의 추가,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 그리고 더 많은 만성 환자를 포함한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한 것이 과제로 제시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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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갈고리 누운 자세의 훈련

1) 양손은 깍지를 끼고 신체 배열이 깨지지 않는 선까지 비 손상 측으로 체간 회전과 견관절 굴곡

2) 양손은 깍지를 끼고 신체 배열이 깨지지 않는 선까지 손상 측으로 체간 회전과 견관절 굴곡

3) 팔 길이 2배가 되는 탄력밴드를 손에 묶고 양발 사이의 중앙에 고정점을 두고 １)을 실시

4) 팔 길이 2배가 되는 탄력밴드를 손에 묶고 양발 사이의 중앙에 고정점을 두고 2)를 실시

5) 훈련 내용에서 2)와 4)를 실시한 후에는 각각 1분의 휴식

Fig. 1. Hooklying.

2. 앉은 자세에서의 훈련

1) 양발을 지면에 닿게 한 후 양손을 깍지 끼고 신체 배열이 깨지지 않는 선까지 비 손상 측으로 체간 회전과 

견관절 굴곡

2) 양발을 지면에 닿게 한 후 양손을 깍지 끼고 신체 배열이 깨지지 않는 선까지 손상 측으로 체간 회전과 

견관절 굴곡

3) 팔 길이 2배가 되는 탄력밴드를 손에 묶고 양발 사이의 중앙에 고정점을 두고 1)을 실시

4) 팔 길이 2배가 되는 탄력밴드를 손에 묶고 양발 사이의 중앙에 고정점을 두고 2)를 실시

5) 위의 훈련 내용에서 2)와 4)를 실시한 후에는 각각 1분의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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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itting.

3. 균형판 위에 앉은 자세의 훈련

1) 엉덩이에 균형판을 고 양발을 지면에 닿게 한 후 양손은 깍지를 끼고 신체 배열이 깨지지 않는 선까지 

비 손상 측으로 체간 회전과 견관절 굴곡

2) 엉덩이에 균형판을 고 양발을 지면에 닿게 한 후 양손은 깍지를 끼고 신체 배열이 깨지지 않는 선까지 

손상 측으로 체간 회전과 견관절 굴곡

3) 팔 길이 2배가 되는 탄력밴드를 손에 묶고 양발 사이의 중앙에 고정점을 두고 1)을 실시

4) 팔 길이 2배가 되는 탄력밴드를 손에 묶고 양발 사이의 중앙에 고정점을 두고 2)를 실시

5)　위의 훈련 내용에서 ２)와 ４)를 실시한 후에는 각각 1분의 휴식

Fig. 3. Sitting with balance 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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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앉은 자세에서 팔 뻗기 훈련

1) 양손은 깍지를 끼고 양발을 지면에 닿게 한 후 신체 배열이 깨지지 않는 선까지 비 손상 측으로 체간 

회전과 팔 뻗기를 실시

2) 양손은 깍지를 끼고 양발을 지면에 닿게 한 후 신체 배열이 깨지지 않는 선까지 손상 측으로 체간 회전과 

팔 뻗기를 실시

3) 팔 길이 1.5배가 되는 탄력밴드를 손에 묶고 양발 사이의 중앙에 고정점을 두고 1)을 실시

4) 팔 길이 1.5배가 되는 탄력밴드를 손에 묶고 양발 사이의 중앙에 고정점을 두고 2)를 실시

5) 위의 훈련 내용에서 2)와 4)를 실시한 후에는 각각 1분의 휴식

Fig.4 . Reaching on s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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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균형판 위에 앉은 자세에서 팔 뻗기 훈련

1) 엉덩이에 균형판을 고 양손은 깍지를 끼고 양발을 지면에 닿게 한 후 신체 배열이 깨지지 않는 선까지 

비 손상 측으로 체간 회전과 팔 뻗기를 실시

2) 엉덩이에 균형판을 고 양손은 깍지를 끼고 양발을 지면에 닿게 한 후 신체 배열이 깨지지 않는 선까지 

손상 측으로 체간 회전과 팔 뻗기를 실시

3)팔 길이 1.5배가 되는 탄력밴드를 손에 묶고 양발 사이의 중앙에 고정점을 두고 1)을 실시

4) 팔 길이 1.5배가 되는 탄력밴드를 손에 묶고 양발 사이의 중앙에 고정점을 두고 2)를 실시

5) 위의 훈련 내용에서 2)와 4)를 실시한 후에는 각각 1분의 휴식

Fig. 5. Reaching on sitting with balance p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