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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ffects of types of cane on gait in subacute stroke patients. Methods
Twelve subacute stroke patients who could walk with cane participated in this study. Berg Balance Scale (BBS) was
assessed and adopted patients in below score of 49. Each subject was tested under three different conditions: with mono
cane, quad cane and multi cane. Order of testing was randomized. Walking velocity, cadence, step length and time
symmetry was measured by GAITRite System. The changes in each variable were evaluated by repeated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ANOVA) with posthoc Bonferroni corrections. Results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walking
velocity and cadence in type of cane (p<.05). Walking velocity and cadence were highest with the multi cane, followed
by the quad cane and the mono cane. Step length and step time symmetry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types of
cane (p>.05). Conclusion The multi cane was the most efficient on gait with compared with others. Therefor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tability of multi cane with wide base of support(BOS) improves walking ability for gait training
in early stage of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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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보행은 일상생활 중 모든 동작의 기본으로 인간의 이동 체계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지만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
들은 신체의 균형과 보행 능력의 감소로 인해 활동의 제한을
1)
받게 된다.
이동성은 보행, 일어서기, 앉기, 한 다리에서 다
른 다리로 무게 이동, 보행의 시작 및 중지, 계단 오르기 등을
포함하며, 뇌졸중 환자의 이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안전과
보행 속도, 주변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함께 신경학적 재활에
2)
서 장기적으로 장애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목표가 된다. 뇌졸
중 후에는 이동에 관한 운동장애가 일반적으로 나타나지만 균
형 및 낙상효능감(self efficacy) 저하가 또한 나타날 수 있
3)
다. 낙상의 두려움은 뇌졸중 환자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며
균형 조절과 보행에 영향을 주어서 보행 능력을 감소시키는 원
4,5)
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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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낙상에 대한 두려움과 안전을 위
해서 지팡이, 목발, 보행보조기등 여러 가지 도구들이 사용되고
6)
있다. 뇌졸중 환자의 보행에서 보행보조기의 사용은 정상적인
대칭적 보행 패턴을 방해하고 환측 지지를 어렵게 한다는 측면
7)
에서 사용하는데 논란이 되고있다. 그러나 보행보조기는 안정
성과 이동을 증가시켜 일상생활과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8)
하며, 결국 보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은 지역사회의 참여기
9)
회를 높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한다. 평
행봉이나 보행보조기들이 보행 훈련에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10)
기능적 보행을 위해서는 지팡이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편
마비로 인한 팔 기능의 손상으로 부피가 큰 보행보조기에 비해
간소하고 미적인 측면에서 네발 지팡이(quad cane)나 일반적
11,12)
인 지팡이가 더 선호된다.
한발 지팡이(mono cane)에 대
한 최대 수직력(vertical peak forces)은 네발 지팡이(quad
cane)에 비해 더 작기 때문에 체중을 지지하기에 불안한 반면
네발 지팡이는 넓은 기저면(base of support)을 가지고 있어
서 지팡이의 크기나 무게, 지지면에 따른 심리적인 안정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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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II. 연구 방법

더욱 많이 제공한다.
최근에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행보조기에 관한 연
구에서 한발 지팡이가 다른 보행보조기에 비해 산소소비량
(oxygen expenditure)과 보행 지구력(gait endurance) 및
보행 속도(gait velocity)가 유의하게 높았다고 하였으며 비교
적 균형이 좋지 않은 환자는 기저면이 좁은 지팡이보다 기저면
15)
이 넓은 지팡이가 적합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
상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한발 지팡이와 네발 지팡
이, 네발 지팡이에 발을 내, 외측으로 보강하여 지팡이의 기저
면을 넓인 다중 지팡이를 이용하여 뇌졸중환자의 보행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여러가지 지팡이를 통해 향후
낙상을 예방하고 낙상에 대한 효능감을 높이는 기초자료로 활
용되고자 하였다. 연구의 가설은 한발 지팡이와 네발 지팡이,
다중 지팡이에서 보행 변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설정하
였다.

1. 연구 대상자
대상자는 충남 소재 재활병원에 뇌졸중으로 입원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발병된 지 1년 미만의 아급성기 환자로서 버그균형척
도(Berg Balance Scale, BBS) 49점 이하로 정상쪽 손에 지
팡이나 보행보조기를 이용해야만 보행이 가능한 자 중에 독립
적으로 15m이상 걸을 수 있는 자, 시력 및 청력에 장애가 없
는 자, 뇌졸중으로 인한 뇌손상 이외에 다른 신경학적, 정형외
과적 문제가 없는 자, 한국형 간이정신상태 판결 검사(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orean version, MMSE-K) 결
과가 24점 이상으로 평가자의 지시 내용과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로 본 연구에 동의 한 자 12명으
로 하였다(Table 1, 2).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보행훈련을 받는 자 중 한발 지팡이나 네발 지팡이 사용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2)
Variables

Mean ± SD/Number(%)

Age (years)

64.16 ± 11.27

Heigh t(cm)

159.08 ± 6.21

Gender (n, %)

Male

5 (41.67%)

Female

7 (58.33%)

Table 2. Medical Status of the subjects (n=12)
Variables

Mean ± SD/Number(%)

Onset duration (months)

5.16 ± 3.02

Hemiparetic side (n, %)

Right

5(41.67%)

Left

7(58.33%)

a

MMSE-K (score)

26.32 ± 1.64

b

BBS (score)

47.72 ± 2.54

Brunnstrom Stage (n, %)

MAS (n, %)

a

c

Upper-grade 3

3(25%)

Upper-grade 4

7(58.33%)

Upper-grade 5

2(16.67%)

Lower-grade 3

1(8.33%)

Lower-grade 4

9(75%)

Lower-grade 5

2(16.67%)

Upper-grade 1

8(66.67%)

Upper-grade 2

4(33.33%)

Lower-grade 1

10(83.33%)

Lower-grade 2

2(16.67%)

b

MMSE-K: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orea Version, BBS: Berg Balance Scale
MAS: Modified Ashworth Scal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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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한 자
2) 뇌졸중 회복단계가Brunnstrom Stage 2 단계 이하인 자
3) 마비측 경직의 정도가 Modified Ashworth Scale(MAS)
3등급 이상인 자
2. 측정도구 및 실험방법
연구는 시공간적인 보행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컴퓨터장치에 기초한 보행 측정 장비인 GAITRite system
(CIR Systems Inc. Peekskill, NY)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여러
보행 변수 중 보행 속도와 연관이 있는 보행 속도(Velocity), 분
속수(Cadence), 보장(Step length), 두 발간의 보장 차(step
length differential) 및 보 시간 차(step time differential)
를 측정하였다(그림 1).
대상자들은 자신들이 평소 신었던 익숙한 신발을 신고 검
사자의 구두 지시에 따랐으며 정상쪽 손에 지팡이를 잡고 보행
판의 2m 전에서 편안한 속도로 걸어와서 10m 보행 판 위를
걷도록 하였다. 지팡이는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발
지팡이와 네발 지팡이를 이용하였으며 네발 지팡이에 안쪽과
바깥쪽에 발을 보강한 다중 지팡이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그
림 2). 지팡이의 순서는 한발 지팡이와 네발 지팡이, 다중 지팡
이 중에서 무작위로 순서를 정하였다. 한 가지 지팡이를 사용
하여 측정을 완료한 대상자는 다음 지팡이 검사를 시행하기전
에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여 학습 효과를 통제하
였다. 측정에 사용된 지팡이의 높이는 선 자세에서 팔을 폈을
때 자뼈 붓돌기(ulnar styloid process)를 기준으로 하였
6,15)
다.
검사 도중 대상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상황을 예방

Figure 1. GAITRite System

하기 위해 치료사가 옆에서 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
서 함께 걷도록 하였다. 보행 검사는 총 3회 실시하여 평균을
측정값으로 사용하였다.
3. 평가도구
1)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orea Version: MMSE-K)
Folstein 등이 1975년에 개발한 도구로서, 권용철과 박종환에
의해 1989년 한국판으로 번역되어 검사자간 신뢰도가 .99로
인정받고 있는 도구이다. 비교적 적용이 쉬우며 5-10분 내의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고 연습 효과가 적어서 질
병의 진행과정 동안 반복 측정함으로 써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남력 10점, 기억등록 3점, 기억
회상 3점, 주의집중 및 계산 5점, 언어기능 7점, 이해 및 판단
2점으로 총점이 30점이며, 무학인 경우 가산점을 주어 보정하
16,17)
고 있다.
2) 버그균형 척도(Berg balance scale, BBS)

동적 균형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서 앉기, 서기,
자세 변화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상생활 동작을 응
용한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 항목은 서 있는 자
세를 바꾸고, 자세를 이동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려운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최저 0점에서 최고 4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
어 총 56점이 만점이다. 이 검사에서 45점 이하가 나올 경우
보행 시 지팡이와 같은 보조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
며, 또한 낙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측정 도

Figure 2. (1) Mono cane (2) Quad cane (3) Multi c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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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측정자 내 신뢰도와 측정자 간 신뢰도가 각각 r=.99,
r=.98로서 균형 능력을 평가하는 데 높은 신뢰도와 내적 타당
18,19)
도를 가지고 있다.
4. 분석방법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평균과 표준편
차 등의 기술적 분포를 알아보았다. 한발 지팡이와 네발 지팡
이, 다중 지팡이의 보행 변인을 알아보기위해 변인 들 상호간
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반복 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ment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Bonferroni 방법을 사용하여 대응 별 비교를 하였다. 자료분
석을 위해서는 SPSS 21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통계학적 유
의성 검증을 위한 유의 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III. 결 과
1. 지팡이의 형태에 따른 속도(velocity) 변화
세 가지 지팡이조건에서 한발 지팡이와 네발 지팡이, 한발 지
팡이와 다중 지팡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네발 지팡이와 다중 지팡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한발 지팡이에서 보행 속도가 가장 느렸고, 다중 지팡이에서
보행 속도가 가장 빨랐다(Table 3).
2. 지팡이의 형태에 따른 분속 수(cadence) 변화
세 가지 지팡이조건에서 한발 지팡이와 네발 지팡이, 한발 지
팡이와 다중 지팡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네발 지팡이와 다중 지팡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한발 지팡이에서 분속수가 가장 낮았고, 다중 지팡이에서 분속
수가 가장 높았다.
3. 지팡이의 형태에 따른 보 시간 차(step time differential)
변화
세 가지 지팡이조건에서 서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4. 지팡이의 형태에 따른 보장 차(step length differential)
변화
세 가지 지팡이조건에서 서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IV. 고 찰
본 연구는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한발 지팡이와 네발
지팡이, 네발 지팡이에 발을 내, 외측으로 보강하여 지팡이의
안정감을 높인 다중 지팡이를 제작하여 뇌졸중환자의 보행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GATERite System을 이용
하여 서로 다른 세 지팡이를 잡고 보행을 비교한 결과 보행 속
도에서 다중 지팡이가 한발 지팡이와 네발 지팡이보다 각각
8.13(cm/sec), 5.86(cm/sec)로 가장 빠르게 나타났다. 또한
분속 수에서도 다중 지팡이가 한발 지팡이와 네발 지팡이보다
각각 15.11(step/min), 10.87(step/min)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이와 같이 다중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보다 속도와 분속 수
가 증가한 이유는 지지 면이 넓어질수록 신체의 동요없이 보행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 할 수 있었으며 안정되게 두 발을 대칭
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의 시간 차
(step time)와 보장 길이 차(step length differential)에는
세 지팡이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러
한 결과는 지팡이의 넓은 기저면이 대칭적 보행에 오히려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6)
Allet 등(2009) 의 연구 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13)
Laufer(2002) 는 뇌졸중환자가 다리에 체중을 지지할 때
(weight bearing) 한발 지팡이는 수직방향에서 흔들림이 나
타나서 자세 동요(sway)를 일으킨다고 하였으며 네발 지팡이
가 한발 지팡이보다 자세를 더 안정적으로 받쳐 줄 수 있다고
6)
하였다. 그러나 Allet 등(2009) 의 연구에서는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진 손잡이가 있는 한발 지팡이와 네발 지팡이, 노르딕
한발 지팡이를 비교한 결과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진 한발 지
팡이가 다른 두 지팡이 보다 보행 속도가 가장 높았다고 하였
으며 선호도 또한 가장 높았다고 하였다. 이는 대상자들의 기
능적능력상태나 균형 상태가 비교적 좋은 경미한 대상자들로서

Table 3. Comparison of gait parameters on types of cane
Mono Cane

a
‡

Velocity(cm/sec)

21.62 ± 6.21

Cadence(step/min)

Quad Cane
a

Multi Cane
†

†‡

F

P

37.62

0.01*

23.89 ± 6.95

29.75 ± 9.24

45.05 ± 13.32

49.29 ± 10.77†

60.16 ± 11.39†‡

8.488

0.01*

Step Time Differential (sec)

1.46 ± 0.16

1.43 ± 0.11

1.36 ± 0.13

0.34

0.65

Step Length Differential(cm)

13.12 ± 0.42

12.95 ± 0.52

12.54 ± 0.48

0.78

0.46

†

Mean ± Standard deviation, significantly differences compare with mono cane,
significantly differences between quad and multi cane,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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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식, 노정석

어느정도 독립 보행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지팡이 보행에서 가
벼운 한발 지팡이가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
Jeong 등(2015) 은 버그균형척도(Berg balance scale)
49점을 기준으로 균형 능력이 좋은 만성 뇌졸중 환자와 균형
능력이 좋지 못한 환자를 두 군으로 나눠 한발 지팡이와 네발
지팡이, 편측 보행기(semi-walker)에 따른 보행과 균형 능력
에 대한 산소 소모량(oxygen consumption)을 측정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한발 지팡이를 사용하는 환자 군에서 보행 속도
와 보행 지구력, 산소 소모량이 증가하지만 균형이 좋은 환자의
한발 지팡이는 일정한 빠른 속도로 오히려 산소 소비가 감소하
고 상대적으로 균형이 안좋은 환자의 네발 지팡이는 산소 소비
가 낮다고 하였다. 이는 균형이 좋은 환자에게는 한발 지팡이가
효과적이며 균형이 안좋은 환자에게는 네발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버그균형척도(BBS)가 평균47점으로 균형이
비교적 좋지 않고 뇌졸중 회복단계가 Brunnstrom stage 3단
계 이상부터, 마비측 경직의 정도가 2등급 이하로 지팡이나 보
행보조기를 이용해야만 보행이 가능한 아급성기 환자만을 대상
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와 다르게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보행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가지 변수
들 중에 지팡이의 선호도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검사 하기 전
보행 훈련 때 사용했던 지팡이를 더 선호하여 선택하는 일이
나타날 수 있으며, 대상자의 자세조절능력과 신체의 운동기능
21)
상태등은 실험 결과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22)
Schinkel-Ivy 등(2016) 은 아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대상
으로 낙상에 대한 두려움과 균형에 대한 자신감 에 관한 연관
성 연구에서 균형 자신감(Balance confidence)이 높으면 양
발지지시간(double support time)과 보폭 시간(step time)
이 감소하여 보행 속도가 증가하고 균형 자신감이 낮으면 보행
때 자세 균형 조절에 어려움을 겪으며 보행에 더욱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지팡이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재활 과정의 초기 보행에서 꼭
필요하며 신체를 보호하고 장거리에서 보행 속도를 증가시켜
23)
준다는 점에서 지팡이의 선택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중 지팡이는 기존의 부피가 큰 편측
보행기나 보행보조기 보다 작고 간편하며 한발 지팡이 보다는
부피가 크지만 지지 면이 넓어 한발 지팡이의 네발 지팡이의
단점을 보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자 수가 많지 않았
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연구에 적합한 대상자를 찾기 위해 여러 병원에서
측정이 이루어져 측정하는 환경에 따라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많은 대상자를
포함하여 지팡이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자의 균형 및
운동기능 상태와 이에 대한 다양한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

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V. 결 론
아급성기의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지팡이 종류에 따른 보행
분석에서 다중 지팡이가 네발 지팡이와 한발 지팡이보다 속도
와 분속 수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지면
에 대해 안정된 지팡이가 보행 능력을 향상 시킨다고 할 수 있
으며 뇌졸중 환자뿐만 아니라 균형 조절이 어려운 환자의 초기
재활보행에서 보행 훈련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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