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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Boðy Weight Support Treadmill Training on Gait and 
Standing Balance in Patients With Hemiplegia 

Kim Myoung-jin, M.Sc., P.T. 
Dept. of Physic려 Therapy, Kangnung-Yeungdong College 

Lee Jeong-ho, B.H.Sc., 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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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weight support treadmill training is a new and promising therapy in gait 
rehabilitation of patients with hemiplegi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body weight support treadmill training on gait and standing balance in 
patients with hemiplegia. Eighteen patients with hemiplegia participated in the study. A 
10 m-timed walk test, measurements of step length and standing balance score were 
administered. Intervention consisted of body weight support treadmill training five 
times a week for 2 weeks. The data were analyzed by paired t-test. Body weight 
support treadmill training scoring of standing balance, step length and 10 m-timed 
walk test showed a definite improvement. Body weight support treadmill training offers 
the advantages of task-oriented training with numerous repetitions of a supervised gait 
pattern. The outcomes suggest that patients with hemiplegia can improve their gait 
ability and standing balance through body weight support treadmill training. 

Key Words: Body weight support treadr띠11 training; Gait; Hemiplegia; Standing b떠ance. 

1 . 서론 

뇌졸중 환자의 재활치료에서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환자의 걷기 능력 성취와 서기균형 

확립이다(김종만， 1995; Alexander 둥， 1991; 

Hesse 등， 1995; Malouin 둥， 1992). 이 러 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치료사들은 근력강화 

와 같은 전통적인 기능적 접근방법 (traditional 

functional approach) 또는 브룬스트룸 접근방 

법(Brunnstrom approach), 보바스 접근방법 
(Bobath approach)둥과 같은 신경촉진모델 

(neurofacilitation modeO을 적용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방법들은 복잡하고， 실제의 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Dickstein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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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Hesse 동， 1995; Tangeman 둥， 1990). 

최근 연구에서는 뇌졸중 등 균형과 걷기 능력 

이 감소된 환자들에게 과제지향 접근법 

(task-oriented approach)에 근거한 체중지지 

기구를 이용한 보행훈련이 제안되었다(Finch 

등， 1991; Hesse 둥， 1997; Miller 등， 2002; 

Norman 둥， 1995). 과제지향 접근법에 근거한 

연습은 수의적으로 약간의 근육활동만 있으딴 

환경과 개인의 의도Cintention)에 의미있는 운 

동과제를 연습함으로써 파제를 수행하는데 팔 

요한 근 수축의 유형(구심성， 또는 원심성 수 

축)， 운동속도 및 근육길이 에 적 합한 근육활동 

생성올 학습할 수 있다(김종만， :ID2). W:없g펴ord 

둥(1990)은 편마비 환자 4명올 대상으로 트레 

드밀훈련 결과 보장(step length)의 대칭성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Hesse 둥(1995) 

은 7명 의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단일실험셜 

계방법 (single-subject design)을 사용하여 체 

중지지 트레드밀훈련의 효과를 알아본 연구에 

서 보행능력은 더 높아졌으나 근력과 근긴장 

도에 는 변화가 없었다고 하였다. Miller 등 

18명올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가 

한 환자의 선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뇌졸중으로 인하여 편마비가 된 발병 

기간이 3개월 이상인 환자 

나.연구자가 지시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환자 

다. 독립적인 서기 자세를 30초 이상 지속 

할 수 있는 환자 

라. 보행 보조도구를 이용하거나 독립적인 

보행이 13 m 이상 가능한 환자 

마. 하지와 체간에 정형외과적 질환이 없 

는 환자 

사.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환자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는 2002년 12월 10일부터 12월 12 

일까지 위의 기준조건에 맞는 2명을 대상으 

로 예비실험을 시 행한 후 2002년 12월 13일 

부터 2003년 1월 15일까지 연구대상자 전원 

에 대하여 본 실험을 시 행하였다. 

(2002)은 2명 의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한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8) 

단일실험설계에서 체중지지 트레드밀훈련 후 

균형능력과 보행능력이 개선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전의 연구들은 대부분 단일실험설계 

들로 제한되어 있으며 균형능력 평가에서도 

서 열 척 도(or，버n떠 scale)만을 사용하여 왔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서기 균형척도는 동간척도 

Cinterval scale)를 사용하며， 단일실험셜계를 

탈피하고 집단비교실험을 통하여 체중지지 트 

레드밀훈련이 편마비 환자의 보행과 서기균형 

에 미치는 영향올 알아보고자 한다. 

n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뇌졸중으로 인하여 편마 

비로 진단받고 서울시 노원구 소재 한양재활 

의학과 의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트성 

나이(세) 

키 (cm) 

체중(kg) 

λ。}

마비측 

원인 

발병 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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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평균土표준편차 

남 10 
여 8 

왼쪽 9 
오른쪽 9 

뇌졸중 출혈성 7 
뇌졸중 허혈성 11 

3-6개월 3 
6-9개월 8 
9-127~월 3 
12개월 이후 4 

56.33土 1 1.90

163.97土8.68

61.90土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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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운동능력에 따라 10분이 안되더라 형， 보장， 보행속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 

도 훈련올 유지할 수 없으면 중지하였다. 훈 여 짝비교 t-검정 (paired t-test)을 하였다. 분 

련시작 시에는 대상자 체중의 40%를 체중지 석 시 유의수준 a=.05로 하였다. 

지하면서 보행훈련올 시작하였다. 이후 20%, 

0%로 점차적으로 체중지지를 줄여나갔다. 트 

레드밀의 속도는 최초 .22 nys에서 시작하여 

.33 nys, .44 ØYS와 같은 비율로 속도를 올혔다. 

트레드밀 체중지지의 감소는 대상자 훈련 시 

m. 결과 

1. 체중지지 트혜드밀훈련 전 • 후 서기 

균형 변화 

실험자의 관찰에 의한 판단으로 이루어졌다. 체중지지 트레드밀훈련 전 · 후의 서기균형 

실험자는 보행입각기 시 대상자의 마비 쪽 변화 비교에서 훈련 전 1684점에서， 훈련 후 

고관절이 신전되며 무릎의 굴곡이 없고， 발뒤 1175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표 

꿈치가 지변에서 잘 떨어지고， 체중부하가 충 2). 

분히 이루어진다고 판단될 때 체중지지 비율 

을 낮추었다. 트레드밀 속도의 증가는 대상자 2. 체중지지 트헤드멀훈련 전 • 후 환측 
가 2번째， 3번째 바우트에서 5분 이상의 운동 하지 보장벼율 변화 

을 지속하였을 때 속도를 증가하였다. 훈련 체중지지 트레드밀 훈련 전 · 후의 환측 하 

시 두 명의 치료사가 대상자의 보행훈련을 지 보장비율 변화 비교에서 훈련 전 73.11% 

도와주었다. 한 명의 치료사는 대상자의 마비 

쪽에 앉아 환자가 보행 시 환자의 보행패턴 

을 손으로 교정해주었으며， 한 명의 치료사는 

대상자의 뒤에서 대상자가 마비쪽으로 체중 

지지가 잘 되도록 유도하였다. 모든 훈련 동 

안 치료사는 적절한 음성명령과 실마리로 대 

상자의 정상 보행패턴을 촉진하였다. 

4. 분석방법 
체중지지 트레드밀 훈련전·후의 서기균 

표 2. 체중지지 트레드밀훈련 전 · 후의 서기균형 변화 

에서， 훈련 후 81.12%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5)，(표 3). 

3. 체중지지 트래드멀훈련 전 • 후 10m 
거리 보행속도 변화 

체중지지 트레드밀 훈련 전 · 후 10 m거리 

보행속도 변화 비교에서 훈련 전 .48 nys에서 

훈련 후 .58 nys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표 4). 

p 훈련 전/후 

훈련 전 

훈련 후 

평균±표준편차 

1684.00:!:552.97 

1175.00土519.85

t 

8.70 .00 

표 3. 체중지지 트레드밀훈련 전 · 후의 환측 하지 보장비율 변화 (단위: %) 

훈련 전/후 

훈련 전 

훈련 후 

차
-폈

 
-
빼
 
많
 

균
 -
끄
 찌
 

‘
평
-
겸
 이아
 

t p 

2.71 .02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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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체중지지 트레드밀훈련 전 · 후의 10m 거리 보행속도 변화 (단위: ØYS) 

훈련 전/후 

훈련 전 

훈련 후 

평균土표준편차 

.48土.32

.58土 .36

t p 

5.078 .00 

N. 고찰 

체중지지 트레드밀훈련은 환자 보행 중 체 

중감소 조절올 통하여 하지의 협웅훈동 조절 

을 촉진하고 자세지지를 제공한다. 체중지지 

감소는 보행 중 환자의 자신감을 높이고 보 

행에 필요한 근육사용을 최소로 하여 효과적 

인 운동전략(movement strategy) 발달올 가 

능케 한다(Finch와 Barbeau, 1986; Miller 둥， 

2002). Ma10uin 둥(1992)은 트레드밀훈련이 

환자들에게 동기부여와 트레드밀 위에서 보 

행속도를 유지하도록 하여 환자의 노력올 증 

가시킨다고 제안하였다. 체중지지 트레드밀 

훈련은 환자의 가능한 한 빠른 보행과 같은 

패턴으로의 많은 반복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 

에 운동학습 이론을 뒷받침한다(Hesse 둥， 

1앉E;Kc때re 1:앉X); s1nmr때y--Qrl{과 W oollacott, 
2001). 또한 트레이드밀훈련은 특정 과제연습 

(task-specific practice)은 아니 지 만 실 제 의 

보행환경과 유사한 과제지향 접근법( task-oriented 

approach) 이 다(Malouin 둥， 1992; Miller 둥， 

2002). 본 연구결과 체중지지 트레드밀훈련 

전 · 후의 서기균형， 환측 하지 보장비율， 10 

m 거리 보행속도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서기균형은 훈련 전 1684점에서 훈련 

후 1175점으로 감소가 일어 났고 환측 하지 

보장비율은 훈련 전 73.11%에서 훈련 후 

81.12%로 유의 한 증가가 있었다. 10 m 거 리 

보행속도 변화는 .48 m/s에서 .58 m/s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Waagfjord 둥(1990)은 연구 

디자인 A-B-A 연구를 통하여 편마비 환자 
를 대상으로 트레드밀훈련올 하였다. 그 결과 

보장의 대칭성은 개선되었으나 보행속도 둥 

은 차이가 없었다. Ma10uin 등(1992)은 급성 

기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한 5주 동안의 

트레드밀훈련을 통하여 급성기에도 체중지지 

트레드밀훈련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Hesse 둥(1994)은 9명의 편마비 환자를 대상 

으로 서열척도로 이루어진 보행명가와 운동 

기능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체중지지 트레드 

밀훈련 후 보행과 운동기능이 높아졌다고 하 

였다. Hesse 둥(1995)은 독립적인 보행이 불 

가능한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단일실험셜 

계 A-B-A 디자인을 통하여， A는 체중지지 

트레드밀훈련을 B는 보바스 물리치료를 시행 

하였다. 그 결과 체중지지 트레드밀훈련이 보 

바스 물리치료보다 보행속도에서 더 의미있 

는 효과를 보였다. Miller 등(2002)은 2명의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체중지지 트레드밀 

훈련과 체중지지 보행훈련을 시행하였다. 훈 

련 후， 2명의 환자 모두에서 보행속도는 개선 

되었으나 균형능력은 한 명의 환자만이 높아 

졌다. 이와 같이 면마비 환자에게 체중지지 

트레드밀훈련을 통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대부분 단일실험설계였으며 균형정도 

를 측정한 연구도 미약한 실정이다. 본 연구 

는 집단비교실험으로 셜계되었으며， 실험결과 

체중지지 트레드밀훈련이 편마비 환자의 보 

행과 서기균형에 효과적임을 제안한다. 본 연 

구는 한양재활의학과 의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 중 본 연구의 선정조건에 충족하 

는 일부 환자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 

다. 또한， 환자의 자발적인 회복， 일반적인 물 

리치료의 효과 둥과 같은 외적요인올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모든 뇌졸중 환자 

전체에게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는 제한점이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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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앞으로는 체중지지 트레드빌훈련과 같 

은 과제지향 접근법보다 환자 실제의 보행상 

태에 가까운 특정 과제연습에 의한 보행훈련 

의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 

란다.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체중지지 트레드밀훈련 

이 편마비 환자의 보행과 서기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서울시 노원구 소재 

한양재활의학과 의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있 

는 환자 중 뇌졸중으로 인하여 편마비로 진 

단받은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체중지지 트레 

드밀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 전 · 후 비교에 

서 서기균형， 환측 하지 보장， 비율 10 m 거 

리 보행속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볼 때 체중지지 트레드밀 훈련 

이 편마비 환자의 보행과 서기균형에 효과적 

임을 제안한다. 

언용문헌 

김종만. 시각 및 청각되먹임올 통한 하지 체 

중이동훈련이 편마비 환자의 보행특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김종만. 강직성 환자에서의 근력강화 운동과 

기 능적 인 변화. 한국전문물리 치 료학회 

제33차 연수교육집. 2002:19-31. 

Alexander NB, Schultz AB, Warwick DN. 

Rising from a chair: Effects of age and 

functional ability on performance 

biomechanics. J Gerontol. 1991;46:91-98. 

Dickstein R, Hochermann S, Pillar T , et 

a1. Three exercise therapy approaches. 

Phys Ther. 1986;66:1233-1238. 

Finch L, Barbeau H. Hemiplegic gait: New 

treatmnt s뼈맹es. Physiotherapy Canada. 

1986;38:36-40. 

Finch L, Barbeau H, Arsenault B. 

Influence of body weight support on 

norma1 human gait: Development of a 

gait retraining strategy. Phys Ther. 

1991:71:842-855. 

Hesse S, Bertelt C, J하mke MT, et 머. 

Treadrnill training with partia1 body 

W잉ght support compared with physio

therapy in nonambulatory hemiparetic 

patients. Stroke. 1995;26:976-981. 

Hesse S, Bertelt C, Schaffrin A, et al. 

Restoration of gait in nonarnbulatory 

hemiparetic patients by treadmill 

training with partial body-weight 

support. Arch Phys Rehabil. 1994;75: 

1087-1093. 

Hesse S, Helm B, Kraj띠k J, et a1. 

Treadmill training with partia1 body 

w뱉ht su야xnt: Influence of 뼈y weight 

release on the gait of hemiparetic 

patients. J Neurol R앙mbil. 1997;1l:1l-15. 

Kottke FJ, Lehman JF. Krusen ’s Hand 

book of Physica1 Medicine and 

Rehabilitation. Therapeutic Exercise to 

Develop Neuromuscular Coordination. 

4th ed. Philadelphia, WB Saunders, 
1990;19:452-479. 

Malouin F, Potvin M, Prevost J, et 머. 

Use of an intensive task-oriented gait 

training prograrn in a s하ies of patients 

with acute cerebrovascular accidents. 

Phys Ther. 1992;72:781-789. 

Miller EW, Quinn ME, Seddon PG. Body 

weight support treadmill and 

overground ambulation training for two 

patients with chronic disability secondary 

to stroke. Phys Ther. 2002;82:53-61. 

Norman K, Pepin A, Ladouceur M, et a1. 

- 34 -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10권 제1호 

KAUTPT Vol. 10 No. 1 2003. 

A treadmill apparatus and harness 

support for evaluation and rehabílitation 

of gait. Arch Phys Med Rehabil. 

1995;76:772-778. 

Shumway-Cook A, W oollacott MH. Motor 

αntrol: Theαy and Practical 와때i때(l1s. 

~ Extrrrrity Manipulation Skills: 

Changes Across the Life Span. 2nd ed. 

Balt:itmre, Williarns & wi파떠lS， 2001;16:387. 

Tangeman PT, Banaitis DA, Williams AK. 

Rehabilitation of chronic stroke patients: 

Changes in functional performance. 

Arch Phys Med Rehabil. 1990;71:876-880. 

Waagfjord ], Levangle PK, Certo CME. 

Effects of treadmill training on gait in 

a hemiparetic patient. Phys Ther. 

1990;72:781-793. 

X 

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