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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abdominal compression belt use during treadmill training on
balance and gait in stroke patients. Methods Twentythree patients who consented to participate were assigned randomly
to two groups. The abdominal pressure belt treadmill group (n=11) and the general treadmill group (n=12) both
performed conventional physical therapy. In addition, the abdominal pressure belt treadmill group performed treadmill gait
training while using the abdominal pressure belt, and the general treadmill group performed treadmill gait training without
the abdominal pressure belt. The intervention was applied for 30 minutes, three times per week, for six weeks. We
measured the Functional Reach test (FRT), Time Up and Go test (TUG), 10 Meter Walking test (10MWT), Biodex gait
trainer 2 (walking speed, gait symmetry, and affected side step length), and Falls Efficacy Scale–Korean version (FES) to
evaluate balance and gait ability. Results Both groups showed significantly improved FRT, TUG, 10MWT, walking speed,
gait symmetry, and affected side step length after training (p<.05). The FRT, TUG, 10MWT, gait symmetry, and affected
side step length were higher in the abdominal pressure belt treadmill group than in the general treadmill group.
Abdominal pressure belt treadmill training improved gait function and dynamic balance. Conclusion The study results
suggested that stroke patients can improve their gait and balance through abdominal pressure belt treadmill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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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뇌졸중으로 인해 기능적·신경학적 결함이 잔존하게 되며1), 근
력약화, 운동 조절, 통증, 경직, 균형 능력 저하로 인해 균형
및 보행 문제로 일상생활능력이 감소하게 된다.2)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 중 약 30%는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되며,
일상생활 동작 중 가장 중요한 활동능력인 보행은 환자의 약
75%에서 기능이 저하된다.3)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을 제한하
는 가장 큰 장애는 보행 장애이며, 뇌졸중으로 유발되는 편마
비 환자의 보행 장애는 신체이동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발생
시키기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된다. 뇌졸중 발병 후 대부분
의 환자들은 정상적인 보행으로 회복되지 않는다.4) 또한 뇌졸
중 후 편마비 증상인 근력과 근 긴장도의 비 대칭성 증가와 평

형성의 저하는 보행속도의 감소를 가져온다.5) 결국 일상생활뿐
만 아니라 낙상에 대한 위험도 역시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뇌졸중 환자의 보행 시 효과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몸통
의 적절한 자세 긴장도가 선행되어야 하고6) 체간의 안정성은
균형과 보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7) 체간은 자세 반
응과 조절에서 신체의 중심 역할을 하며, 균형 소실 없이 다양
한 일상생활에서 체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
다.8) 체간근은 척추 안정성에 기여하며 요부의 굴곡· 신전근의
협응적 수축력의 증가로 척추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복부스프링
힘(abdominal spring force)의 증가로 복강내압이 높아져 안
정성을 증가 시키게 된다.9) 체간의 안정성을 위한 하복부 수축
은 척추 불안정(spinal instability)으로 인한 자세 불안정성
(postural instability)을 해결함으로써 균형조절에 도움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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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게 된다.
트레드밀 보행훈련은 바른 자세로 체중을 지지한 상태에서 반
복적으로 실제와 유사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일부 연
구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트레드밀 보행훈련이 실제 보행과 유
사하여 지상보행훈련(over-ground ambulation) 방법 보다
11,12)
보행능력 향상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 시 체
간의 안정성과 트레드밀을 이용한 보행 훈련이 중요 하다. 그
러나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체간 운동을 이용하여 체간을
안정화 시킨 후 보행 능력을 비교하는 연구만 있을 뿐 체간에
직접적인 보조를 통해 체간의 안정성을 증진 시키면서 보행훈
련을 하였을 때 보행능력과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으로 인
한 보행 장애가 생긴 환자에게 복부압박벨트를 통한 체간 안정
성을 증진 시킨 상태로 트레드밀 보행훈련을 하였을 때 보행능
력과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복부압박벨트
착용 시 트레드밀 훈련이 보행능력과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평균값을 측정값으로 사용하였다.
(2) 일어선 후 걸어 다녀오기 검사 (Time Up and Go test,
TUG)

일어선 후 걸어 다녀오기 검사는 동적 균형, 회전하여 이동하
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사용하였고, 의자에 앉은 후 서서 3m의 평지를 걷고 반환점을
돌아 다시 의자에 서 있는 자세에서 의자에 앉는 자세로 시간
을 측정하였다.
(3) 10m 걷기 검사 (10Meter Walking test, 10MWT)

10미터 걷기 검사는 보행 속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10미터를 측정 후 시작지점과 종료지점에 테이프를 이용하여
표시하고 시작지점에 2미터를 더하고 종료지점에 2미터를 추
가하여 총 4미터를 더한다. 측정은 가속과 감속 구간이 추가된
시작지점과 종료지점의 2미터를 제외하여 실시하였다.
(4) Biodex gait trainer 2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Y요양병원에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중인 성
인 편마비 환자 중 연구의 내용을 이해하고 실험 참여에 동의
한 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은 무작위 방법을 통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각 12명과 13명으로 배정되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뇌졸중 발병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독립 보행
이 가능한자, 30분 이상 트레드밀 훈련이 가능한자, 한국형 간
이정신 상태 판별검사 점수가 24점 이상인 환자,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호흡 계 질환이나 정형외과적 질환이
없는 자,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였다. 최초 25명이 모집되
었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에 각 12명, 13명으로 무작위 배정되
었으나 훈련 도중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각 한 명씩 퇴원과 발
목 통증으로 인하여 탈락 하였다. 최종적으로 복부압박벨트 트
레드밀 훈련군 11명, 일반 트레드밀 훈련군 12명이 본 연구에
참여 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기 전 모든 대상자들에게 연구 절
차와 안정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모든 대상자들은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2. 평가 도구 및 측정방법
(1) 기능적 팔 뻗기 검사(Functional Reach Test, FRT)
기능적 팔 뻗기 검사는 동적 균형검사를 위해 사용하였으며 피
검자가 서서 한쪽 팔의 수평을 유지한 채 평행하게 팔을 앞으
로 뻗도록 하여 뻗은 거리(cm)를 측정하였으며, 3회 측정치의

보행훈련 용 트레드밀(Gait Trainer 2,Biodex Medical System
-USA 2010)을 사용하였으며, 속도는 본인이 가능한 가장 빠른
걸음 속도로 시작하고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평가하였으며, 보
행 속도(walking speed), 체중 지지 시간(gait symmetric),
환측 보폭(affected side step length)을 측정 하였다.
(5) 한국판 낙상 효능감 척도(Falls Efficacy Scale-Korean
version, FES)
낙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FES는 13개 항목으로
숫자가 클수록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커 낙상관련 자기 효능감
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3. 연구절차 및 중재방법
각 연구 대상자들의 배정은 무작위 배정하였으며, 두 군 모두
일반적인 물리치료를 실시하면서 각 복부압발벨트 후 트레드밀
훈련과 일반 트레드밀 훈련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각 훈련은
주 3회 30분씩 6주간 실시하였다.
복부압박벨트 트레드밀 훈련군은 복부압박벨트를 착용 전
에 PBU(pressure biofeedback unit)를 복부에 착용 후 복
부 압박 벨트를 착용하고, PBU의 압력은 70mmHg으로 조절
하여 트레드밀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PBU의 압력은 매주
5mmHg씩 감소시켜 훈련을 실시하였고, 트레드밀 속도는 1주
마다 가능한 가장 빠른 걸음 속도를 측정 후 1주 동안 그 속도
유지하였다. 이 때 가장 빠른 속도는 비정상적인 사지의 정렬
이나 이상 보행이 나타나지 않는 속도로 하였다. 대조군은 특
별한 도구 없이 단순 트레드밀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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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과 마찬가지로 1주마다 본인이 가능한 가장 빠른 걸음
속도를 측정 후 1주 동안 그 속도를 유지하였다. 낙상을 예방하
기 위하여 트레드밀 훈련 중에는 환자 2명당 1명의 치료사를
배정하였으며 비정상적인 사지의 정렬이나 이상 보행이 나타나
면 그 즉시 멈추어 안정을 시킨 후 다시 훈련을 실시하였다.
4. 분석방법
대상자들의 결과 값은 통계프로그램 PASW 18.0을 사용하였
으며,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기술 분석을 이용하여 평균
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정규성 검정을 위해서 ShapiroWilk test를 사용하였고, 복부압박벨트 트레드밀군과 일반 트
레드밀군 모두 각각의 중재 전·후 값을 비교하기 위하여 대응
표본 t-검정을 사용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변화량 비교를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α =
.05 수준으로 하였다.

III. 결과
1. 대상자 특성
표 1과 같이 나이, 신장, 몸무게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
질성을 나타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
APBT
(n=11)

GT
(n=12)

P

age(years)

52.63±8.96

55.91±13.02

.487

height(cm)

169.09±6.82

170.88±7.89

.566

Weight(kg)

66.58±11.09

65.42±10.95

.804

APBT - abdominal pressure belt treadmill group
GT - general treadmill group

2. 동적 균형 능력 비교
표 2와 같이 3TUG의 변화량 비교에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없었고 FRT의 변화량 비교에서는 복부압박벨트 트레드밀
훈련군이 더 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Table 2).
3. 한국판 낙상 효능감의 비교
Table 3과 같이 FES 변화량비교에서 복부압박벨트 트레드밀
훈련군이 더 큰 유의한차이가 있었다 (p<.05) (Table 3).
4. 보행 능력 비교
Table 4와 같이 보행속도(walking speed), 확측 보폭
(affected side step length), 체중지지율( gait symmetric)
변화량 비교에서는 보행속도(walking speed)는 두 군간에 유

Table 2. Comparison of dynamic balance and gait between APBT and GT group (N=20)
APBT (n=11)

TUG
(Sec)

FRT
(cm)

GT (n=12)

pre

23.97±8.44

22.49±14.32

post

20.84±8.08

20.90±14.68

p

0.001

.038

Rate of change (%)

3.12±2.23

1.58±2.33

pre

18.31±10.93

23.21±7.25

post

26.23±6.63

5.23±6.63

p

0.001

0.002

Rate of change(%)

－8.96±6.72

－3.01±2.63

p

.121

.010

TUG - time up and go FRT - Functional Reach Test

Table 3. Comparison of FES between APBT and GT group (N=20)

FES

APBT (n=11)

GT (n=12)

pre

54.09±24.61

43.33±26.35

post

36.09±20.89

40.17±24.33

p

.000

.042

Rate of change(%)

18.00±10.00

3.17±4.76

p

.001

FES - falls efficacy scale-korean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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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walking ability between APBT and GT group (N=20)

walking speed
(Sec)

affected side step
length
( cm )

gait symmetric
(%)

APBT (n=11)

GT (n=12)

pre

0.46±0.23

0.59±0.35

post

0.52±0.22

0.65±0.38

p

.018

.001

Rate of change(%)

－0.06±0.07

－0.05±0.04

pre

37.18±9.23

40.42±13.60

post

43.64±9.71

43.42±13.30

p

.000

.008

Rate of change(%)

－6.45±2.50

－3.00±3.21

pre

44.09±3.04

46.00±2.73

post

47.55±2.46

46.92±2.02

p

.000

0.34

Rate of change(%)

-3.45±1.75

－0.92±1.31

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5), 환측 보폭(affected side step
length), 체중지지율(gait symmetric)에서는 복부압박벨트 트레
드밀 훈련군이 더 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Table 4).

IV. 고찰
본 연구에서는 보행훈련을 실시 할 경우 체간의 안정성과 복부
의 근 수축을 증진 시켰을 때 더 효율적으로 보행 훈련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복부압박벨트를 통하여 체간의 안정성과
복부의 근 수축을 증진 시킨 복부압박벨트 트레드밀 훈련군과
그렇지 않은 일반 트레드밀 훈련군으로 나누어 6주간 주 3회
30분씩 훈련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보행 및 균형 능력을 위해서 TUG, FRT와
Biodex gait trainer 2를 이용한 보행 속도(walking speed),
환측 보폭(affected side step length), 체중지지율(gait
symmetric)을 이용하여 평가하였고, 낙상 평가를 위하여 FES
를 이용하였다. 실험 전, 후에 두 군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며, 실험 후 비교에서는 TUG와 보행 속도(walking speed)
에서 두 군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FRT, FES, 환측 보폭
(affected side step length), 체중지지율(gait symmetric)은
실험군이 더 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옥경13)은 뇌졸중환자들이 움직임 시 체간 안정화 근육이
선행적으로 적절히 작용하지 못하면 체간 안정성이 제공되지
않아 자세조절에 어려움을 가지며 일상생활동작과 자세조절 시
가장 먼저 선행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김은자14)와 안선
용15)은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체간 안정성 강화

p

.812

.010

.001

운동 전, 후에서 각각 균형능력과 BBS가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보고 하였다.16) Mok NW17) 등은 복근과 체간 근이 체간 하부
안정성과 관계가 있고, 체간의 움직임과 자세조절에 중요하다
하였고 Suputtitada18) 등은 하지 대칭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하
지 안정성이 증가되어 균형능력의 향상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동적 균형 능력을 평가하는 3TUG와 FRT에서 복
부압박벨트 트레드밀 훈련군과 일반 트레드밀 훈련군 모두 유
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복부압박벨트 트레드밀 훈련군에서 더
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복부압벨트를 통한 체간의 안정성
과 근 수축이 증가된 상태에서의 보행훈련이 체간의 자세조절
과 하부의 안정성에 기여하여 효율적인 보행훈련이 가능하여
보행 시 균형능력이 증진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의 재활병원의 낙상 발생률은 입원환자의 20%이고19),
장기 요양시설의 입원의 40%는 낙상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뇌졸중 환자의 약 30~40%가 낙상을 경험한 것을 고려할 때
낙상은 뇌졸중 환자의 주요 문제이다.20) Marigold21)은 연구에
서 뇌졸중 환자의 낙상이 기립 시 체중의 비대칭과 자세 동요
가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고 하였고, Ryerson22)은 뇌
졸중 환자의 체간은 측방 굴곡되어 후방 경사가 되며 요부는
편평해지고 흉부는 과도하게 굴곡 되는 비대칭적인 자세가 된
다고 하였다. Karatas23)은 이러한 자세로 체간 조절이 어렵게
되어 체간의 불안정성이 증가 하게 되며 체간과 상, 하지의 분
리운동을 어렵게 하여 상지 기능과 보행 장애의 원인이 되고,
균형 능력이 감소되어 낙상의 위험도가 높아져 독립적인 일상
생활동작에 장애를 주게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환자의
일상생활과 낙상을 평가를 위하여 한국판 낙상 효능감 평가를
이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복부압박벨트를 이용한 트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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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군에서 더 큰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복부
압박벨트가 체간의 비대칭적인 자세와 불안정성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보행훈련이 가능하도록 한 것 이라고 사료된다.
24)
김현희 은 트레드밀 보행 훈련이 일반적 지면 보행 훈련보
다 보행속도를 증가시켜 보행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Biodex gait trainer 2을 이용한 보행 속도
(walking speed), 환측 보폭(affected side step length), 체
중 지지율(gait symmetric) 평가에서 복부압박벨트 트레드밀
훈련군과 일반 트레드밀 훈련군 모두 훈련 전, 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환측 보폭(affected side step length), 체중
지지율(gait symmetric) 평가에서 복부압박벨트 트레드밀 훈련
군에서 더 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복부압박벨트가 체간의 안
정성에 영향을 주어 더 대칭적인 보행훈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25)
26)
것으로 보인다. 주정열 과 김대환 등에서 체간의 강화가 보
행속도의 향상을 가져온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실험 후 두
군간에 보행속도(walking speed)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보아 복부압박벨트는 체간의 강화를 이끌어 내지 못 하기 때
문에 보행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진행에 있어서 몇 가지 제한 점이 존재하는데,
우선, 대상자 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뇌졸중 환자 전체를 일반
화 할 수 없었으며, 연구기간이 짧아 일시적인 효과인지 장기
적인 효과인지 알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훈련 기간이 6주
간 주 3회 30분으로 적은 기간 동안 실시 하여 영향이 적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일반적인 물리치료 환경을 제외한 일상생
활 환경을 통제하지 못 하였고, 트레드밀 훈련 시 복부압박벨
트를 이용하였을 때 압력에 따른 체간 근력의 변화, 보행의 변
화에 따른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보았을 때 복부압박벨트를 착용
후 트레드밀 훈련을 하였을 때 체간의 안정성과 대칭성을 잡아
주어 더 효율적이고 대칭적인 보행 훈련을 가능하게 하여 동적
균형과 대칭적 보행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로 인
한 보행능력 증진으로 낙상 효능감에도 도움을 주어 적극적인
일생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임상에
서는 환자의 효율적인 보행과 대칭적인 보행을 위해서 편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환자의 자신감 상승과 이로 인한
삶의 질 상승,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라
고 사료된다.
향후 본 연구에서의 연구 기간과 훈련 기간을 길게 하고
추적관찰을 통하여 변화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복부압
박벨트를 통한 트레드밀 훈련이 체간의 근력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보행의 변화 역시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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