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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Abstract
18PURPOSE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trunk training exercise on dynamic balance and energy
19expenditure during walk in chronic stroke patients.
20METHODS This study used a single subject research design. The subjects were participated two chronic stroke
21patients and received general training five times per week. The trunk training exercise program was modified
22from preceding studies and composed of trunk muscle strengthening and selective and coordinated movement.
23The subjects performed exercise program five times a week, forty minute a day, four weeks. Pre base line(A)
24was only collected participant information without intervention in 5 times. Trunk training exercise(B) was
25carried out 10 times and 5 times to base lime(A) after intervention. The dynamic balance of was evaluated by
26Timed Up and Go Test(TUG), the energy consumption was measured by the oxygen cost as the oxygen
27consumption per unit distance, energy expenditure index(EEI) as the difference of heart rate, in a session.
28RESULTS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in each subject were indicated that the dynamic balance test was
29improved, both oxygen cost and energy expenditure index were decreased during the intervention period. These
30effects were maintained even during the regression baseline period.
31CONCULSION These results showed that trunk training exercise was effective in the improvement of dynamic
32balance and decrease energy consump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runk training exercise is effective in the
33improvement of energy efficiency during walk in chronic strok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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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37 뇌졸중 환자는 마비측의 근 약화, 감각운동 결손, 강직, 인지 장애, 균형장애로 인해 자세조절에 문제를
38가지게 된다.1) 뇌졸중 후 손상측 체간근육 약화와 고유수용성감각의 저하는 균형과 안정성을 방해하여 기
39능적 활동을 저하시킨다.2) 편마비 환자들은 체간의 비대칭과 불안정하기 때문에 서 있거나 앉은 상태에서
40자세 흔들림이 증가하고 동적 안정성이 감소하며 체중이동 능력이 제한된다.3) 뇌졸중 환자의 체간 조절 장
41애는 균형, 보행, 호흡, 상지 기능 등 다양한 기능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4) 뇌졸중 환자들은 중력에 대항해
42균형을 유지하고 독립적 체간 조절능력을 재 습득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활과정에서 체간 조
43절 능력 향상을 위한 중재는 중요하다.5)
44체간 조절(trunk control)은 신체를 수직선 상에 똑바로 세우고 체중 이동을 적절하게 조절하거나, 정적 및
45동적 자세 조절이 요구되는 동안 기저면 내에 무게중심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몸통 근육의 선택적 조절
46능력이다.6) 뇌졸중 환자의 체간 조절능력 정도는 향후 기능적 회복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 인자이며,
47기능 회복을 위해 발병 초기부터 적극적인 체간 조절능력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다.7) 신체의 균형과 안정성
48을 목적으로 활성화되는 체간 근육은 사지의 움직임이 발생하기 이전에 활성화 되어 신체의 흔들림을 최소
49화하고 원위부의 섬세하고 정확한 동작이 유발될 수 있도록 근위부의 안정성을 제공한다.8)
50인간의 보행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하지는 대칭적이고 리드미컬한 움직임이 중요한데, 이때 신체 무게중심
51은 작은 범위 내에 유지될 때 역학적 에너지와 생리적 에너지 소모가 최소화 되어 에너지 효율성이 최대화
52될 수 있다.9) 뇌졸중 환자는 비대칭적인 자세로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체중이동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무
53게중심을 낮추어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균형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이때 굴근의 활성도가 과도하게 증가되
54어 정상인에 비해 에너지 소모가 증가되므로 근 피로와 지구력의 문제가 초래된다.10) 피로는 뇌졸중 환자의
55일상생활에 불편감을 초래하는데, 발병 1년경과 시 69.5%, 발병 2년 경과 시 50%에서 피로를 호소하며,
5627%에서는 매일 불편감을 느낄 정도로 뇌졸중 후 피로는 삶의 질 저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11,12,13) 뇌졸중
57환자는 신체적, 인지적 결손을 보상하기 위한 과도한 노력으로 심한 피로가 발생하는데, 특히 보행 중 에너
58지 소모량은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정도 높다고 하였다.14) 호흡 가스 분석을 통한 생리적 에너지소비
59의 측정은 기능적 수행능력의 장애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데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며15), 다양한 운동 중재
60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16) Koyama 등17)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트레드밀 보행 시 바
61닥이 불안정한 신발을 착용하였을 때가 안정된 신발을 착용했을 때보다 불안정성이 증진되고 신체 흔들림
62이 증가하여 균형유지를 위한 근 활성도 증가로 에너지 소모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균형 능력의 정
63도가 에너지 소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균형 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중재는 에너
64지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18) Houdijk 등19)도 균형 능력과 에너지 소모량 사이에 직접적
65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체간 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선행 연구들을 보
66면, 체간 움직임을 반복 훈련하여 선택적인 움직임을 증진하는 방법20,21), 과제지향훈련22,23), 불안정한 지지
67면을 제공하여 더 많은 체간 근육들을 동원하는 방법7,24), 균형운동 기구를 이용한 방법25,26) 등이 보고 되고
68있다.
69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체간 훈련 운동에 대한 균형 능력과 체간조절능력의 효과들이
70입증되고 있지만, 체간 훈련 운동이 에너지 소모에 미치는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또한 뇌졸중 환자를
71대상으로 치료적 중재 후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보행 장애와 기능적 수행능력의 변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72양적인 측정 자료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체간 훈련 운동이 만성 뇌졸중 환자의 균형 능력
73과 에너지 소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임상 중재 방법을
74제시하고자 한다.
75
76

Ⅱ. 연구방법

771. 연구대상
78본 연구는 2016년 8월 1일 ~ 2016년 9월 30일까지 전북 익산에 소재한 W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하
79여 포괄적인 재활치료를 받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자기공명촬영(MRI) 결과
80뇌졸중으로 진단받은 2명의 뇌졸중 환자 중 대상자 1은 만 57세 남성으로 신장 178cm, 몸무게 68kg, 발
81병일로부터 32주가 지난 우측 편마비 환자였고, 대상자 2는 만 51세 여성으로 신장 162cm, 몸무게 56kg,
82발병일로부터 39주가 지난 좌측 편마비 환자였다. 연구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뇌졸중으로 진
83단받고 6개월이 경과한 자, 보행 보조 도구를 이용하여 10분 이상 보행이 가능한 자, 정형외과적 문제가 없
84는 자,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검사(Mini Mental Status Examination-Korean version; MMSE-K)상 24점
85이상인 자(Kwon과 Park, 1989)로 운동프로그램 이해할 수 있는 자로 하였다. 대상자 1의 도수근력검사
86(Manual Muscle Test; MMT)상 어깨 관절(Shoulder joint)과 팔꿉 관절(Elbow joint)의 움직임 모두
87Poor ~ Fair-이었고, 손바닥 쥐기와 펴기 모두 Poor 이었다. 고관절(Hip joint)과 무릎관절(Knee joint)에
88서는 Fair이었고, 발목 저측굴곡(Plantarflexion)과 배측굴곡(Dorsiflexion)은 Poor+이었고, 관절 제한은
89없었다. 환측 발목 관절의 경직 등급인 MAS(modified ashworth scale)를 측정한 결과 G1+이었다. 외발
90지팡이(Mono-cane)를 사용하여 보행이 가능하였고 보행 중 입각기 시 환측 무릎이 과신전 되어 대퇴사두
91근과 고관절 외전근 및 신전근의 수축이 부족하였고 유각기 시 발목 관절이 저측 굴곡되는 양상을 보였다.
92대상자 2는 도수근력검사상 어깨 관절과 팔꿉 관절의 움직임 모두 Fair- ~ Fair이었고, 손바닥 쥐기와 펴기
93모두 Fair- 이었다. 고관절과 무릎관절에서는 Fair+이었고, 발목 저측굴곡과 배측굴곡은 Poor+이었고, 관
94절 제한은 없었다. 환측 발목 관절의 경직 등급을 측정한 결과 G1 이었다. 네발 지팡이(Qudri-cane)를 사
95용하여 보행이 가능하였고 보행 중 입각기 시 환측 발목 관절은 저측굴곡되는 양상을 보였고, 환측 무릎은
96과신전 되었고 골반은 전방 경사가 되어 무게중심이 발의 앞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대상자 1과 2 모두 보행
97보조 도구를 사용하여 독립적 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체간손상척도 검사 시 총 23점 만점에서 대상자
981은 15점, 대상자 2는 16점으로 나타났으며 상부 체간과 하부 체간 사이의 선택적인 움직임 능력이 부족하
99였고 앉은 자세에서 동적 조절 능력과 협응력 및 선택적인 움직임이 부족하였다. 또한 앉은 상태에서 안정
100성의 한계(limits of stability)가 환측으로 체중 이동 시 부족하였고 하부 체간의 선택적 움직임 결여로 상
101부 체간의 긴장도와 보상작용이 증가된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정적 기립 시 양쪽 발에서 압력 중심점은 발
102의 앞부분에 집중되어 있었고, 원활한 체중 이동 능력이 제한되고 있었다. 따라서 발병 기간이 6개월이 지
103났지만 체간의 선택적인 움직임이 부족한 상태로 판단되어 체간 훈련 운동을 통해 체간 근육과 하지 사이에
104협응력, 선택적 움직임, 체간 근육의 고유수용성감각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재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105사료 되었다. 대상자들은 본 연구의 목적과 실험 일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서면으로 연구 참여에 직
106접 동의한 자로 하였다.

1072. 연구절차 및 중재방법
108본 연구의 실험 디자인은 단일사례 연구방법(single-subject research design)중 ABA 설계를 사용하였
109다. 총 실험은 20회기로 기초선 과정(Baseline phase) A와 회귀과정(Baseline phase) A'는 체간 훈련 운
110동 실시하지 않는 기간으로 각 5회에 걸쳐 기초자료를 수집하였고, 중재과정(Intervention phase) B는 체
111간 훈련 운동을 실시하는 기간으로 총 10회, 1일 1회, 회당 40분씩 운동 적용 후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112기초자료 수집은 동적 균형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일어나 걸어가기 검사와 에너지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해
113산소 소모비와 에너지소모지수를 초기 기초선 과정(A), 회귀과정(A'), 중재과정(B) 동안 매일 측정 기록하
114였다. 모든 대상자는 재활의학과에서 실시하는 모든 물리· 작업치료를 시행하였고, 오후 4시부터 본 연구를
115위한 중재와 모든 평가를 시행하였다. 측정 10분 전에는 편안한 자세로 쉬는 시간 갖도록 하였다. 가능한 모
116든 측정과 중재 기간 동안에는 물 이외에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권장하였다. 본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
117하기 위해 운동과 평가를 담당하는 치료사는 각각 분리되었으며 경력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치료사로 배
118정하여 연구 절차에 맞게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체간 훈련 운동 프로그램은 Verheyden 등 21)과
119Saeys 등20)의 체간 훈련 운동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적용하였다(Table 1).
120
121Table 1. Trunk training exercise program
Warm-up

Trunk training exercise

Cool-down

Stretching exercise, Free exercise
-Supine position. Lifting pelvis in crook lying with both feet supported
. Unilateral pelvic bridging
. Lifting shoulder girdle symmetrically and asymmetrically
-Sitting position. Anterior and posterior tilt of the pelvis
. Selective lengthening and shortening of on side of the trunk
. Lateral pelvic tilt without losing balance
. Rotation of the upper and lower part of the trunk
. Anterior and lateral reaching within and out of arm’s reach
. Shuffling forward and backward
Release, Stretching exercise

5min

30min

5min

122
1233. 평가방법
124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균형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일어나 걸어가기 검사(Time Up & Go Test, TUG)
125와 에너지 소모량을 평가하기 위해 산소 소모비와 에너지소비지수를 사용하였다.
1261) 동적 균형능력 검사
127일어나 걸어가기 검사는 동적 균형능력을 알아보는 평가 방법으로 기본적인 운동성과 균형 능력을 빠르게
128측정할 수 있는 검사방법이다. 측정자 내 신뢰도는 r=.99이고, 측정자간 신뢰도는 r=.98로 신뢰할 만한 도
129구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는 “시작” 이라는 구령에 의해 의자에서 일어나 전방 3m를 걸어간 후 돌아와 의
130자에 다시 앉는 시간을 측정하였으며,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 하였다.27)
1312) 산소 소모비 측정
132편안한 속도로 트레드밀 보행 중 산소 소모비를 측정하기 위해 단위 거리 당 요구되는 산소 소모량을 측정하
133였으며 단위는 ml/kg/m를 사용하였다. 측정 장비는 자동 호흡가스분석장치 (Quinton 5000, CARDIAC

134SCIENCE, USA)를 사용하였으며, 측정 공간은 실내로 외부와 차단되어 있으며 평균온도 25.8°C, 평균습
135도는 67.5% 이었다. 호흡 가스 분석을 위해 노즐이 연결된 마스크를 안면에 밀착 착용 후 입과 코 주변에서
136공기 노출 없는 것을 확인 하였고, 트레드밀을 이용하여 편안한 속도로 5분 보행 하는 중 마지막 2분을 30
137초 단위로 산소 소모비를 측정 하였다.28)
1383) 에너지소모지수 측정
139에너지소모지수를 평가하기 위해 대상자의 심박수를 측정하기 위해 환자의 가슴에 4개의 패드를 부착하여
140의자에 편안한 상태로 휴식을 취한 후 안정기 심박수를 5분간 측정하여 마지막 3분에 대한 분당 평균 심박
141수를 측정하였다. 편안한 속도로 트레드밀에서 5분 보행 중 편안한 속도로 5분 동안 트레드밀 보행에서 마
142지막 3분에 대한 분당 평균 심박수를 측정하였다. 측정 장비는 자동 호흡가스분석장치를 사용하였으며, 보
143행 시 분당 평균 심박수에서 안정 시 분당 평균 심박수 차이를 보행 속도로 나눈 값으로 측정 하였다.29)
144
보행중 심박수 (beat/min) – 안정기 심박수 (beat/min)
에너지소모지수(EEI) =

보행속도(m/s)

1474. 분석 방법
148본 연구는 체간 훈련 운동이 동적 균형능력과 에너지 소모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회기 동안
149결과를 기록하고 측정된 자료를 그래프를 이용하여 시각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분석하였다. 기
150술통계량을 통해 각 변수들의 기간 내 평균값을 계산하여 각 단계의 변화율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151

Ⅲ. 결 과

152
1531. 동적 균형능력 변화
154동적 균형능력 검사의 측정결과 대상자 1은 기초선 A에서 30.38초, 중재기 B에서는 26.44초, 회귀기초선
155A'에서는 26.62초로 나타났으며, 기초선 A에 비해 중재기 B는 12.97%가 감소되었고, 회귀기초선 A'는
15612.38%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2는 기초선 A에서 32.6초, 중재기 B에서는 29.97초, 회귀기
157초선 A'에서는 28.26초로 나타났으며, 기초선 A에 비해 중재기 B는 8.07%가 감소되었고, 회귀기초선
158A'는 13.31%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Fig 1).
159
160Table 2. Variations of TUG
Baseline A
Subject 1
30.38±3.56
Subject 2
32.6±3.25
161M±SD: mean±standard deviation

162
163

(unit: second)
Intervention B
26.44±2.45
29.97±2.59

Baseline A'
26.22±3.15
28.26±4.15

164
165
166Figure 1. change of TUG in session
1672. 산소 소모비 변화
168편안한 보행속도에서 산소 소모비 측정 결과 대상자 1은 기초선 A에서 0.42ml/kg/m, 중재기 B에서는
1690.34ml/kg/m, 회귀기초선 A'에서는 0.33ml/kg/m로 나타났으며, 기초선 A에 비해 중재기 B는 19.04%가
170감소되었고, 회귀기초선 A'는 21.43%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2는 기초선 A에서
1710.45ml/kg/m, 중재기 B에서는 0.39ml/kg/m, 회귀기초선 A'에서는 0.4ml/kg/m로 나타났으며, 기초선 A
172에 비해 중재기 B는 13.33%가 감소되었고, 회귀기초선 A'는 11.11%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173(Fig 2).
174Table 3. Variations of Oxygen cost

Subject 1
Subject 2
175M±SD: mean±standard deviation

(unit: ml/kg/m)
Baseline A
0.42
0.45

Intervention B
0.34
0.39

Baseline A'
0.33
0.4

176
177
178
179
180Figure 2. change of oxygen cost in session
1813. 에너지소모지수 변화
182편안한 보행속도에서 에너지소모지수 측정 결과 대상자 1은 기초선 A에서 1.16beat/min, 중재기 B에서는
1830.86beat/min, 회귀기초선 A'에서는 0.82beat/min로 나타났으며, 기초선 A에 비해 중재기는 25.86%가
184감소되었고, 회귀기초선 A'는 29.31%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2는 기초선 A에서
1851.21beat/min, 중재기 B에서는 1.02beat/min, 회귀기초선 A'에서는 0.95beat/min로 나타났으며, 기초
186선 A에 비해 중재기는 15.7%가 감소되었고, 회귀기초선 A'는 13.31%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874)(Fig 3).
188Table 4. Variations of Energy expenditure index

Subject 1

Baseline A
1.16

(unit: beat/min)
Intervention B
0.86

Baseline A'
0.82

Subject 2

1.21

1.02

0.95

189M±SD: mean±standard deviation
190
191
192
193Figure 3. Change of energy expenditure index in session
194Figure 3. change of energy expenditure index in session
195
196

Ⅳ. 고 찰

197 체간 안정성에 관여하는 근육들은 자세조절을 위한 중심부위로 체간 하부와 골반 주변에 능동적 안정성
198을 제공하며30), 신체를 항중력 방향으로 바로 서게 하여 걷기와 달리기 등과 같이 자세적 동요에 자동적으로
199반응하여 주어진 과제를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5) 그러나 뇌졸중 환자는 상하지 뿐 아니라 체간
200에도 근력 약화와 감각결손이 발생하며 균형과 보행능력을 감소된다.2) 균형을 유지할 때 자세가 불안정해
201지면 과도한 보상작용으로 굴근의 활성도가 증가되고 에너지 소모가 높아져 기능적인 움직임 시 쉽게 근 피
202로가 유발된다.31) 뇌졸중 환자의 피로 유발은 39~72%에서 보고되고 있을 정도로 빈번하며, 성공적인 재
203활치료에 장애 요인으로 환자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2)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차
204지하는 보행 중 발생하는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 시키는 것은 근 피로를 줄이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205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에게 체간 훈련 운동을 적용하여 동적 균형능력과 에너지소모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206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207 본 연구의 동적 균형능력 측정 결과 대상자 1과 2는 운동을 시행하지 않는 기초선 기간보다 체간 훈련 운
208동을 시행하는 중재기 동안에 동적 균형능력이 향상되었고, 회귀 기초선 기간에서도 중재기 동안에 향상된
209동적 균형능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Chung 등33)이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체간
210훈련 운동프로그램을 4주간 적용하여 골반의 후방경사를 통한 좌우 체중이동능력 개선으로 일어나 걸어가
211기 검사 점수가 33.06±18.39에서 27.64±13.73으로 향상되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Song과
212Kim34)의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체간 훈련 운동을 8주 동안 적용한 결과 요부와 골반
213주변의 올바른 자세정렬을 통한 동적 균형의 향상을 보고한 연구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상하지 근육
214에 비해 체간 근육은 대뇌에서 교차신경지배를 받기 때문에 근육의 마비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아 상
215하지 보다 쉽게 회복될 수 있다.35) 이와 같이 체간 훈련 운동을 통해 요부, 골반, 하지 사이의 협응된 움직임
216을 바탕으로 올바른 자세 재 정렬과 선행성 자세조절 기전을 활성화 시켜 동적 균형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사
217료된다.
218 본 연구의 산소 소모비 측정 결과 대상자 1과 2는 운동을 시행하지 않는 기초선 기간보다 체간 훈련 운동
219을 시행하는 중재기 동안에 산소 소모비가 향상되었고, 회귀 기초선 구간에서도 중재기 동안에 향상된 산소
220소모비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체간 훈련 운동이 보행 시 에너지 소모에 직접적인 영

221향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Houdijk 등18)은 정상인인과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기립 상태를 유지할
222때 사용되는 대사 에너지 소비를 측정한 결과, 균형능력 저하가 있는 뇌졸중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더 많은
223에너지 소비가 발생된다고 하였으며, 특히 뇌졸중 환자는 바닥의 상태가 더 불안정하면 에너지소모가 최대
22452% 까지 증가됨을 보고하였고, 효율적인 에너지소모를 위해 균형능력을 증진을 위한 운동방법의 필요성
225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체간 훈련 운동을 통해 보행 시 산소 소모비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보행 시
226효율적인 에너지 소모가 이뤄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Ijmker 등36)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트레드밀 보행훈
227련 시 대상자의 허리에 탄력적 벨트를 부착하여 외적 안정성을 제공하였을 때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보행
228에너지 소모가 감소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동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보행 시 외적 안정성 제공은 불
229필요한 보상작용을 줄여 에너지 소모가 줄어든 결과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정상적인 보행은 중추와 말초 신
230경계의 통합과정으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신체를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과정으로, 하지의 교대적이고
231리드미컬한 움직임을 통해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 시킨다.37) 그러나 뇌졸중 환자는 균형능력이 감소되고 불
232필요한 보상작용의 증가로 에너지 소모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정상인에 비해 에너지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23338) 따라서, 뇌졸중 환자의 균형능력 증진을 통한 독립적인 보행 능력 회복은 재활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
234나이며39), 균형을 유지하며 최적의 에너지 소모를 통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보행능력의 습득은 매
235우 중요하다.40) 본 연구에서 시행한 체간 훈련 운동도 다양한 체간 움직임을 시행함으로써 체간의 고유수용
236성감각이 활성화 되었으며, 체간 근육에 원심성, 구심성, 등척성 수축을 능동적으로 유도하여 체간의 안정
237성이 증진되고, 균형유지를 위한 자세조절기전이 활성화되어 보행 효율성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238보행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에너지 소모량이 사용되고 있지만 측정 장비 사용의 번거로움
239등의 이유로 뇌졸중 환자에서는 쉽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임상에서 간편하게 에너지 소모량을 측
240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 에너지소비지수는 심박수와 산소섭취량 사이에 1차 선형 비례가 있기 때문
241에 에너지 소모량을 지수화 하여 사용할 수 있다.41) 본 연구의 에너지소모지수 측정 결과 대상자 1과 2는 운
242동을 시행하지 않는 기초선 기간보다 체간 훈련 운동을 시행하는 중재기 동안에 동적 균형능력이 향상되었
243고, 회귀 기초선 구간에서도 중재기 동안에 향상된 에너지소모지수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와
244Shin29)은 만성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좌우 대칭적인 움직임 증진과 불필요한 보상작용 감소를 위해 6주간
245매일 60분씩 컴퓨터 가상현실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에너지소모지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여 보행 시
246효율성이 증가되었다. 대칭적인 하지 움직임을 위한 선행요건으로 체간 안정성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 시
247행된 체간 훈련 운동도 체간 근육들을 강화하고 올바른 자세 정렬을 통해 보행 시 체간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248에너지소모지수가 감소된 것으로 사료된다. 균형장애로 불안정성이 증가되면 근육에서 발생하는 긴장도,
249협력수축, 항 중력 활동이 증가되고 관절 모멘트가 변경되어 신체가 수행하는 일의 양이 증가하여 효율성이
250감소 되지만, 신체분절의 정확한 체 감각 정보를 통한 중추신경계의 자세조절 능력의 향상은 신체의 안정성
251을 증진시켜 보행 시 하지의 선택적인 움직임이 개선되고, 보행 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 하는데 효과적이
252다.36)
253 본 연구에서 체간 훈련 운동 프로그램을 두 명의 만성뇌졸중 환자에게 적용한 결과 동적균형이 향상 되었
254으며 에너지 소모량을 나타내는 산소 소모비와 에너지소모지수가 모두 감소하여 보행 에너지 효율성 측면
255에서 효과적 이었으며,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소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중재방법으로 제시
256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상자가 트레드밀 보행이 가능한 환자 중 2명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257모든 뇌졸중 환자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반복되는 평가에 대해 학습화 과정을 적절하게 제한

258하지 못하였다. 또한 대상자가 본 참여하고 있다는 특별한 관심에 의한 호오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 향
259후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보행 효율성 측면에서 에너지 소모를 최적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
260게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61

Ⅴ. 결 론

262본 연구는 체간 훈련 운동이 두 명의 만성 뇌졸중 환자의 동적균형과 에너지 소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263자 하였다. 개별실험 연구 설계 중 ABA 디자인을 사용하였고, 총 실험은 20회기로 기초선 과정 5회와 회귀
264과정 5회는 체간 훈련 운동을 시행하지 않는 기초자료 수집기간이었고, 중재기 10회는 주 5일, 1일 40분씩
265체간 훈련 운동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중재기 동안의 체간 훈련 운동 시행 후 동적 균형능력이 향상되었으
266며, 산소 소모비와 에너지소모지수 모두 감소하여 보행 시 에너지 소모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
267동이 종료된 이후인 회귀 기초선 에서도 향상된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추
268후 임상에서 체간 훈련 운동은 뇌졸중 환자의 에너지소모 측면에서 효과적인 운동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을
269것으로 생각된다.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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