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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orrelations of the Trunk Control Test (TCT), Postural

Assessment Scale for Stroke (PASS-TC), and Trunk Impairment Scale (TIS) and to compare the TCT,

PASS-TC, TIS and its subscales in relation to balance, gait and functional performance ability after

stroke. Sixty-two stroke patients attending a rehabilitation program participated in the study. Trunk con-

trol was measured with the use of TCT, PASS-TC, TIS balance (Berg Balance scale; BBS), gait ability

(10 m walk test), functional performance ability (Timed Up and Go Test; TUG) and the mobility part of

the Modified Barthel index (MBI), Fugl Meyer-Upper/Lower Extremity (FM-U․L/E). The scatter-plot

(correlation coefficient) was composed for the total scores of the TCT, PASS-TC, and TIS.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impact of trunk control on balance, gait, and functional

performance ability. Twenty eight participants (45.2%) and twenty participants (32.3%) obtained the max-

imum score on the TCT and PASS-TC respectively; no subject reached the maximum score on the

Trunk Impairment Scale.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he TIS and TCT (r=.38, p<.01),

PASS-TC (r=.30, p<.05), TCT and PASS-TC (r=.59, p<.01).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BBS score (β=.420～.862) had slightly more power in predicting trunk control than the

FM-U․L/E, TIS-dynamic sitting balance, TUG and the MBI-mobility part. This study clearly indicates

that trunk control is still impaired in stroke patients. Measures of trunk control were significantly related

with values of balance, gait and functional performance ability. The results imply that management of

trunk rehabilitation after stroke should be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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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뇌졸중 후 편마비 환자들은 기능적 독립 수준 향상을

위해 일상생활 동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장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Verheyden 등, 2004; 2005). 대부분의 선행 연구 보

고에 의하면 재활치료는 주로 상․하지 기능 회복과 보

행 훈련 및 인지 재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체간 조

절 훈련은 무시되어 왔다(Verheyden 등, 2007b; 2008).

뇌졸중 환자의 선택적인 체간 조절 기능 상실은 마비측

상․하지 운동 기능 감소와 더불어 기동성의 저하, 신체

부정렬의 원인이 되며, 이차적으로 보행과 균형 조절의

장애, 상하지 운동 장애, 발성과 호흡조절, 삼킴, 언어 장

애를 수반 한다(Davies, 1990). 따라서 체간을 조절 할 수

있는 능력은 기립자세의 유지와 이동 및 일상생활동작에

필요한 신체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Dietz, 1992)

뇌졸중 환자의 기능적 독립 수준 향상을 위해 적절한 자

세 조절과 균형 조절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뇌졸중 후 기능적인 회복을 예측 할 수 있는 변수로 체

간 조절은 일상생활 동작과 기능적인 회복을 예측하는데

45%～71%의 설명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Duarte 등,

2002; Franchignoni 등, 1997; Hsieh 등, 2002). 임상에서

뇌졸중 환자의 체간 조절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등

속성 근력 검사(Karatas 등, 2004), 도수 악력계(Bohannon,

1995), 근전도 분석(Dickstein 등, 2004), 컴퓨터 단층 촬영

(Tsuji 등, 2003), 동작 분석(Messier 등, 2004) 등이 이용

되고 있다. 임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관절각도, 운동학적

분석, 근력, 움직임의 패턴, 근육 활성화의 세밀한 분석은

특정질환의 생역학적인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실

제 일상생활동작에 직면하여 일어나는 기능적인 수준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Benaim 등, 1999;

Verheyden 등, 2007a; 2007b). 또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정확한 데이터의 수집을 위한 능숙한 기술과 반

복적인 검사가 필요하고 평가자들 간의 데이터 결과에 대

한 해석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표준화된 임상 평가 도

구의 개발은 과학적인 접근과 임상에서의 접목을 위해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Verheyden 등, 2004; 2007a; 2008).

현재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세 조절

수행 평가 도구는 체간의 분리된 움직임과 같은 그 평

가 도구 항목 중 하나의 구성 요소를 점수화하여 사용

하고 있다. 예를 들어 Rivermead 운동 사정 척도

(Rivermead Motor Assessment; RMA)의 하지와 체간

항목(Lincoln과 Leadbitter, 1979), 운동 사정 척도

(Motor Assessment Scale; MAS)의 앉은 자세 균형

(Carr 등, 1985), Chedoke McMaster 뇌졸중 평가

(Chedoke McMaster Stroke Assessment; CMSA)의

자세 조절 항목(Gowland 등, 1993), 그리고 뇌졸중 장

애 평가 척도(Stroke Impairment Assessment Set;

SIAS)의 수직성, 맨손 복부 근력 검사(Liu 등, 2002)

항목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상 평가도구는 주로

3～5점 척도로 되어 있어 질적이고 양적인 평가가 불가

능하며, 기본적인 원리와 통계적인 특성의 언급 없이

사용되어 왔다(Benaim 등, 1999). 대부분의 평가 척도

들은 정적, 동적으로 앉기, 서기 자세 수행에 소요된 시

간을 평가하거나 각 단일 과제 수행 항목에 대한 총점

을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변별력 문제와 천장

효과를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

해 평가도구들은 단일과제 수행 평가가 아닌 과제 수행

의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Chien 등,

2007; Verheyden 등, 2004; Wang 등, 2004).

최근 연구에 의하면 체간 조절 수행 평가 도구로 체간

조절 검사(Trunk Control Test; TCT), 뇌졸중 자세 평가

척도-체간 조절(Postural Assessment Scale for

Stroke-Trunk Control; PASS-TC), 체간 장애 척도

(Trunk Impairment Scale; TIS)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

되고 있다(Verheyden 등, 2007b). TCT를 이용한 상․하

지 근력과의 관계(Collen과 Wade, 1990)와 기능적 회복

을 예측하는 인과관계 분석(Duarte 등, 2002;

Franchignoni 등, 1997)이 있었다. Hsieh 등(2002)은 뇌졸

중 자세 평가 척도(Postural Assessment Scale for

Stroke; PASS)의 12개 항목 중 체간 조절과 관련한 5개

항목을 추출하여 PASS-TC를 개발하였고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입증하였다. 또한 유병 기간에 따른 포괄적인

일상생활동작(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의 인과관

계 조사에서 PASSTC가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라고 하

였고(Hsieh 등, 2002), ADL의 추이 변화를 알아보는데

유용한 평가도구라고 하였다(Wang 등, 2005). Verheyden

과 그 공동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TIS는 뇌졸중 환자

(Verheyden 등, 2004), 다발성 경화증(Verheyden, 2006),

파킨슨씨병(Verheyden 등, 2007c)을 대상으로 신경계손

상환자들의 체간 조절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데 높은 신

뢰도와 타당도를 입증하였다. 뇌졸중 환자와 건강한 성인

을 대상으로 한 TIS비교에서 뇌졸중 환자의 체간 조절

수행 능력을 검사하는데 천장 효과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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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heyden 등, 2005). TIS를 이용하여 유병 기간에 따

른 ADL기능 변화를 파악하고(Verheyden 등, 2007a),

상․하지 운동 기능과 기능적 수행 능력 회복 패턴에 따

른 체간 조절 회복의 추이를 알아보는데 유용한 평가 도

구라고 하였다(Verheyden 등, 2008).

체간 조절 수행 능력과 보행 그리고 균형 및 기능적

수행 능력과의 관련성을 비교한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TCT는 기능적 독립 지수(Functional Independent

Measure; FIM)(r=.74), 버그 균형 척도(Berg Balance

Scale; BBS)(r=.76)와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보

행 속도(r=.65)(Duarte 등, 2002)와는 중간정도의 상관

관관계가 있었다. TIS는 바델 지수(Barthel Index;

BI)(r=.86)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고(Verheyden 등,

2004), PASS-TC는 BI(r=.89)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

으나 퓨글 마이어 운동 기능(Fugl Meyer-motor func-

tion; FM-MF)(r=.58)과는 중간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다

고 하였다(Hsieh 등, 2002). 이미 선행 연구들에서 상관

관계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었지만 체간 조절 수행 능력

과 보행, 그리고 균형 및 기능적 수행능력을 함께 분석

한 연구가 국외에서 미비하다. 국내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PASS(안승헌과 이제훈, 2009)와

TIS(서현두 등, 2008)는 한글로 번안하여 그 신뢰도를

입증하였으나 기능적 수행 능력 평가 도구간의 타당성

입증을 통한 임상 적용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

다. 또한 TCT, PASS-TC, TIS를 이용한 뇌졸중 환자

의 기능적 수행 능력에 대한 다각적인 비교 연구가 이

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체간 조

절 수행 평가 도구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체간

조절에 일반적인 특성과 균형, 보행 및 기능적 수행 능

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은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진단을 받

은 환자로 국립재활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편마비

환자 중 연구에 동의한 환자 62명을 대상으로 2009년 7

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선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편마비로 진단 받고 발병 후 3개월이 지난 뇌졸

중 환자

나. 지팡이 등 기타 보조도구의 착용유무에 관계없이

10 ⅿ 이상 보행이 가능한 환자

다. 하위 운동 신경 병변이 없으며 양 하지의 정형

외과적 질환이 없는 환자

라. 연구내용을 이해하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자

2. 측정도구

가. 체간 조절 검사(TCT)

Collen과 Wade(1990)가 개발한 TCT는 예측 타당도

에 있어서 빠르고 신뢰할만한 측정도구로 뇌졸중 환자

의 체간 조절 평가(심리측정)시 널리 사용되어 왔다

(Verheyden 등, 2004). TCT는 누운 자세에서 마비측과

비마비측으로 구르기, 누운 자세에서 앉기, 앉은 자세

(침상에서 30초 이상 두발이 지면에 닿은 상태)에서 균

형 잡기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소 0점에서

최대 25점으로 총 100점이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0점은 도움 없이 움직임을 수행 할 수 없고 12점은 비

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움직임을 수행 할 수 있으며

25점은 정상적으로 움직임을 수행 할 수 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체간 조절 수행 능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TCT의 입원 시 내적 일치도 크론바 알파는

.86, 퇴원시 .83이었고, 타당도에서 FM 총점과는

r=.76(p<.01), 입원시 FIM과는 r=.70(p<.01), 퇴원시

r=.79(p<.01)로 보고되었다(Franchignoi 등, 1997).

나. 뇌졸중 자세 평가 척도-체간 조절(PASS-TC)

PASS는 Fugl Meyer 균형 척도 항목을 수정 보안하여

뇌졸중 환자의 균형 측정뿐만 아니라 뇌졸중 환자의 자세

조절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Benaim 등,

1999; Mao 등, 2002). PASS는 3가지의 기본적인 자세(눕

기, 앉기, 서기)로 이루어져 있고, 자세 유지 5항목과 자세

변환 7항목으로 총 12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최소 0점에

서 최고 3점을 적용하여 총 36점이 만점으로 신뢰도와 타

당도(내적 일치도 크론바 알파는 .95, 측정자내․간 일치

율 카파지수는 각각 .72, .88, 타당도에서 FIM 총점과는

r=.75)는 높게 보고 되었다(Benaim 등, 1999; Liaw 등,

2008). 본 연구에서는 원본 PASS 12개 항목 중 Hsieh 등

(2002)과 Wang 등(2005)의 연구에 따라 체간 조절 항목

5개(지지없이 앉기, 누운자세에서 마비측과 비마비측으로

돌아눕기, 누운자세에서 테이블 가장자리에 앉기, 테이블

가장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눕기)를 사용하였으며, 만점은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체간 조절 능력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PASS-TC의 측정자간 일치율은 intra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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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coefficient(ICC)=.97, 내적 일치도 크론바 알파

는 ≥.93, 타당도는 Barthel Index(BI)와는 r=.89, FM-균

형과는 r=.73으로 보고되었다(Hsieh 등, 2002).

다. 체간 장애 척도(TIS)

TIS는 3가지 항목으로 최소 0점에서 최대 23점으로 이

루어져 있다. 마비측 하지위에 비마비측 하지를 교차시키

고 양발을 지면에 닿은 상태로 앉은 자세를 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정적 앉은 자세 균형 항목(7점), 체

간의 외측 굴곡을 통해 체간 상부와 하부의 분리된 움직

임을 평가하는 동적 앉은 자세 균형 항목(14점), 수평면에

서 견갑대와 골반대의 회전 움직임을 평가하는 협응 평가

항목(6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체간 조

절 능력이 좋은 것이다. 뇌졸중 환자(검사 재검사 신뢰도

는 ICC=.96, TIS와 Barthel Index(BI)는 r=.86, TCT는

r=.83)(Verheyden 등, 2004), 다발성 경화증(측정자간 신뢰

도는 ICC=.93,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ICC=.92)(Verheyden

등, 2006), 파킨슨씨 병 환자(TIS와 Unified Parkinson's

Disease Rating Scale(UPDRS)-part Ⅲ는 r=-.68, URDRS

Ⅱ-turning in bed와는 r=-.48)(Verheyden 등, 2007c)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라. 버그 균형 척도(BBS)

본 연구에서 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BBS를 이용하였

고 평가 항목은 크게 앉기, 서기 자세, 자세 변화의 3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소 0점에서 최대 4점을 적용

하여 14개 항목에 대한 총합은 5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균형 능력이 좋은 것으로 평가한다. 이 측정도구는 측정

자 내 신뢰도와 측정자 간 신뢰도가 각각 r=.99(p<.001)와

r=.98(p<.001)로써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Berg 등, 1989).

마. 10 m 보행 속도

보행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대상자 본인이 가장 안정하

다고 느끼면서 편하게 걷는 속도를 측정하였다. 10 m 걷는

속도를 1회 연습과정을 거친 후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

을 구하였다. 이 검사는 r=.97(p<.001), r=.95(p<.001)로 매

우높은 측정자간․내 신뢰도가 입증되었다(Hunt 등, 1981).

바. 일어나 걸어가기 검사(Timed Up & Go test; TUG)

기능적인 운동성과 이동능력, 균형을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검사로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실험자의

출발 신호와 함께 의자에서 일어나 3 m 거리를 걸어서

다시 되돌아와 의자에 앉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20초 이상이면 기능적인 운동 손상이 있음을 의미한다

(Podisadlo와 Richardson, 1991). 연속 3회 측정한 값의

평균을 측정값으로 사용하였으며, 측정자내 신뢰도는

r=.99(p<.001)이고, 측정자간 신뢰도는 r=.98(p<.001)로

신뢰할 만한 도구이다(Morris 등, 2001).

사. 수정된 바델 지수-이동 항목(Modified Barthel

Index-mobility item; MBI-이동 항목)

본 연구에서는 MBI의 총 10개 항목 중 4개의 이동

항목(화장실 사용, 계단오르내리기, 보행, 의자․침상이

동)을 이용하여 이동성을 평가하였으며, 50점이 만점이

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89(p<.001), 검사자간 신뢰

도는 r=.95(p<.001)로 알려져 있다(Granger 등, 1979).

아. 퓨글마이어 상․하지 운동 기능(Fugl Meyer-Upper․

Lower/Extremity Motor Function; FM-U․L/E-MF)

뇌졸중 환자의 상․하지 운동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Fugl Meyer 평가를 이용하였다(Fugl Meyer 등, 1975).

운동 기능 평가는 상지 운동 기능 66점, 하지 운동 기능

34점으로 최대 점수는 100점이다. 상지는 어깨, 팔꿈치,

아래팔, 손목, 손(손가락), 협응 능력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하지는 엉덩이/무릎/발목과 협응 능력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이 평가척도의 세분화된 항목은 3점 만점으

로 0점은 수행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1점은 부분적 수

행, 2점은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음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평가도구의 측정자 간 신뢰도는 r=.94, 측정자 내 신

뢰도는 r=.99로 높게 보고되었다(Duncan 등, 1983).

3. 분석방법

SPSS ver.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특성과

수행 점수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제시하였

고, 뇌졸중 환자의 체간 조절 수행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

여 각각의 체간 조절 수행 평가 도구의 총 점수를 산점

도로 표기하였으며, 그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스피어

만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체간 조절에 일반적 특성(연령,

진단명, 마비 유형, 유병일)과 균형(BBS), 보행(10 ⅿ 보
행 속도) 및 기능적 수행 능력(TUG, MBI-이동 항목,

FM-상․하지 운동 기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고자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

gression analysis)을 하였으며, 유의수준 α=.05로 하였다.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 17권 제 2호

PTK Vol. 17 No. 2 2010.

- 37 -

일반적 특성 구분 대상자수(%)

성별
남자 34(54.8)

여자 28(45.2)

20세～29세 2(3.2)

연령

30세～39세 1(1.6)

40세～49세 7(11.3)

50세～59세 14(22.6)

60세～69세 17(27.4)

70세 이상 21(33.9)

진단명
뇌경색 36(58.1)

뇌출혈 26(41.9)

마비유형
좌측편마비 27(43.5)

우측편마비 35(56.5)

유병일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10(16.1)

6개월 이상～1년 미만 33(53.3)

1년 이상 19(30.6)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2)

구분 평균±표준편차 범위

BBSa(점) 38.89±9.08 20∼54

10 m 보행속도(㎧) 18.12±6.51 9.12∼32.12

TUGb(sec) 19.04±6.92 7.70∼35

MBI-이동항목
c
(점) 40.31±7.20 22∼50

FM-상지 운동 기능
d
(점) 32.47±18.71 7∼66

FM-하지 운동 기능(점) 22.32±7.10 7∼34

TCT
e
(점) 90.74±10.19 59∼100

PASS-TC
f
(점) 13.48±1.43 10∼15

TIS-정적 균형
g
(점) 6.06±.79 5∼7

TIS-동적 균형(점) 5.29±2.48 0∼10

TIS-협응(점) 2.73±1.81 0∼6

TIS-총합(점) 14.08±4.33 5∼22
a
Berg Balance Scale,

b
Timed Up&Go test,

c
Modified Barthel Index,

d
Fugl Meyer,

e
Trunk Control Test,

f
Postural

Assessment Scale for Stroke-Trunk Control,
g
Trunk Impairment Scale.

표 2. BBS, 10 ⅿ 보행속도, TUG MBI-이동항목, FM-상․하지 운동기능의 기술 통계량 (N=62)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모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2. BBS, 10 ⅿ 보행속도, TUG, MBI-이동항목,

FM-상․하지 운동 기능의 기술 통계량

연구 대상자의 측정된 모든 평가 항목의 점수는 다

음과 같다(표 2).

3. 체간 조절 수행 평가 도구들의 산점도와

상관관계

TCT검사(100점 만점)에서 62명 중 28명(45.2%)이 만점

을 획득하였고, PASS-TC검사(15점 만점)에서 20명(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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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CT와 PASS-TC의 산점도.

2 2 2 2 2 23 4 5
N=28

그림 1. TIS총점과 TCT의 산점도.

2 2 2 5 2 2

N=20

그림 2. TIS총점과 PASS-TC의 산점도.

이 만점을 획득하였다. TIS총점은 TCT(r=.38, p<.01)와는

중간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PASS-TC(r=.30 p<.05)와는

낮은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TCT와 PASS-TC(r=.59, p<.01)

는 중간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었다(그림 1)(그림 2)(그림 3).

4. 체간 조절 수행 평가 도구들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의 다중 회귀 분석

TCT, PASS-TC, TIS-협응/총점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는 BBS(β=.420～.862)로 나타났고 TIS-동적

균형에서는 MBI-이동 항목(β=.556)이었으나 TIS-정적 균

형에서는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Ⅳ. 고찰

뇌졸중 후 앉은 자세 균형은 체간과 견갑대 근육의 양

측 지배에 의해 빠른 회복이 가능하나 독립적으로 정적이

거나 동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은 선행적 자세 조절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대다수의 뇌졸중 환자들은

체간 상·하부의 회전이 어려운데 이는 체간 근육의 마비

와 하지 근위부의 과긴장, 그리고 이와 관련한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기능적인 독립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Bohannon 등, 1995; Davis, 1990; Karatas 등, 2004).

본 연구의 목적은 체간 조절 수행 평가 도구들(TCT,

PASS-TC, TIS-총점)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체간

조절에 일반적 특성(연령, 진단명, 마비 유형, 유병일)과

균형(BBS), 보행(10 ⅿ 보행 속도) 및 기능적 수행 능력

(TUG, MBI-이동 항목, FM-상․하지 운동 기능)이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TCT검사(100

점 만점)에서 62명 중 28명(45.2%)이 만점을 획득하였고,

PASS-TC검사(15점 만점)에서 20명(32.3%)이 만점을 획

득하였다. TIS총점은 TCT(r=.38, p<.01)와는 중간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PASS-TC(r=.30 p<.05)와는 낮은 상

관관계가 있었으나, TCT와 PASS-TC(r=.59, p<.01)는

중간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었다(그림 1)(그림 2)(그림 3).

TCT와 PASS-TC 두 평가 모두 누운자세에서 마비

측과 비마비측으로 구르기, 누운자세에서 앉기, 앉은 자

세에서 균형 잡기, 앉은 자세에서 눕기로 유사하게 구성

되어 있고 그 내용상 뇌졸중 환자의 기능적인 추이 변화

에 따른 체간 조절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낮은 활동

수준으로 볼 수 있어 체간의 질적인 움직임을 평가 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Collen 등, 1990; Wang 등, 2005).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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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유의 변수 회귀방정식 회귀계수 β t Adj R2 F

TCT

BBS
62.607+.57×BBS+.17×FM-상지

운동기능

.566 .420 2.862**

.29 7.918**FM-상지

운동 기능
.165 .325 2.214*

PASS-TC

BBS

12.340+.10×BBS-.28×TIS-동적

균형-.06×TUG

.104 .560 3.574***

.46 10.700***
TIS-동적

균형
.278 .425 3.042**

TUG .063 .328 2.221*

TIS-동적

균형

MBI-이동

항목
-2.154+.20×MBI-이동 항목 .199 .556 3.843*** .29 14.770***

TIS-협응

BBS
-3.824+.12×BBS+.09×FM-하지

운동 기능

.118 .501 3.658***

.46 15.687***FM-하지

운동 기능
.093 .332 2.421*

TIS-총점
BBS

12.114+.39×BBS-.89×PASS-TC
.385 .862 5.957***

.50 18.109***
PASS-TC .887 .369 2.549*

*p<.05, **p<.01, ***p<.001.

표 3. 체간 조절 수행 평가 도구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다중 회귀분석

록 TCT는 심리측정학적인 특성을 반영하는데 충분히 입증

되었으나 도수 악력계를 이용한 체간 근력과는 중간 정도

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Bohannon, 1995), 만성 뇌졸중 환

자에게서는 민감도가 떨어진다고 보고되었다(Mudge 등,

2003; Verheyden 등, 2005). PASS-TC는 급성기 뇌졸중 환

자에게 민감도가 높으나 3개월이 지난 만성 뇌졸중 환자에

게서 민감도가 떨어진다고 보고되었으며, TCT, PASS-TC

두 평가 모두 천장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는 달

리 TIS검사에서 23점 만점 중 21～22점에서 4명(6.4%)이

최고 점수 이었다. Verheyden 등(2005)에 의하면 TIS점수

가 20점 이상이면 정상적인 체간 조절 수행 능력과 독립적

인 일상생활동작 수행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TCT와

PASS-TC는 급성기와 아급성기 환자에게 적용하는데 적합

하고 TIS는 천장 효과가 없음으로 유병기간에 관계없이 장

기간 추이 변화를 확인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체간 조절에 일반적인 특성과 균형, 보행 및 기능적

수행 능력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계

적 다중 회귀분석을 한 결과 TCT, PASS-TC, TIS-협

응/총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BBS(β

=.420～.862)로 나타났고 TIS-동적 균형에서는 MBI-이

동 항목(β=.556)이었으나 TIS-정적 균형에서는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iekstein 등(2004)

과 Duarte 등(2002)에 의하면 자세 조절 장애는 상․하

지 운동 기능과 기능 장애 그리고 균형과 유의한 관련

이 있으며,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보행 기능에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Karatas 등(2004)은 체간

의 굴곡과 신전근력의 약화는 BBS와 유의한 관련이 있

으며, FIM의 이동 항목과도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

고, 컴퓨터 단층촬영에 의해 측정된 체간 근력은 FIM

점수와 보행 속도와도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

다(Tsuji 등, 2003). 본 연구에서는 TIS-동적 균형과

TIS-정적 균형 항목을 제외한 모든 체간 조절 수행 평

가에서 BBS가 가장 유의한 변수였는데, BBS는 특정

과제 수행에 필요한 체간의 근력과 관련한 정적이고 동

적인 균형, 다양한 체간과 자세 조절이 포함되어 있어

평가 항목의 내용상 TCT, PASS-TC, TIS 평가 항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CT와 PASS-TC 항

목에서 BBS는 각각 β=.420, .560으로 가장 영향을 주는

변수였고, TIS-협응과 총점에서도 BBS는 각각 β=.501,

.862로 가장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TCT

와 PASS-TC의 과제는 주로 시상면과 수평면에서의

움직임을 평가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TCT에서는

BBS다음으로 FM-상지 운동 기능이(β=.325) 부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Bohanno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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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이 지적한바와 같이 체간 근력과 마비측 상지의

운동 기능이 서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PASS-TC는 TIS-동적 균형(β=.278)과 TUG

(β=.328)변수가 부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PASS-TC의 과제 중 누운 자세에서 테이블 가장

자리에 앉기, 테이블 가장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눕기 항

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간의 분리된 움직임과 상․

하지 근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는 TIS-동적 균형 평가

에서 체간의 외측 굴곡을 통해 체간 상부와 하부의 분

리된 움직임을 평가하는 항목과 TUG검사(Millington

등, 1992; Thomas와 Lane, 2005)에서 의자에서 일어나

기와 3 ⅿ 보행 후 회전하여 제자리에 돌아온 후 앉기

에 필요한 복부 근력과 체간의 회전 근력이 요구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TIS-동적 균형에서 FM-상․하지 운동 기능은(각각

p<.31, p<.44) 제외되었으나, MBI-이동 항목이 가장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β=.556) TIS-동적 균형

과제는 마비측과 비마비측의 팔꿈치를 침대나 테이블에

접촉하고 제자리에 다시 앉거나 앉은 자세에서 마비측

과 비마비측의 하지를 바닥에 두고 교대로 골반을 들어

올리기와 같은 동작은 사지와 체간 하부 근력 및 보행

에 필요한 동적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 대상자

들의 BBS점수는 38.89점, FM-상지 운동기능은 32.47

점, 하지 운동 기능은 22.32점으로 TIS-동적 균형은 14

점이 만점인데 반해 5.29점으로 다소 수행 점수가 낮게

나타나 TIS-정적 균형(7점 만점에 6.06점), 협응(6점 만

점에 2.73점) 평가보다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BBS와 FM-상․하지 운동 기능이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TIS-동적 균형은 가장 고차원적인 동작이라

고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상 MBI-이동 항목(화장실 사

용, 계단오르내리기, 보행, 의자․침상이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는 반대로 TIS-정적 균형

은 TCT와 PASS-TC와는 달리 주로 정적인 자세를 평

가하는 것으로 TIS-동적 균형과 협응 항목보다 매우

높은 점수를 보여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나 가장 쉬운 평가 항목이라 할 수 있다. TIS-협응

은 수평면에서 견갑대와 골반대의 회전 움직임을 평가

하는 것으로 주로 외측면의 움직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상․하지의 분리된 움직임과 근력이 필요하

다(Verheyden 등, 2005). 본 연구에서는 FM-상지 운동

기능은 제외되었으나 FM-하지 운동 기능이(β=.332) 부

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지 근력의

약화와 마비 정도는 하지에 비해 더 심하며 실제로 두

발이 지면에 닿은 상태에서 머리를 고정하고 양측 어깨

를 앞쪽으로 6번 회전하는 동작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반면 양측 무릎을 회전하는 동작은 비대칭적이긴 하나

수행의 큰 어려움은 없었다. TIS-총점에서는 PASS-TC

(β=.369)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변

수간에 관련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뇌졸중 환자의 체간

조절 수행 능력에 균형 평가인 BBS가 가장 강력한 예

측 인자로 나타났고 FM-상․하지 운동 기능과 MBI-이

동 항목이 부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지 운동기능과 균형, 보행, 이동성은 체간 조절 수

행 능력과 유의한 관련이 있어 기능적 수행 능력 증진과

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뇌졸중 환

자의 체간 조절 수행 능력에 대한 재활 훈련이 강조되어

야 한다. 또한 기능적인 능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변화

의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찾아내어 집중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성공적인 재활을 이끌어 내는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표본 수가 작고

유병일에 따른 기능적 수행 능력에 따른 분포가 고르지

않아 분석에 오차를 주었을 수 있으며, 선행 연구와의

종합적인 비교가 이루어지 못하여 본 연구 결과를 일반

화할 수가 없었다. 또한 실제 체간 조절 수행 능력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임상 운동학적이고 정량적인 측정과

한정된 종속변수를 사용하였기에 본 연구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추후 뇌졸중 환자의 유

병일과 기능적 수행 능력 차이에 따른 체간 조절 수행

능력의 비교와 인과관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국립재활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

고 있는 62명의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체간 조절 수

행 평가 도구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체간 조절에

일반적인 특성과 균형, 보행 및 기능적 수행 능력이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

과 뇌졸중 환자의 체간 조절 수행 평가에서 TIS총점은

TCT(r=.38, p<.01)와는 중간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PASS-TC(r=.30 p<.05)와는 낮은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TCT와 PASS-TC(r=.59, p<.01)는 중간정도의 상관관

계가 있었다. 체간 조절 수행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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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요인으로 균형 능력인 BBS(β=.420～.862)이었

고 상․하지 운동 기능과 이동성이 부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의 체간 조

절 수행 능력과 균형 능력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

므로, 균형 훈련 촉진을 통한 체간 조절 수행 능력에

대한 재활 훈련은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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