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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복부압박벨트가 만성 뇌졸중 환자의 안정성한계와 보행 변수에 즉각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
하였다. 뇌졸중 환자 30명을 모집하여 복부압박벨트 착용 전과 복부압박벨트 착용 후 변화를 확인하였다. 측정은 균형
변수인 안정성한계(limited of stability), 시공간적 보행 변수(spatiotemporal gait parameter)를 측정하였다. 복부
압박벨트 착용 후 마비측, 비마비측, 전방, 후방 이동면적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5), 시간적 보행 변수인 분속수
(cadence), 보행속도(gait velocity), 공간적 보행변수인 보폭(stride length)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본 연구
를 통해 복부압박벨트 착용은 뇌졸중 환자에게 균형과 보행 기능 개선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균형과 보행 기능 개선에 효율적인 복부압박 수준과 중재기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융합, 복부압박벨트, 몸통 안정성, 보행 변수, 안정성 한계, 뇌졸중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immediate effects of abdominal pressure blet on 
limited of stability and gait parameter in patients after stroke. Thirty stroke patients were recruited to 
measured pre and post wearing the abdominal pressure belt. The assessment measured limited of 
stability and spatiotemporal gait parameter. This study result were significantly increase in paretic side 
area, non-paretic side area, forward side area, backward side area (p<.05) and cadence, gait velocity, 
stride length (p<.05). This study found that abdominal pressure belt had an immediate effect on 
improving balance and gait function in stroke patients. Future studies require studies of efficient 
abdominal pressure levels and intervention periods to improve the balance and walking function of 
stroke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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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뇌졸중 환자는 신경계 손상 등으로 80% 이상의 환자

에서 균형장애가 발생한다[1]. 바로 선 자세에서 균형 유
지는 이동을 위해 선행되기 때문에 균형장애는 결국 보
행장애로 이어진다[2]. 뇌졸중 환자의 균형 및 보행능력 
감소의 원인으로 몸통근육 약화를 들 수 있다[3]. 몸통 심
부에 있는 몸통 안정화 근육의 약화는 비대칭한 몸통을 
만들어 비정상적인 정렬과 몸통조절능력 감소의 원인이 
되고[4], 다리의 기능과 연관되기 때문에 뇌졸중 환자의 
몸통근육약화는 다리의 기능적 움직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5]. 따라서 뇌졸중 환자의 몸통 근육약화로 인한 
몸통 조절능력 감소는 균형 및 보행감소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6]. 

그동안 뇌졸중 환자의 균형능력과 보행기능을 회복시
키기 위해 몸통근육 강화 기반 안정화 운동이 시행되어 
왔다[7,8]. 이 운동방법들은 몸통중심근육 수축이 복부의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몸통조절능력을 증진으로 연결되어 
균형 및 보행능력 향상을 나타냈었으나 운동학습을 습득
시키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4주 이상의 장기적인 
기간과 노력이 필요했다[9,10]. 지금까지 뇌졸중 환자의 
균형 및 보행 증진에 빠른 효과를 위한 방법은 보조도구
를 이용한 방법이 있지만, 이 보조기구들에 대한 효과는 
직접적으로 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리에 집중되어 
왔다[11,12]. 비록 보조도구를 사용한 또 다른 중재 방법
으로 뇌졸중 환자의 몸통 근육 안정성을 증진 시킬 수 있
는 복부압박벨트를 착용하는 방법을 실시한 연구가 있지
만[13], 이 연구의 초점은 트레드밀 보행과 복부압박벨트
를 결합했기 때문에 복부압박벨트의 단일 효과를 증명하
기 어려웠고 6주간의 중재기간은 단기간의 효과를 확인
할 수 없었다[13]. 

본 연구와 비슷한 방법으로 복부압박벨트 적용 후 뇌
졸중 환자의 동적 균형과 보행능력 향상을 확인한 연구
가 있었다[14]. 선행연구에서는 아급성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하여 골반압박이 보행 및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였다. 아급성 뇌졸중 환자와 만성 뇌졸중 환
자의 보행능력은 아급성 뇌졸중 환자보다 만성 뇌졸중 
환자에서 개선된 양상을 보인다[15]. 하지만, 만성 뇌졸
중 환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치료효과가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치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는 빠르게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성 뇌졸중 환자에게 복부압박벨

트를 적용한 후 균형 및 보행능력에 관한 효과를 즉각적
으로 분석하여 향후 뇌졸중 환자의 몸통 안정성 중재에 
방법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이다. 검정력 분석
(power analysis)은 Cohen의 저서를 참고하여 중간 효
과 크기를(medium effect size)를 계산하였다[16]. 효
과 크기(effect size) = 0.5, 유의수준(alpha error 
probability) = 0.05, 검정력(power) = 0.80을 입력하
여 총 표본 크기(total sample size)를 계산했을 때 27
명의 대상자가 필요했었고 중도 탈락자를 고려하여 전체 
30명의 연구대상자가 선정되었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Y 요양병원과 A 재활병원에 입원 

및 통원치료 중인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 된 연구
이다. 연구대상자 선정은 병원 내 게시판에 공고를 내어 
대상자를 모집하였고 구체적인 연구대상자 선정조건은 
첫 번째 뇌졸중(first-time stroke)을 진단받은 지 6개월 
이상 지난 자, 혈압이 140/90mmHg 이하인 자[17], 한
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 점수가 24점 이상인 
자, 독립적으로 선 자세를 1분간 유지할 수 있는 자, 독립
적으로 10m 이상 보행이 가능한 자, 복부나 몸통에 정형
외과적 질환이 없고 수술한 병력이 없던 자로 하였다. 제
외조건은 혈압조절이 불규칙적인 자, 담당의에게 연구 진
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 복부압박 벨트를 착용하고 
평소와 다른 증상을 호소 한 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초기 평가전 연구동의서에 서명을 하였고 
연구대상자 선정조건에 부합하는 30명이 본 연구에 참여
하였다.

2.3 연구절차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모집된 연구대상자는 초기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 시 나타날 수 있는 비뚤림
(bias)을 방지하고자 30분의 휴식 시간을 갖아 초기평가
의 간섭을 배제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복부압박벨트를 착
용하고 후기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는 평가자 눈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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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본 연구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제공 받지 못한 
작업치료사가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단일대상 사
전-사후 설계로 복부 압박벨트 착용 전과 착용 후 균형 
및 보행능력을 확인한 연구이다. 

2.4 중재방법
본 연구는 복부압박벨트 적용 후 나타나는 즉각적인 

균형 및 보행 변화를 확인하였다. 뇌졸중 환자의 안정성 
한계 변화와 보행 변수 확인을 위해 복부압박벨트
(DR-B021, (주)아미글로벌, KOREA)가 Fig. 1과 같이 
사용되었다. 복부압박벨트의 압력 수준은 압력 생체 되먹
임 장치(stabilizer pressure biofeedback unit)를 이
용하여 70mmHg 로 벨트와 복부의 압박수준을 조절하
였다[13]. 연구 과정 중 불편감이나 이상증세가 나타난다
면 연구를 즉각 중단할 계획이었으나 특별한 증상은 없
었다.

Fig. 1. Abdominal pressure belt

2.5 평가방법
본 연구는 초기 평가 후 복부압박 벨트를 적용한 후 

안정성 한계와 보행 변수를 즉각적으로 측정하였다. 모든 
평가는 연구의 내용을 제공받지 못한 작업치료사가 평가
를 실시하였고, 평가를 받는 동안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보조자 두 명이 옆에서 대기 하였다. 모든 평가는 다
른 치료효과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치료 일정이 없
는 날 측정을 실시하였고 각 평가 사이의 휴식시간은 30
분으로 설정하였다. 

2.5.1 균형평가
복부 압박 벨트 적용 후 나타나는 안정성 한계를 확인

하기 위해 신체 압력이동 측정장비(BioRescue, RM ingenierie, 
France) 가 Fig. 2와 같이 이용되었다. 이 장비는 힘판 
위에 1600개의 센서가 압력이동(Center of pressure)
을 감지하여 안정성 한계(limited of stability)를 측정할 
수 있다. 연구자는 전방에 있는 모니터를 대상자에게 바

라보도록 하고 대상자는 힘판 위에 올라서서 모니터에서 
가리키는 화살표 방향으로 체중을 이동하였다. 체중이동 
시 발바닥이 힘판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고 최대
한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고 원래 자세로 돌아오도록 
하였다. 화살표 방향은 전방, 후방, 왼쪽, 오른쪽 방향과, 
왼쪽 전방, 오른쪽 전방, 왼쪽 후방, 오른쪽 후방 방향으
로 총 여덟 개 방향이었다. 자료는 소프트웨어에서 수집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마비측 이동영역(㎟), 비마비측 이
동영역(㎟), 전방 이동영역(㎟), 후방 이동영역(㎟)과 이들
의 총 이동면적(㎟)을 측정하여 안정성 한계로 분석하였
고 이동면적이 증가할수록 안정성 한계가 증가하는 것으
로 해석하였다[18].

이 장비는 안정성 한계 측정에서 각각 0.78 (왼쪽 이
동영역), 0.76 (오른쪽 이동영역), 0.69 (전방이동영역), and 
0.84 (후방 이동영역). 신뢰도(intra-rater reliability 
ICCs)를 보였다[18].

Fig. 2. BioRescue

2.5.2 보행평가
복부 압박 벨트 적용 후 나타나는 보행 변수를 확인하

기 위해 보행측정장비(G-walk, BTS, Italy)가 Fig. 3과 
같이 이용되었다. 이 장비는 허리뼈 5번에 휴대용 장비인 
G sensor를 고정하여 3축의 가속도계, 자력계, 자이로스
코프를 통해 보행 변수를 측정할 수 있다. 연구자는 12m 
보행로를 설치하고 참여자에게 편안한 속도로 걷게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가속기 2m와 감속기 2m를 제거한 
8m 보행 시 자료값을 결과값으로 사용하였다. 자료는 
G-studio 소프트웨어에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시
간적 보행변수인 보행률(cadence), 보행 속도(gait 
speed)와 공간적 보행변수인 보폭(stride length)를 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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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walk

몸통에 적용한 가속도계와 동작분석기 간의 왼발과 오
른발의 상관계수는 각각 0.93, 0.90으로 높았다[19]. 

2.6 통계분석
본 연구의 모든 자료분석은 SPSS 20.0 (window 

version)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복부 압박 벨트 착
용 전과 후의 안정성 한계와 보행변수 비교는 대응표본 
t 검정을 이용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는 α = .05로 설
정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3.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
대상자 중 남성은 22명, 여성은 8명이고, 마비부위는 왼

쪽 반신마비 15명, 오른쪽 반신마비는 15명이며, 뇌졸중 
원인은 뇌경색 17명, 뇌출혈 13명이다. 평균 나이는 
62.20±9.99세, 평균 키는 163.30±8.23 cm, 평균 몸무
게는 65.13±7.04 kg, 평균 발병기간은 12.07±2.32개
월, 평균 K-MMSE 점수는 26.97±1.13점이다.

Categories Subject(n=30)
Gender (male/female) 22/8

Paretic side  (left/right) 15/15
Etiology (infarction/hemorrhage) 17/13

Age (years) 62.20±9.99
Height (cm) 163.30±8.23
Weight (kg) 65.13±7.04

Disease duration (month) 12.07±2.32
K-MMSE (point) 26.97±1.13

K-MMSE, 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3.2 복부압박벨트 착용 전·후 균형변수의 변화
연구대상자의 복부압박벨트 착용 전·후 균형변수의 변

화는 Table 2와 같다. 착용 전 마비측 이동면적은 
745.52±171.52㎟ 에서 착용 후 857.10±239.19㎟로, 
비마비측 이동면적은 착용 전 1119.03±295.11㎟에서 
착용 후 1194.13±355.17㎟로, 전방 이동면적은 착용 전 
1134.32±280.01㎟에서 착용 후 1272.74±378.16㎟
로, 후방 이동면적은 착용 전 730.23±244.36㎟에서 착
용 후 778.48±234.51㎟로, 총 이동면적은 착용 전 
1864.55±417.79㎟에서 착용 후 2051.23±538.34㎟로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Table 2. Changes of limited of stability between pre and post test
Categories Pre-test Post-test t p

Paretic side area (㎟) 745.52±171.52 857.10±239.19 -2.939 .006**

Non-paretic side area (㎟) 1119.03±295.11 1194.13±355.17 -2.171 .038*

Forward area (㎟) 1134.32±280.01 1272.74±378.16 -2.422 .022*

Backward area (㎟) 730.23±244.36 778.48±234.51 -2.185 .037*

Total area (㎟) 1864.55±417.79 2051.23±538.34 -2.849 .008**
**p<.01, *p<.05

Table 3. Changes of gait parameter between pre and post test
Categories Pre-test Post-test t p

Cadence (steps/min)   87.00±19.61 90.90±17.81 -2.478 .019*

Speed (m/s) .80±.19 .85±.18 -2.371 .025*

Stride length (m) 1.10±.10 1.14±.11 -2.208 .035*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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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복부 압박 벨트 착용 전·후 보행변수의 변화
연구대상자의 복부압박벨트 착용 전·후 보행변수의 변

화는 Table 3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복부압박벨트 착용 
전 보행율은 87.00±19.61steps/min에서 착용 후 
90.90±17.81 steps/min로, 보행 속도는 착용 전 
.80±.19m/s에서 착용 후 .85±.18m/s로,  보폭은 착용 
전 1.10±.10m에서 착용 후 1.14±.11m로 유의하게 증
가하였다(p<.05).

4. 고찰
뇌졸중 환자의 몸통근육 약화는 균형과 보행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3], 뇌졸중 환자의 몸통근육 강화를 
통해 균형 및 보행능력을 개선 시키려는 노력이 운동과 
테이핑 등으로 적용되어 왔다[7,20]. 테이핑과 같은 보조
도구의 일환으로 복부압박벨트는 신경학적 손상이 없는 
성인의 허리, 골반 운동 변화와 안정성 증진 및 통증 감
소의 역할로 사용되어 왔다[21]. 본 연구에서는 신경학적 
손상이 있는 뇌졸중 환자의 균형 및 보행능력 향상을 위
해 복부압박벨트를 착용한 후 즉각적인 변화를 확인하고
자 실시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복부압박벨트 착용 전과 비교하여 착용 후 
연구대상자는 균형능력 변화를 의미하는 선 자세에서 마
비측, 비마비측, 전방, 후방, 총 압력중심이동(COP) 면적
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뇌졸중 환자에게 복부압벨트 적용 후 균형 및 보행능
력 변화를 즉각적으로 확인한 연구가 전무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복부근약화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임산부 여성에게 복부압박벨트 착용 후 기능적팔뻗기검사, 
낙상위험검사 안-가쪽 안정성지표(medial-lateral stability 
index), 앞·뒤쪽 안정성 지표(anterior-posterior stability 
index)에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22]. 이러한 균형능력 
향상의 이유는 임신으로 인한 변위 된 골반에 산전복대
(maternity support belts)가 골반주위에 안정성을 증
가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하였다[22]. 

더하여, 복부근육 수축을 보조하는 복부압박밸트는 복
부압박 밸트를 하지 않았을 때 보다 한 다리 서기 시 정
상 성인의 흔들림 정도를 감소 시켰고[23], 요통 환자
[24], 여성 노인의[25] 정적 균형능력을 개선 시켰다.

뇌졸중 환자에게 복부압박벨트를 적용한 후 즉각적인 
균형능력을 확인한 연구가 없지만,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
는 마비측의 몸통근육 약화로 인하여 마비측의 근활성도

가 비대칭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20] 본 연구
에서 뇌졸중 환자에게 복부압박벨트의 착용이 수동적으
로 복부 심부 근육수축을 보조하여[25], 몸통의 정렬을 
대칭하게 함으로써 몸통의 조절능력을 즉각적으로 향상
시키기 때문에 서 있는 자세에서 균형능력에 개선을 보
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보행변수의 결과 연구대상자는 시간적 보행 변수와 공
간적 보행변수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뇌졸중 환자에
게 비탄력식 복부압박벨트와 함께 6주간의 트레드밀 보
행은 트레드밀 단일 훈련보다 보행 시 마비측 보폭(paretic 
side step length), 체중지지율(gait symmetric)이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13]. 무릎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환
자에게 도수치료 후 골반압박벨트 착용은 착용 2주 후 
엉덩관절 벌림 근력과 균형능력 변화에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26]. 선행연구 모두 압박벨트를 통해 복부나 골반주
위의 안정성을 제공하여 균형 및 보행을 개선 시킨 것이
라 하였다[13,26].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트레드밀 중재
를 결합하거나 도수치료를 결합하여 연구결과를 확인한 
연구였다[13,26]. 

뇌졸중 환자에게 탄력식 골반압박벨트를 착용하지 않
았을 때보다 즉각적으로 동적 균형과 보행속도(velocity)
을 유의하게 향상시켰다[14].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다르게 뇌졸중 진단 후 3~6개월인 아급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고 골반압박벨트의 압력
을 대상자에게 일괄되게 적용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었다
[14].

본 연구에서는 다른 중재의 결합 된 효과를 배제하고
자 즉각적으로 복부압박벨트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점
에서 임상적 의의가 있다. 만성 뇌졸중 환자의 균형 및 
보행능력을 개선을 위해 복부근육 수축을 통한 안정성이 
필요하고, 그동안 임상에서 적용되고 있는 중재효과가 일
정한 한계에 도달한 뒤에는 동기부여 및 운동학습 의욕 
유발을 위해 즉각적인 치료 개입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선행연구 결과와 달리 복부압박벨트를 만성 뇌졸
중 환자에게 적용하였고 복부압박벨트의 단일 효과와 즉
각적인 균형 및 보행능력 증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강점은 만성 뇌졸중 환자에게 최초로 복부
압박벨트 착용 후 즉각적으로 균형 및 보행능력을 확인
했다는 것이다. 복부압박벨트는 착용이 간단하여 누구나 
착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임상현장에서 즉각적 중재 효
과로 동기부여 및 재활의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몇가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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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뇌졸중 환자는 중등도 
손상 뇌졸중 환자들로 모든 뇌졸중 환자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복부 압박 벨트 적용 후 몸
통근육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셋째, 
뇌졸중 환자는 고혈압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고혈압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 압박을 가했을 때 혈압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목적으로 복부압박벨트 착용 전
과 착용 후 보행능력의 즉각적 변화를 알아보기위해 단
일집단 사전-사후 설계를 이용하였으나 대조군의 부재로 
인해 외적 타당도 위협요인들을 평가할 수 없었다. 그러
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대조군과 함께 보행 및 균형능력 
변화를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총 30명의 뇌졸중 환자에게 복부압박벨트

를 착용하여 균형능력을 의미하는 안정성 한계와 보행능
력을 의미하는 보행변수에 즉각적 변화를 확인하고자 실
시 된 연구이다. 연구대상자에게 복부압박벨트를 착용하
였을 때 마비측 이동면적, 비마비측 이동면적, 전방 이동
면적, 후방 이동면적, 총 이동면적과 보행율, 보행 속도, 
보폭이 모두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복부압박벨트
가 뇌졸중 환자의 균형 및 보행능력 변화에 즉각적 개선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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