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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뇌졸중으로 인한 성인 편마비 환자의 계단 높이에 따른 보행 훈련을 통하여 균형과 근활성도 변화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뇌졸중으로 진단받은 편마비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5cm, 10cm, 15cm 높이의 계단 보행 훈련군으로 나누어 계단 보행 훈련
을 실시하였으며, 임상적 균형능력 측정도구인 Berg Balance Scale(BBS), Timed up and go(TUG), Functional Reach Test(FRT)
와 근활성도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균형변화에서는 세 군간 계단 보행 훈련 전과 후의 균형 변화량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으나(p>.05), 10cm 높이 계단 보행 훈련군에서 가장 큰 변화량을 보였다. 근활성도변화에서는 계단 오르기시 
10cm 높이 계단 보행 훈련군에서 넙다리곧은근, 넙다리두갈래근, 장딴지근, 15cm 높이 계단 보행 훈련군에서 모든 근육들이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5), 계단 내리기시 근활성도 변화에서는 5cm 높이계단 보행 훈련군에서 앞정강근와 장딴지
근, 10cm 높이 계단 보행 훈련군에서 모든 근육들이, 15cm 높이 계단 보행 훈련군에서 넙다리두갈래근, 앞정강근, 장딴지근이 통
계학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 따라서, 높이에 따른 계단 보행 훈련은 편마비 환자의 임상적 균형 능력과 근활성도를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10cm 높이 계단 보행 훈련군에서는 다른 높이의 계단 보행 훈련군에서 보다 약간 상대적
인 증가를 보였다.

I. 서론 

  계단에서의 보행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흔히 접하게 되
는 활동으로[4], 균형능력이 저하된 편마비 환자들에게는 

계단 보행을 원만히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며[2], 지속
적인 계단 보행 훈련을 통해 편마비 환자의 낙상사고의 비
율을 줄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 지금까지의 계단 보행에 관한 연구들은 정상 성인이
나, 노인을 대상으로 주로 계단 보행시 나타나는 역학적 
변화나 운동패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3][5], 하

지 손상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계단 보행훈련이
나 계단 높이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들의 다양한 계

단 높이에 따른 보행훈련을 통하여 균형변화와 근활성도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뇌졸중으로 진단받고 ○○병원에서 신경계 물리치료를 
받는 편마비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들

은 뇌졸중 후 24개월 이후에 지팡이 없이 독립적으로 보행
이 가능한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로 하였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Group 5SG(n=10) 10SG(n=10) 15SG(n=10) p

Gender
Male : 7

Female : 3

Male : 7

Female : 3

Male : 7

Female : 3

Age(years)

(Mean±SE)
59.20±3.51 57.40±3.28 56.00±2.88 .246

Height(cm)

(Mean±SE)

163.00±2.7

0
162.9±2.44 164.50±2.91 .111

Weight(kg)

(Mean±SE)
61.10±3.41 60.80±2.32 63.10±2.91 .184

 

2. 실험 방법

  실험 대상자들은 관절가동운동, 근력강화운동, 신장운

동으로 구성된 일반적인 신경계 물리치료 후 각 훈련군 별
로 5cm, 10cm, 15cm 높이의 계단 보행 훈련을 1회(매회) 
30분씩 주 4회 6주간 실시하였다.

3. 측정 방법

3.1 균형 측정

  계단보행 훈련 전과 후의 균형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임상적 균형 측정 평가 도구인 Berg Balance Scale(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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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척도 검사),Timed up and go Test(TUG)검사, 
Functional Reach Test(기능적 전방 팔 뻗기 검사)를 사

용하여 변화량을 측정하였다. 

3.2 근활성도 측정

  계단 보행 훈련 전과 후의 하지 근육의 활성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MP150(Biopac System, USA)을 이용하

여, 마비측 하지의 넙다리곧은근(rectus femoris), 넙다리
두갈래근(biceps femoris), 앞정강근(tibialis anterior), 
장딴지근(gastrocnemius)의 근활성도를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표준화하기 위하여 측정된 raw data를 
실효치(Root Mean Square: RMS)로 변환하고, 평균 근활
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처음 1초와 마지막 1초는 제외한 

동작 중간 3초간의 측정치 값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얻어
진 RMS값을 최대 등척성 수축값(MVIC)으로 각각 나누
어 0-100%의 범위를 갖는% MVIC값으로 정규화

(normalization)하였다. 

4.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SPSS 17.0 for windows을 이용하여 측정된 

모든 변인에 대하여 평균과 표준오차를 산출 하였다.세 군
간의 실험 전에서 실험 후의 변화된 정도 차이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을 실시하였으며,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a=.05로 설정하였
다.

Ⅲ. 연구 결과

1. 균형의 변화

표 2. 각 군의 계단보행훈련 전과 후의 균형 변화 차이

Pre-Post 5SGT 10SGT 15SGT

F PMean±SE Mean±SE Mean±SE

BBS

(score)
2.90±0.23 2.68±0.53 2.64±0.33 2.88 0.73

TUG

(second)
1.82±0.50 2.44±0.68 1.36±0.27 1.09 0.34

FRT

(cm)
1.51±0.24 2.68±0.53 2.64±0.33 0.96 0.90

5SG: 5cm stair gait training group 10SG: 10cm stair 
gait training group 15SG: 15cm stair gait training group 
** p<.01, * p<.05 
  
  계단 보행 훈련 전과 후의 균형 변화 차이에서는 Berg 

Balance Scale(BBS), Timed up and go(TUG), 
Functional Reach Test(FRT)의 세 군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p>.05), 10cm 높이 계단 보행 훈련군

에서 가장 큰 변화량을 보였다.

2. 근활성도의 변화

표 3. 각 군의 계단보행훈련 전과 훈의 근활성도 변화 차이
(Unit: MVIC%)

Pre-Post
Mus
cle

5SG 10SG 15SG

t pMean±SE Mean±SE Mean±SE

AS

stair

RF 1.11±1.56 -1.34±1.75 1.68±0.91 1.21 0.32

BF 2.36±1.22 1.65±1.63 2.96±1.23 0.22 0.79

TA 0.27±0.91 0.72±1.30 2.34±1.48 0.75 0.47

GC 0.86±1.71 5.49±1.32 1.56±0.86 3.43 0.04*

DS 

stair

RF 1.01±1.36 5.59±0.71 0.82±1.79 3.91 0.32

BF -0.90±0.92 8.19±1.20 8.61±1.04 25.61  0.00**

TA 43.82±1.17 55.38±0.87 46.75±1.56 23.66  0.00**

GC  -10.43±1.08  -14.39±1.14  -9.67±0.70 6.47 0.05

 AS stair: Ascent stair  DS:  Descent stair  ** p<.01, * p<.05 

    계단 보행 훈련 전과 후의 근활성도변화에서는 계단 오
르기시 10cm 높이 계단 보행 훈련군에서 넙다리곧은근, 
넙다리두갈래근, 장딴지근, 15cm 높이 계단 보행 훈련군
에서 모든 근육들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며(p<.05), 계단 내리기시 근활성도 변화에서는 5cm 높이
계단 보행 훈련군에서 앞정강근와 장딴지근, 10cm 높이 
계단 보행 훈련군에서 모든 근육들이, 15cm 높이 계단 보
행 훈련군에서 넙다리두갈래근, 앞정강근, 장딴지근이 통
계학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 

Ⅳ. 고찰

  본 연구는 편마비 환자의 계단 높이에 따른 계단 보행 
훈련시 균형과 근활성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계단 보행 
훈련은 편마비 환자의 임상적 균형 능력과 근활성도를 변
화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10cm 높이 계단 보행 훈
련군에서는 다른 높이의 계단 보행 훈련군에서 보다 약간
의 상대적인 증가를 보였다. 이는 계단의 높이가 원만하여 
편마비 환자가 계단 보행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되며 그에 따른 안정적인 보행 훈련으
로 인하여 이러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Ⅴ. 결론

  편마비환자에게 10cm 내외의 높이에서 계단 보행 훈련
은 균형 능력 증가 및 근활성도 변화를 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편마비환자의 계단 높이에 따른 보
행 훈련에 관한 자료로써 제공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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