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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넘기 여부에 따른 트레드밀 보행 훈련이 편마비 환자의 

보행주기 중에 엉덩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

이지은, 이호성

단국대학교 대학원 운동의과학과

서 론

편마비(post stroke hemiplegia) 환자는 인지, 감각, 정서, 언어 및 운동 

등 다양한 장애가 나타나며, 운동기능 장애는 근육 조절이 어려워 관

절의 굽힘 및 폄의 움직임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1]. 또한 편마비 

환자의 감소된 관절 움직임은 계단 오르내리기, 일상생활동작, 보행과 

같은 기능적 활동에 있어서 제한적이며[2], 다리 관절의 움직임 감소는 

보행 속도 및 보행 기능을 저하시킨다[3]. 특히 편마비 환자의 다리 관

절의 굽힘 및 폄의 움직임은 보행 기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하였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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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Treadmill Gait Training According to Obstacle Crossing on the Hip, Knee 
and Ankle Joint Motion during Gait Cycle in Patients with Post Stroke Hemiple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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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Kinesiologic Medical Science,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Cheon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treadmill gait training according to obstacle crossing on the hip, 
knee and ankle joint motion during gait cycle in patients with post stroke hemiplegia.

METHODS: Twenty-one patients with post stroke hemiplegia were divided into 3 groups as treadmill gait training with obstacle cross-
ing group (TOG, n=7), treadmill gait training without obstacle crossing group (TGG, n=7) and control group (CON, n=7). TOG and 
TGG were performed treadmill gait training with and without obstacle crossing for 20 minutes, three times a week, and for 8 weeks. 
Hip, knee and ankle joint motion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treadmill gait training. Statistical analyses was done using the 
ANCOVA and paired t-test.

RESULTS: Hip, knee and ankle joint motion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TOG and TGG after 8 weeks compared to before (p<.05, 
respectively). Hip, Knee and ankle joint motion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TOG compared with CON and TGG (p<.05, respec-
tively).

CONCLUSIONS: TOG was more effective than both TGG and CON in order to improve hip, knee and ankle joint motion in hemiple-
gia patients. Especially, treadmill gait training with obstacle crossing significantly improved to improve lower limb joint movement dur-
ing the gait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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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관절 움직임의 제한은 질환이나 외상 및 보행을 방해하

는 원인이 되며, 편마비 환자는 마비측 다리의 관절 움직임이 감소되어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2차 손상이 발생하여 독립적인 보행이 어렵게 

된다[5]. 또한 편마비 환자는 정상인과 비교하여 각 관절의 조절이 어

려운 시너지패턴(synergy pattern)이 나타나 자세 조절 및 보행이 어려

우며[6], 보행 주기 동안에는 초기 닿기, 중간 디딤기 및 후기 디딤기에

서 엉덩관절 가쪽돌림이 나타나며, 흔듦기 동안에는 자세 조절이 어려

워 엉덩관절의 굽힘보다는 주로 폄의 패턴으로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7]. 아울러 편마비 환자는 보행 시 엉덩관절이 불안정하여 

무릎관절의 안짱다리(knock knee) 및 뻗정다리(stiff knee)가 나타나며

[8], 무릎관절은 보행 시 디딤기 및 흔듦기 동안에 젖힘(hyperextension)

이 나타나고[9], 다리 관절 중에 변형이 자주 발생하는 발목관절은 장

기간 동안의 경직으로 인해 관절의 변형이 나타나 발등 굽힘이 감소되

며[10], 보행 주기 동안 초기닿기에서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이 어려워 

발꿈치가 아닌 발가락 및 발의 바깥쪽으로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9]. 특히 편마비 환자는 후기 디딤기에서 발목관절의 발바

닥 굽힘이 감소되며, 흔듦기 동안에 발등 굽힘이 감소되어 발 처짐 및 

발가락 끌림(toe dragging)이 나타나 독립적인 보행이 어렵다고 보고하

였다[11]. 따라서 편마비 환자의 외상 방지 및 독립적인 보행을 위해서

는 엉덩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개선될 필요

가 있다고 생각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편마비 환자의 관절 움직임 및 보행 기능을 향

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관절가동술[12], 테이핑 적용[13], 근력강화운

동[14]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많이 사용되는 운동 훈련 중재 방법으로 

트레드밀 보행 훈련이 적용되고 있다. 트레드밀 보행 훈련은 반복적인 

보행 훈련으로 다리 관절의 움직임을 활성화시켜 보행 기능 회복에 효

과적이며[15], 특히 보행 시 대칭성과 다리의 움직임을 개선하는 효과

가 있다고 보고하였다[16]. 또한 트레드밀 보행 훈련은 편마비 환자의 

관절 움직임을 향상시켜 마비측과 비마비측 다리의 비대칭적인 움직

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17]. 따라서 트레드밀 보행 

훈련은 편마비 환자의 다리 관절의 움직임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훈련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Park et al. [18]은 트레드밀 보행 훈련은 다리 움직임이 단순 반

복 동작으로써 기능 개선에 의문점을 제시하고 턱이나 장애물이 있는 

실제 일상생활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반복적인 보행 훈련이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으며, 편마비 환자는 보행 기능이 회복되더라도 무릎 및 

발목관절의 움직임이 저하되어 굴곡진 도로 및 계단 오르기와 같은 

장애물 넘기 동작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19]. 이에 Said 

et al. [20]은 장애물 훈련은 편마비 환자의 다리 관절 움직임 및 보행 기

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편마비 환자의 다리 관절

의 움직임 향상을 위해서는 일상생활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반복적인 

보행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트레드밀 보행 훈

련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각 관절의 

움직임에 대한 장애물 넘기 트레드밀 보행 훈련의 효과를 실천적으로 

상세히 검토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대조 집단 및 트레드밀 보행 훈련 집단과 비교

하여 장애물 넘기 트레드밀 보행 훈련 집단이 다리 관절의 움직임을 

유의하게 개선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서 실제로 편마비 환자를 대

상으로 엉덩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움직임이 8주간의 장애물 

넘기 트레드밀 보행 훈련 전과 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D시 보건소 재활운동치료실에 등록되어 있는 뇌

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 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은 장애

물 넘기 트레드밀 보행 훈련 집단(Treadmill gait training with obstacle 

crossing group; TOG, n =7), 트레드밀 보행 훈련 집단(Treadmill gait 

training group; TGG, n =7) 및 대조 집단(Control group; CON, n =7)으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equivalence check of the subjects  

Variables TOG (n=7) TGG (n=7) CON (n=7) F p

Sex (male/female) 4/3 4/3 4/3 .00 .99
Age (yr) 75.00±8.35 76.57±6.21 78.29±4.82 .43 .66
Height (cm) 161.76±13.22 159.96±14.79 163.30±11.44 .11 .90
Weight (kg) 64.26±8.22 60.34±8.57 65.17±6.27 .77 .49
Stroke type (infarction/hemorrhage) 6/1 6/1 4/3 2.79 .09
Affected side (right/left) 6/1 2/5 3/4 1.00 .39
Onset time (month) 32.57±21.72 56.57±27.24 59.71±20.21 2.85 .09
MMSE-K (score) 26.43±1.13 27.43±1.51 26.48±1.44 1.78 .20

Values are means and SD. F: Verification statistics.   
MMSE-K, Korean version of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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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 대상자의 참가 동의 순서대로 무작위 표집(random sam-

pling)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

비가 발병한 지 6개월 이상인 자, 보행 보조 도구 없이 독립적으로 10 m 

이상 보행이 가능한 자, 마비측 다리의 경직평가척도(modified ash-

worth scale, MAS)에서 2등급 이하인 자로 하였으며, 그중 시각적 및 청

각적 결손이 있는 자, 편측무시 검사(line bisection test, LBT)에서 6.3 

mm 이상인 자, 한국판 간이 정신 상태 검사(Korean version of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MMSE-K)에서 24점 이하인 자는 연구 대상

자에서 제외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 및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설

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가 동의를 얻었으며, 운동 중재 및 측정은 1명의 

물리치료사에 의해 시행되어 편향(bias)의 가능성이 있으나 객관성을 

위해 동영상 촬영을 시행하였다. 대상자들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보행 훈련의 중재방법

장애물 넘기 트레드밀 보행 훈련 집단은 재활치료용 트레드밀

(AP2010-2, Apsun Inc., Korea) 및 3가지의 장애물을 이용하여 대상자

의 독립적인 10 m 보행 속도로 시작하여 주 1회에 0.1 km/h씩 속도를 

증가시켜 1회 20분간, 주 3회의 8주간에 걸쳐서 실시하였다[21]. 장애물 

적용 시간은 트레드밀 위에서 3가지의 장애물 넘기를 각 5분씩, 높이 

순으로 15분간 단계적으로 실시한 후 5분 동안 장애물을 무작위로 적

용하여 총 20분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낙상 방지를 위하여 트레드밀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숙지하도록 하였으며, 대상자가 

트레드밀의 안전키 및 안전손잡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장애물의 높

이는 선행연구에서 제작된 도로의 장애물, 문턱, 보도블록, 화장실 등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다양한 장애물 높이 중에 높이 차이가 비

슷하도록 선정하였으며[22,23], 장애물의 길이는 보행 주기에서의 대표

적인 한 발짝 너비의 두 배로 선정하고, 장애물의 폭은 선정한 장애물 

중에 최소 크기인 장애물의 길이와 동일하게 선정하여 길이 250 mm, 

폭 25 mm, 높이 25 mm (O1), 52 mm (O2), 80 mm (O3)의 3가지 장애물

을 제작하였다. 장애물 재질은 대상자가 훈련 중에 장애물을 밟거나 

낙상위험이 있어 단단하고 가벼운 재료인 포맥스로 장애물을 제작하

였다. 장애물 위치는 시상면을 기준으로 보행 주기에서 마비측 다리의 

흔듦기 단계에 시행하였으며[24], 장애물을 비마비측 다리와 동일선상

에 위치시켜 마비측 다리가 초기 흔듦기에서 중간 흔듦기로 이동 시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도록 시행하였다(Fig. 1).

한편, 트레드밀 보행 훈련 집단은 장애물 넘기 트레드밀 보행 훈련과 

동일한 재활치료용 트레드밀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10 m 보행 속도로 

시작해 주 1회에 0.1 km/h씩 속도를 증가시켰으며, 1회 20분간, 주 3회

의 8주간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대조 집단은 트레드밀 보행 훈련을 실

시하지 않았다.

3. 관절 움직임의 측정

이 연구에서 관절 움직임은 대상자의 보행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다트피쉬 프로그램(Dartfish express, Dfkorea, Korea)을 사용하여 훈련 

전(pre)과 훈련 8주 후(post)에 엉덩관절(Hip joint), 무릎관절(Knee 

joint) 및 발목관절(Ankle joint)의 움직임 측정을 위해 각도를 측정하였

다. 동영상 촬영은 스마트 장치(LGM-V300S)를 이용하여 촬영 속도 60 

fps로 대상자의 독립적인 10 m 보행을 시상면에서 촬영하였으며, 태블

릿PC (LG-X760)와 다트피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촬영된 동영상에

서 대상자의 마비측과 비마비측 다리의 움직임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

지 않는 가장 대칭적인 보행 주기를 선정하여 마비측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움직임을 측정하였다. 동영상 촬영 시간 동안 

Fig. 1. Obstacle crossing treadmill gait training. The obstacle was placed on a treadmill belt on the same line as the non-paralyzed leg. The obstacle was 
applied when the paralyzed leg moved from the initial swing to the mid-swing. (A) Initial swing, (B) mid-swing.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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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를 통해 관절의 중심점은 시상면에서 대상자의 마비측 다리

를 기준으로 넙다리 가쪽관절융기(lateral condyle), 무릎 가쪽관절융기

(lateral epicondyle), 발목 가쪽복사(lateral malleolus) 및 다섯번째 발가

락 발허리발가락관절(metatarsophalangeal joint)로 하였다[25]. 다트피

쉬 프로그램의 오차는 3차원 동작 분석과 비교하여 최대 6% 정도로 

보고되었으며[26], 신뢰도는 .81이다[27].

4. 자료처리

이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WIN Ver. 19.0을 이용하여 평

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집단(보행 시 장애물 여부) 및 시기(보행 

훈련 전과 후) 간에 엉덩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 움직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훈련 전의 관절 움직임 값을 공변량으로 하여 공분

산 분석(analysis of covarianceL, ANCOVA)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내 

시기 간에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

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α =.0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1. 엉덩관절 움직임의 변화

엉덩관절 움직임의 변화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집단 간 비교

에서 공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엉덩관절의 Loading response (LR), 

Pre swing (PSw), Initial swing (ISw), Mid swing (MSw) 및 Terminal swing 

(TSw)은 집단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05). LR, 

MSw 및 TSw는 CON 및 TGG와 비교해서 TOG에서 훈련 전과 비교하

여 훈련 후에 각각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05), ISw

는 TGG와 비교하여 TOG에서 훈련 전과 비교하여 훈련 후에 각각 유

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01). PSw는 CON과 비교하여 

TOG에서 훈련 전과 비교하여 훈련 후에 각각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p< .001). 특히 TSw는 CON과 비교해서 TGG에서, TGG와 

비교해서 TOG에서 훈련 전과 비교하여 훈련 후에 각각 유의하게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05). 또한 집단 내 비교에서 대응표본 t-검정

을 실시한 결과, LR 및 ISw는 TOG에서 훈련 전과 비교하여 훈련 후에 

각각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05), Midstance (MS), 

PSw, MSw 및 TSw는 TOG 및 TGG에서 훈련 전과 비교하여 훈련 후에 

각각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05). Terminal stance (TS)

는 TGG에서 훈련 전과 비교하여 훈련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05). 한편 Initial contact (IC)는 모든 집단 간 및 집단 내에

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무릎관절 움직임의 변화

무릎관절 움직임의 변화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집단 간 비교

에서 공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무릎관절의 MS, TS, PSw, ISw 및 

MSw는 집단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01). MS

는 CON 및 TGG와 비교하여 TOG에서 훈련 전과 비교하여 훈련 후에 

각각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05), TS, PSw, ISw 및 

MSw는 CON 및 TGG와 비교하여 TOG에서 훈련 전과 비교하여 훈련 

Table 2. Changes in sagittal plane hip joint motion before and after training  

Group TOG (n=7) TGG (n=7) CON (n=7)
F (p) ES

Period Pre Post t (p) Pre Post t (p) Pre Post t (p)

Hip 
 Joint 
 (degree)

IC 19.33±5.64 23.81±3.46 -1.65 
(.15)

21.06±6.95 22.4±6.11 -1.35 
(.225)

19.61±3.86 18.7±3.87 .62 
(.561)

3.05 
(.074)

.27

LR 4.89±2.02 2.66±2.99 3.50* 
(.013)

3.10±2.64 1.57±1.79 2.53* 
(.045)

3.09±2.00 2.11±2.14 1.31 
(.238)

11.67*** 
(.001)

.58

MS -7.77±3.05 -8.73±2.26 1.62 
(.156)

-6.63±3.87 -9.34±4.68 2.69* 
(.036)

-6.16±2.23 -6.74±2.09 .83 
(.438)

0.38 
(.693)

.04

TS -7.77±3.05 -8.73±2.26 1.62 
(.156)

-6.63±3.87 -9.34±4.68 2.69* 
(.036)

-6.16±2.23 -6.74±2.09 .83 
(.438)

2.13 
(.15)

.20

PSw -5.47±1.30 -11.4±2.53††† 8.1*** 
(.001)

-6.46±2.18 -10.04±1.36†† 6.50*** 
(.001)

-7.46±2.53 -7.26±1.60 -.22 
(.832)

13.97*** 
(.001)

.62

ISw 13.6±3.29 18.24±2.97‡‡ -2.52* 
(.045)

15.54±4.16 14.3±3.08 1.27 
(.253)

18.61±3.01 17.94±3.24 .80 
(.454)

4.73* 
(.02)

.36

MSw 19.34±4.62 28.29±2.89†††‡‡‡ -3.69** 
(.01)

18.07±3.26 20.29±3.99 -3.45* 
(.014)

20.09±4.41 17.97±4.55 1.35 
(.226)

15.10*** 
(.001)

.64

TSw 18.73±4.87 27.33±3.82†††‡ -3.11* 
(.021)

19.19±5.33 22.56±3.90† -3.04* 
(.023)

16.00±6.31 15.27±6.28 1.2 
(.277)

12.18*** 
(.001)

.59

Values are means and SD. 
IC, Initial contact; LR, Loading response; MS, Midstance; TS, Terminal stance; PSw, Pre-swing; ISw, Initial swing; MSw, Mid-swing; TSw, Terminal swing; +, Hip 
flexion; -, Hip extension.
*p<.05, **p<.01, ***p<.001. †p<.05, ††p<.01, †††p<.001 vs. CON. ‡p<.05, ‡‡p<.01, ‡‡‡p<.001 vs. T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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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각각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05). 특히 ISw는 

CON과 비교해서 TGG에서, TGG와 비교해서 TOG에서 훈련 전과 비

교하여 훈련 후에 각각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1). 

또한 집단 내 비교에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MS는 TOG에

서 훈련 전과 비교하여 훈련 후에 각각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p< .05), TS 및 PSw는 TOG에서 훈련 전과 비교하여 훈련 후에 

각각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05). ISw 및 MSw는 TOG 

및 TGG에서 훈련 전과 비교하여 훈련 후에 각각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01). 한편 IC, LR 및 TSw는 모든 집단 간 및 집단 

내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 Changes in sagittal plane knee joint motion before and after training 

Group TOG (n=7) TGG (n=7) CON (n=7)
F (p) ES

Period Pre Post t (p) Pre Post t (p) Pre Post t (p)

Knee 
 Joint 
 (degree)

IC 4.3±2.72 3.64±2.30 .77 
(.47)

5.33±2.16 4.59±2.11 .76 
(.479)

3.56±1.29 4.11±1.84 -1.11 
(.312)

0.34 
(.721)

.04

LR 8.46±4.40 8.94±3.40 -.58 
(.587)

12.26±8.53 14.21±8.83 -2.1 
(.082)

10.53±3.90 13±3.63 -1.59 
(.164)

1.17 
(.335)

.12

MS 4.76±1.98 1.94±1.69††‡ 3.22* 
(.018)

3.96±1.46 4.36±2.33 -.35 
(.737)

6.21±3.33 6.94±3.08 -.84 
(.432)

6.43** 
(.008)

.43

TS 5.37±3.31 9.9±3.50†††‡‡‡ -4.31**
(.005)

4.16±2.88 4.27±2.54 -.28 
(.786)

6.16±2.92 6.44±3.67 -.7 
(.513)

12.83*** 
(.001)

.60

PSw 18.49±9.18 47.97±9.20†††‡‡‡ -6.36*** 
(.001)

17.51±12.25 20.09±12.74 -1.12 
(.305)

18.17±9.82 18.83±10.23 -.71 
(.505)

30.52*** 
(.001)

.78

ISw 33.29±10.49 62.99±5.20†††‡‡‡ -6.10***
(.001)

34.43±9.35 45.07±3.85††† -3.76** 
(.009)

31.89±8.10 32.39±5.14 -.41 
(.692)

77.98*** 
(.001)

.90

MSw 17.61±4.32 26.46±2.38††‡‡ -4.86** 
(.003)

19.77±4.62 22.53±3.33 -3.71** 
(.01)

22.54±2.20 23.4±3.46 -1.06 
(.332)

7.63** 
(.004)

.47

TSw 2.56±1.67 3.73±2.13 -1.46 
(.195)

5.30±2.71 5.21±2.85 .06
(.959)

3.49±1.38 3.4±1.93 .17 
(.669)

0.58 
(.57)

.06

Values are means and SD. 
IC, Initial contact; LR, Loading response; MS, Midstance; TS, Terminal stance; PSw, Pre-swing; ISw, Initial swing; MSw, Mid-swing; TSw, Terminal swing; +, 
Knee flexion; -, Knee extension. 
*p<.05, **p<.01, ***p<.001. ††p<.01, †††p<.001 vs. CON. ‡p<.05, ‡‡p<.01, ‡‡‡p<.001 vs. TGG.  

Table 4. Changes in sagittal plane ankle joint motion before and after training 

Group TOG (n=7) TGG (n=7) CON (n=7)
F (p) ES

Period Pre Post t (p) Pre Post t (p) Pre Post t (p)

Ankle 
 Joint 
 (degree)

IC -1.71±0.69 1.47±1.37†††‡ -5.83*** 
(.001)

-0.69±0.47 0.54±0.65 -3.40* 
(.015)

-0.79±0.71 -0.71±1.39 -.21 
(.842)

7.57** 
(.004)

.47

LR -2.29±1.76 -3.53±1.00 2.53* 
(.045)

-4.4±1.22 -4.54±1.72 .26 
(.806)

-3.91±1.84 -2.86±2.33 -1.33 
(.232)

2.13 
(.15)

.20

MS 2.29±1.67 5.53±1.20†††‡‡ -5.77*** 
(.001)

3.64±1.64 4.4±1.38 -1.75 
(.131)

1.27±1.61 1.91±2.17 -2.13 
(.077)

12.05*** 
(.001)

.59

TS 8.59±1.62 5.29±2.47 4.27** 
(.005)

9.37±2.86 4.9±2.13 3.98** 
(.007)

7.64±2.92 5.59±3.87 1.93 
(.102)

0.77 
(.48)

.08

PSw -18.11±3.66 -12.54±3.07†††‡ -9.75*** 
(.001)

-17.84±2.69 -16.13±2.54 -2.3 
(.061)

-17.84±1.16 -18.89±4.36 .65 
(.543)

9.28** 
(.002)

.52

ISw -11.43±2.31 -4.63±0.77†††‡‡‡ -9.69*** 
(.001)

-14.86±2.59 -11.51±3.08††† -3.23* 
(.018)

-14.84±3.50 -15.9±2.23 1.55 
(.173)

41.33*** 
(.001)

.83

MSw -2.87±0.79 -0.40±0.22††† -7.21*** 
(.001)

-2.73±0.94 -0.73±0.43††† -6.14*** 
(.001)

-2.76±0.92 -2.84±0.80 .18 
(.861)

40.35*** 
(.001)

.83

TSw -1.51±1.11 2.80±1.16††† -8.12*** 
(.001)

-1.53±0.79 2.71±1.15††† -9.37*** 
(.001)

-1.09±1.15 -0.91±1.37 -.30 
(.774)

21.56*** 
(.001)

.72

Values are means and SD. 
IC, Initial contact; LR, Loading response; MS, Midstance; TS, Terminal stance; PSw, Pre-swing; ISw, Initial swing; MSw, Mid-swing; TSw, Terminal swing; +, An-
kle dorsiflexion; -, Ankle plantarflexion.
*p<.05, **p<.01, ***p<.001. †††p<.001 vs. CON. ‡p<.05, ‡‡p<.01, ‡‡‡p<.001 vs. T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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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목관절 움직임의 변화

발목관절 움직임의 변화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집단 간 비

교에서 공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발목관절의 IC, MS, PSw, ISw, 

MSw 및 TSw는 집단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01). IC, MS, PSw 및 ISw는 CON 및 TGG와 비교하여 TOG에서 훈

련 전과 비교하여 훈련 후에 각각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p< .05), MSw 및 TSw는 CON과 비교하여 TOG에서 훈련 전과 비교

하여 훈련 후에 각각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1). 특

히 ISw는 CON과 비교해서 TGG에서, TGG와 비교해서 TOG에서 훈

련 전과 비교하여 훈련 후에 각각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p< .001). 또한 집단 내 비교에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LR, 

MS 및 PSw는 TOG에서 훈련 전과 비교하여 훈련 후에 각각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05), IC, TS, ISw, MSw 및 TSw는 TOG 

및 TGG에서 훈련 전과 비교하여 훈련 후에 각각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05).

논 의

이 연구에서는 장애물 넘기 여부에 따른 트레드밀 보행 훈련이 편마

비 환자의 보행주기 중에 엉덩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엉덩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움직

임이 대조 집단(CON) 및 트레드밀 보행 훈련 집단(TGG)과 비교하여 

장애물 넘기 트레드밀 보행 훈련 집단(TOG)에서 보다 유의하게 개선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특히 특히 장애물 넘기 트레드밀 보행 훈

련은 보행 주기 동안에 다리 관절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향상시켰다. 

따라서 이 연구의 가설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편마비 환자는 다리 관절 움직임의 감소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2차 손상이 발생하여 보행에 어려움을 겪

는다고 하였다[5]. 이에 Dietz [15]는 트레드밀 보행 훈련은 관절의 움직

임을 활성화한다고 하였으며, Kwok et al. [19]은 편마비 환자는 보행 기

능이 회복되더라도 다리 관절의 움직임이 감소하여 계단 오르기 및 장

애물 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장애물 넘기 훈련은 엉덩관절

의 움직임을 증가시켜 신체의 전체적인 관절의 움직임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20]. 이 연구에서 엉덩관절의 움직임은 훈련 전과 비교하

여 훈련 후에 TOG 및 TGG에서 각각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엉덩관

절의 움직임은 CON 및 TGG와 비교하여 TOG에서 훈련 전과 비교하

여 훈련 후에 각각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엉덩관절의 굽힘은 흔듦

기에 속하는 MSw가 TOG에서 훈련 전의 19.34°와 비교하여 훈련 후에 

28.29°로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보행 주기에서 엉덩관절의 

굽힘은 약 30°이며, 중간 흔듦기에서는 약 30° 이상의 최대 굽힘이 나타

난다고 보고하였다[28]. 이 연구에서 엉덩관절의 굽힘은 8주간의 장애

물 넘기 보행 훈련에 의해 거의 정상적인 각도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편마비 환자의 엉덩관절의 움직임이 양호한 상태로 개선된 것으로 생

각된다. Said et al. [20]의 연구에서도 편마비 환자의 장애물 훈련 후에 

관절의 움직임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엉덩관절의 굽힘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엉덩관절의 움직임은 장애물 넘기 트

레드밀 보행 훈련 및 트레드밀 보행 훈련에 의해 개선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장애물 넘기 트레드밀 보행 훈련이 흔듦기 동안에 

엉덩관절의 움직임을 양호한 상태로 개선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

각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편마비 환자는 보행 시 정강이뼈의 불안정한 상

태로 인해 디딤기 및 흔듦기 동안에 무릎관절의 굽힘이 감소되고 젖힘

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9]. Lum et al. [16]은 트레드밀 보행 훈련은 

보행 주기를 반복적으로 훈련이 가능하여 보행 시 대칭성이 개선되며 

다리의 움직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Kim et al. 

[29]은 장애물 넘기 훈련을 실시한 결과, 편마비 환자의 무릎관절의 움

직임이 증가하여 보행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무릎관절의 움직임은 훈련 전과 비교하여 훈련 후에 TOG 및 TGG에

서 각각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무릎관절의 움직임은 CON 및 TGG

와 비교하여 TOG에서 훈련 전과 비교하여 훈련 후에 각각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무릎관절의 굽힘은 디딤기에 속하는 MS가 TOG에

서 훈련 전의 4.76°에서 훈련 후에 1.94°로 감소하였다. 중간 디딤기는 

양발이 지면에 놓이게 되는 시기로서 보행 주기의 기준이 되는 다리의 

발가락떼기가 나타나는 시기이며, 정상적인 보행에서 무릎관절은 보

행 시 다리로 전달되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0°의 완전 폄 상태가 아

닌 5° 정도의 굽힘을 유지하며 디딤기 동안에 0° 이상 5° 내외의 굽힘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30]. 이 연구에서 중간 디딤기에서 무릎

관절이 수치상으로 감소된 것은 정상적인 수치에 포함되어 유의미하

다고 생각되며, 이는 편마비 환자의 비정상적인 보행 주기가 장애물 넘

기 보행 훈련을 통해 정상적인 보행 주기에 영향을 주어 디딤기 동안

의 무릎관절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무릎

관절은 흔듦기에 속하는 ISw가 TOG에서 훈련 전의 33.29°에서 훈련 

후에 62.99°로 증가하였다. 무릎관절은 보행 주기의 흔듦기에서 약 60°

의 최대 굽힘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31]. 이 연구에서 무릎관절의 

굽힘은 8주간의 장애물 넘기 보행 훈련에 의해 흔듦기에서 거의 정상

적인 각도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편마비 환자의 무릎관절 움직임이 양

호한 상태로 개선된 것으로 생각된다. Neumann [32]의 연구에 의하면, 

엉덩관절 움직임은 신체의 전체적인 움직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무릎관절의 움직임은 엉덩관절의 

움직임 증가와 상호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결과적

으로 이 연구에서 무릎관절의 움직임은 장애물 넘기 트레드밀 보행 훈

련 및 트레드밀 보행 훈련에 의해 개선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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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애물 넘기 트레드밀 보행 훈련이 흔듦기 동안에 무릎관절의 움

직임을 양호한 상태로 개선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 발목관절의 움직임은 훈련 전과 비교하여 훈련 후에 

TOG 및 TGG에서 각각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발목관절의 움직임은 

CON 및 TGG와 비교하여 TOG에서 훈련 전과 비교하여 훈련 후에 

각각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은 디딤기에 속

하는 MS가 TOG에서 훈련 전의 2.29°에서 훈련 후에 5.53°로 증가하였

다. 또한 발목관절의 발바닥 굽힘은 흔듦기에 속하는 ISw가 TOG에서 

훈련 전의 11.43°에서 훈련 후에 4.63°로 감소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

면, 발목관절은 지면에 발가락이 걸리지 않도록 디딤기 및 흔듦기에서 

발바닥 굽힘이 감소되고 발등 굽힘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30]. 이 

연구에서 발목관절의 움직임은 발바닥 굽힘이 감소되어 발등 굽힘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편마비 환자의 발목관절의 움직임이 

양호한 상태로 개선된 것으로 생각된다. Chou & Draganich [33]의 연

구에 의하면, 장애물 보행 훈련은 발목관절의 움직임을 증가시켰다고 

하였으며, Said et al. [20]은 장애물 넘기 훈련 후에 편마비 환자의 발가

락 들림(toe lift)이 증가되어 발목관절의 움직임이 증가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발목관절의 움직임은 장애물 넘기 트레드

밀 보행 훈련 및 트레드밀 보행 훈련에 의해 개선되었다는 사실을 확

인하였으며, 특히 장애물 넘기 트레드밀 보행 훈련이 편마비 환자의 발

가락 들림을 증가시켜 보행 주기 동안에 발목관절 움직임을 개선시켰

다고 생각된다.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장애물 넘기 트레드밀 보행 훈련이 편마비 환자의 다

리관절의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엉덩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움직임은 대조 집단 및 트레드밀 보행 훈련 집단과 비

교하여 장애물 넘기 트레드밀 보행 훈련 집단에서 보다 유의하게 개선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으며, 특히 장애물 넘기 트레드밀 보행 훈련

은 보행 주기 동안에 다리 관절의 굽힘과 폄의 움직임을 향상시키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유형의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장애물 넘기 보행 훈련이 관절 움직임의 변화

에 따른 근육의 활성도 및 피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근육의 

생리학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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