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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weight-transfer training on 
the weight bearing distribution and gait pattems of hemiplegic patients through visua1 
and auditory feedback using a limb load monitor.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8 hemiplegic patients who had been hospitalized or were visited out-patient 
department of the Rehabilitation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from January 5, 1995 through March 15, 1995. Pre-and post-training changes in gait 
pattems were measured using ink foot prints as well as by recording weight bearing 
distribution using a limb load monitor.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repeated 
measure one-way ANOV A and paired t-test. 
The finding were as follows: 
1. Prior to the training, 18 subjects bore more weight on the sound leg(61.6 %) than 
on the affected leg(38.4 %). 
2. Posterior to the training, the average percentage of weight bearing on the affected 
leg increased significantly from 38.4 % prior to training; to 46.0 % immediately after 
training; 45.7 % after a 30 second delay; and 45.3 % after a 60 second 
3. The difference in gait pattems between pre- and post- training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an increase in gait velocity to 3.65 cm/sec post-training; an increase 
in stride length to 5.37 cm on the affected side; 4.77 cm on the sound side; and a 
narrowing of the base of support to 1.19 cm. 

1n conclusion, hemiplegic weight-transfer training using visua1 and auditory 
feedback with a limb load monitor was found to be enhancing symmetrical standing 
posture, and simultaneously improve gait pat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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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1. 연구의 배경 

뇌졸중(cerebrovascular accident)은 악성종 

양， 심장질환， 외상과 더불어 인류 사망원인의 

4대 질환의 하나에 속한다(한대희， 1985). 또한 

노인인구에서 많이 발생하고 발병후 장애의 정 

도가 심하다‘ 후유증으로는 상하지 기능장애로 

인한 보행장애와 일상생활동작 수행장애， 지각 

장애， 언어장애， 감각장애， 정서장애 둥이 있고， 

이러한 장애는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가정생 

활면에서 여 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안용팔 

둥， 1984). 

손상된 중추신경계 신경원은 재생 불가능하 

다는 것이 끄전적인 견해였으나， 최근에 대뇌 

의 가역성 (plasticity)이 있다는 증거들이 축적 

됨에 따라 그 견해가 바뀌고 있다. 성숙한 대 

뇌의 가역성에 대한 중거는 1970년대에 보고되 

기 시작했다{Goldberger， 1974). Von Mon외{o뼈1914) 

가 손상된 중추신경계의 기능이 회복된다는 

“ diaschisis theory"를 소개 한 이 래 Wainberg 

(1988)와 Bach-y-Rita(] 980)는 뇌의 잠재된 영 

역들이 상실된 운동기능을 점차적으로 적웅해 

가고 재조직할 수 있다고 하였다. 뇌의 양측성， 

신경연접의 삭상조직화(synaptic sprouting) , 신 

경 재조직화(reorganization)되는 과정 그리고 

비활동성 연접 (si1ent synapse)이 기능적인 활 

동을 하는 것 둥은 뇌졸중이나 외상성 뇌손상 

으로 부터 회복을 설명하는 가능한 기전들이다 

(Bach-y-Rita, 1981; Feeney, 1991). 가역성 에 

근거한 물리치료의 모형은 환자를 능동적으로 

치료에 참여하게 하여 운동시에 정상적인 감각 

입력과 경험웰 주어 운동기능의 회복 속도를 증 

가시 키 는 것 이 다(Stephenson， 1993). 

뇌졸중 발생후 초기단계에서의 환자들은 편 

부전마비를 보상하기 위해 신체의 건측(nonparetic 

side)을 과활동(overactivate) 시키는 경향이 었 

다. 이 단계 바로 이후부터는 운동 행동의 새로 

운 양상이 생기는데 환측(paretic side)의 움직임 

을 지속적으로 억압(suppression)하는 ”학습된 

비사용 중후군(le짧ned nonuse synðrome)" 의 

발생 이 다(Taub， 1980). 환자들은 주로 건측 하 

지를 사용하여 이동하고 보행하는데， 운동기능 

이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어도 이전에 환측 하 

지를 거의 사용되지 않도록 학습되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건측 하지를 계속 사용한다.Le 

V때1쨌)는 보생co~tion)이 발생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부분적으로 손상된 중추신경계의 

회복을 자극하지 못하는 행동적 대치 (behaviora1 

substitution)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다. 

편마비(h빼미명ia) 또는 펀부전마비(h뼈따BSÌs) 

에 의한 운동장애의 문제점은 비대칭적인 자 

세， 비정상적인 신체의 균형， 체중을 이동하는 

능력의 결함 및 섬세한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 

한 운동요소의 상실 둥이다. 이와 같은 문제로 

편마비 환자가 기 립과 보행을 하는데 장애를 

받는다(Carr와 Shepherd, 1985). Dettmann 둥 

(1987)은 비정상적인 보행의 원인이 환측 하지 

로 무게중심을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다고 하였다. 신체 좌우의 비대칭성을 감소시 

키고 보행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는 균형적인 

서기자세를 유지 및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양측 하지로 체중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Da피es， 

1985; W려1과 Turnb버1， 1986; Lynch와 Grisogono, 
1991; Bobath, 1990). 편 마비 환자에 서 는 환측 

하지보다 건측 하지에 신체의 체중이 더 많이 

부하되 며 (Arcan 등， 1977; Bohannon과 Larkin, 

1985; 권 혜 정 둥， 1992) 보폭(stride) ， 걸 음 

(step) 그리고 발 각도(foot angle) 둥이 좌우 

비 대 칭 으로 나타난다(Ho1den 둥， 1986), 

되 먹 임 은 이 완 훈 련 (re1axation training) 을 

위하여 표시된 EMG 신호를 ]acobson(1973)이 

사용하기 시작 하였다. Marinacci 와 Horande 

(1969)가 능동적인 훈련에 EMG 되먹임을 사 

용한 치료사들이다. 1960년대에 운동 결핍을 

갖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운동조절 재학습 

(relearning motor controD을 시 키 기 위 해 인 

위적인 감각 되먹임 기술들을 사용하는 것이 

증가되었고， 이 시기에 여러 장비가 소개 되었 

다. 펀마비 환자들의 치료적 재훈련 과정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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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D, 청 각(auclitory ), 체감각(somatosensory) 

되먹임 동을 통해 환자의 환측 하지에 자극을 

제공하여 균형된 기립자세를 취하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대칭적인 보행을 회복시키는 것 

이 다(Dickstein 등， 1984; Hamman 풍， 1992), 

뇌졸중이나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편부전 

마비 환자에서는 EMG 되먹임이 치료의 초기 
에 근육 자각(muscle awareness)을 증진시 키 

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근육 자각을 회복 

한 이후에도 EMG 되먹임은 운동 양상 

(pattems of movement)이나 동작들을 훈련하 

는데 사용될 수 있다(Mulder， 1985). 

Force feedback은 하지에 적용된 수직적인 

부하에 대한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정보를 제공 

함으로 편마비 환자의 이동과 보행하는 동안 

하지의 체중부하에 있어 성공적으로 보조 해준 

다고 하였다. 머리의 위치와 관절 각도에 대한 

position feedback은 신체의 분절운동시에 정보 

를 준다， 인위적인 되먹임 (artificial feedback) 

은 재활치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져 왔지 

만 시각과 청각 되먹임을 이용한 편마비쪽 

하지에 대한 집중적인 체중이동 훈련이 보행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 

다. 

감각 되먹임은 환자가 의식적으로 감각계 그 

리고 운동계를 재측정 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직접적이며， 지속적인 감각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체중부하 능력을 증가시켜 보행훈련에 

사용되 었다(Hamman， 1992). 

1972년 에 Herman이 감각 되 먹 임 장비 를 

“ Limb Load Monitor"라 하였는데， 이 장비는 

환자의 두 다리에 부하되는 체중분포를 측정하 

는 작은 압력 감지기들로 이루어져 었다. Carr 

와 Shepherd(1980)는 기 립 시 환측 하지 에 체 중 

부하를 시키는 것은 무릎관절의 신전근 활동과 

보행하는 능력을 자극하며， 또한 강직 (spasticity) 

발생을 예방한다고 하였으며， Limb Load 

Monitor를 이용할 경우는 청각과 시각 되먹엄 

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환측 하지에 체중이동을 

시 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Wannstedt와 

Herman(1978)은 편마비 환자들의 대칭적인 기 

립자세를 목적으로 환측 하지에 체중부하운동 

(weight bearing exercise)을 시 키 기 위 해 청 각 

되먹임을 사용하였다. Dickstein 둥(1984)은 환 

측 하지에 체중부하운동을 강조하는 물리치료 

를 실시하였을 때 기립하고 있을 동안 환측 하 

지에 체중부하가 증진되었음을 보고하였다. 

Shumway-Cook 둥(1988)은 일반적 인 물리 

치료 방법보다 되먹임을 이용한 체중이동 훈련 

이 편마비 환자들의 기 립시 비대칭성을 감소시 

키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으나 전체적인 

흔들링(sway)에는 변화가 없었다. Hocherman 

뭉(982)은 움직 이 는 판(platform)을 이 용하여 

체중이통 훈련을 시 행하였을 때 기 립시 환측 

하지에 체중부하가 증진되었음을 보고하였다. 

Arcan 둥(977)은 환측 하지 에 체 중부하운동과 

양측 하지로의 체중이동 훈련은 균형조절을 증 

진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성인 

펀마비 환자에서의 정적인 기립균형과 보행기 

능간에 높은 순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없mrin 둥， 1982; Dettmann 둥， 1987). 짜nst앉1 

둥(989)은 시각 되먹임을 이용한 기 립균형 훈 

련을 편마비 환자들에게 시행하여 기립자세의 

벼대칭성을 감소시켰으나 비대칭적인 보행에는 

별 효과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편마비 환자들의 올바른 보행과 체중의 균둥 

분배를 위하여 환측 하지로 체중을 부하하는 

능력과 양측 하지에 체중이동하는 능력을 촉진 

시키는 방법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으나(권혁 철， 

1988; 안덕 현， 1994; R많y， 1~없 carr와 Shepherd, 

1980; Knuttson와 Richards, 1981; Davies, 1985; 

Montgomery, 1987), 편마비 환자들의 기립시 

균둥한 체중부하와 올바른 보행을 목적으로 시 

각 및 청각 되먹임을 이용한 체중이동 훈련이 

보행특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시각 및 청각 되먹임을 이 

용한 체중이동 훈련이 편마비 환자들의 체중부 

하 분포와 보행특성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는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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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부목적을 가지고 연 

구를 하고자 한다. 

1) 체중이 동 훈련 전과 후의 시간 경과(직후， 

30초. 60초)에 따라 편마비 환자들의 양하지 

체중부하율 변화를 알아 본다. 

2) 체중이동 훈련 전과 후의 편마비 환자들 
의 보행특성 변화를 알아 본다. 

3. 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편마비 환자들은 체중이동 훈련 전과 훈 

련 후의 시 깐경 과에 따라 양하지 체중부하율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편마비 환자들은 체중이동 훈련 전보다 
후에 빠른 보행을 할 것이다. 

11.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본 연구의 대상은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으 

로 인하여 편마비로 진단받고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 재활병원에 입원중이거나 통원 재활치료 

를 받고 있는 편마비환자 18명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본 연구의 참가에 동의 한 환자의 기 준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뇌졸중F，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편마 

비가 된 환자 

2) 연구자가 지시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따를 
수 었는 환자 

3) 타인의 물리적인 도움없이 실험기구에서 

15분이상 똑립적으로 서기가 가능한 환자 

4) 타인의 물리적인 도움없이 20 m이상 독 

립보행이 가능한 환자 

5)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환자 

본 연구는 1994년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 

까지 위의 기준조건에 합당한 5명을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실시한 후 1995년 1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연구 대상자 전원에 대해 연구를 시 

행하였다. 

2.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보행특성을 알아 보기위하여 

Boenig (1977)의 방법 인 ink foot print 방법 을 
도입하였고， 사용된 보행요소의 항목은 Shores 
(1980)가 제시한 것이다. 

1) 이론적 안정점(파nit of stability): 체중지 
지 면의 변화없이 각 관절의 움직 임 만으로 균형 

이 유지될 수 있는 이론적 범위이다. 

2) 부분거 리 (temporal distance) 보 행 분석 : 정 
해진 일정거리를 보행하게 하여 보폭 둥과 같 

은 보행요소를 측정하는 보행분석방법이다. 

3) 속도(gait velocity): 보행한 거 리를 소요 
된 시 간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 cm/sec로 표시 

한다. 

4) 걸음수(cadence): 보행한 거리에 찍힌 발 

자욱 수를 시간으로 나누어 표시하며， 걸음/분 

으로 표시한다. 

5) 보폭(stride length): 발뒷꿈치에서 같은 
쪽 발의 다음 발자욱 뒷꿈치까지의 간격을 말 

한다. 

6) 환측 걸음(step length of the affected 
side): 건측 발의 뒷꿈치에서 다음 환측 발의 
뒷꿈치까지의 간격을 말한다. 

7) 건측 걸음(step length of the sound 
side): 환측 발의 뒷꿈치에서 다음 건측 발의 
뒷꿈치까지의 간격을 말한다. 

8) 발 각도: 발뒷꿈치의 가운데 부분에서 두 
번째 발가락의 중족지관절까지 그은 선의 113 
지점을 표시하여， 같은 쪽의 다음 발자욱의 같 

은 지점을 연결하여 얻어진 선에서 벗어난 각 

도를 말한다. 

9) 체중지지면(base of support): 발뒷꿈치의 
가운데 부분에서 두번째 발가락의 중족지관절 

까지 그은 선의 1/3지점을 표시하여， 다음 보 

폭에 같은 지점을 연결하여 반대펀 선까지의 

직각거리뜰 두발사이의 체중지지면으로 한다 

(그림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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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걸음 

@보폭 

@ 빌 각도 

@ 쳐l증지지연 

그림1. 발자욱으로 보행요소를 측정하는 방법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환측 하지 및 건측 하지의 체중 

이동 훈련과 체중부하 분포 측정을 위해 

microsoftware가 내장된 일본 SAK.AI사 

Limb Loader(model LLD-2000 Ver1.2)를 사 

용하였으며， 체중이동 훈련 전과 후의 보행특 

성을 측정하기위해 부분거리 측정법 중 하나 

인 ink foot-print를 이용하였다. 
체중이동 훈련 전후의 보행특성을 측정하는 

ink foot-print를 이 용하는 방법 은 다음과 같 

이 실시하였다. 

1) 평평한 물리치료실 바닥에 길이 800 cm, 

폭 80 cm의 흰색 벽지를 깔고 테이프로 바닥 
에 고정시킨다. 

2) 보행전 검사자는 피검사자에게 “편안하 

게 걸으세요”라고 말한다. 

3) 겁사시 대상자의 주위에 가족과 검사자 

이외에는 없도록 하며， 검사도중 가족은 말하 

지 않도록 한다. 

4) 연구대상자를 맨발인 걸음으로 2회 왕복 

하게 하여 상황에 익 숙하게 한다. 

5) 그 다음 양발의 뒷꿈치부분과 발가락 부 

위에 푸른색 영크를 묻힌다. 

6) 맨발로 바로 선 자세에서 피검자에게 처 

음 지시한 사항과 동일하게 “펀안하게 걸으세 

요”라고 말한다. 이때 보행속도를 전자초시계 

(digital stop watch)로 처 음 150 cm7Ì 리 에 표 

기한 선을 통과한 첫번째 걸음의 heel- strike 

때부터 끝부분 150 cm 션 마지막 걸음의 toe-off 

까지로 한다. lnk foot-print를 하여 종이에 

찍힌 발자욱 가운데 처음 150 cm와 마지막 
150 cm를 제외한 가운데 500 cm를 갖고 속 
도와 걸음수를 계산하였으며， 가운데 3쌍의 

발자욱을 가지고 걸음， 보폭， 발 각도 그리고 

체중지지변을 측정한다(그림 2). 

충분히 쉰다음 Limb Loader를 이용하여 

환측 하지와 건측 하지에 실리는 체중부하 분포 

j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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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하고 체중이동 훈련을 한후 체중부하 3) 검사도구에 대상자를 올라서게 하고 대 
분포를 재측정한다. 상자에게 “편안하게 서 있으세요”라고 말한다. 

1) 컴퓨터의 모니터를 대상자가 보지 못하 4) 대상자의 체중을 측정한다. 
도록 돌려 놓는다 5) 대상자의 환측 하지와 건측 하지의 체중 

2) 컴 퓨터 에서 나오는 음향효과를 제거한다. 부하 분포를 측정 한다. 

ζ감농 σ껄느 
E 
Q 

。
∞
 

느
 뻐
 

，κ 500cm 싹←-150cm--> 

그팀2. Ink foot print를 이용한 보행분석방법 

6) 컴퓨터 모니터를 대상자가 볼 수 있도록 
돌려 놓고， 음향효과도 켜 놓는다. 

7) 좌우 50%의 체중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대상자에게 “양쪽을 똑같이 해보세요”라고 말 

한다. 

8) 이론적 안정점을 좌우 50% 입력한 후 

대상자가 자신의 무게중심을 중심선에 맞추도 

록 하고， 환측의 이론적 안정점까지 무게중심 

을 이동시킨 후 다시 무게중심을 중심선에 맞 

추도록 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건측도 실시한 

다， 이때 대상자에게는 “노란 화살표를 초록 

색 줄에 맞춰 보세요” 그리고 다시 “빨간선까 

지 움직여 보세요”라고 말한다(그림 3). 

9) 이론적 안정점을 좌우 50% 설정한 후 

중심선에 무게중심을 계속 유지시키도록 한다 

이때 대상자에게 “빨간선에 하얀선을 맞추어 

보세요”라고 말한다. 

10) 컴퓨터의 모니터를 대상자가 보지 못하 
도록 돌리고， 음향효과도 제거한다. 

11) 대상자에게 “편안하게 서 있으세요”라 

고 말한 후 건측 하지와 환측 하지의 체중부 

하 분포를 측정한다. 

12) 훈련이 끝난 직후， 30초， 60초 간격으로 

건측 하지와 환측 하지의 체중부하 분포를 측 

정한다. 대상자의 체중부하 분포는 대상자의 

서기 자세가 안정되는 점을 기준으로 측정하 

였으며， 훈련시 시각 및 청각 되먹임 이외에 

적절한 음성 명 령을 사용하였다. 각 훈련시간 

은 10분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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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3 

BALA.NCE LIMIT +/-25% 
FULL SCALE +/-50% 

그림3. Limb Load Monitor의 화면 

4. 변수의 선정 

표1. 변수의 종류 

종속 변수 독립 변수 

기립시 양 하지에 실리는 

체중부하율의 차이 

시간 경과 

보행 특성의 차이 = ι1- 도 

걸 g 'T 

걸 f 。T

보 효-1E 

발 각 도 

체중지지면 

초
 
초
 

nU 

nU 

후
 3 

6 

전
 
직
 
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련
 
련
 
련
 
련
 
련
 
련
 
련
 
련
 
련
 
련
 
련
 
련
 
련
 
련
 
련
 
련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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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 방법 실리는 체중부하율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평가검사시 각 항목별 내용을 SAS를 이용 반복 측정된 1 요인분산분석 (repeated measure 
ay ANOVA)을 사용하였다. 그리 고 훈 하여 통계처리하였다. 환자가 기립하고 있을 one-way 

때 환측 하지와 건측 하지에 실리는 체중은 련전， 후의 보행특성의 측정값을 비교하기 위 
하여 짝비교 t-검정을 이용하였다.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시하여 비교하 
였다. 훈련전， 후의 환측 하지와 건측 하지에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p < 0.05로 하였다. 

6. 연구의 찰 

편마비환자 

(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 

선택범위: 독립보행이 가능함 

지시를 이해함 

정형외과적 질환이 없음 

자발적 참여자 

기립시 양하지 체중부하율의 차이 

1.훈련전 2.훈련 직후 3.훈련후 30초 4.훈련후 60초 

보행특성의 차이 

(속도，걸음수，걸음，보폭，발각도，체중지지 면) 

1.훈련전 2.훈련후 

그림4. 연구의 틀 

m. 연구결과 

반복측정된 

1 요인 
분산분석 

짝비교 

t 검정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연구 대상자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 

연구 대상자 18명 중 남자가 11명 (61.1%)， 

여자가 7명 (38.9%)이었다. 연령분포는 15세에 

서 73세까지 였으며 40세 이하 연령 이 6명 

(33.3%)으로 가장 많았다. 평 균 연 령 은 47.9세 

였다. 또한 평균 체중은 62.8 kg으로 61-70 

kg군에서 11명 (61.1 %)으로 가장 많았다(표2). 

-16-



적L←국천푼뭉리치료학회지 제2권 제2호 

KAUTPT Vol. 2 No. 2. 1995. 

일반적 특성 

성 별 

남 

여 

연령분포 

40셰 이하 

41-50세 

51-60세 

61-70세 

71세 이상 

체중분포 

50 kg 이하 

51-60 kg 

61-70 kg 

71 kg 이상 

연구 대상자의 성별， 연령분포 및 체중분포 

대상자 수(명) 백분율(%) 

표2. 

61.1 

38.9 

3 

J 

8 

? 

1 

않
 n 

긴
 m
ω
 ”μ
 
11.1 

16.7 

61.1 

11.1 

n 
7 

2 

3 

n 
2 

nO 

?Q 

{D 

qJ 

?
ι
 

(38.9%), 좌측 편마비가 11명 (61.1%)이었으며 

경직이 있는 대상자는 13명 (61.1%)이었다. 또 

한 검사까지의 유병기간은 6개월 이하에서 8명 

(44.4%)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 균 17.6개 월 이 

었다(표3). 

2) 연구 대상자의 진단명， 마비측， 강직 유 
무 및 유병 기간 

연구 대상자 18명의 진단명 별 분류를 보면 

뇌 졸종이 13명 (72.2%), 외 상성 뇌 손상 5명 

(27.8%)이었다. 마비 부위는 우측 편마비가 7명 

표3. 연구 대상자의 진단명， 마비측， 강직 유무 및 유병 기간 

백분율(%) 

72.2 
27.8 

38.9 
61.1 

7 
11 

일반적 특성 

진단명 

뇌 

외상성 

따비측 
。

T 

좌 

강 

대상자 수(명) 

퍼
 5 

졸 중 

뇌손상 

츠
「
 츠「
 
치
「
 61.1 

38.9 

π
 퍼
 

44.4 

27.8 
27.8 

n 
7 

。
。

디
니
 
다
υ
 

기간 

-rr 
n 
기-

검사까지의 유병 

6개월 이하 

7 - 127~ 월 

13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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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중이동 훈련 전과 후의 보행 특정의 변화 

체중이동 훈련 전과 후의 보행 특성의 변화 

를 살펴 보면 훈련 후에 속도가 3.65 cm/초 

빨라졌다. 보폭에서는 건측에서 5.37 cm. 환측 

에서 4.77 cm 길어졌다. 체중지지면이 1.19 

cm 좁아져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으나(표4) 걸음수， 걸음， 발각도는 통계 학적 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4. 체중이동 훈련 전과 후의 보행 특성의 변화 

보행요소 훈 련 처~ 훈 련 후 t-값 

속도(cm/초) 23.44:!: 11.27 27.09:!: 14.68 - 3.67* 

걸음수(걸음/분) 51.04:!: 12.79 54.12:!: 16.39 - 1.98 

걸 담(cm) 

건측 24.62:!: 7.68 26.03:!: 6.68 - 0.96 

환측 27.42:!: 11.14 26.99:!: 9.71 0.15 

보 폭(cm) 

건측 47.43:!: 14.45 52.80:!: 15.42 - 4.15* 

환측 48.47:!: 15.15 53.25:!: 15.68 - 3.42* 
발각도( 0) 

건측 11.25:!:7.13 1O.75:!: 4.63 0.35 
환측 14.72:!: 11.83 13.22:!: 7.78 0.75 

체중지지면(cm) 17.81:!: 4.57 16.68:!: 4.52 2.23* 

평균±표준펀차 * p < 0.05 

3. 체중이동 훈련 전과 후의 시간경과에 에서 훈련 직후 46%로 증가 했으며 훈련 30 
따른 서기자셰에서의 체중분포의 변화 초 후 45.72%로 그리고 훈련 60초 후 45.27% 

체중이동 훈련 전 환측의 체중부하는 38.44 % 로 변화가 있었다 (표5). 

표5. 시간 경과에 따른 환측 하지의 체중분포의 변화 

정 
환측 체중분포(%) 

평균 ± 표준편차 m 
m 

m
α
 
η
J
 

권
 펴
 다
 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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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ι
 긴
 

%m 

a% 

엠
 엠
 

초
 
초
 

후
 떼
 m
ω
 

전
 
직
 
후
 
후
 

련
 
련
 
련
 
련
 

훈
 
훈
 
훈
 
훈
 

4. 시간경과에 따른 환측 하지의 체중부하율 환측 하지의 체중부하율의 차이를 보기 위하 

의 차이 여 반복 측정된 1 요인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 

체중이동 훈련 전과 후의 시간경과에 따른 과는 다음파 같다(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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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시간경과에 따른 환측 하지의 체중부하율의 차이에 대한 반복 측정된 1 요인 분산분석표 

변언 SS DF 

훈련직후 1027.5555 1 
오 차 454.4444 17 
훈련후 30초 953.3888 l 

오 차 681.6111 17 
훈련후 60초 840.5000 l 

오 차 528.5000 17 

시간 경과에 따른 환측 하지에 실리는 체중 

부하율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훈련 전과 훈련 직후의 환측 하지에 

실리는 체중부하율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8.44， p=o.ooon 훈련 전과 훈련후 

30초의 체중부하율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3.78， p=o.ooon 훈련 전과 훈련후 

60초의 체중부하율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27.04, P=O.OOOl). 

IV. 고찰 

편마비 환자의 환측 하지에 체중을 이동시 

키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물리치료의 목 

표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접근을 Lane 

(1978), C없T와 Shepherd (1980), Bobath(1없0) 
둥은 강조하였다. 이것은 정상적인 운동 양 

상을 촉진하고 과도한 근긴장도를 감소시킨 

다고 하였다. 환측 하지에 체중을 이동시키 

는 것은 반대쪽의 건측 하지에 움직임을 허 

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보행의 기본적인 요 

소이다. 

편마비 환자들은 기립자세시에 일반적으로 

환측 하지에 더 적은 체중부하를 한다. Dícksteín 

등(1984) ， Cadwell 둥(1986) 그리 고 &뼈nnon과 

Larkín (1985)은 환측 하지 에 20 % 정 도 체 중 

MS F P 

1027.5또5 38‘ 44 0.0001 
26.7320 

953.3잃8 23.78 0.0001 
40.0947 

840.5000 27.04 0.0001 
31.0882 

을 부하한다고 보고하였다. 최근의 연구에서 

보고된 환측 하지의 체중부하율은 각각 30 % 
(Shumway-Cook 동， 1988; Mízraru 둥， 1989) 
와 37 %(Sackley, 1990)이었다. Wínsteìn 둥 

(1989)은 시각 되먹엄을 이용하여 특별히 고 

안된 훈련장비를 이용하여 편마비 환자 17명 

을 대상으로 기립균형 훈련을 시행하였다. 훈 

련 전에 환측 하지의 체중부하는 28 %였으나 
훈련 후 실험군에서는 45 %, 일반적인 물리치 

료만을 받은 대조군에서도 34%로 두군 모두 

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진되었다고 보 

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훈련 전의 환측 하 

지에서 38.4% 였는데， 시각 및 청각 되먹임을 

이용한 체중이동 훈련을 실시하여 훈련 직후 

에 46.0 %. 훈련 후 30초에 45.7 %. 훈련 후 

60초에 45.3 %로 증가되 었다. 훈련 후에 환측 

하지에 체중부하가 증진되었으며， 훈련 후 60 
초까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변화값은 측정하지 못하였 

기 때문에 훈련 지속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었다. 김유현 동(1994)은 시각 및 청 

각 되먹임을 통하여 뇌성마비 아동의 대칭적 

서 기 자세를 훈련한 결과， 훈련 전에 환측 하지 

에 35.8 %를 부하하였나， 훈련 직후에 46.0 %. 

훈련 5분후에 46.1 %로 증가후 30분까지 는 서 

서히 감소하였으며 훈련 전과 훈련 후 30분까 

지의 훈련 효과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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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kley(1990)는 뇌졸중 환자 90명올 대상으 

로 기립시 양하지의 체중부하 분포를 측정하고 

분포의 정도， 운동기능과 일상생활동작의 독립 

정도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환측 하지의 

체중부하가 21%로 비대칭적이었으며， 체중부 

하의 비대청 정도는 운동기능과 일상생활동작 

간에 의미 있는 순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하였다. 

Wannstedt와 Herman(1978)는 Limb Load 
Monitor에 의해 제공된 청각 되먹엄올 이용하 

여 보행이 가능한 30명의 뇌졸중 환자를 대상 

으로 환측 하지에 체중을 부하시키는 훈련을 

하였는데， 대상자중 '2:7명 (77%)에서 환측 하지 

에 체중부하가 증진되었다고 하였다. Shumway

Cook 둥(1988)은 16명의 편마비 환자에서 8명 

의 대조군에께는 물리치료사에 의해 서기 훈련 

을 20회 시행하였다고 보고하엿다. 실험군에게 

는 매일 20분씩 2주동안 되먹임을 이용하여 체 

중이동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실험군은 대조군 

에 비해서 양하지의 체중부하의 대칭성이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시각 및 청각 되먹임을 이용한 체중이동 훈련 

을 하여 훈련 전보다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지금까지 성인 편마비 환자의 체중부하 정도 

와 보행 특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졌 

고， 체중이동 훈련이 환측 하지의 체중부하를 

증가시켜 대칭적인 서기 자세를 이루는데 도움 

을 준다는 연구 결과는 있으나 체중이동 훈련 

이 보행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드 

물며 국내보고는 없었다. Winstein 둥(989)은 

펀마비 환자 17명을 실험군으로 하여 시각 되 

먹임을 이용한 기립균형 훈련을 시행하였다. 

연구기간은 4주간으로 매주 5일， 평균 30-45분 

정도 되먹임 훈련을 하였으며 두군 모두 물리 

치료를 받았다. 시각 되먹임을 이용한 기립균 

형 훈련을 받은 실험군에서는 훈련 후에 보행 

속도가 17 cm/초 빨라졌고， 걸음수에서는 15.5 

걸음/분 많아졌고， 보폭에서는 20.3 cm로 길어 

졌다. 대조꾼에서는 훈련 후에 8‘ 16 cm/초 빨 

라졌고， 걸음수에서는 6.6 걸음/분 많아졌고， 

보폭에서는 12.4 cm로 길어졌다. 두군 모두에 

서 훈련 전 보다 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으나 두군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연 

구결과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기립자세시의 

비대칭성은 감소시켰으나 비대칭적인 보행에는 

영 향을 주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는 훈련 전에 

환측 보폭이 48.5 cm, 건측 보폭이 47.4 cm, 

환측 걸음이 '2:7.4 cm, 건측 걸음이 24.6 cm로 

나타났고 훈련 후에 환측 보폭이 4.77 cm, 건 

측 보폭이 5.37 cm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길어졌다. 이 결과 훈련 전보다 건측 보폭이 

길어진 것은 환촉 하지의 체중부하가 증가되면 

서 안정성이 증가되어 건측 하지의 웅직임을 

더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시각 및 청각 되먹임을 이용한 

체중이동 훈련이 보행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하였는데 훈련 후에 보행 속도가 

3.69 cm/초 빨라졌고， 보폭에서는 건측이 5.37 

cm, 환측이 4.77 cm로 길어 졌으며 체중지지 

면이 1.19 cm 좁아져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병원에 

서 입원 또는 외래를 받고 있는 환자 중 본 연 

구의 기준조건을 충족하는 일부분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고 대조군을 선정하 

여 비교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모든 성인 편마비 환자 전체에게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제한점이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 

서 사용된 ink foot-print를 이 용한 부분거 리 

측정법이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와 검사자 

간 신뢰도 계수가 높게 나왔으나 보행의 질적 

인 요소를 분석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 

다. 앞으로 다양한 되먹임을 이용한 편마비 환 

자의 체중아동 훈련에 관한 연구에 좀더 정교 

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행의 양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질적인 요소도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연세대학교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중 뇌졸중과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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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편마비로 진단 받은 환자 18명을 대상으 

로 시각 및 청각 되먹임을 통한 체중이통 훈련 

전과 후의 시간 경과에 따른 양하지 체중부하 

율의 변화와 훈련 전과 후의 보행 특성의 차이 

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연구 대상자 18명이 환측 하지 (38.4%)보다 

건측 하지 (61.6%)에 체중부하를 더 많이 하 

고 있었다. 

2 환측 하지의 체중부하율은 훈련 전에 평균 

38.4 %에서 훈련 직후 46.0 %, 30초후 45.7 %, 

60초후 45.3 %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증가 

가 있었다. 

3. 훈련 전과 후의 보행 특성은 훈련 후에 보 
행 속도가 3.65 cm/sec 빨라 졌으며， 환측 

하지 의 보폭은 5.37 cm, 건측 하지 의 보폭 

은 4.77 cm로 길어 졌고， 체중지지면이 1.19 

cm 좁아져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볼 때 편마비 환자에게 

Limb Load Monitor의 시 각 및 청 각 되 벽 임 을 
이용한 체중이동 훈련이 좌우 대칭적 서기 자 

세의 향상에 도움을 주고， 보행특성을 개선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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