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bstract |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effects of additional trunk exercises on an unstable surface on the balance and walking 

ability of individuals with chronic stroke.

Methods: Sixteen patients with chronic strok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two groups: 

experimental group (n=8) and control group (n=8). All the participants underwent a typical physical therapy program for 30 min 

a day. Moreover,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a 30 min trunk exercise program on an unstable surface, whereas the control 

group participated in a 30 min trunk exercise program on a stable surface. Both groups performed the exercises five times a week 

for three weeks. The Berg Balance Scale (BBS) was used to measure changes in balance. The gait variables were measured using 

the GAITRite system (CIR System Inc., Clifton, NJ, USA) to examine changes in walking ability.

Results: Both groups showed a significant intragroup improvement in balance, gait speed, cadence, stride length, and double 

support period (p<0.05). In the intergroup comparisons after the intervention,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s over the control group in balance, gait speed, cadence, stride length, and double support period (p<0.05).

Conclusion: This study applied additional trunk exercises on an unstable surface to chronic stroke patients, and the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patients’ balance and walking abilities. Therefore, trunk exercise on an unstable surface 

may be applicable as an intervention method to improve the balance and walking ability of chronic strok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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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뇌졸중은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질환이지만, 현  의

학기술의 발달로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다(Xing et al., 

2018). 질환의 특성 때문에 생존을 하더라도 다양한 

신체 감각과 기능적 움직임과 관련된 기능장애를 유

발한다(Bang et al., 2018). 최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의식 향상과 적극적인 재활훈련 등으로 지역사회 복

귀를 요구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행능력 향상은 재활훈련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

다(Lord & Rochester, 2005). 

현재 임상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기능적 독립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중재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Bang et al., 2013). 하지만 부분의 중재들은 일상생

활과 직접 관련되어 보이는 팔⋅다리 기능 회복, 보행

훈련 및 인지재활에 초점이 맞춰 연구가 진행되고 있

으며 몸통조절 훈련은 무시되어 왔다(Verheyden et al., 

2008). 몸통은 척추와 골반을 안정화시키고 균형 조절

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Kibler et al., 

2006). 또한 기능적인 활동을 위한 상⋅하지의 협응조

절에서 몸통은 선행적 자세조절 역할을 수행하며

(Ryerson et al., 2008), 뇌졸중 환자의 몸통손상은 뇌졸

중 환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균형(51%), 보행속도

(27%), 기능적 이동성(44%)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Verheyden et al., 2008). 뇌졸중 환자의 몸

통손상, 균형능력 저하와 손상된 자세조절 능력은 낙

상위험 증가, 이동능력 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Horak, 2006). 이러한 요인들은 뇌졸중 환자들의 독립

적인 삶을 위한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Verheyden et al., 2008). 중추신경계 손상 환

자의 몸통손상은 앉은 자세에서 자세유지와 균형, 몸

통협응, 몸통조절, 하부몸통의 근력, 몸통의 위치감각 

감소 등을 보인다(Van Criekinge et al., 2017). 또한, 

뇌졸중 환자들은 정상 성인보다 외측 움직임 형태를 

보이며 수직적 움직임의 감소를 보인다(Tyson, 1999). 

몸통조절은 환자가 자세 불안정을 느낄 때 힘을 

조절하는 것과 척추부하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자세인 척추 중립자세를 유지하도록 의식적 또는 무

의식적으로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Akuthota & Nadler, 2004). 최근 체계적 고찰에서 팔⋅
다리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몸

통근육의 작용이 선행되어 나타나야 하며, 뇌졸중 환

자의 자세조절과 기능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

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Cabanas- 

Valdes et al., 2013). Cabanas-Valdes 등(2016)은 몸통조

절 운동은 몸통수행 능력에 매우 효과적인 훈련방법

이자 일상생활활동의 복귀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지만 보행능력과의 관련성도 살펴봐야 한다

고 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부분의 연구들은 지면

이 고정된 상태에서 몸통조절 운동을 시행하였으며, 

이러한 운동이 균형과 보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 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Mori,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 만성 뇌졸중 환자를 상으로 불안정한 

지면과 안정된 지면 위에 앉은 상태에서 몸통조절 운

동을 적용함으로써 지면의 상태에 따른 균형과 보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연구 상자들은 뇌졸중 진단을 받고 발병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자로 20∼80세 사이 16명을 상으로 

하였다. 모든 상자들은 연구에 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으며 참여에 자발적 동의를 하였다. 선

정된 상자는 총 16명으로 안이 보이지 않는 상자에

서 번호를 뽑는 방식으로 1∼8번까지는 불안정한 지

면에 앉아 몸통조절 운동과 일반적인 물리치료를 실

시하는 실험군(n=8)과 9∼16번까지는 지면이 안정된 

매트에 앉아서 몸통조절 운동과 일반적인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조군(n=8)으로 각각 배정하였다. 상자 

선정 기준은 뇌졸중으로 인한 경직성 성인 편마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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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발병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보조도구 유무에 

관계없이 10m이상 보행이 가능한 자, 간이 정신상태

검사(mini mental status examination-Korean version, 

MMSE-K) 24점 이상으로 인지장애가 없는 자, 다른 

신경학적 장애나 정형외과적 손상이 없는 자로 시력, 

청력, 그리고 감각이 정상범위에 있는 자로 하였다. 

2. 측정도구

1) 균형

균형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버그균형척도

(Berg balance scale, BBS)를 이용하였다. 본 평가도구

는 앉은 자세에서 선 자세, 한발로 서 있기 등과 같이 

균형과 관련된 14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과제마다 상자의 수행정도를 0점에서 4점까지 5점 

척도로 점수를 환산하며, 과제 달성을 위해 속도와 

안정성이 높아야 하며 보조의 양이 적어야 한다. 총 

획득 가능한 점수는 5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균형

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Blum & Korner-Bitensky, 

2008). 

2) 보행변수 

본 연구에서 보행의 시-공간적 변수를 객관적인 방

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높은 신뢰도와 타당성이 입

증된 GAITRite system (CIR System Inc, Clifton, NJ, 

USA)를 이용하였다(van Uden & Besser, 2004). 본 평가

도구는 보행속도, 분당 보폭 수, 환측의 보폭 길이, 

이중지지 기간을 측정하였다. GAITRite system은 총 

길이 4.6m로, 센서(sensor)가 받아들이는 길이 3.66m와 

폭 0.89m인 전자식 보행 측정도구이다. 상자가 정해

진 곳을 걸으면, 감지 센서(sensor)가 발의 움직임에 

반응하게 되고, 정보를 직렬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통

해 컴퓨터로 보내게 된다. 이 시스템은 휴 용이며, 

바닥이 편평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설치가 가능하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측정값을 산출할 수 있다(van Uden 

& Besser, 2004). 본 연구에서 보행 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편안한 상태로 걷게 하였으며,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3. 실험절차

모든 상자는 균형 향상을 위한 물리치료를 1일 

30분씩 주 5회, 총 3주간 받았으며 추가적으로 실험군

은 불안정한 지면인 짐볼(gym ball)위에 앉아서 몸통운

동을 수행하였으며, 조군은 안정된 지면인 매트

(matt)에 앉아서 몸통운동을 1일 30분, 주 5회, 총 3 

주간 실시하였다. 실험군과 조군은 같은 몸통운동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1) 몸통운동

몸통운동 프로그램은 van Criekinge 등(2017)이 제

시된 방법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운동 프로그램

의 구성은 Fig. 1과 같다. 운동 초기에는 운동의 범위와 

강도를 조절하여 최 한 안정감을 갖도록 훈련을 진

행하였으며, 상자의 능력이 향상 될수록 범위와 강

도를 높여 진행하였다.

모든 상자들은 준비운동을 각 관절 별로 경직된 

근육이 충분히 늘어나도록 10초 동안 3회 반복하는 

스트레칭 운동과 관절가동운동을 시행하여 손상을 예

방하였다. 실험군은 짐볼(gym ball)위에 앉아 땅에 발

바닥이 닿도록 하여 프로그램을 30분간 진행하였다. 

조군은 같은 방법으로 준비 운동 후 30분간 지면이 

고정된 매트에 앉아서 같은 운동 프로그램을 수행하

였다. 운동을 하는 동안 보조나 보호가 필요한 환자들

은 낙상과 손상 방지 등을 위하여 치료사가 옆에서 

보조 혹은 도움을 주며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운동능력이 향상되면 지면에서 점차 

발이 떨어지도록 하여 훈련의 강도를 높여 진행하

였다.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상자가 피로감이나 통증 

호소, 호흡이상, 안색의 변화들이 보이면 훈련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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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휴식을 취하게 하였다. 두 군 모두 총 3주, 주 

5회, 1회 30분 동안 진행하였다.

2) 일반적 물리치료

일반적인 물리치료는 균형운동에 초점을 둔 중재

방법을 적용하였다. 균형능력 향상을 위하여 선 자세

에서 측방 체중이동, 균형 판 위에 올라 자세유지, 공을 

이용한 자세조절 방법, 네발자세, 무릎 서기, 반 무릎 

자세, 앉기, 서기, 한 발 들고 서기, 무릎 구부려 서기, 

걷기 등의 균형과 관련된 다양한 자세를 유지 및 변화

하는 동작 훈련을 통한 무게중심을 조절하고 균형능

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하여 SPSS/PC 

Statistics 18.0 software (SPSS Inc, Chicago, USA)를 이용

하였다. 연구 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정규성 검정을 위하여 

샤피로-윌크(Shapiro-Wilk)를 이용하였으며, 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과 독

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사용하여 비교하였

다. 훈련방법에 따른 균형과 보행능력의 차이를 비교

하기 위하여 각 측정시점 사이의 Berg 균형검사, 보행

속도, 분당 보폭 수, 보폭길이와 지면 이중지지 기간은 

모수 통계검정인 응 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이용

하였다. 훈련 전⋅후 실험군과 조군의 효과를 비교

하기 위하여 측정 시점과 변화량을 이용하여 독립 표

본 t-검정을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α=0.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들은 총 16명으로 실험군 

8명과 조군 8명이다. 실험군에서 남성 3명, 여성 5명

이었으며 조군에서는 남성 4명, 여성 4명으로 상

자들의 평균 나이는 실험군 58.8세와 조군 57세였다. 

평균 신장은 실험군이 163.4cm, 조군은 160.7cm 이

었으며, 평균 몸무게는 실험군 67.9kg, 조군 69.4kg 

이었다. 두 군간 성별, 발병 위치, 발병 형태, 유병기간, 

나이, 키, 몸무게와 한국판 간이정신상태 검사에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Table 1). 모든 상자들

은 모든 훈련을 끝까지 완료하였으며, 연구 상자들

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Fig. 1. Trunk exercis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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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균형능력의 변화

집단 내 균형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

한 BBS에서 실험군과 조군 모두 중재 후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p<0.05)(Table 2). 중재 후 집단 간 균형

능력(BBS)의 변화에서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유의

한 향상을 보였다(p<0.05)(Table 2).

3. 보행능력의 변화

집단 내 보행속도, 분당 보폭 수, 보폭길이와 이중지

지 기간은 실험군, 조군 모두에서 중재 후 유의한 

Variables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t
Pre-test Post-test Pre-test Post-test

BBS (scores) 43.38(2.26)a 51.25(2.71)*✝ 42.88(2.79) 46.38(1.69)* 4.32

Gait parameters

Gait speed (m/s) 0.48(0.05) 0.64(0.05)*✝ 0.48(0.05) 0.54(0.03)* 4.67

Cadence (steps/min) 64.29(0.79) 69.24(1.01)*✝ 63.98(0.76) 66.23(2.35)* 3.34

Step length (affected side) (cm) 29.18(1.95) 35.03(1.18)*✝ 28.43(1.55) 31.99(1.33)* 4.84

Double support period (%) 34.05(0.96) 31.41(1.04)*✝ 34.09(1.06) 32.56(0.99)* -2.26
aMeans (SD)
*Significant difference within group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Abbreviations: BBS, Berg balance scale.

Table 2. Descriptive measurements

Experimental group (n=8) Control group (n=8) p

Sex (n)

Male 3 4 
0.61

Female 5 4

Side of stroke (n)

Right 4 4
1.00

Left 4 4

Type of stroke (n)

Infarction 6 7
0.52

Hemorrhage 2 1

Time after stroke (months) 12.75±2.38 12.25±2.25 0.19

Age (years) 58.75±6.02 57±6.53 0.37

Height (cm) 163.43±6.27 160.73±5.18 0.25

Weight (kg) 67.87±8.52 69.38±8.23 0.46

MMSE (scores) 26.43±0.52 27.63±1.41 0.7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Baseline demographic data for participants include in the two different groups and significant level at p<0.05 for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Abbreviations: MMS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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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을 보였다(p<0.05)(Table 2). 중재 후 집단 간의 

보행변수 비교에서 실험군이 보행속도, 분당 보폭 수, 

보폭길이와 이중지지 기간에서 조군에 비해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p<0.05).

Ⅳ. 고 찰

몸통근육의 활성은 중력에 하여 균형을 유지하

고 자세조절과 팔⋅다리의 협응적 움직임을 위한 선

행적 요인으로 작용한다(Kibler et al., 2006). 팔⋅다리

의 협응적 움직임을 바탕으로 숙련된 움직임을 수행

하고 걷기, 달리기, 던지기 동작 등 다양한 활동의 극

화 및 관절에 부하 되는 체중부하를 최소화시키는 부

분 등에서 몸통조절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O’Sullivan, 2000; Ryerson et al., 2008). 뇌졸중으로 인

해 감소된 몸통조절 능력의 향상은 팔⋅다리의 협응

적 움직임과 움직임의 효율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Verheyden et al., 2009). 하지만 현재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뇌졸중 이후 몸통조절 능력 향상의 

중요성이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통조절 운동

이 보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한 연구는 미비한 상

태이다(van Criekinge et al., 2017). 또한, 임상에서 몸통

조절 운동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적용되고 

있지만, 불안정한 지면과 안정된 지면에 앉아서 수행

하는 운동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결과는 부족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정된 지면과 불안정 

지면에 앉아서 수행한 몸통운동 프로그램을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하여 균형과 보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불안정 지면에 앉아

서 실시한 몸통운동이 안정된 지면에서 수행한 몸통

조절 운동보다 만성 뇌졸중 환자의 균형과 보행능력

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 실험군과 조군 모두 실험 전⋅후 

균형과 보행능력이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p<0.05). 이

는 두 군의 모든 상자에게 적용한 몸통조절 운동프

로그램이 균형과 보행능력의 향상에 영향을 미쳤으

며, 몸통조절 운동이 균형과 보행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요소라는 선행 연구들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Duarte et al., 2002; Verheyden et al., 2008). BBS에서 

독립적이고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는 45점 이상이 필

요하다(Medley et al., 2006). 본 연구에서 균형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BBS에서 훈련이 시작되

기 전 두 군 모두43.38점과 42.88점으로 45점 이하의 

점수를 보였지만, 훈련 후 두 군 모두 45점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실험군은 7.88점의 변화량을 보였고, 

조군은 3.5점의 변화를 보인 것이다. 이는 두 군 모두

에 적용한 몸통조절 운동프로그램이 독립적이고 안전

한 보행을 위한 균형 능력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보였

음을 의미한다. 두 군간 비교에서 불안정한 지면에 

앉아 수행한 몸통조절 운동이 조군 보다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0.05). 이는 불안정 지면에서 수행한 

몸통조절 운동이 안정된 지면에서 수행한 몸통조절 

운동보다 균형능력 향상에 보다 효과적임을 의미한

다. 실험군은 지면이 안정된 조군 보다 지면이 불안

정한 상태에서 신체 전반적인 근육들의 활성과 조절

에 더 큰 영향을 미쳤고, 근육의 조절 능력의 향상이 

BBS점수 향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Karatas 

등(2004)은 BBS는 몸통조절 능력에 한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라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BBS결과를 바탕

으로 불안정한 지면에 앉아서 수행한 몸통조절 운동

은 안정한 지면에 앉아서 수행한 몸통조절 운동보다 

몸통조절과 균형능력의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뇌졸중 이후 보행능력의 향상은 부분 환자들이 

요구하는 목표이며,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Bang & Shin, 2016). 보행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보행 속도, 분당 보폭 수, 보폭 

길이와 이중 지지기간 등 다양한 변수들의 변화를 살

펴봐야하며, 이러한 변수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이 근력, 균형과 몸통조절 능력이다(Van Criekinge et 

al., 2017). 중추신경계 손상환자들은 초기에 직접적으

로 보행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하여 이동능력의 향

상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일정 수준의 보행 능력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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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보행과 관련된 변수들에서 더 이상의 향상을 가져

오기 어렵게 된다(Yang et al., 2008). 하지만, 안전한 

이동과 사회참여를 위해 지속적인 보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Bang & Shin, 2016). 성

인의 일반적인 분당 보폭 수는 90∼110 steps/min이지

만, 뇌졸중 환자는 균형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현저히 

낮은 분당 보폭 수를 보인다. Baker 등(2007)은 감소된 

분당 보폭 수는 감소된 보행속도와 짧아진 보폭과 관

련이 있으며, 이로 인해 보행 주기 기간과 동시 입각기 

증가 등의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정상 성인의 평균 

보폭은 50∼70cm로, 불안정한 보행을 할수록 환측의 

보폭과 분당 보폭 수는 감소하며 양하지 지지 시간은 

증가한다(Sparrow & Tirosh, 2005). 본 연구에서 실험군

의 환측 보폭은 29.18cm에서 35.03cm, 조군은 

28.43cm에서 31.99cm로 두 군 모두에서 향상을 보였지

만,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유의한 향상으로 보였다

(p<0.05). Bang 등(2013)은 복부 근육의 약화는 뇌졸중 

환자의 보폭 감소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수행한 몸통운동은 뇌졸중 환자들의 체간 

안정화를 통한 복부 근력의 향상에 영향을 주어 보폭 

향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의 분당 보폭 수는 64.29steps/min에서 

69.24steps/min으로 7.69%의 향상을 보였고, 조군은 

63.98steps/min에서 66.23 steps/min으로 3.51%의 향상

을 보였다. 두 군 모두 실험 전 보다 유의한 향상을 

보였지만,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유의한 향상을 보

였다(p<0.05). 분당 보폭 수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실험

군 보행 속도의 33.3%, 조군의 12.5% 향상과 실험군 

보폭 길이의 20%, 조군 보폭 길이 12.5% 향상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위의 결과들을 바탕

으로 몸통조절능력의 향상을 바탕으로 균형능력이 향

상되었으며, 균형 능력의 향상은 보행 변수들에 영향

을 주어 전반적인 보행 능력의 향상을 가져 온 결과로 

해석된다. 하지만,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유의한 차

이를 보인 것은 불안정한 지면에서 수행한 몸통 운동

이 더 큰 몸통조절 요구를 하였으며, 훈련의 반복을 

통하여 팔⋅다리의 협응 능력과 균형능력 향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상자들에게 적용한 운동프

로그램은 상자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아닌 

최 한 편안한 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작

을 하였다. 불안감은 최  능동적 움직임을 방해하며 

기능적 회복에 저해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Bang & Shin, 2016). 상자들이 운동프로그램에 익숙

해지고 불안정한 상황에 적응함에 따라 운동 학습 이론

을 바탕으로 범위를 증가하여 적용하거나 불안정성 

제공, 유지 시간, 횟수 등을 증가하였다(Bang et al., 2015). 

본 연구에서 실험군과 조군 모두 훈련 후 균형, 

보행속도, 분당 보폭 수, 보폭길이와 이중 지지기간에

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지만(p<0.05), 3주간의 훈련 후 

두 군간 비교에서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모든 변수

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p<0.05). 불안정한 지면에 

앉아 몸통조절 운동을 시행하는 동안 자동적으로 조

절된 몸통의 움직임이 전반적인 신체 조절능력의 향

상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균형과 보행능

력의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 결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보행과 관련된 직접적인 과제를 

수행하여 균형과 보행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진

행하였지만, 운동조절과 학습관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세와 환경에서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통한 접근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연구 상자 수가 적어 연구결과를 모든 만성 

뇌졸중 환자에게 일반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추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결과를 통해 장기적

인 효과를 예측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뇌졸중 환자들

을 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만성 뇌졸중 환자를 상으로 불안정한 

지면에 앉아 수행한 몸통조절 운동이 균형과 보행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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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불안정한 지면에 앉아 수행한 몸통

조절 운동이 안정한 지면에 앉아 수행한 몸통운동 보

다 만성 뇌졸중 환자의 균형과 보행능력 향상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환경에서 몸통조절 운동을 수행 함으로써 몸통조절 

능력과 신체의 안뜰기관, 몸 감각, 고유수용성 감각 

등의 통합을 통한 기능의 향상이 만성 뇌졸중 환자의 

균형과 보행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만성 

뇌졸중 환자의 효과적인 운동 중재방법의 하나로 고

려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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