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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circuit class training on the performance of 

locomotor tasks in chronic stroke.

Methods：The study included 45 patients with chronic stroke randomly divided into experimetal group and 

control group. Both groups participated in exercise classes three times a week for 8weeks. The experimental 

group had 10 workstation of circuit class designed to improve walking. The control group practiced fitness 

exercises by equipment in health center. Walking performance was assessed by measuring walking speed(timed 

10-meter walk and TUG), GAITRite analysis and peak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 through the affected foot 

during walking.

Results：The experimental group demonstrated significant improvement(p<.05)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in 10-meter walking and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 after training.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he walking velocity and cadence by GAITRite system(p<.05).

Conclusion：Task- oriented circuit class training leads to improvements in locomotor function in chronic stroke. 

Further studies are necessary to occur in usual environments to improve walking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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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뇌졸  후 구 인 신체장애가 남는 경우도 

환자의 50∼65% 정도에 달한다(Dean 등, 2000; Dokin, 

2005). 발병 기 환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가장 큰 

원인은 보행능력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Wevers 등, 

2009). 이러한 보행능력 감소는 지역사회 참여를 어

렵게 하는 요인으로 횡단보도 보행이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공공장소를 출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많은 뇌졸  환자들은 이러한 보행을 기피하게 된

다(Perry 등, 1995; Whitall 등, 2000). 퇴원 후 는 

물리치료를 단한 이후 활동과 운동의 부재는 뇌

졸  환자 리의 큰 문제 이 될 수 있다. 이는 사

회 ·심리  축과 신체  장애를 악화시키므로 기

능  독립 수 을 유지할 수 없거나 삶의 질을 감

소시킨다. 특히, 고령 환자일수록 활동 범 가 주거 

공간 내로 한정되거나 의존 인 삶의 형태로 변화

되기 쉽다. 그러므로 환자들의 보행능력을 향상시키

고 나아가 지역사회 참여를 안 하게 할 수 있는 

물리치료 재 로그램 용은 임상실무에서 요

한 비 을 차지하고 있다(Latham 등, 2005). 

최근 보행능력 개선을 한 재 로그램 용

에 실제 환경과 유사한 과제지향  보행훈련을 제

안하고 있다. 이는 환자들을 실제 환경에 응할 기

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제한된 실내 환경에서 훈

련효과를 기 할 수 있다. Eng 등(2003)과 여러 연

구자들은 보행과제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기 해 여러 개의 작업 를 연속 으로 배치하여 

순회하도록 조직화하 다(Salbach 등, 2004; Mead 

등, 2007; Port 등, 2009). 과제지향  보행훈련 

로그램의 내용은 여러 방향으로 걷기, 다양한 지지

기 면 보행, 장애물, 경사로  계단 보행 등이 포

함 순회 운동 로그램은 그들이 지역사회 환경에 

잘 응할 수 있도록 보행의 양·질  개선에 효과

이라고 하 다(Mudge 등, 2009).  

Salbach 등(2004)은 과제지향  보행훈련이 일반

인 훈련보다 보행수행 능력 향상에 더 효과 이

라고 하 고, 보행과 련된 과제를 포함하는 과제

지향  훈련의 효과와 효능의 근거를 여러 연구에

서 제시하고 있다(Wevers 등, 2009). 보행 수행능력 

향상의 척도로 속도와 지구력에 해 평가하여 왔

고, 이러한 평가 척도들은 환자들의 실제 생활과 

련된 보행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어려움을 보완하

는 방법으로 보행능력 향상에 요한 의미를 가진

다(Taylor 등, 2006). 뇌졸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성공 인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실제와 같은 복잡한 

환경  과제를 반 할 수 있도록 보행 훈련이 고안

되어야 한다. 앞으로 지역사회 보행을 안 하게 수

행할 수 있는 략 인 치료 로그램에 한 연구

가 더 필요하다.

본 연구는 치료  재에서 환자의 실제 지역사

회 보행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과제-지향 보행 

훈련 로그램을 설계하여 10개 작업 를 순회하면

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 고, 진 으로 신체 이동 

범 와 환경  변화를 시도 사이에 가변성을 주어 

용하 다. 보행 수행 능력 향상을 해 과제의 속

성과 환경  맥락에 변화를 주어 용한 과제-지향 

보행 순회훈련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상

연구 상자는 ○○ 역시 ○○보건소에 등록된 

뇌졸  장애인  본 로그램에 신청한 45명을 무

작 로 실험군 25명과 조군 20명으로 나 어 선

정하 다. 본 연구에 참여 상자는 뇌졸  발병 후 

2년 이상 경과한 만성 뇌졸  장애인으로 8주 동안 

주당 3회씩 훈련 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고 자발

으로 동의한 상자로 하 다. 불안정한 고 압 

 심  질환자와 보행보조도구 사용 유무에 

계없이 10 m 걷기와 TUG 검사가 가능하지 않은 

상자는 제외하 다(Dean 등, 2000). 상자 에

서 10명은 건강상의 이유와 개인 사정으로 불참율

이 높아서 통계 처리에 포함하지 않았다.

2. 연구 설계  재 용

실험군에 제공된 과제지향 순회훈련 로그램은 

선행 연구에서 설계된 내용을 본 연구의 취지에 맞

게 수정하여 순회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 10개 

작업 를 배치하 다(Dean 등, 2000; ENG 등, 2003; 



과제-지향 순회 훈련이 뇌졸  장애인의 이동 능력에 미치는 효과

－449－

Workstation(10) Progressions

Self sway different directions, increasing amplitude

Sit to stand increase speed, decrease seat height

Standing balance alternate feet position, various unstable surface

Step up and down start with low step, increasing height 

Stepping different directions onto blocks of various heights

Heel lift progress speed, progress to jumps

Tandem stance progress to arms crossed

Timed Up and Go increasing speed and repetition

Walking walking over various surfaces and obstacles

Walking walking over slopes and narrow surfaces

Stair case progress speed, increasing height

Kicking activity different directions, different ball size

Table 1. Content and Progressions of Circuit Exercise Program

Mudge 등, 2009). 과제는 진 으로 신체 이동 범

와 환경  변화를 시도 사이에 가변성을 주어 

용하 고, 단순과제에서 진 으로 복합과제 옮겨

가도록 배치, 바닥은 안정된 바닥에서 시작하여 

차 불안정한 기 면을 다양한 폼매트와 균형  등

을 제공하 다. 과제지향 순회훈련 로그램 구성은 

Table 1에 제시하 고, 재 진행 에 가벼운 스트

칭을 포함한 비운동과 재 후 마무리 운동을 

하 다. 각 작업 에서 이동 시간을 포함하여 3분간 

용하고 다음 작업 로 이동하게 하 다(Table 1). 

조군은 보건소 기능훈련실에서 배치된 기구를 이

용하여 피트니스 훈련을 제공하 다.

각 그룹의 운동 로그램은 매주 3회 8주간 실시

하 으며, 매회 운동은 간에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체 60분간 용하 다. 결과측정은 실험 과 실

험 후에 실시하 다.

3. 측정방법  도구

1) 기능  보행 평가

(1) 10 m 걷기 검사(sec)：보행속도와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방법(r=.97)으로 13 m의 거리  출발

과 도착지 을 제외한 간 10 m 거리를 가능한 빠

른 속도로 걷는 시간을 측정하 다(Duncan 등, 2003).

(2) Timed Up and Go(TUG) 검사：동  균형, 

기능 인 운동성과 이동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

법으로 측정자내, 측정자간 신뢰도(r=.98~.99)는 높

은 수 을 나타낸다. TUG검사는 팔걸이가 있는 의

자에 앉은 상태에서 실험자의 출발신호에 따라 일

어나 2,44 m 거리에 있는 표 을 돌아 다시 의자에 

앉는 시간을 측정하 다(Rikli와 Jones, 2001).

2) 보행 분석기 평가

보행분석기(GAITRite Electronic walkway, 미국)

를 사용하여 시․공간  보행변수를 분석하기 한 

설계로 크기 483×90 cm 매트리스 형식의 자식 

보행 에 13,824개의 감지센스가 수직으로 배열되

어 있는 보행로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커넥터로 구

성되어 피검자가 보행로를 자유 속도로 보행할 때 

피검자의 발바닥 부하를 컴퓨터로 보내게 된다.

수집된 정보에서 보행변수(양하지 지지기, 보행속

도, 분당 걸음수)를 측정하여 분석하 다. 

3) 족 압의 수직 지면반발력 측정

동  걷기에서 수직 지면반발력을 측정하기 해 

Emed/AT system(Novelgmbh, 독일)인 족압측정기를 

사용하 다. Emed/AT의 압력 감지기는 2개/cm2로 

체 137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압력 역치는 10kPa

이다 자료 수집율은 400Hz이며, 최 압력, 최 힘, 

발의 면  그리고 압력 심의 이동과정을 시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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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EG(N=22)

Mean±SD

CG(N=13)

Mean±SD

Gender (male/female) 17(77.3%)/5(22.7%) 8(53.3%)/7(46.7%)

Age (yrs) 61.73±7.97 62.40±6.43

Height (cm) 164.59±6.81 160.80±7.05

Weight (kg) 64.83±7.46 61.60±9.92

Time since stroke (months) 79.00±45.65 84.80±36.38

Type of stroke

(hemorrhage/infarction)
7(31.8%)/15(68.2%) 8(53.3%)/7(46.7%)

Affected side (Rt/Lt) 14(63.6%)/8(36.4%) 11(73.3%)/4(26.7%)

 EG: Experiment group

 CG: Control group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5)

Variables EG (n=22) CG (n=15) t p

TUG test (sec)

Pre-treatment 16.65±4.20 16.58±8.42 .03 .97

 Post-treatment 15.50±5.34 15.63±7.73 -.63 .95

p .15 .41

10m walk velocity(sec)

Pre-treatment 15.81±5.06 15.76±7.56 .02 .98

 Post-treatment 14.46±4.39 15.37±7.09 -.48 .63

p .01* .65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level of p<.05

Table 3. Comparison of functional walking speed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로 제공한다. 

마비가 동반된 하지의 족 압력을 측정하기 하

여 입각기를 거칠 수 있도록 검사기기의 방 3 m

에서 선호하는 일반 보행 속도로 걸어와 검사기를 

밟고 지나가는 동안 컴퓨터로 송된 자료를 분석

하 다. 보행동안 말기 입각기의 최  힘(N)인 수직 

지면반발력을 % 체 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의 결과는 Windows SPSS 12.0 version

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은 

기술통계로 하 고, 측정결과를 통해 나온 각 변인

들의 비교 분석을 해 실험군과 조군의 치료  

그리고 치료 후 결과를 비교하기 해 각각 응 

t-test를 실시하 고, 치료 후 군 간의 비교는 독립 

t-test를 실시하 다. 유의수 은 α=.05로 설정하 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 상자의 특성 비교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는 뇌졸  장애인 35명

으로 실험군 22명과 조군 13명으로, 출석률이 

조한 경우와 최종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상자의 

탈락률은 실험군 12%, 조군 35% 다. 조군의 

경우 참여 동기부여가 제한된 결과로 보여진다.

각 군의 일반 인 특성과 군 간의 동질성을 분석

한 결과에서 모든 항목이 동질하 다(p>.05),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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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EG (n=22) CG (n=15) t p

VGRF(%body weight)

Pre-treatment 101.64±9.33 102.07±9.32 -.14 .89

 Post-treatment 104.18±7.13  104.07±10.63 .04 .97

p .07 .54

 VGRF: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

Table 5. Comparison of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Variables EG (n=22) CG (n=15) t p

Double limb support(%)

Pre-treatment 37.63±8.46 41.46±11.14 -1.42 .17

 Post-treatment 36.50±9.93 41.29±10.37 -1.19 .24

p .48 .88

Velocity(cm/sec)

Pre-treatment 48.18±16.33 45.81±18.41 1.68 .10

 Post-treatment 56.77±21.88 45.44±16.60 .41 .68

p .01* .91

Cadence(step/min)

Pre-treatment 82.46±18.78 81.64±17.09 1.42 .17

 Post-treatment 91.20±18.38 82.09±20.29 .14 .89

p .01* .85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level of p<.05

Table 4. Comparison of walking parameter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2. 기능  보행속력 평가

기능  보행 능력 평가인 TUG와 10 m 걷기 검

사의 각 그룹의 치료 후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

다(Table 3). TUG 검사는 치료 후 실험군과 조군 

모두 감소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5).

10 m 걷기 검사는 치료 후 실험군에서 1.35 감

소하여 보행속도가 9% 향상되었고(p<.05), 조군에

서는 0.39 감소하여 보행속도가 2.5% 향상된 것으

로 나타났으나(p>.05), 두 군간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3. 보행분석기를 통한 보행 평가

보행분석기를 통한 보행 평가는 양하지 지지기

(double limb support; %), 보행속도(velocity; cm/sec) 

그리고 분당 걸음 수(cadence; step/min)를 분석하

다(Table 4).

보행주기 동안 양 발이 지면에 닿는 시기를 나타

내는 양하지 지지기는 정상인에 비해 뇌졸  장애

인들은 비율이 증가하 으며, 치료 후 실험군과 

조군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

다(p>.05). 보행속도는 치료 후 실험군에서 17.80% 

향상되어 조군의 보행속도 변화와는 큰 차이를 

보 다(p<.05). 분당 걸음 수는 치료 후 실험군에서 

10.59% 증가되어, 조군의 분당 걸음 수 변화와는 

큰 차이를 보 다(p<.05), 보행속도와 분당 걸음수에

서 실험군이 조군보다 통계학 으로 유의한 변화

를 나타내었다(p>.05).

4. 족 압의 수직 지면반발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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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행을 하는 동안 족 압 측정의 수직 지면

반발력 변화를 나타내었다(Table 5). 보행의 말기 

입각기에서 수직 지면반반력 변화는 치료 후 보행속

도가 향상된 결과로 실험군에서 101.64%/체 에서 

104.18%/체 으로 증가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Ⅳ. 고    찰

뇌졸  장애인 에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지역사

회에서 성공 인 보행이 가능하므로 뇌졸  후 독

립 인 보행능력 회복은 환자들뿐만 아니라 물리치

료사들에게도 가장 요한 치료  목표이다(Perry, 

1995). 지역사회 보행이 어려운 만성 뇌졸  장애인

들의 환경  상황을 고려하여 쉽게 용할 수 있도

록 고안된 과제지향  보행 훈련 로그램 용이 

필요하다(Macko, 2001). 기능  보행 향상을 한 

보행 훈련 로그램의 내용은 여러 방향으로 걷기, 

다양한 지지기 면 보행, 장애물, 경사로, 계단 보행

등이 포함된다(Dean 등, 2000; ENG 등, 2003; Mudge 

등, 2009). 선행 연구에서는 과제 훈련을 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기 해 작업 를 연속 으로 배

치하여 순회하면서 훈련할 수 있도록 구성하 고, 

작업 의 수는 10개의 작업  배치를 가장 선호하

다(Dean 등, 2000; Salbach 등, 2004). 작업 의 

수와 배치의 순서는 재 목 에 맞게 다양하게 설

계할 수 있다(Carr와 Shepherd, 2010).

본 연구의 과제 지향  보행훈련의 내용 구성은 

10개 작업 를 순회하면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

고, 보행과제의 속성에 기반을 둔 진행과 환경  맥

락의 가변성을 다양하게 제공하 다 이는 선행 연

구의 로그램들과 재 진행에서 차별화된 진  

변화를 제공하 다. 

선행 연구의 재 기간을 살펴보면 4주 동안 

용이 가장 많았으며, 실시 횟수는 한 주에 3회, 용 

시간은 60분으로 모두 유사하 다(Wevers 등 2009). 

이들 연구에서는 재기간이 재결과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하 는데 이는 보행 수행능력 개

선을 해서 훈련기간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뇌졸  환자들의 체력과 

여건을 고려하여 재기간을 8주간 실시하 고, 한 

주에 3회씩 60분간 용하여 보행속도와 지구력 등 

보행 능력 개선에 재효과를 보고자 하 다.

과제지향  보행훈련 용 후 기능  보행능력에 

한 평가를 해 보행속도와 보행거리를 측정하여 

왔다. 보행속도는 일정한 거리를 걷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측정하여 시간( )당 이동거리를 환산하여 

나타내었고, TUG 검사는 민첩성을 요구하는 다양

한 기능 인 활동에 필요한 이동능력 평가하는데 

사용하 다((Rikli와 Jones, 2001; Salbach 등, 2004; 

Mead 등, 2007). Dean 등(2000)과 Salbach 등(2004)

은 보행수행능력 향상을 나타내는 척도인 보행거리

와 속도을 평가하기 해 일정한 거리 걷기와 TUG 

검사를 통해 과제지향  보행군에서 조군보다 유

의하게 보행 수행능력 향상을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도 과제지향  보행 순회훈련을 용

한 후 10 m 걷기와 TUG 검사를 실시하여 보행속

도가 향상된 결과를 보 고, 10 m 걷기에서는 실험

군에서 재 용 후 유의하게 보행속도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재 후 보행속도 

향상을 보고하 다(Mead 등, 2007; Port 등, 2009).

뇌졸  환자의 보행수행능력 평가에서 시·공간  

보행 특성을 이용한 분석방법을 통해 보행특성을 

좀 더 구체 으로 알아볼 수 있다. Bowen 등(2001)

은 GaitMatⅡ를 이용하여 보행속도, 양하지 지지 시

간을 측정 비교하 고, Titianova 등(2003)은 만성 

뇌졸  환자를 상으로 GAITRite를 이용하여 뇌졸

 환자와 건강인의 보행 속도와 기능  보행지수

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 다. 본 연구는 시․공간

 보행특성의 분석에 GAITRite를 사용하여 양하지

지기, 보행속도와 분당 걸음 수를 측정하 고, 실험

군에서 치료 후 보행속도와 분당 걸음 수가 향상되

어 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뇌졸  환자의 보행수행력을 평가하는 다른 방법

으로 보행을 수행하는 동안 마비측 하지가 지지하

고 있을 때 지면에 수직으로 용되는 힘인 수직 

지면반발력을 측정하 다. 뇌졸  환자는 족 압이 

정상인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이는 추진력을 감소

시켜 보행속도를 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Dean 등

(2000)은 과제지향  순회 보행 로그램 용 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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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측 하지의 지면반발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하 고, 본 연구에서도 훈련 후 걷기에서 수직 

지면반발력이 증가는 보행속도 향상에 기인하는 것

으로 보여진다.

Green 등(2002)은 만성뇌졸  환자의 운동기능 

향상에 한 치료  효과를 보행속도 변화로 제시

하 고, Hsu 등(2003)은 건강한 노인과 뇌졸  환자

의 보행을 비교한 결과 보행 속도와 보행의 칭성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하 다. Eng 

등(2003)의 연구에 의하면 보행 순회훈련을 용한 

군에서 보행거리  보행 속도는 유의하게 향상되

었으나 장시간 추 검사에서 수행능력이 유지되지 

않아 보행거리와 속도가 감소하여 치료를 단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보행과 련된 기능들은 하되

었다고 보고하 다. Mudge 등(2009)의 연구에서도 

치료 후 보행속도에서 변화를 보 지만 훈련 종료 후 

추 검사에서 보행속도가 유지되지 않았고, 조군

의 감소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훈련기간이나 개인

의 건강상태 등 여러 변수들이 보행 수행능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된다(Wevers 등, 2009).

그러므로 뇌졸  환자의 보행속도를 향상시키는 

과제 지향  보행 훈련뿐만 아니라 훈련 종료 후에

도 보행 수행능력이 유지되도록 지역사회 참여 기

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과제 지향 보행훈련을 한 보행 련 

과제로 구성된 10개 작업 를 순회하면서 훈련할 

수 있도록 설계하 고, 보행과제의 속성에 기반을 

둔 진행과 환경  맥락의 가변성을 다양하게 제공

하 다 이는 선행 연구의 로그램들과 재 진행

에서 차별화된 진  변화를 제공한 결과 과제지

향 순회훈련은 보행속도와 보행동안 수직 지면반발

력이 개선되어 보행수행능력 향상에 효과 이라고 

할 수 있다. 보행과 련된 과제를 포함한 과제지향

 훈련의 효과와 효능의 근거를 여러 연구에서 제

시하고 있지만 실제  환경에서 필요한 보행수행력

을 동반하는지는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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