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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is study addresses the effect s of treadmill training on hyperextended knee and
cadence in patient s with hemiplegia. A single subject research design with multiple
baselines across individuals w as used for the study . T wo patient s with hemiplegia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 T he experiment consisted of interventions where the
patients w ere asked to ambulate for 15 minutes at a comfortable walking speed on
the treadmill with 11% slope grade and w ere allowed to rest for 10 minutes.
Patient s, then, were asked to ambulated 20 meter s at w alkway . T he number of
occurrences of knee hyperextension and the total number of steps were recorded.
T he result s showed that the occurrence of knee hyperextension decreased by
approximately 30% after the fir st session of the treadmill training and continued to
gradually decrease during the following set s of treadmill training. Meanwhile, there
was a slight increase in the cadence to a negligible extent . T hese result s suggest
that the gait training on the sloped treadmill may be helpful for correcting the knee
hyperextension in patients with hemiple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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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뇌졸중은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 당뇨

등의 원인으로 뇌에 공급되는 혈류가 차단되

거나 뇌 조직의 출혈로 인하여 장애가 생기는

질병으로, 운동·감각 신경로가 손상을 입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뇌졸중 환자는 근 약

화(muscle weakness), 비정상적인 근 긴장

(abnormal muscle tone)과 비정상적인 움직

임 패턴(abnormal movement pattern )으로 인

해 운동조절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를 가지

게 된다(Sharp와 Brouwer , 1997). 이러한 이

유로 보행 , 계단 오르기, 일상생활동작 같은

기능적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제한되고,

적절한 재활 치료를 받은 환자일지라도 대

부분 장애(disability)가 남게 된다(Duncan,

1994; Langton - Hower , 1990). 뇌졸중 환자의

보행을 살펴보면 정상인과 다른 움직임을 보

이는데, 예를 들어 환측 다리의 입각기(stance

phase)에서는 고관절의 신전과 발목의 배측굴

곡이 어렵고, 0∼15 의 조절된 무릎 굴곡- 신

전운동 능력이 부족하며, 골반의 과도한 외측

이동이 나타나고, 환측에서 과도한 골반의 외

측 이동과 연관되어 건측의 과도한 골반 하향

경사를 보이며, 발끝떼기(toe- off)가 정확하지

않고, 발끝떼기 시의 무릎 굴곡이 어렵게 된

다(이충휘, 1999). 이러한 비정상적인 움직임

패턴 중 고관절의 신전과 발목의 배측굴곡 부

족, 무릎 굴곡- 신전운동 조절이 안되어 환측

으로 체중을 지지하게될 경우 무릎관절의 과

신전이 나타나게 된다(Sawner와 LaVigne,

1991). 무릎관절의 과신전은 비정상적인 보행

패턴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

간이 경과한 후에는 무릎관절 자체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과신전 교정은 편마비 환자의 보

행 훈련에서 중요하다. 임상에서 널리 시행되

는 과신전 교정 운동치료에는 환측 하지에 체

중을 완전히 싣고 단계적으로 무릎관절 굴곡

-신전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

편마비 환자들을 위한 재활치료에 있어서

보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보행이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에 있

어 기능적인 독립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요

소이기 때문이다(Davies, 1985). 보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보행을 보

이는 환자의 보행패턴과 원인을 분석하고, 치

료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편마비 환자의 보행 평가에는 보행

속도 (gait velocity ), 분속수 (cadence), 활보

거리 (str ide length), 보거리(step length), 보

폭(stride width)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Brandstater 등, 1983) 이러한 변수들 중에

서 분속수는 분당 발걸음 수를 말하는 것으

로 분속수의 증가는 편마비 환자의 보행 향

상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Burridge 등,

1997).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의 보행훈련

은 환자가 단순히 걷는데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행

이 되도록 해야 한다(Davis, 1985). 최근 들어

편마비 환자의 보행패턴을 증진시키는데 트

레드밀 훈련이 새로운 치료적 접근법으로 행

해지고 있다(Hassid 등, 1997; Hesse 등,

1999; Visintin 등, 1998). Waafjord 등(1990)

은 트레드밀 훈련이 편마비 환자가 보행하는

동안 환측 하지의 입각기를 길게 하여 건측

하지의 보거리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대

칭적인 보행패턴을 촉진시키는데 효과가 있

다고 하였다. Hesse 등(1999)은 편마비 환자

에게 있어서 부분적인 체중 지지로 트레드밀

훈련을 하는 것이 바닥에서 그냥 보행훈련을

하는 것보다 환측 하지의 체중지지 기간을

연장시키고 대칭적 자세를 향상시키며, 저측

굴곡 경직을 감소시켜서 종아리 근의 일정한

활동 패턴을 유발시켜서 균형훈련에도 도움

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부분적인 체

중 지지를 통한 트레드밀 훈련이 잘 걷지 못

하는 편마비 환자의 보행능력 향상을 가져왔

고, 경사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트레드밀 훈련

으로 편마비 환자의 보행패턴이 향상되었다

는 연구는 많지만 경사진 트레드밀 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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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마비 환자의 무릎관절 과신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

았다.

본 연구는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경사도

를 적용한 트레드밀 보행훈련이 보행 시 나

타나는 무릎관절의 과신전과 분속수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

였다.

Ⅱ . 연구방 법

1 . 연 구 대 상 및 연 구 기 간

본 연구의 대상은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진단을 받은 환자로 늘푸른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편마비 환자 2명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가한 환자는 다음의 선정조건을 기

준으로 선정하여, 모든 실험과정에 동의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환자였다. 연구기

간은 2000년 11월 20일부터 동년 12월 16일

까지 주 3∼4회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

한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뇌졸중으로 인하여 편마비로 진단 받

고, 발병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나. 의학적으로 혈압이나 심박동수가 안정

적이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다. 실내에서 보조기구 없이 독립보행이

가능한 자

라. 걸을 때, 환측 하지로 체중지지를 할

경우 무릎관절에서 과신전이 나타난

자

마. 트레드밀에서 500 m 이상 걸을 수 있

는 지구력을 갖춘 자

바. 하지의 경직은 Modified A shworth

Scale에 의해 G2 이하인 자

사. 하지의 감각손실이 없는 자

아. 하지에 관절 구축이 없고, 정형외과적

으로 문제가 없는 자

실험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자1은 두개내 출혈

로 인한 우측 편마비로 진단 받은 46세 남

성이었다. 뇌졸중 유병기간은 실험을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9개월이 경과하였으며, 하지

의 경직은 전반적으로 Modified A shworth

Scale에 의해 G1을 보였다. 연구대상자 2는

우측 중대뇌동맥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로 진단 받은 45세 여성이었다. 뇌졸중 유병

기간은 실험을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8개월

이 경과하였으며, 하지의 경직은 전반적으로

G1을 보였다(표 1).

2 . 연 구 설 계 방 법 및 신 뢰 도 측 정

본 연구설계는 사례 연구 방법 (single

subject design ) 중에서 실험대상자 간 다

중 기초선 연구(multiple baseline across

individuals design)이었다. 이 설계는 실험대

상자 2∼3명에 있어서 기초선을 측정하고 중

재 시기를 달리했을 때 대상자 간, 중재 전·

후의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한 실험설계이다.

먼저 기초선 기간에는 트레드밀 훈련 없이

미리 정해진 20 m의 거리를 환자가 편안한

속도로 걷게 하였다. 이때 걸린 시간과, 총 발

자국 수, 그리고 환측으로 체중을 지지했을

경우 무릎관절에서 과신전이 나타나는 횟수

를 측정하였다. 중재 기간에는 트레드밀 훈련

이 측정 전에 이루어졌다. 트레드밀 훈련 후,

기초선에서와 마찬가지로 20 m 보행 시 걸린

시간, 총 발자국 수, 무릎관절 과신전 횟수를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 성별 연령(세) 진단명 마비측 부위 유병기간(개월) 하지 경직

1 남 46 두개내 출혈 우측 9 G1

2 여 45 우측 중대뇌동맥경색 좌측 8 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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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관찰자 간 신뢰도 측정을 위해 각각의 실

험대상자에 대해 15회에 걸쳐 두 실험자가

동시에 관찰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일치도를

측정한 결과, 무릎관절에서 과신전이 나타나

는 횟수와 발걸음 수에서 100%의 일치율을

보였다.

3 . 측 정 도 구 및 측 정 방 법

본 연구에서는 무릎관절의 과신전을 측정

하기 위해 측각계(goniometer )를 이용하여

무릎관절의 신전 각도가 정상 범주인 180

이상이 나올 경우 측각계에 장착한 micro-

switch가 작동해서 불이 들어오도록 하는 기

구를 제작해서 사용하였다. 측각계는 환자의

환측 하지에 착용하였으며, 측각계의 한쪽 팔

은 외측과에서 비골두까지의 연장선에 적용

시키고 다른 쪽의 팔은 환자가 서 있을 때

대전자와 대퇴골의 외측상과를 연결한 선 위

에 부착하였다. 무릎관절의 축은 대퇴골의 외

측상과에서 지평면과 평행인 선 위에 위치하

도록 하였다. 실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환자의 하지에 무릎관절 축과 양쪽 팔의 위

치를 유성매직으로 표시하여 측정할 때 항상

일정한 곳에 착용하도록 하였다. 결과에 사용

되는 자료는 무릎관절의 과신전 횟수를 환측

하지의 체중지지 횟수로 나눠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분속수는 보행시간 동안의 발걸음 수를 의

미하는데, 초시계로 보행시간을 측정하고 분

당 발걸음 수(steps/ min )로 기록하였다. 보행

거리는 20 m의 구간을 표시해 놓고, 양쪽 끝

에서 1 m 되는 안쪽에 다시 선을 그었다. 처

음 보행을 시작할 때의 가속과 끝날 때의 감

속을 실험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하여 양쪽 1

m는 측정에서 제외시켰다. 미리 선을 그어

놓은 중심선 중 안쪽에 발이 처음 닿는 순간

부터 반대쪽 중심선의 바깥쪽에 발이 닿는

그 림 2 . 실험대상자 2명의 분속수

(A : 기초선, B: 트레드밀 훈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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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까지를 보행시간으로 정했다. 실험자는

환자에게 신발을 벗은 후 맨발 상태로 편안

한 속도로 걸으세요. 라고 지시한 후, 시작

이라는 명령으로 측정을 시작하였다.

4 . 트 레 드 밀 훈 련

Startrac 트레드밀(ET L Co. T r 4000

series. USA, 1997) 위에서 실험 전에 실험과

기계 자체에 익숙할 수 있도록 30초 간 경사

없이 연습하도록 했다. 치료를 시작하면서 트

레드밀의 속도를 천천히 증가시켜 환자가 편

안한 느낌을 갖는 정도의 속도를 맞추었다.

트레드밀의 경사 또한 환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경사도까지 증가시켰다. 경사도

백분율은 벨트 이동의 100 m 단위당 수직

상승의 양으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면, 10%

경사도라는 것은 트레드밀 위를 걷는 피험자

가 벨트 이동의 100 m 마다 수직으로 10 m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사도 백분율은 트

레드밀의 사인(sine) 각에 100을 곱한 값으로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실험을 통하

여 설정한 11%의 경사도를 적용하였다. 트레

드밀에서의 보행훈련은 실험대상자1의 경우

5회의 기초선 값을 측정한 후 6회기에서 시

작했고, 실험대상자2는 7회의 기초선 기간을

두고 8회기에서 시작했다.

환자가 치료기간 동안 보호 손잡이를 잡지

않도록 했지만 넘어질 위험을 느낄 때나 뒤

로 밀려날 경우 한 번씩 잡는 것은 허용하였

다. 트레드밀 훈련은 총 15분간 실시하였으

며, 훈련 후 환자를 손잡이가 있는 등받이 의

자에 앉게 하여 10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했

다.

5 . 분 석 방 법

본 연구결과의 분석을 위해 각 시기마다 1

회씩 무릎관절 과신전 횟수와 보행 시간을

측정하여 자료의 값을 얻었고, 평균값을 산출

그 림 1 . 실험대상자 2명의 무릎관절 과신전 비율

(A : 기초선, B: 트레드밀 훈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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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시각적인 분석(visual analy sis)을

위해 그래프를 사용하였다.

Ⅲ . 결과

그림 1은 2명의 실험대상자에 대한 기초선

과 중재기간 동안의 무릎관절 과신전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각 기간에서 무릎관절 과신전

비율 평균값은 실험대상자1의 경우 기초선에

서 99.0%, 트레드밀 훈련기간에서는 67.8%를

보였다. 실험대상자2는 기초선에서 99.3%, 트

레드밀 훈련기간에서는 76.4%를 나타냈다.

그림 2는 2명의 실험대상자에 대한 분속수

를 보여주고 있다. 각 기간에서 분속수 평균

값은 실험대상자1의 경우 기초선에서 60.0

steps/ min , 트레드밀 훈련기간에는 63.4 steps

/min을 보였으며, 실험대상자2는 기초선에서

87.2 steps/ min, 트레드밀 훈련기간에서는 87.3

steps/ min을 나타냈다.

Ⅳ . 고찰

Knutt son과 Richards(1979)는 무릎관절에

서 과신전을 보이는 경우는 주로 편마비 환

자가 보행하는 동안 나타난다고 하였다. 무릎

관절에서 과신전이 나타나는 원인들을 살펴

보면 넙다리네갈래근의 약화, 고관절의 후방

굴곡과 발목의 저측굴곡, 무릎 굴곡- 신전근

의 상반 신경지배(reciprocal innervation) 상

실, 무릎관절에서 고유수용성 감각기의 작용

저하 등을 들 수 있다(Davies, 1990). 이는

Sherrington (1913)이 밝힌 정상 상태에서 중

추신경계에 들어오는 여러 자극에 따라 주동

근, 길항근, 협력근이 상호작용 함으로써 적

절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상반신경지배가 손

상되었기 때문이다. 무릎관절의 과신전은 편

마비 환자의 보행과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보

행패턴을 일으키고 보행 속도와 분속수에 있

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편마비 환자의 재활과정 중 보

행훈련은 주로 평평한 치료실 바닥에서 이루

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트레드밀을 통

한 보행 훈련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Hesse 등(1999)은 트레드밀에서 보행훈

련을 실시한 환자군은 평평한 바닥에서 보행

훈련을 한 환자군보다 대칭적인 보행패턴을

보였고, 발목에서 저측굴곡근 경직의 감소와

균형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트레드밀의 벨트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환자의 양쪽 하지에서 입각기를 균등

하게 만들어서 대칭적인 보행패턴을 증진시

킨 결과 때문이라고 하였다. Winter (1989)는

트레드밀에서의 보행훈련이 편마비 환자의

체중지지, 발걸음(stepping),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트레드밀에서의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보행훈련이 환자의 자세 정립과 하

지의 체중지지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트레드밀 훈련으로 보행

훈련을 함으로써 치료사의 에너지 소모를 감

소시키고, 환자가 넘어지는 위험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 트레드밀 훈련

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Hassid

등, 1997).

본 연구에서는 무릎관절 과신전이 나타나

는 편마비 환자에게 트레드밀 훈련을 시행하

였을 때 무릎관절에서 과신전이 나타나는 비

율의 변화를 알아보고, 분속수의 변화를 훈련

전후에 비교하였다. 그 결과 경사진 트레드밀

훈련이 무릎관절에서의 과신전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

사진 트레드밀 훈련이 무릎과 발목관절 주변

근육들을 활성화시키고 단계적 움직임을 증

진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 Cipriani 등(1995)

은 10%의 경사도로 트레드밀 위에서 뒤로

걷는 훈련을 시켰을 때, 무릎과 발목관절에서

초기 접촉(initial contact ) 시 무릎의 굴곡과

발목의 배측굴곡이 증가하고, 근전도 검사에

서 무릎관절 굴곡-신전근의 활성도와 발목관

절의 장딴지근 활성도가 증가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Sherrington (1913)

이 주장한 것과 같이 경사진 트레드밀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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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통해 발목과 무릎관절 주위의 주동근,

길항근, 협력근이 일정한 활동 패턴을 유지하

면서 상반신경지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분속수에는 큰 변화

를 보이지 않았다. 실험대상자1의 경우 트레

드밀 훈련 전에는 평균적으로 60.0 steps/ min

이던 분속수가 트레드밀 훈련 후 63.4 steps

/ min으로 약간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것은

무릎관절의 과신전이 감소한 것과 비교해 결

과로 볼 때, 보행의 질이 향상되었으므로 보

행특성을 반영하는 변수 가운데 하나인 분속

수도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에는 어긋나는 결

과이다. 이런 결과의 원인을 살펴보면 연구를

시작할 때의 실험대상자들의 상태가 어느 정

도 회복 단계를 지난 이후로서 보행능력이

일정 수준에 이미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으로 회복기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

로 연구를 실시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제한점으로

는 측정도구의 민감성(sensitivity ) 문제이다.

연구를 위해 무릎관절에 부착시킨 측각계는

무릎관절의 과신전을 나타낼 수는 있었지만

정확한 부착이 힘들었고, 실험대상자가 보행

할 때 무릎관절의 축에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었는지 확인하는 장치가 준비되지 않았다.

이는 실험의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으

로 작용하였으리라 생각되어진다. 앞으로 트

레드밀 보행훈련의 효과에 대한 기전과 정량

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컴퓨터 화 된 보행 분

석기를 이용한 보행분석이나, 무릎관절 굴곡

-신전근과 발목관절 근육들의 활성도가 트레

드밀 훈련 전후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근전도를 이용한 보행분석이 시행되어

야 할 것이다.

Ⅴ . 결론

편마비 환자에 있어서 무릎관절에서 과신

전이 나타나게 되면 비정상적인 패턴이 강화

되고, 보행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트레드밀 훈련이 편마비 환자

의 무릎관절 과신전과 분속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2명의 실험대상

자들 모두 경사진 트레드밀 훈련 후, 무릎관

절에서 과신전이 현저히 줄어든 결과를 보였

고, 분속수는 약간의 증가는 있었으나 임상적

으로 큰 의미는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편

마비 환자의 보행 중 나타나는 무릎관절 과

신전을 감소시키는데 경사진 트레드밀 훈련

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해 준다. 앞

으로 연구대상자 수를 늘려서 트레드밀 보행

훈련의 효과에 대한 기전과 정량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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