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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간 안정화 운동이 뇌졸중 환자의
균형과 보행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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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monstrate the effect of trunk stability exercise on various support
base and posture on gait speed, static and dynamic balance performance.
Methods：Included 17 persons with stroke who were living in the community. Trunk stability exercise program
was conducted three times per week, 50 minutes per session, for 8 consecutive weeks. Subjects were tested
with 10 m walking test(sec), multidirectional reach test (cm), timed get up and go test(sec) and K.A.T.3000 at
both (pre and post treatment) time points. Paired t-test was used to exam mean differences between pre and
post treatment by using SPSS 12.0.
Results：After 8 weeks exercise program,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gait speed, static and dynamic
balance performance(p<0.05).
Conclusion：This study have shown that trunk stability exercise on various support base and posture improve
physical functions(gait speed, static and dynamic balance performance).
Key Words：Trunk stability exercise, Stroke, Balance, Gait

Ⅰ. 서

된 자세를 유지하고 사지의 움직임을 대비하는 자

론

세적 역할과 중심이동을 원활히 하여 새로운 자세
체간은

균형을 유지하면서 중력에 대하여 독립

로 쉽게 움직이도록 하는 동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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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erson과 Levit, 1997). 또한 예기치 않은 신체 동

일상생활 동작과 보행 등 기능을 회복하여, 독립적

요에 대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인체의 중심이며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 역할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가장 큰 부분이다(Mosely 등, 2003). 그러나 체간의

것이다. 또한 뇌졸중 환자의 포괄적인 일상생활동작

적절한 안정화 없이는 상, 하지 근육의 수축이 체간

기능의 초기 예측인자로써 체간 조절의 평가와 치

에 영향을 미쳐 척추구조와 연부조직에 과도한 부

료는 매우 중요하다(Hsieh 등, 2002).

하가 발생되는

움직임을 야기하며 이로 인해 자세

체간안정화운동은 주로 요통환자를 대상으로 통

조절, 균형 및 보행에 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 그러

증감소, 관절가동범위 증가, 활동장애 개선, 근력증

므로 체간 조절은 모든 기능적 움직임에 있어서 기

가, 균형능력 증가를 위해 적용되었다(김창영 재인용,

본이 된다(Kisner와 Colby, 2002; 김미선, 2005).

2008). 그러나 최근에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체

체간 안정화 운동은 체간을 안정시키기 위해 복

간안정화운동을 적용한 후 상지기능과 일상생활동

근과 다열근을 동시에 훈련시키는 운동으로 불안정

작을 분석한 연구(안선용, 2009), 체간근력, 동적 균

한 자세유지 및 조절능력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

형감각 그리고 보행을 분석한 연구(김창영, 2008), 자

다(MacGill, 2001). 매트에서 실시하는 체간 안정화

세조절과 일상생활동작을 분석한 연구(오근배, 2005)

운동은 정적인 상태에서 요추에 가해지는 외력이나

등 뇌졸중 환자의 체간 기능 증진을 위한 연구들이

팔, 다리를 움직이는 동안 체간 근육들의 협응 작용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에서 적용된 체간안정화운동

과 상호 보완 작용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을 주요

프로그램의 구성은 매트와 치료용 볼 위에서의 운

원리로 한다(김택연, 2005). Hayanes(2004)는 다양한

동이 대부분이며 다양한 자세와 지지면의 상태에서

불안정한 기구를 이용한 기구위에서의 여러 가지

운동은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지

자세에서의 체간안정화운동을 제시하였고, Akuthota

지면의 상태와 자세에서 체간 안정화 운동을 적용

와 Nadler(2004)는 다양한 자세에서의 요부강화운동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운동프로그램을 뇌졸중 환자

들을 강조하였다. 이로써 동적 요부 안정화 운동이

에게 실시하여 정적균형능력과 동적균형능력 그리

가능하며 공을 몸에 기댈 때 신체의 반사신경 지각

고 보행 속도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능력, 균형감각과 고유수용성 감각이 신체를 종합적
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Mori, 2004).

Ⅱ. 연구 방법

뇌졸중은 뇌의 허혈성 또는 출혈성 손상으로 인
해 뇌의 영역에 갑작스런 신경학적 결손이 야기되

1. 연구 대상

어, 손상된 뇌의 반대 측 신체의 운동마비, 감각, 지
각, 언어 기능 등에 장애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중추

연구대상자는 울산광역시 소재 보건소의 지역사

신경계 손상 질환이다(O'Sulivan과 Schmitz, 2001).

회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뇌졸중 장애인 17명으

뇌졸중 환자의 체간은 측방 굴곡되어 환측이 오목

로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

해지는 C자형의 형태를 취하고 골반은 후방 경사되

발적인 동의를 얻은 후 참가하였다. 대상자의 선

며 요부는 편평해지고 흉부는 과도하게 굴곡되는

정 기준은 첫째, 뇌졸중으로 진단받고 마비측 사지

비대칭적인 자세가 된다(Ryerson과 Levit, 1997). 이

의 운동장애가 있는 자 둘째, 한국판약식 정신검사

러한 자세로 인해 체간 조절이 어렵게 되고, 체간의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불안정성은 체간과 상, 하지의 분리운동을 어렵게

점수가 20점 이상인 자 셋째, 운동 평가 척도(Motor

하여 상지기능과 보행 장애의 원인이 되며 균형 수

Assessment Scale)에서 걷기 점수가 4점 이상, 상지

행력이 감소되어 낙상의 위험도 높아져 독립적인

기능이 3점 이상인 자로 선정하였다.

일상생활동작에 장애를 주게 된다(Karatas 등, 2004).
뇌졸중 환자를 위한 물리치료의 목적은 정상적인

2. 연구 방법

움직임 조절을 재훈련하고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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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 설계

：동적 균형 및 보행 속도와 기능적인 동작을 평가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2008년 6월 2일부터 7

하는데 타당도가 높은 검사로 검사자 간의 신뢰도

월 23일 까지 울산광역시 소재 D구 보건소에서 다

는 0.99이다. 대상자가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서 일

양한 지지면과 자세로 실시하는 체간안정화운동프

어나 2.4 m 거리에 있는 표적을 돌아 다시 의자에

로그램을 매주 3회, 8주간 실시하였으며, 전체운동

앉기까지의 시간을 2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

은 준비 운동 5분, 본 운동 40분, 정리운동 5분 총

였다(Kaesler, 2007).

(2) K.A.T. 3000(Kinesthetic Ability Trainer, Sport

50분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두 명

KAT, CA., USA.)

의 물리치료사와 환자를 보조할 수 있도록 교육 받
은 5명의 물리치료과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그룹형
태로 운동치료를 실시하였다.

균형수행력 평가를 위해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
가 높다고 인정된 K.A.T. 3000을 사용하였다. 이 균
형 측정기구는 원형 발판 중간에 작은 축이 있어

2) 측정 및 도구

전, 후, 좌, 우 여러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 있게 설

체간 안정화 운동의 적용 전과 8주간의 운동 적

계되어 있다. 원형발판위에 발판이 기울어지는 각도

용 후에 신체기능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타당성

를 감지하는 감지기가 원형발판 전면에 부착되어 1°

과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된 다음과 같은 검사를 실

기울어질 때 모니터에 커서가 3.5 mm의 비율로 이

시하였다. 숙련된 2명의 물리치료사가 동일한 검사

동하게 되며, 스크린상의 Q1, Q2, Q3, Q4의 각 부

를 각각 측정하였으며, 낙상 등의 갑작스런 사고를

분의 지수총합이 균형지수가 된다. 이것은 균형지수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받은 물리치료과 학생 2명이

가 높을수록 균형수행력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3) 다양한 지지면을 제공하는 도구

보조요원으로 참여하였다.

(1) 신체기능 평가

다양한 지지면을 제공하기 위해 치료용 큰 공,

① 10 m 걷기 검사(sec)：보행능력 및 낙상의 위
험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자간의 신뢰도는 0.97이다.

에어쿠션 그리고 다양한 밀도의 폼 패드를 사용하
였다.

13 m의 거리 중 출발지점 1.5 m와 도착지점 1.5 m를
3) 체간 안정화 운동(Trunk stabilization exercise

제외한 10 m의 거리를 가능한 빠른 속도로 걷는

program)

시간을 2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Duncan
등, 2003).

체간 안정화 운동 프로그램은 Kisner와 Colby

② 다양한 방향으로 뻗기 검사(Multi-direction reach

(2002)의 체간 안정화를 위한 운동을 적용하였으며

test; MDRT, cm)：균형 장애를 찾아내거나 시간경

주차에 따른 운동 구성은 Table 1과 같다. 운동 초

과에 따른 균형수행력의 변화를 검사하기 위해 개

기 3주 동안은 안정된 지지면 위에서 다양한 자세

발된 검사로 어깨 너비만큼 발을 벌리고 선 자세에

에서 운동을 실시하였고 4주 부터는 초기에 적응된

서, 비마비측 팔의 주관절을 신전하고 견관절을 90°

동작들과 더 복잡해진 동작을 불안정한 지지면인

로 굴곡한 후 견관절 높이에 설치된 측정자에 대상

치료용 큰 공, 밀도가 다른 폼패드, 에어 쿠션을 발

자의 손가락을 닿게 한 후 균형이 깨어지기 전까지

바닥, 엉덩이 아래에 깔고 운동을 실시하였다. 운동

전방으로 가능한 멀리 팔을 뻗어 그 거리를 측정했

을 하는 동안 보조가 필요한 환자들은 낙상을 예방

다. 동일자세에서 후방으로 기울여 측정한다. 비마

할 수 있도록 교육된 물리치료과 학생들이 보조하

비측 견관절을 90° 외전하고 벽을 등지고 서서 비

였다.

마비측 방향으로 가능한 멀리 팔을 뻗어 균형이 깨
어지기 전까지 뻗은 최대 거리를 2회 측정하고 평
균값을 사용하였다(Newton, 2001).

3. 통계 처리

③ 일어나 걷기 검사(timed get up and go test, sec)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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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runk stabilization exercise program
week

posture

exercise contents

hook lying

․drawing maneuver
․abdominal bracing
․posterior pelvic tilt
․alternate shoulder flexion/extension
․alternate hip flexion/extension
․leg fall out
․bridging exercise

quatruped
& sitting

․alternate shoulder flexion/extension
․alternate hip flexion/extension

1st~3rd week

․alternate shoulder flexion/extension, abduction/ adduction
․alternate hip flexion/extension, abduction/ adduction

standing

4th~8th week

․drawing maneuver
․abdominal bracing
․posterior pelvic tilt
․leg fall out
․bridging exercise
․alternate, bilateral shoulder flexion/extension, abduction/ adduction
․alternate, bilateral hip flexion/extension, abduction/ adduction
․smultaneous upper and lower extremity motion
* used foam pads, air cushions and large gym ball for unstable surface

hook lying,
quatruped,
sitting
& standing

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치료 전과 치

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3명이 중도 탈퇴하여 운동

료 후의 균형자신감과 신체기능을 비교하기 위해

후 검사까지 참여한 대상자는 총 17명이었고 일반

대응 t-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는 평균±표

적인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준편차로 나타내었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
해 유의수준은 α=0.05로 하였다.

2. 신체기능평가 결과
보행 속도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 10 m 걷기

Ⅲ. 연구 결과

검사와 동적 균형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 일
어나 걷기 검사와 다방향 뻗기 검사에서 운동 적용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과 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또한 정
본 연구에 참가한 뇌졸중 장애인은 20명 이었으

적 균형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 K.A.T. 3000

Table 2. Demographic data of study subjects

(n=17)

Variable

Mean±SD

Gender (male/female)

14(82.4%)/3(17.6%)

Age (yr)

58.26 ± 6.68

Height (cm)

165.88±5.43

Weight (kg)

64.17±6.83

Time since stroke(mon)

59.23±12.99

Type of stroke (hemorrhage/infarction)
Effected side(left/right)

4(23.5%)/13(76.5%)
8(47.1%)/9(52.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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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s of physical function between pre-treatment and post-treatment

(n=17)

test

Pre

Post

t

p

10 m walking

17.13±7.83†

14.36±6.48

2.78

.01

TGUGTa

15.60±6.05

13.52±4.41

3.01

.00

17.94±5.94
8.82±3.81
12.05±4.19

19.88±6.47
9.64±4.45
13.23±3.22

-5.75
-2.74
-3.92

.00
.01
.00

Post

t

p

655.82±467.56
439.11±356.32
227.41±155.13
363.99±346.58
320.52±222.75

7.56
3.26
3.86
5.10
2.89

.00
.00
.00
.00
.01

b

MDRT

forward
backward
lateral

†

Mean±SD.
TGUGT: timed get up and go test (sec).
b
MDRT: multi-direction reach test (cm).

a

Table 4. Comparisons of balance index between pre-treatment and post-treatment
Pre
a

Total BI
Affected side BIb
Unaffected side BI
Forward BI
Backward BI

†

2137.76±984.99
1150.23±930.45
1078.23±944.50
1470.82±1072.77
761.76±579.06

(n=17)

†

Mean±SD.
Total BI: total balance index
b
BI: balance index

a

을 이용한 평가 결과도 운동 적용 전과 후에 총균

교각운동과 복근운동이 편마비 환자의 균형 능력

형지수, 마비측 균형지수, 비마비측균형지수, 전방균

과 보행특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형지수, 후방균형지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27명의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8주 동안 주 4회

감소되어 균형 능력이 증가되었다(p<0.05). 결과는

실시한 후 임종수(2009)의 연구에서 균형능력측정을

Table 3, 4와 같다.

위해 BPM을 측정한 결과 동요면적, 동요거리, 최대
동요속도가 각각 감소하여 균형능력이 향상되었다

Ⅳ. 고

고 보고되었다. 또한 보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찰

기 위해 족저압 중심이동거리의 변화를 분석한 결
본 연구는 지면, 볼, 다양한 밀도의 폼 그리고 에

과 압력중심의 좌우이동거리와 전후 이동 거리가

어쿠션을 적용한 다양한 지지면의 상태에서 무릎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여 보행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세워 누운 자세, 앉은 자세, 네발 기기 자세, 선 자

한다. 유병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된 뇌졸중 환자를

세에서 체간안정성운동을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하

대상으로 실시한 4주간의 체간 안정화 운동이 자세

여 정적균형능력과 동적균형능력 그리고 보행 속도

조절과 상지기능 및 일상생활동작을 향상시켰다고

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선행된 각 연구에서 적용된

보고되었으며, 이는 전신 운동을 하는 동안 체간의

운동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운동 전과

안정성 및 자세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세성

후에 평가를 위한 장비나 임상적 검사 방법이 다르

근육인 체간 하부의 근육이 운동에 의해 사지의 움

고, 또한 대상자들의 특성과 기능 상태 그리고 운동

직임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안정성이 증진된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운동 적용 기간이 동일하지

결과라고 한다(안성용, 2009).
체간안정화 운동과 일반적 균형 운동이 만성 뇌

않아 정확한 비교는 제한되지만 운동 방법과 평가
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졸중 환자의 체간 근력과 동적 균형감각, 보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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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7주 동안 운동을

과 Hwang(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체간

실시한 김창영(2008)의 연구에서 체간 근력과 동적

안정화 운동이 보행의 유각기에 골반과 함께 체중

균형 감각의 유의한 증진이 보고되었다. 김광수

심의 전방이동을 향상시키고, 체간 안정화로 고관절

(2006)는 10명의 편마비 환자에게 코어 프로그램을

및 슬관절의 굴곡과 족관절의 배측굴곡을 촉진시켜

12주 동안 실시한 후 동적 균형감각 검사인 기능적

하지의 보폭증가로 보행 속도가 향상되었으며(최진

팔 뻗기 검사에서 운동 전,후 길이 향상에 있어 유

호 등, 1997) 또한 방향을 전환할 때 균형을 유지할

의한 차이를 보고하였고, 김미선(2005)은 4명의 편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 TUG의 시간이 유의하게

마비 환자에게 체간 하부 안정화 운동을 4개월 동

감소되었다고 사료된다.

안 실시하여 상지의 능동적 움직임 정도와 속도의

동적 균형능력을 검사하기 위해 실시된 다방향

증가를 보고하였다. 뇌졸중으로 인해 편마비 진단을

뻗기 검사에서 전방과 측방 그리고 후방으로 뻗은

받은 대상자에게 6주간의 집중 체간안정화운동을

거리에서 체간 안정화 운동의 적용 전과 후에 유

적용한 후 일상활동 체력과 자세조절 능력에 미치

의한 길이 증가가 있었다(p<0.05). 이러한 결과는

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근지구력과 유연성의 증가

체간 안정화 운동을 통한 요부-골반-고관절 복합체

와 자세유지능력의 증가가 보고되었다(최혜정, 정진

의 균형 증진으로 자세 정열을 맞춰 신체 균형을

욱, 2009). 4주간의 체간 안정화 운동을 적용한 후

증진시켰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Clark과 Cummings,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TUG, BBS로 검사한 결과

2002).

정적, 동적 자세조절능력이 증진되었고 한다(Kim과

Hwang, 2009).

본 연구에서 체간 안정화 운동이 정적 균형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K.A.T 3000으로 총균형

본 연구에서 체간안정화 운동 적용 후 보행 속도

지수, 마비측 균형지수, 비마비측 균형지수, 전방 균

를 검사하기 위해 10m 걷기를 실시한 결과 유의하게

형지수, 후방 균형지수를 측정한 결과 모두 유의하

시간이 감소되어 보행능력이 향상되었으며(p<0.05),

게 감소하여(p<0.05) 정적 균형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이는 측정 방법은 다르지만 임종수(2009)의 연구 결

이는 자세 동요(body sway)가 감소된 것을 의미한

과와 일치한다. 뇌졸중 환자의 보행은 최소한의 독

다. 이 결과는 측정 장비나 방법은 다르지만 임종수

립적인 생활을 보장 받고 활동 공간을 확대하는데

(2009), Kim과 Hwang(2009) 그리고 안성용(2009)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편마비 환자의 경우, 체

결과와 일치하였다. 고요한 서기 자세를 유지하기

중심의 이동능력 저하로 보행에 대한 두려움이 생

위해서는 전경골근, 비복근, 중둔근, 대퇴근막장근,

기고 회선 보행형태가 나타나며 보행의 효율성 감

장요근, 복근, 척추기립근의 최소한의 능동적인 근

소와 불필요한 에너지소모를 낳게 되며(권혁철, 1997)

수축이 필요하다(O'Sullivan과 Schmitz, 2001). 그러

정상인에 비해 편마비 환자의 보행속도와 걸음 수

나 이들 근육의 비대칭적인 약화가 있는 뇌졸중환

는 각각 정상인의 24~41%, 43~60% 정도에 미친다

자의 자세 동요는 동일 연령대의 정상인 보다 약 2

(Holden 등, 1986). 정상 보행 시 유각기, 뒤꿈치 닿

배정도 크다(Nichols, 1997). 본 연구에서 선 자세에

기, 발가락 떼기 그리고 중각입각기에서 체간근 중

서 자세동요를 측정한 정적 균형능력 검사에서 치료

내복사근의 높은 근활성화가 나타나는데 체간안정

전과 후에 유의한 향상의 결과는 체간근 안정화 운

화 운동 중 교각운동은 내복사근의 활성화가 높은

동에 의해 강화된 체간근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동작으로 반복된 교각운동을 포함한 체간안정화 운

체간안정화 운동의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여주기

동이 보행능력 향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위한 방법으로 공이나 전정균형판, 폼 롤 등과 같이

(유선화, 2008).

지지면 불안정성 정도를 증가시키면서 운동의 강도

체간안정화운동 적용 후 동적 균형 능력의 분석

를 높이며 시행하는 방법들이 있다(Hall과 Brody, 1999).

하기 위한 TUG 검사에서 운동 전과 후에 유의하게

지면과 같은 정적인 환경보다는 치료용 공 위와 같

시간이 감소되었고(p<0.05) 이는 임창수(2009)와 Kim

은 동적인 환경에서 중심안정성 운동을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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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고유수용기를 자극하고 대뇌의 운동기관에 자

지속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받아야 전반적인 신체기

극을 주어 균형감각과 군형유지능력을 극대화시킨

능의 유지로 일상 활동은 물론 낙상 예방과 심혈관

다(O'sullivan 등, 1997). 이는 불안정한 지지면으로

계질환과 같은 2차적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부터의 상대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고유감각과 체성

흥미를 가지고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적합하고 다

감각의 정보의 입력으로 인한 불안정성의 증가에

양한 운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 균형유지를 위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근활
성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이심철 등, 2010).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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