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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effects of gait training using on treadmill with and without visual ·
auditory biofeedback on walking characteristic and balance in 30 hemiplegic patients. Methods 30 patients who consented 
were randomized as two group. The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performed conventional physical therapy. In 
addition control group performed gait training using on treadmill with visual · auditory biofeedback and experimental 
group performed gait training using on treadmill without visual · auditory biofeedback. Results To find out the effect, 
walking characteristic by Gait Trainer 2, balance ability by BBS, FRT were three times repeatedly measured at baseline 
before treatment and 6 weeks after treatment.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improved more significantly after 
six-weeks treatment in walking speed in gait characteristic. 3After a six weeks treatment, there was no significantly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gait characteristic but symmetry index(stance phase, step length) in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mean difference and the positive effects higher than the control group. Control group improved more 
significantly after six-weeks treatment in FRT in balance ability. . After a six-week treatment, there was no significantly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balance ability but BBS in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mean difference and 
the positive effects higher than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To summarize the result of this study, it is considered that 
gait training using on treadmill without visual · auditory biofeedback contributes to improve walking speed and FRT, gait 
training using on treadmill with visual · auditory biofeedback contributes to improve walking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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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뇌졸중은 후천적 장애를 발생시키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처음 

수개월 동안 집중 재활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장애를 남기게 되

며 발병 후 공통적으로 편마비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이는 가동성과 일상생활능력을 감소시키며 이차적인 장애로는 

균형과 보행 능력의 상실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동작수행의 어

려움과 낙상의 위험을 높여 결과적으로 비 칭적인 자세와 비

정상적인 보행을 야기하게 되며, 근력 약화, 강직, 통증 및 균

형 장애 등을 일으키고, 이 중 균형 장애의 발생은 전정, 체성, 

고유감각 등을 조화롭게 사용할 수 없거나 입력된 감각정보를 

운동계와 통합하는 중추신경계 능력의 부족, 비정상적인 근 긴

장으로 인해 발생한다.1,2)

편마비 환자의 보행 재활에서 가장 이상적인 목표로 양하

지의 균등한 체중부하를 통하여 기립 자세의 균형을 회복함으

로써 최종적으로 독립적인 보행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하였

다. 하지만 부분의 편마비 환자는 마비측 보다는 비마비측에 

더 많은 체중을 부하하며 마비측으로의 체중지지 능력은 감소

하고 이로 인하여 비 칭적인 보행의 원인이 되며 정상인에 비

하여 균형 능력의 불안성과 보행 속도의 현저한 감소가 나타난

다.3) 

보행은 복잡한 활동으로써 균형(balance), 협응

(coordination), 칭적 자세 등이 주요 구성요소이며 반복적

인 주기의 연속이며, 생리학적 보행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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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Experimental group 
(N=15)

Control group
 (N=15)

Gender
Male 11(73.3) 11(73.3)

Female 4(26.7) 4(26.7)

Age(years) 135.73±16.46 146.13±14.95

Weight(kg) 164.53±12.75 168.53±10.21

Height(cm) 170.27±8.431 168.33±8.331

Type of stroke
Infarction(%) 10(66.7) 9(60.0)

Hemorrhage(%) 5(33.3) 6(40.0)

Paretic side
Right (%) 9(60.0) 8(53.3)

Left (%) 6(40.0) 7(46.7)

Time since onset(month) 128.33±23.45 112.07±7.501

M±SD: mean±standard deviation

보행의 칭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편마비 환자의 보행 

훈련의 목적은 활보장의 반복적인 주기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

과 동시에 보행의 칭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편마비환자의 특

징적인 보행은 일상생활과 사회복귀에 필수요소인 이동성을 저

해하는 요소인데, 이러한 보행은 보행주기와 보행속도에 있어 

느린 보행을 보이며, 마비측 보장과 비마비측 보장간의 활보장

의 차이, 마비측 입각기가 짧으며, 비마비측의 긴 유각기 등이 

나타난다. 이에 보행요소를 뇌졸중 환자의 재활에 있어 제일 

중요한 목적으로 삼아야한다.4,5) 트레드밀 보행훈련은 뇌졸중 

환자의 보행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존의 물리치

료 이외에 시도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이며, 서기훈련과 보

행패턴 및 근력강화, 균형 등의 운동조절을 재인식 시킨다고 

하였고, 독립 보행이 가능한 치료시점의 환자들에게 체중지지 

트레드밀 보행훈련은 보행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6) 또

한 트레드밀을 이용한 보행 훈련은 편마비 환자에게 마비측과 

비마비측의 칭적인 보행을 촉진하여 보행에 한 의욕을 높

일 수 있고 지면에서의 보행 훈련보다 효과적으로 보행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

뇌졸중 환자의 균형과 기능 향상을 위한 재활에는 일반적

으로 보바스 개념을 이용한 방법과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 기

법을 이용한 방법, 시각적 피드백 훈련(visual feedback 

training) 및 마비측 체중이동등의 방법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그 중 시각, 전정감각, 고유감각 되먹임 등은 마비측에 

정상적인 감각을 제공하여 칭적인 보행능력을 회복시키는데 

기여한다.8-11)

최신의 연구경향들은 시각 또는 청각 바이오피드백에 의한 

연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바이오피드백에 한 연구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에게 다양한 시, 청각 바이오피드백을 이용한 트레

드밀 보행훈련을 적용하여 보행 특성과 균형능력의 변화를 알

아보고자 한다.12,13)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연구 기간

본 연구는 2015년 6월 1일 ∼ 7월 10일까지 전남 순천시 소

재의 P 재활병원에서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로 진단 받은 후, 

아래의 연구 조건을 충족시켜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성인으로 K-MMSE 24점 이상인 자, 트레드밀에서 6분 

이상 보행이 가능한 자, 발병한지 6개월 이상인 자, 하지의 정

형외과적 질환이 없는 자, 과거에 이와 같은 연구에 참여한 경

험이 없는 자, 본 연구의 참여 동의서를 이해하고 동의한 환자 

30명을 선정하였다(Table 1). 

2. 측정 도구

1) Gait Trainer 2

Gait Trainer 2(Biodex Medical system Inc, USA)는 연구 

상자가 실시간으로 지면에 닿아진 발의 모습을 그림자영상을 

모니터를 통해 볼 수 있고 실시간 상자 보행속도

(meter/sec), 보행 시간, 보장 거리(meter/sec), 입각기와 유

각기의 칭지수(%)를 히스토그램을 통해 저장된 정상 범주 

값과 비교할 수 있는 장비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청각 바이오

피드백을 통한 보행훈련이 목적이기 때문에 모니터와 스피커를 

통한 피드백을 제공한 상태에서 보행훈련을 하였으며, 연구 

전․후 보행속도, 보행주기, 입각기와 보장의 칭 지수의 변화

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 사후 검사 도구로 사용하였다.14) 칭

지수(입각기, 보장)의 정량화를 위해 Hsu 등의 연구에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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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ait training using on treadmill

Gait training using on treadmill with visual · auditory biofeedback

Treatment time Method

Warming－up (10 minute)
Stretching Exercise

ROM Exercise

Middle(10 minute)
1. Adaptive Exercise (4 minute) － 0.1∼0.3 cylce/sec

2. Exercise (6 minute) － 0.3 cycle/sec or more

Cool－down(10 minute)
Bicycle

Ergometer

계산법을 참고하여 값을 구하였다.3)

2) Berg Balance Scale

Berg Balance Scale(BBS)는 편마비 환자의 정적 균형능력과 

동적 균형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로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기, 잡지 않고 서 있기, 선 자세에서 앉기, 의자에서 의

자로 이동, 눈 감고 서있기, 눈 뜨고 양발과 양팔 몸에 붙이고 

서기, 선 자세에서 앞으로 팔 뻗기, 바닥에 있는 물건 집어 올

리기, 왼쪽과 오른쪽으로 뒤돌아 보기,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

하기, 발판 위에 발 교 로 놓기, 발을 일자로 두고 서기, 한 

다리로 서 있기 등의 1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작

마다 5단계의 점수를 주고 총 56점으로 하였으며, 41점 이상

은 낙상 위험이 작으며, 21∼40점은 중간 정도의 낙상 위험, 

20점 이하는 낙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성 질환

과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에서 균형능력을 평가하는데 

널리 사용되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 전, 후 균형능력을 측정하

기 위해 사용하였다. 연속 3회 측정 한 값의 평균을 측정값으

로 사용하였다.15)

3) Functional Reach Test

기능적 팔 뻗기 검사(FRT)는 편안하게 선 자세에서 기저면을 

유지하면서 팔을 뻗어 수평으로 최 한 닿을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하는 것으로 측정에 있어 간편하며 신뢰할 만한 검사도구

로서 안정성 한계를 비교적 잘 측정 할 수 있으며 임상에서 균

형 장애를 찾아내거나 시간경과에 따른 균형수행력의 변화 등

을 검사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16)

본 연구에서는 연구 전, 후 균형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

하였다. 연속 3회 측정 한 값의 평균을 측정값으로 사용하였다.

4. 연구 방법

본 연구에 모든 상자를 카드 뽑기로 연구군 15명, 조군 15

명으로 분류하고 연구군에서는 일반적 운동치료와 시청각 바이

오피드백이 제공된 트레드밀 보행훈련을 하였고, 조군에서는 

일반적 운동치료와 시청각 바이오피드백이 제공되지 않은 트레

드밀 보행훈련을 6주간 실시하였다.

연구 기간 동안 일반적 운동치료는 5년 이상의 물리치료 

경력을 지닌 물리치료사가 관절의 신장, 근력강화, 보행훈련 등

을 시행하는 치료를 말하며 주 5회 30분간 실시하였다.

트레드밀 보행훈련 프로그램은 주 5회 30분간 실시하며, 

30분 중 초기 10분 동안은 신장 운동과 관절 가동 운동을 실

시하고, 중기 10분 중 4분은 적응 운동, 6분은 시청각 바이오

피드백을 이용한 보행훈련을 실시한다. 마지막 10분은 자전거

와 에르고미터를 이용하여 정리 운동을 실시한다.17) 이때 제공

되는 시청각 바이오피드백은 트레드밀에 부착된 모니터와 스피

커를 통해서 제공되며, 상자는 모니터에 표시되는 발걸음의 

목표 지점과 본인의 발 위치를 비교하는 시각적 피드백과 발걸

음의 목표 지점과 본인의 발 위치의 오차에 따른 청각적 피드

백을 받게 된다. 조군은 동일하게 수행하나 시청각 바이오피

드백은 제공하지 않는다(Table 2).

5.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윈도우용 SPSS ver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군과 조군간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

해서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t-test)과 전, 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짝 비교 t 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α=.05로 하였다.

III. 결과

1. 연구방법에 따른 보행의 변화

1) 보행 속도의 변화

연구군의 보행 속도는 연구 전 0.46±0.09m/s에서 연구 후 

0.52±0.09m/s로 향상 되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 조군의 보행 속도는 연구 전 0.52±0.10m/s

에서 연구 후 0.58±0.11m/s로 향상 되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

연구 방법에 따른 집단 간 연구 전․후 변화량을 비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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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in walking speed (unit: m/s)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t p
pre 0.46±0.09 0.52±0.10 1.543 0.13

post 0.52±0.09 0.58±0.11 1.563 0.12

Pre－Post 0.05±0.04 0.06±0.02 .194 0.84

t －5.513** －11.630**

M±SD: mean±standard deviation; *p＜05; **p＜01

표 4. Changes in the gait cycle (unit: cycle/sec)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t p
pre 0.61±0.08 0.66±0.11 1.270 0.21

post 0.61±0.07 0.67±0.10 1.906 0.06

Pre－Post 0.00±0.04 0.01±0.05 .485 0.63

t .360 －.980

M±SD: mean±standard deviation; *p＜05; **p＜01

Table 5. Change of stance symmetry index (unit :%)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t p
pre 93.69±21.64 86.73±19.78 －.919 0.36

post 95.11±16.16 87.70±19.28 －1.141 0.26

Pre－Post 1.42±8.79 0.97±14.54 1.193 0.24

t －.628 －.258

M±SD: mean±standard deviation; *p＜05; **p＜01

Table 6. Changes of step length the symmetry index (unit :%)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t p
pre 95.99±27.44 93.67±28.34 －.228 0.82

post 96.27±18.44 92.87±22.05 －.459 0.65

Pre－Post 0.27±13.06 －0.79±15.35 －.046 0.96

t －.083 .201

M±SD: mean±standard deviation; *p＜05; **p＜01

결과 연구군 0.05±0.04m/s, 조군 0.06±0.02m/s로 집단 간 

차이는 있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3).

2) 보행 주기의 변화

연구군의 보행 주기는 연구 전 0.61±0.08cycle/sec에서 연구 

후 0.61±0.07cycle/sec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군의 보행 주기는 연구 전 

0.66±0.11cylce/sec에서 연구 후 0.67±0.10cycle/sec로 증

가 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 방법에 따른 집단 간 전․후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연구군 0.00±0.04cycle/sec, 조군 0.01±0.05cycle/sec로 

집단 간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4).

3) 입각기 대칭 지수의 변화

연구군의 입각기 칭 지수는 연구 전 93.69±21.64%에서 연

구 후 95.11±16.16%으로 증가 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조군의 입각기 칭 지수는 연구 전 

86.73±19.78%에서 연구 후 87.70±19.28%로 증가 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 방법에 따른 집단 간 전․후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연구군은 1.42±8.79%, 조군은 0.97±14.54%로 집단 간 차

이가 있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5).

4) 보장 대칭 지수의 변화 

연구군의 보장 칭 지수는 연구 전 95.99±27.44%에서 연구 

후 96.27±18.44%로 증가 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조군의 보장 칭 지수는 연구 전 93.67±28.34%에서 

연구 후 92.87±22.05%로 감소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연구 방법에 따른 집단 간 전․후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연구군 0.27±13.06%, 조군 －0.79±15.35%로 집단 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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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hanges in the BBS (unit: score)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t p

pre 37.40±8.56 41.00±9.29 1.103 0.27

post 38.33±9.96 41.07±10.14 .745 0.46

Pre－Post 0.93±2.21 0.06±2.54 －.767 0.44

t －1.629 －.101

M±SD: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8. Changes in the FRT (unit: cm)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t p

pre 18.30±5.05 18.83±4.75 .298 0.27

post 19.00±5.74 20.26±4.94 .640 0.46

Pre－Post 0.70±1.86 1.42±2.60 .275 0.78

t －1.467 －2.124

M±SD: mean±standard deviation; *p＜05; **p＜01

가 있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6).

2. 연구방법에 따른 균형능력의 변화

1) Berg Balance Scale의 변화

연구군의 BBS는 연구 전 37.40±8.56점에서 연구 후 

38.33±9.96점으로 증가를 보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조군의 BBS는 연구 전 41.00±9.29점에서 연구 후 

41.07±10.14점으로 증가를 보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연구 방법에 따른 집단 간 연구 전․후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연구군 0.93±2.21점, 조군 0.06±2.54점으로 집단 간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7).

2) Functional Reach Test의 변화

연구군의 FRT는 연구 전 18.30±5.05cm에서 연구 후 

19.00±5.74cm로 증가를 보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조군의 FRT는 연구 전 18.83±4.75cm에

서 연구 후 20.26±4.94cm로 증가를 보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연구 방법에 따른 집단 간 연구 전․후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연구군 0.70±1.86cm, 조군 1.42±2.60cm로 집단 간 

차이가 있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8).

IV. 고 찰

정상적인 균형조절은 감각과정과 운동과정이 필요하며, 운동과

정은 기저면 내에서 체중심을 유지하는 것과 신체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체간과 다리의 근활동을 말하며, 감각과정은 체성

감각(고유감각, 피부감각, 관절감각), 시각, 전정계로부터의 감

각입력 사이의 상호작용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중 다양한 시각

적 정보를 이용한 시각적 피드백 훈련은 뇌졸중 환자에게 흥미 

유발과 균형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으며, 시각적 정보는 

훈련을 통해 감각 운동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으며, 중추 운동 

프로그램에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치료적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18-20)

트레드밀 보행훈련은 최근 들어 임상적으로 편마비 환자나 

보행 장애를 가진 환자의 재활에 이용되고 있으며 하지에 체중

지지와 곧은 자세로 기능적이고 반복적인 걸음을 내딛을 수 있

도록 자극하여 실제적 보행을 통한 보행훈련이 보행을 재학습

하기 전에 독립적 보행 요소의 조절을 강조하는 일반적 접근보

다 보행능력의 향상을 가져왔다.21) 그리고 환자는 기능적이고 

목표-지향적(task-oriented)인 접근 방법인 트레드밀 위에서 

걷는 동안 보행의 3가지 기본 요소(체중지지, 걸음, 균형)를 통

합할 수 있게 된다.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편마비 환자의 보행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시청각 바이오피드백을 이용한 트레드밀 보행훈련을 통

한 보행특성과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군과 조군 사이 연구 전에 비해 연구 

후에 연구군의 보행특성에서 보행속도가 유의한 향상을 보였으

며, 보행주기, 입각기 칭 지수, 보장 칭 지수에서는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이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

다. 균형 능력에서는 BBS, FRT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향상

을 보이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조군에서는 보

행속도에서 유의한 향상 보였으며, 보행주기, 입각기 칭 지수

에서 유의하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나, 보장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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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에서 －0.79±15.35 감소하였다. 균형 능력에서는 FRT에

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으며, BBS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이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트레드밀 보

행훈련은 보행속도와 FRT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지

고, 시청각 바이오피드백을 이용한 트레드밀 보행훈련은 보행

속도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시청각 바이오피드백을 

이용한 트레드밀 보행훈련이 편마비 환자의 보행속도 개선에 

기여하고 보행주기, 입각기 칭 지수, 보장 칭 지수에 긍정

적인 효과를 보이며 균형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바이오피드백과 보행 특성에 한 최근 연구에서 

Druzbicki 등은 그들의 연구에서 뇌졸중 환자 50명을 상으

로 2주간 시각적 바이오피드백의 유무에 따른 트레드밀을 사용

한 보행훈련에서 연구군 환자들은 입각기의 단축 그리고 비마

비측 유각기 길이와 사이클 길이 증가에 상당히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고 하였으며 또한, 두 그룹간 시공간 매개변수 또는 추

가적으로 평가된 매개변수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

다.12) 조남정, 이동엽은 만성 뇌졸중 환자 21명을 상으로 실

시한 시각리듬자극이 보행과 고유수용성감각에 미치는 영향에 

한 연구에서 연구군은 보행속도와 분속수, TUG시간이 유의

하게 증가하였고, 고유수용성감각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청각 바이오피드백을 이용한 트레드밀 보행훈련

을 6주간 적용하여 보행특성 중 보행속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

고, 시공간 보행 매개변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부분이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23)

바이오 피드백과 균형 능력에 한 연구에서 조남정은 만

성 뇌졸중 환자 21명을 상으로 4주간 시,청각 리듬 자극을 

적용한 보행훈련을 실시하여 기능적 팔 뻗기 검사와 TUG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으며, 지상구 등은 뇌졸중 환자 

26명을 상으로 전신 거울 앞에서 운동한 군과 거울이 없는 

장소에서 운동한 군으로 나누어 6주간 연구를 실시하여 실험군

과 조군 모두 족저압, BBS, TUG에서 연구 전 보다 연구 후

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으며, 군간 비교에서 훈련 

후에 연구군이 조군에 비해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고 하였

다.24,25) 김연희등은 뇌졸중 환자 38명을 상으로 정적 균형 

훈련 프로그램과 동적 균형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시각적 

바이오피드백 훈련이 균형 능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하였다.26) 본 연구에서는 시청각 바이오피드백을 이용하여 트

레드밀 보행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균형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

여 BBS, FRT를 사용하였다. BBS와 FRT에서 연구군과 조

군 모두 연구 전보다 연구 후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통

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선행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

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편마비 환자의 보행능력과 균형 능력 증

진을 위해서는 시청각 바이오피드백을 이용한 트레드밀 보행훈

련이 일반 트레드밀 보행훈련 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충분한 치료시간과 치료 방법이 필요한 것

으로 사료되고, 연구 상자들의 유병기간이 6개월에서 60개월

까지 다양하였고 적은 수의 상자, 짧은 연구기간으로 인해 

일반화 시키는데 제한점이 있다. 추후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시청각 바이오피드백을 이용한 트레드밀 보행훈련이 

편마비 환자의 보행특성과 균형 능력의 향상에 있어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시청각 바이오피드백을 이용한 트레드밀 보행훈

련이 편마비 환자의 보행과 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해 알아보

고자 하였다. 연구군은 일반적 운동치료와 시청각 바이오피드

백을 이용한 트레드밀 보행훈련을 실시하였고, 조군은 일반

적 운동치료와 시청각 바이오피드백이 제공되지 않은 트레드밀 

보행훈련을 실시하였다. 

운동 프로그램으로 인한 보행특성과 균형의 변화를 알아보

기 위하여 Gait Trainer 2를 이용한 보행속도, 보행주기, 입각

기 칭 지수, 보장 칭 지수의 변화를 측정하였고, BBS, 

FRT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3회 반복 측정 후 평균값을 구

하고 연구 전․후에 평가하여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군과 조군의 보행특성 변화는 운동 전보다 6주 후 

보행속도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두 그룹간의 보행특성 

변화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입각기 칭 지수와 보

장 칭 지수의 평균 차이에서 연구군이 조군 보다 높아 연

구군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두 그룹간의 균형능력 변화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BBS의 평균 차이에서 연구

군이 조군보다 높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고, FRT의 평균 

차이에서 조군이 연구군보다 높은 효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편마비 환자에 한 트레드밀 보행훈

련은 보행속도 향상에 기여하고, 시청각 바이오피드백을 이용

한 트레드밀 보행훈련은 편마비 환자의 보행속도 향상과 보행

주기, 입각기 칭 지수, 보장 칭 지수, 균형 능력에 긍정적

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시청각 바이오피드

백을 이용한 트레드밀 보행훈련은 보행특성과 균형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운동 방법으로 제시 할 수 있으며, 추후 시청각 바이

오피드백을 이용한 트레드밀 보행훈련을 통한 보행특성과 균형

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바

이오피드백 적용에 따른 편마비 환자의 보행과 균형능력 분석, 

트레드밀 보행훈련 시 근활성도의 분석으로 치료적 접근이 필

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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