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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피드백과 리듬청각자극을 통한 트레드밀 보행훈련이
뇌졸중 환자의 보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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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Background: Stroke patients show abnormal walking patterns due to brain injury. In order to have the

desired walking pattern, appropriate stimulation is required to activate the central pattern generator. For

this reason, our study performed treadmill ambulatory training with rhythmic auditory stimulation.

However we did not consider the influence of visual feedback.

Ob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gait abilities in chronic stroke patients

following either treadmill walking training with rhythmic auditory stimulation and visual feedback

(TRASVF) or treadmill walking training with rhythmic auditory stimulation (TRAS) alone.

Methods: Twenty-one stroke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 TRASVF group (10 subjects)

and a TRAS group (11 subjects). They received 30 minutes of neuro-developmental therapy (NDT) and

walking training for 30 minutes, five times a week for three weeks. Temporal and spatial gait parameters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training period. The Biodex gait trainer treadmill system measured

gait parameters.

Results: After the training periods, the TRASVF group showe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walking

speed, the step length of the affected limb, and time on each foot of the affected limb when compared to

the TRAS group (p<.05).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treadmill walking training with rhythmic

auditory stimulation and visual feedback improved individual gait ability more than the treadmill walking

training with rhythmic auditory stimulation alone. Therefore, visual feedback should be considered along

with rhythmic auditory stimulation training.

Key words: Gait; Rhythmic auditory stimulation; Stroke; Visual feedback.

Ⅰ. 서론

뇌졸중은 뇌혈관의 허혈성 혹은 출혈성 손상으로 인

해 나타나는 질환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며 신체

적, 심리적 장애를 유발한다(Peurala 등, 2007). 이러한

장애는 뇌졸중 환자의 보행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이는 독립적인 삶을 영위함에 있어 제한이 되며 사회와

보호자에 대한 부담과 의존을 가중시킨다(Lau와 M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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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뇌졸중 환자의 보행 특징을 살펴보면 강직과 근

육 반응의 변화에 의해 잔존하고 있는 근육만으로 움직

임을 조절하고 보행을 하게 된다(Ada 등, 2009). 이로

인해 보행동안 비마비측으로의 체중 지지에 따른 비대

칭적인 체중분포와 체중이동 능력 저하, 마비측과 비마

비측 보장의 차이, 보행속도의 감소 등을 관찰할 수 있

다(Eng와 Tang, 2007; Pizzi 등, 2007).

이러한 뇌졸중 환자의 비정상적인 보행패턴은 지역

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함에 있어 제한이 되기 때

문에 바람직한 보행패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

다(Hase 등, 2011). 뇌졸중 환자에게 동적이고 바람직

한 보행패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임상에서 주로 사용하

는 트레드밀에서의 보행훈련은 마비측 지지 시간의 증

가, 마비측과 비마비측 보장 차이의 감소, 족관절 강직

의 감소 등의 결과를 나타나게 되고, 이는 평지에서의

보행훈련 보다 보행속도의 향상, 보행거리의 증가의 결

과를 보이게 된다(Hase, 2011; Lewek 등, 2012). 트레

드밀에서의 보행훈련이 평지에서의 보행훈련과의 차이

를 보이는 이유는 트레드밀 발판의 변화에 따른 구심성

자극이 중추 유형 발생기(central pattern generator)에

직접 작용하게 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Park 등,

2015). 그러나 대뇌피질에 의존하여 보행을 하려는 경

향을 보이는 뇌손상 환자는 자동적이고 율동적인 보행

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트레드

밀 발판의 구심성 자극이 중추 유형 발생기를 자극한다

하더라도 척수상위수준(supraspinal region)에서의 자극

을 통한 대뇌피질의 의존을 줄여야 한다(Aaslund와

Moe-Nilssen, 2008; Bayat 등, 2005).

척수상위수준(supraspinal region)에서의 효과적인 자

극을 위하여 리듬청각자극을 이용한 뇌졸중 환자의 보

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Pelton 등, 2010; Roerdink 등, 2009). 리듬청각자극

(rhythmic auditory simulation, RAS)이란 일정한 리듬

으로 제공되는 청각자극을 통하여 뇌의 운동영역과 지

각영역을 동기화시키고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Thaut 등, 2007). 리듬청각자극이 귀를 통해 들어오면

수의 운동을 조절하는 하행경로인 망상척수로

(reticulospinal tracts)를 따라 중추 유형 발생기로 전달

되는 동시에 척수상위 청각 시스템(supraspinal audi-

tory system)을 통해 일차 청각 피질(primary auditory

cortex)로 전달되어 운동패턴을 시간적으로 구조화하고

조절하며 기능적인 운동수행을 도와 움직임의 시공간적

요소를 향상 시킬 수 있게 한다(Luft 등, 2004; Thaut

등, 2007).

리듬청각자극의 제공에 따른 보행훈련의 효과를 연

구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리듬청각자극을 제공하였을

때, 보행속도와 활보장, 보행의 대칭성이 증가되는 것에

따른 청각적 되먹임에 의한 치료 효과를 검증하였다

(Park 등 2015; Prassas 등, 1997; Schauer와 Mauritz,

2003; Thaut 등, 1997). 또한 뇌졸중 환자에게 리듬청각

자극 제공에 따른 트레드밀 보행훈련 시 팔과 다리의

협응력이 향상되고 골반, 흉부 회전의 증가를 보인다고

하였다(Ford 등, 2007; Roerdink 등, 2009). 이를 토대로

리듬청각자극을 이용한 트레드밀 보행훈련은 뇌졸중 환

자의 보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뇌졸중 환자의 경우 척수상위수준에서 감

각통합과 정보처리과정의 문제로 인해 리듬에 즉각적으

로 반응하는 것에 제한이 된다(Roerdink 등, 2009).

이러한 제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척수상위수준에서

보행을 조절 하는 것에 관여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시각은 뇌졸중 환자에게 특징적으로 나

타날 수 있는 감각저하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체 상

(body image)과 신체 도식(body scheme)을 형성하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이다(Sackley 등 1992). 시각을 통해

입력되어진 정보는 중추신경계에서 인지 기능이 이루어

지고 다른 감각영역과 통합되어 적절하게 운동을 조절

하게 된다(Bonan 등, 2004). 뇌졸중 환자의 보행훈련

시 시각적 피드백의 제공에 따른 효과는 이미 검증되었

다(Druzbicki 등, 2015; Hollands 등 2013; Khallaf 등,

2014). 이를 바탕으로 리듬청각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

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뇌졸중 환자에게 시각적 피드백

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보행능력 향상에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시각적 피드백이 리듬청각자극과 함께 중

추 유형 발생기를 효과적으로 활성화하는가에 대한 연

구는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리듬청각자극에 따른 트레

드밀 보행훈련 시 시각적 피드백의 유, 무에 따른 차이

를 비교하여 중추 유형 발생기를 효과적으로 자극하기

위한 시각적 피드백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리듬청각자극에 따른 트레드밀 보행훈련

시 시각적 피드백의 제공은 뇌졸중 환자의 보행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훈련 후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한

군에서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은 군과 비교하여

보행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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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SVFa(n1=10) TRASb(n2=11) p

Age (years) 52.8±10.7c 52.2±11.1 .898

Gender
Male

Female

6 (60%)

4 (40%)

6 (55%)

5 (45%)
.813

Time since stroke (month) 11±4 12.2±4.4 .525

Type of lesion
Hemorrhagic

Infarction

4 (40%)

6 (60%)

4 (36%)

7 (64%)
.872

Side of lesion
Right

Left

3 (30%)

7 (70%)

7 (64%)

4 (36%)
.136

Height (㎝) 167.5±9.4 164.1±9.3 .415

Weight (㎏) 64.1±6.8 67.8±12.4 .403
a
treadmill rhythmic auditory stimulation with visual feedback,

b
treadmill rhythmic auditory stimulation,

c
mean±

standard deviatio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1)

Ⅱ. 연구방법

1. 연구기간 및 연구대상

2017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전주 D재활병원에서

재활운동치료를 받는 뇌졸중 환자 중 연구의 목적을 이

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24명의 대상자에게

동의서를 받은 후 실시하였다. 제외조건에 포함되는 대

상자 3명을 제외한 총 21명의 대상자로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가. 뇌졸중 발병 후 6개월 이상 2년 미만인 자

나. 보조도구 없이 10 m이상 보행 가능한 자

다. 약시(amblyopia), 현훈(vertigo), 전정기능이상(ves-

tibular dysfunction) 등의 시각 및 청각에 장애가

없는 자

라. 하지에 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형외과적 문

제가 없는 자

마.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mini mental state ex-

amination-Korean; MMSE-K) 점수가 24점 이상

으로 치료사의 지시사항을 따를 수 있는 자

바. 6분 동안 걷기 후 혈압, 맥박, 호흡의 이상이 없

는 자

연구 대상자의 제외조건은 보행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뇌졸중 이외의 다른 신경학적 질환을 가진 자와 편

측무시를 가지고 있는 자, 본 연구에서 정한 트레드밀

보행훈련 이외에 트레드밀 훈련을 실시한 자는 제외하

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으며

두 집단 간 나이, 유병기간, 키, 몸무게의 일반적 특성

에는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2. 연구절차

연구대상자의 진단명, 나이, 성별, 손상 부위, 유병기

간 등을 대상자와의 면접과 의무 기록을 통해 조사하여

두 군 간의 동질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균형능

력의 측정을 위해 Berg 균형 척도(Berg balance scale;

BBS)와 Space balance 3D(CyberMedic, Iksan, Korea)

를 사용하여 정적서기 자세에서의 체중분포(weight dis-

tribution)를 측정하여, 균형능력이 유사한 대상자들을 짝

짓기 설계방법으로 각 군에 무작위 배정하였다. 시각적

피드백과 리듬청각자극에 따른 트레드밀 보행훈련 군

(treadmill rhythmic auditory stimulation with visual

feedback; TRASVF)은 10명이었다. 리듬청각자극에 따

른 트레드밀 보행훈련 군(treadmill rhythmic auditory

stimulation; TRAS)은 11명이었다.

두 군 모두 신경발달치료(neuro-developmental ther-

apy) 후, 30분으로 구성된 보행훈련을 실시하였고 주 5

회, 총 3주간 실시하였다. 보행훈련을 시작하기 전 대상

자들의 편안한 속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면에서 10 m

의 거리를 표시해 두고 편안한 속도로 걷도록 하여 초

시계로 측정한 후 대상자의 편안한 속도를 결정하였으

며, 훈련 전과 후 대상자의 보행능력 측정을 통해 보행

훈련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가. 시각적 피드백과 리듬청각자극에 따른 트레드밀

보행훈련

트레드밀 보행훈련은 Biodex gait trainer 2(Bio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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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Biodex gait trainer 2.

Medical System Inc, NY, U.S.A)에서 실시하였다. 시

각적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하여 Biodex gait trainer 2

의 바닥면을 통해 인식되는 대상자의 마비측과 비마비

측의 보장이 화면에 표시되도록 하였다. 보행훈련 간

리듬청각자극의 제공을 위하여 컴퓨터용 메트로놈프로

그램(Fretway Metro, Fretway, USA)을 이용하였다.

대상자는 무선 헤드셋을 착용하고 제공되는 시각적 피

드백과 리듬청각자극에 발을 맞추도록 하여 보행훈련을

실시하였다. 제공되는 리듬청각자극은 훈련 전 Biodex

gait trainer 2를 통하여 측정된 분속수(steps/min)를 기

준으로 제작하였다. 제공되는 소리의 크기는 대상자들

이 트레드밀 보행훈련 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정도

의 크기로 훈련동안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보행훈련 전

리듬청각자극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앉은 자세에서 2

분간 리듬청각자극을 들으며 발을 이용해 박자를 맞추

도록 하였고 10분간 리듬청각자극에 따른 보행훈련을

실시하였다. 1분간 리듬청각자극 없이 보행을 실시한

후에 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분간 휴식하도록 하

고 총 2회 실시하였다(Hayden 등, 2009).

트레드밀 보행속도는 훈련 전 측정된 대상자의 편안

한 속도에서 실시하였다. 리듬청각자극의 템포는 90%,

100%, 110%로 점차 증가시킴에 따라 보행속도의 유의

한 증가를 나타낸다는 연구를 바탕으로 첫째 주에는 대

상자마다 제작된 리듬청각자극의 90%에 해당되는 템포

에 맞추어 보행훈련을 실시하였고, 둘째 주에는 100%

에 해당되는 템포, 셋째 주에는 110%에 해당되는 템포

에 맞추어 보행훈련을 실시하였다(Hausdorff 등, 2007;

Roerdink 등, 2007).

보행훈련 간 대상자가 피로를 호소할 경우 휴식을

제공하여 대상자의 피로도를 최소화 하였고,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비마비측 속으로 트레드밀의 지지대를 붙

잡도록 하여 보행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명의 치료사가

대상자의 뒤에서 보조하였다.

나. 리듬청각자극에 따른 트레드밀 보행훈련

리듬청각자극만 제공한 트레드밀 보행훈련군의 경우

시각적 피드백의 차단을 위하여 Biodex gait trainer 2

의 화면에 마비측과 비마비측의 보장이 나타나지 않게

하였다. TRASVF군과 동일하게 제작된 리듬청각자극의

템포를 각 주 별로 90%, 100%, 110%로 점진적으로 증

가시켜 적용하였다(Hausdorff 등, 2007; Roerdink 등,

2007). 훈련의 과정 또한 TRASVF군과 동일하게 적용

하였으며 보행훈련 간 대상자가 피로를 호소할 경우 휴

식을 제공하여 대상자의 피로도를 최소화 하였고, 대상

자의 안전을 위해 1명의 물리치료사가 실험보조 하였다.

다. 보행평가

뇌졸중 대상자들의 보행능력 측정을 위해 신경 및

정형외과적 보행 기능 장애의 재교육과 체중 지지 시스

템을 통하여 균형훈련 및 보행훈련을 통합하여 훈련 할

수 있는 Biodex gait trainer 2(Biodex Medical System

Inc., NY, U.S.A)를 사용하였다. 보행변수는 보행속도

(walking speed), 보행주기(step cycle), 마비측과 비마

비측의 보장(step length), 마비측과 비마비측의 체중분

포 시간(time on each foot)을 측정하였다. 측정 전 대

상자는 Biodex gait trainer 2에 익숙해지기 위해 3분

동안 보행 연습을 실시 후 대상자의 일반적 정보를 입

력하고 5분 동안 측정을 실시하였다. 측정동안의 오류

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명의 연구자가 측정장비의 조작

을 충분히 연습 후 측정을 실시하였다. 대상자가 트레

드밀 바닥면에 올라간 후 연구자는 .3 ㎞/h의 속도로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1 ㎞/h씩 증가시켜 편안한 속도

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후 측정이 시작되며 1회 측정

된 운동학적 데이터를 통계처리 하였다. Biodex gait

trainer 2의 측정 변수들은 측정 전 입력한 대상자의 성

별과 나이, 키에 따라 정상인의 표준값과 자동으로 비

교된 값이다(Gharib 등, 2011).

3. 통계방법

본 연구의 모든 통계적 분석은 PASW 18.0(SPSS Inc.,

Chicago, IL, USA) 한글판을 이용하였고, Kolmogorov-

Smirnov test에 의한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사를 위하여 독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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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SVF
a
(n1=10) TRAS

b
(n2=11) p

BBS
c
(score) 46.6±7.4

d
45.8±6.9 .805

Weight distribution (%) affected 41.2±5.1 41.8±3.7 .743
atreadmill rhythmic auditory stimulation with visual feedback, btreadmill rhythmic auditory stimulation, cBerg

balance scale, dddmean±standard deviation.

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1)

본 t-검정(independent 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TRASVF군과 TRAS군의 보행변수 전, 후 변화를 알아

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

였다. 군 간 보행변수의 변화량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

여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의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총 21명을 BBS, 정적서기

자세에서의 체중분포를 사용하여 균형능력이 유사한 대

상자들을 짝짓기 설계방법으로 각 군에 무작위 배정하

였다. TRASVF군은 10명이었고, TRAS군은 11명이었

다. 대상자의 의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았으며, 두

집단 간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2. 보행 변수의 실험 전, 후 변화 비교

보행훈련 전 측정한 보행속도, 보행주기, 마비측과

비마비측의 보장, 마비측의 체중분포 시간은 TRASVF

군과 TRAS군을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5). 보행변수 중 보행속도에 대한 훈련 전후 비교

결과, TRASVF군은 훈련 전 .34±.15 ㎧에서 훈련 후

.39±.15 ㎧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보행속도가 빨라

졌다(p<.05). TRAS군은 훈련 전 .31±.16 ㎧에서 훈련

후 .33±.15 ㎧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보행속도가 빨

라졌다(p<.05). 훈련 후 군 간 비교에서 TRASVF군은

TRAS군과 비교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보행속도의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p<.05).

보행주기에 대한 집단 내 비교 결과, TRASVF군은

훈련 전.59±.1 cycle/s에서 훈련 후 .56±.1 cycle/s로 통

계학적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다(p<.05). TRAS군은 훈

련 전 .65±.17 cycle/s에서 훈련 후 .64±.16 cycle/s로

감소하였으나 통계학적 유의한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p>.05). 훈련 후 군 간 비교에서는 TRASVF군은

TRAS군과 비교하여 통계학적 유의한 보행주기의 감소

를 나타내지 않았다(p>.05).

마비측의 보장에 대한 집단 내 비교 결과, TRASVF

군은 훈련 전 34.5±13.19 ㎝에서 훈련 후 38.3±12.02 ㎝

로 통계학적 유의하게 보장이 증가했다(p<.05). TRAS군

에서는 훈련 전 30.45±16.12 ㎝에서 훈련 후 32.27±14.93

㎝로 증가하였으나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p>.05) 훈련 후 군 간 비교에서는 TRASVF군에서

TRAS군과 비교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마비측의

보장이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다(p<.05).

비마비측의 보장에 대한 집단 내 비교 결과, TRASVF

군은 훈련 전 32.2±10.98 ㎝에서 훈련 후 36.2±12.59 ㎝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TRAS군에서는 훈련 전

30.1±13.99 ㎝에서 훈련 후 31.18±12.45 ㎝로 증가하였으

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훈련 후 군 간

비교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비마비측의 보장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보행 시 마비측의 체중분포 시간의 경우 집단 내 비

교 결과, TRASVF군은 훈련 전 45.4±3.2%에서 훈련

후 48.4±2.37%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마비측 체중분

포 시간의 증가가 나타났다(p<.05). TRAS군에는 훈련

전 46.64±3.04%에서 훈련 후 46.91±2.43%로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훈련 후 군 간

비교 결과 TRASVF군에서 TRAS군과 비교하여 통계

학적 유의한 마비측 체중분포 시간의 향상된 결과가 나

타났다(p<.05)(Table 3).

Ⅳ. 고찰

본 연구는 리듬청각자극 트레드밀 보행훈련 시 시각

적 피드백 적용이 뇌졸중 환자의 보행능력에 미치는 효

과 검증을 통하여 뇌졸중 환자의 보행개선을 위한 훈련

시 효과적인 임상적 방법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이

를 위하여 리듬청각자극에 따른 트레드밀 보행훈련 시

시각적 피드백의 제공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고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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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SVF
a
(n1=10) TRAS

b
(n2=11) p

Walking speed (㎧)

Before .34±.15
c

.31±.16

.011
†

After .39±.15* .33±.15*

Change scores .05±.03 .02±.02

Step cycle (cycle/s)

Before .59±.1 .65±.17

.078After .56±.1* .64±.16

Change scores -.04±.03 -.01±.03

Step

length

(㎝)

Affected

Before 34.5±13.19 30.45±16.12

.039†After 38.3±12.02* 32.27±14.93*

Change scores 3.8±1.81 1.82±2.23

Unaffected

Before 32.2±10.98 30.1±13.99

.103After 36.2±12.59* 31.18±12.45

Change scores 4±3.8 1.09±3.96

Time on

each foot

(%)

Affected

Before 45.4±3.2 46.64±3.04

.033
†

After 48.4±2.37* 46.91±2.43

Change scores 3±1.5 .27±3.47
a
treadmill rhythmic auditory stimulation with visual feedback,

b
treadmill rhythmic auditory stimulation,

c
mean±standard

deviation, *p<.05;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 and post intervention within the group,
†
p<.05;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hange values among the groups .

Table 3. Comparison of pre and post training outcome measures of gait ability within and between groups

영향에 의하여 뇌졸중 환자의 보행개선에 영향을 미치

는가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고자 시공간적 보행변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TRASVF군과 TRAS군 모두에서 보행변수

중 보행속도와 마비측 보장의 향상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리듬청각자극에 따른 트레드밀 보행훈련이 보행속

도 향상과 마비측 보장의 향상에 효과적인 것을 나타낸

다. Roerdink 등(2009)의 연구에서 뇌졸중 환자에게 리

듬청각자극이 적용된 트레드밀 보행훈련이 보행속도의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으며, Park 등(2015)의 연구에서도

뇌졸중 환자에게 리듬청각자극이 적용된 트레드밀 보행

훈련이 보행속도 및 마비측의 보장을 향상시키는 결과

를 나타냈다. Wagenaar와 Beek(1992)은 뇌졸중 환자의

보행을 중추 유형 발생기(central pattern generator)를

바탕으로 설명하였는데, 뇌졸중 환자의 중추 유형 발생

기 조절 문제는 보행속도가 감소된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를 조절하기 위해 트레드밀 발판의 움직임에

따라 제공되는 일정한 속도의 구심성 자극은 척수나 뇌

간의 중추 유형 발생기를 활성화하고, 보행속도의 향상

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Barbeau, 2003). 그러나

뇌졸중 환자의 경우 트레드밀 보행훈련 시 짧은 보장을

나타내기 때문에 보장을 개선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

(Roerdink 등, 2007). 따라서 트레드밀 보행훈련 시 리

듬청각자극을 제공한다면 하지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중

주 유형 발생기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에 따른 보장의

증가로 인한 보행속도의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중추 유형 발생기는 시각이나 전정감각, 고유수용감

각 등의 새로운 구심성 정보에 의해 활성화 된다(Van

de Crommert 등, 1998). 특히 보행훈련을 실시하는 동

안에 제공되는 시각적 피드백은 뇌졸중 환자에게 새로

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따른 신체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Brasileiro 등, 2015). 본 연구에서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한 TRASVF군의 훈련 후 보행변수 측정

결과 보행속도, 보행주기, 마비측과 비마비측의 보장,

보행 시 마비측의 체중분포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

다. 선행연구에서도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트레드밀

보행훈련 시 제공된 시각적 피드백은 보행속도와 마비

측 비마비측 보장의 대칭성, 체중분포 등을 향상시킨다

고 하였다(Hollands 등, 2015; Lewek 등, 2012). 이는

시각적 피드백을 통한 구심성 정보가 중추 유형 발생기

를 효과적으로 자극한 것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공된 보장에 대한 시각적 피드백은

대상자에게 보행훈련에 집중하도록 할 수 있으며, 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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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도되는 것에 따른 동기부여가 발생하여 보행

변수의 향상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TRASVF군은 TRAS군과 비교하여 보행

속도, 마비측의 보장, 마비측 체중분포 시간의 향상된 결

과를 나타냈다.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트레드밀 훈련

시 시각적 피드백과 리듬청각자극을 제공한 군과 제공하

지 않은 군으로 나누어 보행변수의 변화를 알아본 연구에

서는 시각적 피드백과 리듬청각자극을 제공한 군에서 마

비측 보장의 향상과 함께 보행의 대칭성이 향상된 결과가

나타났다(Shin 과 Chung, 2017). 리듬청각자극에 맞춰 훈

련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하여 발의 위치를 인식하고 마비측과 비마

비측 입각기의 지속시간과 대칭성이 향상된 것에 따른 결

과라 할 수 있다(Druzbicki 등, 2015). 리듬청각자극 제공

에 따른 트레드밀 보행훈련은 뇌졸중 환자의 보행변수 향

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제공되는 리듬청각자극에 즉

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뇌졸중 환자에게 시

각적 피드백을 동시에 제공한다면 중추 유형 발생기를 활

성화 시키는 것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3주간의 중재에 대한 효과만

확인하였으며, 중재 후 치료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

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시각적 피드백과

리듬청각자극에 집중하여 보행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에

잘못된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보상적 움직임을 고

려하지 못했다. 추후 뇌졸중 환자에게 시각적 피드백

및 리듬청각자극의 제공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리듬청각자극 트레드밀 보행훈련 시 시각

적 피드백 적용이 뇌졸중 환자의 보행능력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하여 뇌졸중 환자의 보행개선을 위한 훈련 시

효과적인 임상적 방법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뇌졸중 환자에게 리듬청각자극 트레드밀 보행훈련

시 제공된 시각적 피드백은 리듬청각자극 트레드밀 보

행훈련만 실시하였을 때 보다 시공간적 보행변수를 향

상시켰다. 이는 트레드밀 발판의 움직임에 따라 입력되

는 구심성 자극, 척수상위수준에서의 생리적 기전 변화

를 일으키는 리듬청각자극과 시각적 피드백이 중추 유

형 발생기를 효과적으로 활성화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의 보행능력 향

상을 위하여 트레드밀 보행훈련을 실시하고 중추 유형

발생기를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면 리듬청각자극과 함께

시각적 피드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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