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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만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메타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트레드밀 훈련의 융복합적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PICOS 기준에 의거하여 문헌을 검색한 후 총 22편의 국내 ‘뇌졸중’, ‘트레드밀’ 관련 연구물을 선정하였다. 메타분석을
위해 CM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를 산출하였으며, 국내 트레드밀 훈련의 전체 효과크기는 0.661(95%CI: 
0.456∼0.865)로 중간크기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트레드밀 훈련의 효과를 족저압(1.147), 하지 근 기능
(0.875), 균형(0.664)으로 나누어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 족저압의 효과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추가로 균형은 
하위항목들을 나누어 분석하였고, 균형은 TUG(0.553), BBS(0.760), 정적균형지수(0.654)의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따라
서 트레드밀 훈련이 만성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한다. 트레드밀 훈련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는 정보, 통신 및 의료기술의 헬스케어 융합을 향한 업계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융복합, 뇌졸중, 트레드밀 훈련, 족저압, 하지 근 기능, 균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onvergence effectiveness of treadmill training 
in patients with chronic stroke through a meta-analysis. After searching the literature based on the 
patients,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 criteria, and study desigan, a total of 22 studies related to 
"stroke" and "treadmill" were eligible for inclusion. Effect size was calculated using the comprehensive 
meta-analysis program for the meta-analysis. Based on the forest plot results, the overall effect size of 
treadmill training was 0.661 (95% confidence interval: 0.456-0.865),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a medium effect size (p < 0.05). The effects of treadmill training on patients with stroke were 
separated by dependent variables of interest-plantar pressure (1.147), lower limb muscle function 
(0.875), and balance (0.664). The effect sizes were evaluated for the subdomains of timed up and go 
test (0.553), Berg Balance Scale (0.760), and static balance index (0.654) for balance. Therefore, 
treadmill training can be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chronic stroke. This meta-analysis of treadmill training may the lead to an industry paradigm shift 
toward healthcare convergence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medical technology.

Key Words : Convergence, Stroke, Treadmill training, Plantar pressure, Lower limb muscle function,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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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으로서 뇌로 전달되는 혈액공급
이 차단 또는 손상으로 인한 출혈로 인해 발생되는 순환
기 계통과 관련된 질환이다[1]. 주된 증상으로는 감각 저
하, 근육 약화, 긴장도 및 균형 능력 저하, 보행 능력 저
하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능적인 결손들은 영구적인 장
애로 이어진다[2]. 

뇌졸중 환자에게 근력 약화로 인해 기능적 제한이 발
생되기 때문에 근력 강화 운동은 중요하다[3]. 또한 편마
비 보행으로 인해 근 단면적(cross-sectional area)이 
비마비측보다 마비측에서 작게 나타나며[4], 근섬유 단면
적이 감소함에 따라 근 위축을 초래하여 기능적 능력을 
제한한다[5]. 특히 마비측의 비활동성(physical inactivity)
과 관련되어 불규칙한 보행패턴을 만든다[6,7]. 따라서 
약화된 하지 근 기능은 보행속도, 보폭, 체중지지, 균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비측의 근력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된다[8].

뇌졸중 환자의 마비측에 나타나는 불균등한 체중지지
는 발의 특정 부위에 가해지는 압력, 즉 족저압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9]. 만성 뇌졸중 환자는 발바닥 굽힘근과 
안쪽 번짐근 활동성 증가로 인해 압력이 정상인에 비하
여 발뒤꿈치의 압력 분포 비율이 낮고 전방이나 외측으
로 압력이 치우쳐 있다고 보고하였다[10]. 또한 만성 뇌
졸중 환자에게 나타나는 휘돌림 보행에 의해 마비측이 
비마비측에 비해 족저압이 낮게 나타난다[11]. 

만성 뇌졸중 환자들은 감각, 운동 및 인지 요인 등의 
문제로 불균형을 가지게 된다[12]. 안정성 한계도 감소하
기 때문에 정적자세에서 신체동요가 약 2배 증가하면서 
양하지에 비대칭적으로 체중이 부하되고, 비마비측의 무
게중심 이동능력이 마비측에 비해 증가하게 된다[13]. 체
중이동과 균형은 관련이 있으며 계단 오르기, 걷기, 일어
서기 등의 활동을 위해 균형도 재활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요소이다[14]. 

트레드밀 훈련은 척수수준의 신경원들이 구심성 신호를 
활성화하여 팔다리 움직임과 체중이동 및 자세정렬 등을 
조절한다는 중추패턴발생기(central pattern generator)
이론을 토대로 균형유지에 효과적이며 이로인한 보행이 
촉진된다[15]. 또한 하지의 굽힘근과 폄근이 교차로 반복
되는 동작으로 말초의 감각 입력, 팔다리 움직임, 종아리 
근육 등이 활성화되어 운동기능이 회복 된다[16].

지금까지 트레드밀 훈련이 뇌졸중 환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으나[17-20], 서로 

다른 결과물로 인해 통합 및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트레드밀 훈련

이 족저압, 하지 근 기능, 균형 효과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 뇌졸중 환자의 트레드밀 훈련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근거중심의 임상자료를 마련
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만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2005년 1월

부터 2019년 12월까지 트레드밀 훈련을 적용한 국내 논
문들을 대상으로 검색하였다(Table 1 참조). 검색 주제
어는 “뇌졸중”, “트레드밀”, “균형”, “하지 근 기능”, “기
능”, “영향”, “훈련”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였다.

1차 검색을 통해 68편, 2차 검색을 통해 12편을 검색
하여 총 80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이후 중복되거나 연
구에 적합하지 않은 논문들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22편
의 논문을 확정하였다(Fig 1 참조).

만성 뇌졸중 환자에게 다양한 트레드밀 훈련을 실시하
여 족저압, 하지 근 기능, 균형에 대한 결과를 도출한 국
내연구들을 토대로 PICOS 기준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Appendix 1). 또한 분석된 연구들은 메타분
석을 이용하여 각 효과크기를 산출하여 효과검증을 하였다. 

Fig. 1. PRISMA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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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year)
Random

sequence
generation

Allocation
concealment

Blinding
of participants 

Blinding of 
outcome

assesment

Incomplete
outcome

Selective
reporting

Kim et al (2017) Low High High High Low High

Lee & Oh (2011) Low High High High Low Low

Park (2017a) Low High High High Low Low

Park (2017b) Low High High High Low Low

Park (2017c) Low High High High Low Low

Park et al (2017) Low High High High Low Low

Table 2. Methodological evaluation of RCT study using RoB tool

DB Web address

RISS http://www.riss.kr

DBpia http://dbpia.com

KISS http://kiss.ksudy.com

Kyobo scholar http://scholar.kyobobook.co.kr

National library http://www.nl.go.kr

E-article http://www.earticle.net

Table 1. Electronic databases 

2.1.1 연구대상(Participants)
뇌졸중 진단을 받은 대상자이며, 편마비로 진단을 받

고, 독립보행이 가능한 환자, 폐질환이나 내과 및 정형외
과적 질환이 없는 자이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자이다. 

2.1.2 중재(Intervention)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한 트레드밀 훈련으로써 경사도, 

자세조절, 체중지지의 유형을 함께 실시한 복합중재도 포
함하였다. 

2.1.3 비교대상(Comparisons)
뇌졸중 환자에게 트레드밀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그룹

을 비교하였으며, 일상적인 중재 또는 대체중재 등이 포
함된다. 

2.1.4 결과(Outcomes)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한 트레드밀 훈련의 효과를 측정

하고 결과값으로 족저압 측정, 근전도 검사, 버그균형척
도(BBS), 일어나 걷기 검사(TUG), 정적균형지수 측정을 
포함하였다.

2.1.5 연구 설계(Study Design)
뇌졸중 환자에게 트레드밀 훈련과 관련된 실험을 최소 

4주에서 12주 이하로 실시하여 중재 전후의 사전, 사후 
측정이 이루어진 논문들을 구체적인 통계적 수치로 중재
효과를 제시한 논문들을 선정하였다. 출판편향을 제한하
기 위해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질
적 연구, 종설, 포스터 등 연구 설계가 본 연구에 부합하
지 않은 연구는 배제하였다. 또한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
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와 비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 
NRCT) 사전-사후 설계를 적용한 논문을 채택하였다.

2.2 자료합성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22편의 연구를 대상자의 특성과 

중재변인별 특성들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자료를 코딩
하였다. 연구방법의 질 평가 도구로써 RCT 연구는 
Cochrane group이 개발한 Risk of Bias(RoB)도구, 
NRCT 연구는 Risk of Bias Assessment tool for 
Non-randomized Studies(RoBANS) 도구를 사용하였
다. 해당항목에 대해 비뚤림 위험이 ‘높음(high)’, ‘낮음
(low)’, ‘불확실(uncertain)’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Hedges’s g를 산출하여 표준화된 평균효과 크기를 산
출하였으며, 95% 신뢰구간을 계산하였고, 각 변인별 효
과크기의 분석을 위해 Comprehensive meta-analysis 
(CMA 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숲 그림(forest plot)을 통해 중재에 대한 종속변인에 
대한 효과크기와 이질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하위그룹분
석과 메타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조절효과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출판 
편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5호90

Study Selection of
participants

Confounding
variables

Measurement of 
intervention

Blinding 
of outcome 
assesment

Incomplete
outcome data

Selective
reporting

An et al (2007) Low High High High High Low
Choi (2014) Low High High High Low High

Jung et al (2009) High High High High Low Low
Kim  & Bae (2010) Low High High High High Low
Kim et al (2011) Low High High High High Low

Kim (2009) Low High High High Low Low
Kim (2010) Low High High High Low Low
Kim (2011) Low High High High Low Low
Kim (2013) Low High High High Low Low
Kim (2018) Low High High High Low Low
Lee (2011) Low High High High Low Low
Lee (2014a) High High High High Low High
Lee (2014b) Low High High High Low Low

Lim & Kang (2017) Low High High High Low Low
Lim (2018) Low High High High Low Low
Shin (2015) Low High High High High Low

Table 3. Methodological evaluation of NRCT study using RoBANS tool 

3. 결과

3.1 논문의 질 평가
본 연구의 분석대상 22편 중 RCT 연구 6편은 Cochrane 

library의 ROB, NRCT 연구 16편은 Cochrane 
library의 RoBANS 도구를 이용하여 방법론적 질 평가
를 실시하였다(Table 2, 3 참조).

3.2 최종 선정된 연구 특성
메타분석 연구에 선정된 22편의 논문의 특성을 분석

하였다. 대상자는 최소 41.0세에서 최대 69.26세로서 평
균 연령 56.84세의 뇌졸중 환자이다. 연구관련 특성과 
중재관련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2.1 연구관련 특성
뇌졸중 환자에게 트레드밀 훈련을 적용한 연구들을 출

판년도, 출판유형, 연구설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출판
년도, 출판유형, 연구설계로 나뉘어 살펴보았다. 출판년
도는 2011년에서 2018년까지 17편(77.3%)으로 가장 많
았다. 출판유형은 학술지논문 8편(36.3%), 학위논문 14
편(63.7%)으로 나타났다. 연구 설계는 RCT 6편(27.3%), 
NRCT 16편(72.7%)으로 나타났다(Table 4 참조). 

Category N(%)

Publication year
2005∼2010 5(22.7)

2011∼2015 9(41.0)
2016∼2018 8(36.3)

Publication type
Journal 8(36.3)
Thesis 14(63.7)

Study design
RCT 6(27.3)

NRCT 16(72.7)

Table 4. Characteristics of study

3.2.2 중재관련 특성
분석대상의 중재관련 특성을 중재요소(총 회기, 주 회

기, 1회기 활동시간) 및 대상자 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
다(Table 5 참조). 

중재요소의 총 회기에서는 18회기에서 40회기까지 
있었으며, 18-30회기 19편(86.4%), 30회기 초과 3편
(13.6%)이었다. 주 회기는 주 3회 이하가 9편(40.9%), 주 
4회-5회가 12편(54.6%), 8회가 1편(4.5%)으로 나타났
다. 회기별 시간은 30분 이하 17편(77.3%), 31분 이상 5
편(22.7%)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대상자 수는 15명 
이하가 4편(18.2%), 16명-30명까지 12편(54.6%), 31명 
이상이 6편(27.2%)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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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N(%)

Total sessions
18-30 19(86.4)
31≤ 3(13.6)

Frequence 
of session
(per week)

 ≤3 9(40.9)
4-5 12(54.6)
8 1(4.5)

session 
length(min)

≤30 17(77.3)
31≤ 5(22.7)

sample size
≤15 4(18.2)

16-30 12(54.6)
31≤ 6(27.2)

Table 5. Characteristics of intervention studies

3.3 트레드밀 훈련의 전체 효과크기
최종 선정된 22편의 논문을 이용하여 트레드밀 훈련

의 전체 효과크기는 랜덤효과 모형에 의하여 산출하였고 
평균 효과크기는 Hedges’s g=0.661 (95% CI=0.456∼
0.865)로 나타나 중간 효과크기를 보이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효과크기의 이질성은 총 
분산에서 연구 간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인 I2=46.0% 
(Q=38.896, p<.05)로 나타나 중간 크기의 이질성을 보
인다고 할 수 있다(Table 6, Fig. 2 참조).

K Hedges’s g
95% CI Heterogeneity

lower upper Q p I2

22 0.661 0.456 0.865 38.896 0.010 46.0

*K=number of effect size; 95% CI=95% confidence interval; Q=total 
variability; I2=between-study variability

Table 6. The overall effect size

Fig. 2. Forest plots for overall effect size after 
treadmill training

3.4 종속변인에 따른 효과크기
3.4.1 족저압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
트레드밀 중재가 만성 뇌졸중 환자의 족저압에 미치는 

효과크기는 1.147(95% CI=0.043∼2.251)로 높은 효과
가 나타났다(p<.05). 이질성은 총 분산에서 연구 간 분산
이 차지하는 비율인 I2=70.1%(Q=3.342, p>.05)로 나타
났다.

3.4.2 하지 근 기능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
트레드밀 중재가 만성 뇌졸중 환자의 하지 근기능에 

미치는 효과크기는 0.875(95% CI= 0.193∼1.556)로 큰 
효과를 나타났다(p<.05). 이질성은 총 분산에서 연구 간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인 I2=63.9%(Q=8.300, p<.05)로 
나타나 높은 크기의 이질성을 보였다.

3.4.3 균형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 
트레드밀 중재가 만성 뇌졸중 환자의 균형에 미치는 

효과크기는 0.664(95% CI=0.441∼0.887)로 중간크기
의 효과를 나타났다(p<.05). 이질성은 총 분산에서 연구 
간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인 I2=48.4%(Q=34.852, 
p<.05)로 나타나 중간 크기의 이질성을 보였다.

가) TUG의 효과크기
트레드밀 중재가 만성 뇌졸중 환자의 TUG에 미치는 

효과크기는 0.553(95% CI=0.352∼0.753)으로 중간크
기의 효과를 나타났다(p<.05). 이질성은 총 분산에서 연
구 간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인 I²=35.1%(Q=24.656, 
p>.05)로 나타났다.

나) BBS의 효과크기
트레드밀 중재가 만성 뇌졸중 환자의 BBS에 미치는 

효과크기는 0.760(95% CI=0.389∼1.131)으로 큰 효과
가 나타났다(p<.05). 이질성은 총 분산에서 연구 간 분산
이 차지하는 비율인 I²=68.2% (Q=34.591, p<.05)로 나
타나 높은 크기의 이질성을 보였다.

다) 정적균형지수의 효과크기
트레드밀 중재가 만성 뇌졸중 환자의 정적균형지수에 

미치는 효과크기는 0.654(95% CI=0.413∼0.895)로 중
간 크기의 효과가 나타났다(p<.05). 이질성은 총 분산에
서 연구 간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인 I²=10.7%(Q=7.840, 
p>.0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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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Sub-group K Hedges’s g
95% CI Heterogeneity

Lower limit Upper limit Q p

Study
design

NRCT 16 0.666 0.489 0.843
0.445 0.505

RCT 6 0.571 0.307 0.835

Publication type
Journal 8 0.729 0.478 0.981

0.311 0.577
Thesis 14 0.589 0.408 0.770

*K=number of effect size; 95% CI=95% confidence interval; Q=total variability
RCT=Randomized controlled trial; NRCT=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

Table 7. Sub-group analysis results

3.5 조절변수별 하위그룹분석 결과
연구 설계에 따른 효과크기는 RCT(Hedges's g=0.571; 

95% CI=0.307∼0.835)가 NRCT(Hedges's g=0.666; 
95% CI=0.489∼0.843)보다 낮게 나타났다. 출판유형에 
따른 효과크기는 학술지(Hedges's g=0.729; 95% 
CI=0.478∼0.981)가 학위논문(Hedges's g=0.589; 95% 
CI=0.408∼0.770)보다 효과크기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 설계와 출판유형의 두 집단 간의 이질성은 각각 
Q=0.445, Q=0.31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5)(Table 7 참조). 

3.6 조절변수별 메타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의 특성 중 출판 연도, 대상자의 평균연령, 중

재요인(총 회기, 주 회기, 1회기 적용시간, 대상자의 수)
을 조절변인으로 하여 효과크기의 이질성을 설명하기 위
한 방법으로 메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출판 연도에 대한 메타회귀분석 결과, 트레드밀 훈련
은 연도가 지날수록 효과크기가 작아지는 것으로 보였다. 
평균연령에 따른 메타회귀분석 결과, 트레드밀 중재는 연
구대상자의 연령이 클수록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두 변수 모두 기울기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3, 4 참조).

Fig. 3. Regression analysis of Hedges’s g 
       by publication year

Fig. 4. Regression analysis of Hedges’s g 
      by age

트레드밀 훈련의 총 회기, 주회기, 1회기 활동시간, 대
상자 수에 따른 효과크기를 메타회귀분석 한 결과, 총 회
기가 크고, 주회기가 많고, 1회기 활동시간이 작고, 대상
자 수가 작을수록 트레드밀 훈련의 효과크기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재변인 모두 기울기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Fig. 5-8 참조).

Fig. 5. Regression analysis of Hedges’s g 
      by number of s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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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gression analysis of Hedges’s g 
       by duration of session

Fig. 7. Regression analysis of Hedges’s g 
       by length of session

Fig. 8. Regression analysis of Hedges’s g
       by sample size

3.7 출판 편의 분석
깔때기 점도표(funnel plot)를 이용하여 출판 편의를 

확인하였다. 출판 편의가 있으면 통합된 효과크기를 중심
으로 점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비대칭을 이룬다. 본 연구

에서 출판 편의 검사 결과는 효과크기를 중심으로 좌우
가 대칭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 출판 편의가 발생하지 않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Fig. 9 참조).

Egger 등 (1997)이 제시한 방법을 통해 출판편의 여
부를 살펴본 결과, Egger의 회귀절편은 1.84, 표준오차 
1.37로 회귀절편의 유의성을 양측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
과 p=0.194로 유의하지 않았다.

Fig. 9. Funnel plot for publication bias

4. 고찰

만성 뇌졸중 환자의 운동기능 회복을 위해 하지 근 기
능, 족저압, 균형의 영향을 주는 트레드밀 훈련에 대한 연
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 1월부터 2019
년 12월까지 만성 뇌졸중 환자에게 다양한 트레드밀 훈
련의 적용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체계적인 메타
분석법을 이용하였다. 

메타분석은 개별연구의 과학적 검증을 위해 다양한 학
문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는 
특정 치료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개별연
구들을 종합하여 분석함으로써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체계적 고찰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21].

뇌졸중 환자에게 국내 트레드밀 훈련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들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연구결과를 
다른 집단에도 일반화하여 적용하고자 무선효과모형을 
사용하여 전체 효과크기를 추정하였다[22]. 이것은 만성 
뇌졸중 환자와 트레드밀 훈련법에 대한 축적된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2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트레드밀 훈련의 전체 평균 효
과크기는 0.661로 나타났고(p<.05), 이질성은 46.0 
%(Q=38.896, p<.05)로 중간 크기의 이질성을 보였다. 
이 중 하위 범주를 족저압, 하지 근 기능, 균형으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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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변인별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족저압의 효과크기
는 1.147로 전체 종속변인들 중 가장 효과크기가 크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이는 만성 
뇌졸중 환자에게 트레드밀 훈련을 적용하였을 때 정적 
및 동적 족저압의 모든 측정 지표에서 향상되었다는 결
과와 일치한다[18]. 둘째, 하지 근 기능의 효과크기는 
0.875로 크게 나타났으며(p<.05),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이는 뇌졸중 환자의 하지 협응 운동을 촉진하여 하지
의 근력증진에 효과적이라는 선행논문과 일치하는 결과
가 산출되었다[23,24]. 셋째, 균형의 효과크기는 0.664로 
나타났으며(p<.05), 이 결과는 트레드밀 훈련이 뇌졸중 
환자의 균형능력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며, 
보고된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한다[25]. 이는 균형능력의 
하위 항목별 효과크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균형
능력의 하위항목인 TUG, BBS, 정적균형지수의 트레드
밀 중재 전후 값을 확인해본 결과, 모든 하위항목의 결과 
값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05). BBS(0.760), 정적균형지수(0.654), TUG (0.553)
로 BBS는 높은 수준의 효과크기를, 정적균형지수와 
TUG는 중간수준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이처럼 BBS는 
높은 수준의 효과 크기로써 임상에서 의료보험 수가로 
인정되는 항목으로 책정되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트레드밀 훈련이 만성 뇌졸중 
환자의 균형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해 보행
능력, 기능적 움직임에도 뇌졸중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트레드밀과 균형, 족저압, 하
지 근 기능과 관련된 효과분석을 바탕으로 정보, 통신 및 
의료기술의 헬스케어 융합을 향한 업계 패러다임의 전환
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도 메타분석을 통해 
일반화하기 위한 충분한 임상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
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트레드밀 훈련이 만성 뇌졸중 환자에 미치
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국내 22편의 논문을 종합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만성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된 트
레드밀 훈련에 대한 효과크기를 알아본 결과 전체 효과
크기가 0.661(95% CI:0.456∼0.865)로 나타났으며, 이
는 만성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된 트레드밀 훈련이 긍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5). 또한 족저
압, 하지 근 기능, 균형으로 나누어 효과크기를 알아본 결

과 족저압이 가장 효과크기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균형
(TUG, BBS, 정적균형지수)의 효과크기를 비교하였을 때 
BBS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트레드밀 훈련과 관련 요인
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한 메타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서 
연구자와 임상가들에게 융복합적 연구에 대한 이해와 임
상실무지침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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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Author (year) Effect
size

Publica
-tion
Type

Study
design

Group Treadmill exercise intervention Outcome

EX CON Exercise type Duration
(week)

Session
(count)

Length
(min)

Lower limb 
muscle 
function

Plantar 
pressure Balance

1 An et al.
(2007)  1.456 Journal NRCT 12 X Auto treadmill,

Universal treadmill 8 24 30 TUG

2 Choi (2014)  0.894 Thesis NRCT 44 X
5° Treadmill
10° Treadmill

Universal treadmill
6 30 30

OBI, ABI, 
MBI, 
BBS,
TUG

3 Jung et al.
(2009)  1.056 Journal NRCT 20 20 Universal treadmill 12 36 45 BBS

4 Kim & Bae
(2010) -0.065 Journal NRCT 20 22 Progressive speed 

increase treadmill 6 18 30
TUG, 
BBS, 
DMB

5 Kim et al.
(2011)  1.573 Journal NRCT 21 X Universal treadmill 8 24 40

BBS, 
TUG,
ABC 
scale

6 Kim et al.
(2017)  0.112 Journal RCT 11 X Visual feedback treadmill,

Universal treadmill 4 20 30
BBS, 
FRT,  

TUG, SBI

7 Kim (2009)  1.909 Thesis NRCT 30 X Gait training on treadmill 8 40 20 RF, BF
TA, GCM

FPM(toe,m
etatarsal, 
midfoot, 

heel) 

8 Kim (2010)  1.006 Thesis NRCT 32 X
0° Inclination treadmill
5° Inclination treadmill
10° Inclination treadmill

6 18 30 RF, BF,
TA, GCM

TUG, 
BBS, MV,
SA, SP

9 Kim (2011)  0.020 Thesis NRCT 8 7 Progressive speed 
increase treadmill 8 24 30 Muscular 

CSA

10 Kim (2013)  0.591 Thesis NRCT 16 X Weight bearing treadmill,
Universal treadmill 4 20 40

BBS, 
SBI(WBR, 
RT, LOS) 

11 Kim (2018)  0.678 Thesis NRCT 30 X Aqua treadmill,
Universal treadmill 6 18 30

FPM(FPR, 
AP, R/Fp, 

FS) 

12 Lee & Oh 
(2011)  0.765 Journal RCT 16 X Fast speed treadmill 

Comfortable speed treadmill 4 32 25

BBS, 
TUG,
ABC 
scale

13 Lee (2011)  0.457 Thesis NRCT 26 X

Unaffected weight
Load treadmill,

Affected weight load treadmill,
Universal treadmill

6 30 20
FRT, 
WBR,
TUG

14 Lee (2014a)  0.222 Thesis NRCT 28 15 Progressive speed 
increase treadmill 8 24 30 BBS, TUG

GBS

15 Lee (2014b)  0.125 Thesis NRCT 18 X
Comfortable speed treadmill,

Slow speed treadmill, 
Maximal speed treadmill

4 20 30 BBS, TUG

16 Lim & Kang 
(2017)  0.398 Journal NRCT 6 5 Universal treadmill 6 30 45 BBS, TUG

17 Lim (2018)  0.405 Thesis NRCT 11 11 Progressive heart rate reserve 
increase treadmill 6 30 45 BBS, TUG

18 Park et al.
(2017)  0.844 Journal RCT 30 X Controlled posture treadmill,

Universal treadmill 4 20 20 TUG, SBI

19 Park (2017a)  0.824 Thesis RCT 30 X Controled posture treadmill 4 20 20
TUG, 

SBI(RT, 
WDI)

20 Park (2017b)  0.758 Thesis RCT 12 12 Progressive speed 
increase treadmill 6 18 30 TUG

21 Park (2017c)  0.153 Thesis RCT 31 X

Randomize speed control treadmill, 
Progressive speed
increase treadmill, 

Maintain speed treadmill

6 30 20 TUG

22 Shin (2015)  1.231 Thesis NRCT 22 X Inclination treadmill 4 20 20
MTT

(medialis 
GCM)

TUG

ABC scale=Activities-specific balance confidence scale; ABI=Anteroposterior balance index, AP=Ave pressure; BBS=Berg balance scale; BF=Biceps 
femoris; Cont.=Control group; CSA=Cross-sectional area; DMB=Dynamic mean balance; Exp.=Experimental group; FPM=Foot pressure measurement; 
FPR=Foot pressure ratio; FRT=Functional reach test; FS=Foot surface; GBS= Good balance system equipment; GCM=Gastrocnemius; LOS=Limits of
stability; MBI=Mediolateral balance index; MTT=Muscle tone test; MV=Max velocity; OBI=Overall balance index; RF=Rectus femoris; 
R/Fp=Radio/frequency pressure; RT=Romberg test; SA=Sway area; SBI=Static balance index; SP=Sway path; TA=Tibialis anterior; TUG=Timed up and 
go test; WBR=Weight bearing rate; WDI=Weight distribution index 

Appendix 1. Characteristics of primary studies included in the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