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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1)

PURPOSE: This study compared the effectiveness of 

trunk control exercise performed on an unstable surface with 

that of general balance exercise on dynamic balance in the 

patients with chronic stroke.

METHODS: The persons of this study were thirty-seven 

chronic stroke patients were recruited and randomly divided 

into 2 groups; (1) those who performed trunk control exercise 

on a foam roll and (2) those who performed general balance 

exercise. The exercises were performed 5 times a week for 4 

weeks.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2 types of 

exercises, we measured dynamic balance at the beginning of 

the exercises and again after 4 weeks at the completion of 

exercise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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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fter 4 weeks of exercise, both the groups 

showed increased Berg’s balance scale and timed-up-and-go 

test (p<.001) scores. However, Trunk control exercise group 

was more effective than general balance exercise group was 

in increasing the Berg’s balance scale (p<.01) and 

timed-up-and-go test (p<.05) scores.

CONCLUSION: We suggest that trunk control exercise 

may be effective in increasing the balance ability of patients 

with chronic stroke than general balance exercise. Thus, trunk 

control exercise is important for such patients. Further studies 

are needed for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ffectiveness of 

trunk control exercise in chronic strok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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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뇌졸중은 성인에게 발생하는 만성 기능장애의 주요 

원인이다. 발병된 지 6개월 이내에 환자의 50~70%가 



기능적 독립성을 회복하게 되지만, 그 중 50%는 편마비 

증상이 나타난다(American Heart, 2005). 체중의 

61~80%를 비마비측 다리로 지지하게 됨으로써 자세의 

비 칭이 발생하게 되고(Sackley와 Baguly, 1993), 앉은 

자세에서의 균형 능력과 선택적인 체간의 움직임이 떨

어지게 된다(Verheyden et al, 2008).

체간 조절(trunk control)을 위해서 뇌졸중 환자는 균

형기능의 안정적인 토 를 제공한 체간의 적절한 감각

운동(sensorimotor)능력이 요구된다(Ryerson et al, 2008; 

Karatas et al, 2004). 이것은 체간의 근육이 몸을 똑바로 

세우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능력이고 체중 이동과 

정적인 자세, 그리고 동적인 자세를 하는 동안 기저면

을 유지하게 하는 체간의 선택적인 동작의 수행이다

(Verheyden et al, 2004).

일부 연구에서는, 주로 사지의 재활에 초점을 맞추

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Pollock et al, 2007). 체간의 

회복에 한 연구는 사지의 회복에 한 연구에 비해 

부족하며, 체간의 선택적인 동작의 손실은 팔과 손 기

능, 보행, 균형, 호흡 및 음성의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Verheyden et al, 2007).

이전 연구에서 편마비 환자는 체간을 굽히는 동안 

마비측 복직근에 한 활성화 패턴이 감소되었음을 확

인하였다. 반면에, 체간을 펴는 동안 마비측의 척추기

립근에 활성화 패턴의 증가가 관찰되었고, 체간근의 

약화에 한 보상, 활성화 패턴 등의 차이를 보였다

(Dickstein et al, 1999, 2000, 2004; Kafri와 Dickstein, 2005; 

Winzeler-Mercay와 Mudie, 2002). 최근 연구에서 뇌졸중

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에게서 복부근이 약화됨으로 인

해 그에 한 보상적 사용으로 비정상적인 근육 활성화 

패턴이 나타났다고 하였다(Pereira, 2011). 또한, 뇌졸중 

환자의 마비측 복근은 마비측 상, 하지가 움직이는 동

안 비마비측에 비해 근활성도가 감소되었고, 근수축 

개시시간도 지연된다고 하였다(Dickstein, 2004).

편마비 환자들의 체간조절에 한 긍정적인 연구들

이 보고되고 있으며, 편마비 환자의 체간 조절의 평가

와 치료가 중요하고 종합적인 일상생활동작 기능의 초

기 예측인자라고 하였다(Hsieh et al, 2002). 체간조절운

동은 골반과 몸통의 근육들의 훈련으로 복부근과 등근

육이 동시에 조화롭게 활성화되도록 하는 운동이며, 

움직임과 기능적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골반과 척추의 

안정성을 증가시켜 자세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McGill, 2001). 체간조절은 지속적인 기능 개선과 관련

이 있고, 보행 능력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하였다(Feigin, 1996). Lim 등(2011)은 편마비 환자에게 

체간조절운동을 8주간 실시한 결과 환자의 보행능력과 

운동성 향상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였고, 또한 체간

의 안정성을 감소시키는 불안정한 지지면의 기구들을 

이용하여 여러 자세에서의 체간조절운동을 제시하였

다(Haynes, 2004). 평평한 지면과 같은 정적인 환경보다

는 치료용 공과 같은 동적인 환경에서 체간조절운동을 

수행하는 것은 고유수용기와 뇌의 운동기관에 자극을 

주어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극 화시킨다(O’Sullivan 

et al, 1997). 이는 불안정한 지지면에서 상 적으로 부

정확한 고유감각과 체성 감각의 입력으로 인한 불안정

성을 증가시키고, 균형유지에 필요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근활성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Lee et al, 

2010).

운동의 강도를 점차적으로 높여주기 위해서는 운동 

횟수와 저항의 강도를 높이는 방법과 전정균형판

(vestibular board), 치료용 공(ball) 그리고 폼롤(foam roll) 

등을 이용하여 지지면에 한 안정성 수준을 감소시키

는 방법이 있다(Hall과 Brody, 1999). 그 중 폼롤을 이용

한 체간조절운동은 목, 등과 허리에 굽힘 동작을 최소

화시켜 체간의 정렬을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어 치료용 

공 위에서 하는 체간조절운동보다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치료용 공을 이용한 중재에 비해 폼롤을 이용

한 체간조절운동이 동적균형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Kim et al,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으로 비 칭적인 복근

의 조절 능력을 개선할 방법을 적용한 불안정한 지지면

에서의 체간조절운동이 뇌졸중 환자의 동적균형능력

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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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Exercises Descriptions

Trunk control exercise group

Vertical foam roll

A
⋅Start on your back.
⋅Hands at your sides and palms up.
⋅Breathe in and out from your abdomen.

B
⋅Hold a medicine ball in your hands.
⋅Press the ball all the way up to the ceiling.
⋅Keep your neck relaxed on the foam roll.

C

⋅Start on your back.
⋅Hands at your sides and palms up.
⋅Straight one leg raising.
⋅Keep your neck relaxed on the foam roll.

Horizontal foam roll D
⋅Extend your back over the foam roll.
⋅Keep your chin tucked in.
⋅Stretch and roll.

General balance exercise group

Lateral weight shifting E
⋅Maintain standing position.
⋅Weight little by little moved to the affected side.
⋅Keep your maintain alignment state.

Hip abductor exercise F
⋅Maintain standing position.
⋅Non-affected side hip abduction.
⋅Eccentric exercise of affected hip abductor.

Step up and down G

⋅Maintain standing position.
⋅Raise your foot on the step of 15cm.
⋅Keep your posture.
⋅Get off your foot from step.

Table 1. Exercise program for trunk control exercise group and general balance exercise group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상자는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인한 

뇌졸중으로 편마비 진단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D광역시 소재 B병원에 입원중인 성인 뇌졸중 환

자 37명으로 하였다. 

모든 연구 상자는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로 선정하였

다. 상자의 선정 기준은 보조도구 없이 독립적으로 

10 m 보행이 가능한 자, 근골격계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없는 자,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Mini- 

Mental State Examination-Korea) 결과가 24점 이상

(Masiero et al, 2007)으로 연구자가 지시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상자로 하였다.

상자의 분류는 체간조절운동군, 일반적 균형운동

군으로 난수표를 이용하여 무작위 배치하여 각각 4주

씩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2. 운동 중재

전체 중재시간은 30분이며 주 5회 4주 총 20회 실시

하였다. 두 운동군의 중재에 한 구체적인 방법은 

Table 1, Figure 1과 같다.

1) 체간조절운동군

체간조절운동은 폼롤(foam roller 91 cm, Corebody, 

Taiwan)을 몸과 수평(vertical foam roll), 폼롤을 몸과 

수직(horizontal foam roll)으로 실시하였다. 난이도는 1

주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4주동안 환자의 능력 향상 정

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였다. 운동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운동의 각각 동작별로 5초, 10초, 15초, 20초 동안 

자세를 유지하는 훈련을 6회씩 3세트를 적용하였다

(Liebenson, 2010). 



Figure 1. Exercise program for trunk control exercise group and general balance 
exercise group.(A, B, C, D: Trunk control exercises; E, F, G: General 
balance exercises)

2) 일반적 균형운동군

일반적 균형운동의 방법은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의 칭성과 균형능력 향상을 위해 임상에서 사용

하는 측방 체중이동 운동(lateral weight shifting), 외전근 

원심성 수축운동(hip abductor exercise), 발판에 발을 올

리고 내리는 운동(step up and down)을 개인의 능력에 

따라 각각 동작별로 5초, 10초, 15초, 20초 동안 자세를 

유지하여 6회씩 3세트를 적용하여 실시하였다(Shin et 

al, 2009). 

3. 평가 방법

각 운동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재 전과 후에 

단일 연구자에 의해 두 가지 종류의 동적균형능력을 

평가하였다. 동적균형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버그 균형 

척도(Berg balance scale; BBS)와 일어나 걸어가기 검사

(timed up & go test; TUG) 2가지 검사를 실시하였다. 

1) 버그 균형 척도

BBS는 14개의 평가항목으로 균형에 해 측정하는 

도구이다. 항목에 한 총합은 5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균형능력이 높다(Berg et al, 1995). 측정자내 신뢰도

와 측정자간 신뢰도가 각각 r=.99, r=.98로 높은 신뢰도

와 타당도를 가지고 있다(Berg et al, 1995). 이 실험에서

는 실험 전 각각의 자세를 설명하고, 시범을 보인 후 

측정하였다. 

2) 일어나 걸어가기 검사

TUG 검사는 동적균형능력 및 기능적 이동 능력의 

평가 방법으로 고정된 의자에서 일어서서 전방 3 m의 

지점을 돌아 다시 의자에 앉는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

다(Podsiadlo와 Richardson, 1991). 이 검사의 측정자내 

신뢰도는 r=.99이며, 측정자간 신뢰도는 r=.98로 신뢰할 

만한 도구이다(Podsiadlo와 Richardson, 1991). 검사자는 

상자가 일어나 다시 돌아와 앉을 때까지의 시간을 

초시계를 통해 기록하였으며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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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구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윈도우용 SPSS versio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통계처리하였다. 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

였고, 정규성 검정을 위해 샤프로-윌크 검정(Shapiro- 

Wilk test)을 한 결과 정규분포를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두 군간 동적균형의 측정 결과의 변화량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사용하였으

며, 중재 전⋅후 차이를 비교를 위해 응표본 t-검정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α
=.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연구 상자중 체간조절운동군에는 남자가 12

명, 여자는 7명이었고, 일반적 균형운동군에는 남자가 

12명, 여자는 6명으로 총 37명이었다. 두 군 간에 평균연

령과 평균유병기간, 평균 체질량지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Variables
(units)

Trunk control
 exercise group

(n=19)

General balance
 exercise group

(n=18)
p

Gender 
(male/female)

12/7 12/6 .83

Age (year) 61.95±9.26a 59.61±7.55 .41

Onset duration 
(month)

69.63±37.76 68.89±32.89 .95

BMIb (kg/m2) 24.11±1.91 24.48±2.30 .59
aMean±Standard deviation, bBMI: Body Mass Index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2. 두 군간에 중재 전후의 BBS 수준 비교

중재 전과 후의 BBS 수준의 변화는 Table 3과 같다. 

체간조절운동군에서는 중재 전 45.05점에서 중재 후에 

2.95점이 증가한 48.00점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으며

(p<.001), 일반적 균형운동군에서도 중재 전 45.89점에

서 중재 후 47.06점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p<.001). 

그러나 운동 방법에 따른 BBS의 변화량 차이는 체간조

절운동군이 일반적 균형운동군보다 향상 정도가 유의

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p<.01).

BBSa

(score)

Trunk control
 exercise group

(n=19)

General balance
 exercise group

(n=18)
t p

Pre 45.05±9.03b 45.89±4.75 -.33 .73

Post 48.00±8.00 47.06±4.49 .26 .79

Change 2.95±1.87 1.17±0.71 2.96 .01

t 6.87 8.01

p .00 .00
aBBS: Berg’s Balance Scale, bMean±Standard deviation.

Table 3. Change of pre-post Berg’s balance scale

3. 두 군간에 중재 전후의 일어나 걸어가기 수준 비교

중재 전후에 TUG 수준의 변화는 Table 4과 같다. 

체간조절운동군에서는 중재 전 23.63초에서 중재 후에 

3.06초가 감소한 20.58초로 유의하게 감소를 보였으며

(p<.001), 일반적 균형운동군에서도 중재 전 23.13초에

서 중재 후에 1.92초가 감소한 21.75초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001). 그러나 운동 방법에 따른 TUG의 변화

량 차이는 체간조절운동군이 일반적 균형운동군보다 

향상 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TUGa

(sec)

Trunk control
 exercise group

(n=19)

General balance
 exercise group

(n=18)
t P

Pre 23.63±13.35b 23.13±14.28 .11 .91

Post 20.58±12.13 21.75±13.62 -.15 .56

Change -3.06±1.68 -1.92±1.47 -2.20 .04

t -7.92 -5.91

p .00 .00
aTUG: Timed up & go test,bMean±Standard deviation.

Table 4. Change of pre-post timed up & go test



Ⅳ. 고 찰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는 뇌의 운동영역 및 

감각영역의 손상 등으로 여러 신경학적 기능 손상이 

발생하여 운동조절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마비측의 전

반적인 근육 약화가 나타난다. 그 중에서 체간 근육의 

비 칭적 약화와 동반된 근활성도의 저하는 이차적으

로 균형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고 기능적인 동작과 보행

의 장애를 일으키는 주요인이 된다(Park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으로 인한 만성 편마비 환자를 

상으로 체간조절운동과 일반적 균형운동이 동적균

형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두 

운동에 한 동적균형 능력은 중재 시작 전과 후에 BBS

와 TUG 검사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균형 능력과 자세 조절능력이 저하된 뇌졸중 환자들

은 운동 기능과 안정성의 유지에 어려움을 가진다. 따

라서 뇌졸중 환자의 균형 능력과 자세 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과정이 필요하다(Shin et al, 2009). 체간의 

안정성은 척추의 앞, 뒤, 측면에 있는 근육들이 강한 

수축력을 생산하고, 순간적인 자세와 척추에 부과되는 

다양한 부하 상태에서 공동수축을 한다(McGill, 2001).

공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감각운동 정보는 지지면

의 단면적에 비례하게 들어오며, 원형 폼롤에 등을 

고 누웠을 때 닿는 지지면의 감소로 인해 감각운동 정보

량이 감소하였고 따라서 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

보가 적은 상황에서 근육들을 더욱 긴장시키게 된다

(Shumway-Cook과 Woollacott, 1995). 지지면이 불안정

한 폼롤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체 분절을 

지나는 근육들의 공동수축이 발생한다.

뇌졸중 후 체간조절능력은 기능적인 회복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 일상생활활동을 예측하는데 45~71%의 

예측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Duarte et al, 2002; Hsieh 

et al, 2002). Song과 Kim(2010)은 체간의 적절한 조절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사지의 근수축이 체간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쳐 척추의 연부조직에 과도한 부하가 발생되

어 균형 및 보행, 자세조절에 장애가 발생 될 수 있다고 

하였다. An 등(2010)은 사지의 운동기능과 보행 및 균형

은 체간 조절의 능력과 유의한 관련이 있고, 기능적인 

움직임에서 중요한 변수이므로 뇌졸중 후 체간 조절 

능력에 한 재활 훈련을 강조하였다.

Karatas 등(2004)은 뇌졸중 환자의 체간 근력과 동적

균형능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도 체간의 

굽힘과 폄 근력의 약화와 BBS간에 유의한 관련이 있다

고 하였다. 이처럼 뇌졸중 환자의 체간 조절 수행 능력

에 하여 BBS는 높은 예측 인자이다.

Shin 등(2009)은 만성 뇌졸중 환자 38명을 상으로 

7주간 체간안정화운동군과 일반적인 균형운동군으로 

나누어 시행한 결과 체간안정화운동군이 일반적 균형

운동군에 비해 동적균형능력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하

였으며, 다양한 지지면과 자세에서 체간안정화운동이 

뇌졸중 환자의 보행과 균형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해 8주 동안 운동을 실시한 Song과 Kim(2010)의 

연구에서 보행 속도와 정적, 동적균형능력이 유의한 

증진이 보고되었다. 또한, Lee 등(2012)은 12주간의 체

간안정화운동이 만성 뇌졸중 환자의 균형능력 향상에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체간조절운동군의 결과 BBS는 중재 

전 45.05점에서 2.95점 증가한 48.00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1) TUG의 결과에서 중재 전 23.63초

에서 중재 후 3.06초 감소한 20.58초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p<.001) 일반적 균형운동군에서도 BBS와 TUG

의 결과 동적 균형능력이 향상되었으나 두 운동군 간에 

치료 전후의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체간조절운동군에

서 더 큰 개선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로 체간

조절운동이 일반적인 균형운동 보다 뇌졸중 환자의 동

적균형능력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뇌졸중으로 인한 체간근육은 비마비측 뇌의 교차

신경 지배로 양측성으로 정보를 받아 손상 후에도 사지

의 근육보다 상 적으로 체간 근육의 근력이 보존된다

(Dickstein, 1999). 또한 체간의 안정에 필요한 복부근과 

고관절 주위 근육들은 균형운동보다 직접적인 체간의 

근력운동을 적용하였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Brill과 Couzen, 2002). 뇌졸중 환자의 동적 균형능력과 

체간 근력의 상관관계를 알아 본 연구에서, 체간의 굴

곡근 근력 향상에 따라 동적 균형능력과 기능적 움직임

에도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Karatas, 2004).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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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간조절운동이 허리-골반-고관절 복합체의 안정성을 

증가시켜 자세의 정렬을 맞추고 균형을 향상시키기 때

문이다(Clark과 Cummings, 1992). 이러한 이유로 체간

조절운동이 기존의 일반적인 균형운동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연구 상자가 37명으로 다

소 적은 수로 모든 뇌졸중 환자에게 일반화하여 해석하

기에 한계가 있고, 연구에 참여하기 이전에 상자들이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 완벽히 통제하지 못하였기 때

문에 이것이 본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지 못하였

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체간조

절운동의 효과가 균형능력 외에도 어떤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들

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체간조절운동과 일반적 균형운동이 만성 

뇌졸중 환자의 동적균형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

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상자는 뇌졸중으로 

인한 만성 편마비 환자 37명이며 무작위로 두 군으로 

배정되었다. 체간조절운동군(19명)과 일반적 균형운동

군(18명)을 상으로 주 5회, 4주간 각각 체간조절운동 

프로그램과 일반적인 균형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하였

으며, 중재 전과 후에 버그 균형 척도(BBS)와 앉아서 

일어나 걷기(TUG) 측정을 통해 동적균형능력을 평가

하였다. 그 결과, 체간조절운동군과 일반적 균형운동군

에서 모두 동적균형능력 수준에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p<.001). 그러나 체간조절운동군이 일반적 균형운동군

에서 보다 BBS 수준(p<.01)과 TUG 수준(p<.05) 모두 

더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뇌졸중으로 인한 만성 편마비 환자에

게 4주간의 체간조절운동은 일반적 균형운동에 비해 

동적균형능력 개선에 더 효과적임을 알았다. 그러므로 

만성 뇌졸중 환자의 균형 수준 향상을 위한 운동프로그

램 선정 시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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