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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이란 무엇입니까?

뇌졸중 환자의 보행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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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은 선 자세에서 두 다리로 번갈아 바닥을 딛으면서 한 장

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전

거,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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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bkin BH. Clinical practice. Rehabilitation after stroke. N Engl J Med. 2005 Apr 21;352(16):1677-84참고 
문헌

보행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요?

뇌졸중 환자의 보행훈련

02

산책로운동복 입고 활기차게 걷는 모습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갈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입니다. 평평하고 포장된 지형이라면 자전

거나 휠체어를 타고서 이동할 수 있지만 포장이 되지 않았거나 고르지 않은 길은 보행을 통해 가장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이 필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큰 근육들을 사용하여야 효과적인데 보

행은 다른 운동기구 없이,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보행은 즐거움을 주고 ‘자신’을 발견하게 해 줍니다. 스페인에는 ‘산티아고 가는 길’이 있고 한국에는

제주도를 비롯하여 많은 ‘올레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행 장애는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는 가장 흔한 원인이다(Dobkin 2005)”라고 할 수 있습

니다.

잔디밭을 걷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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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을 위해서는 
어떠한 기능이 필요한가요?

뇌졸중 환자의 보행훈련

03

Keenan MA, Perry J, Jordan C. Factors affecting balance and ambulation following stroke. Clin Orthop Relat Res. 1984 Jan-
Feb;(182):165-71

Shumway-Cook A, Woollacott MH. Motor control : Translating research into clinical practice, 3rd ed, Philadelphia, Pennsylvania, 2007, 
pp3-20 Lippincott Williams&Wilkins

Whittle MW. Gait analysis and introduction 4th edition Butterworth Heinemann 2007

참고 
문헌

체중을 지탱하고 몸을 앞으로 보낼 수 있는 근력이 필요합니다. 근력은 보행이 가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마비된 다리의 근력이 없는 환자가 혼자서 보행할 수는 없습니다. 

한 다리로 서서 넘어지지 않고 다리를 앞으로 보낼 수 있는 균형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력만 있다고 

해서 보행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중력을 이길 정도의 근력이 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균

형 능력입니다.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 필요합니다. 

장애물과 위험을 발견할 수 있는 피부, 관절과 근육의 감각, 시각, 전정감각이 필요합니다.

장애물과 위험을 알아채고 회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인지능력(판단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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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으로 인해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어떻게 하면 움직이게 할 수 있나요?

뇌졸중 환자의 보행훈련

04

Carr JH, Shepherd RB. Balance In Carr JH, Shepherd RB. Stroke rehabilitation: Guidelines for exercise and training to optimize motor skill. 1st 
ed. Butterworth-Heinemann  London 2003 
Duysens J, Clarac F, Cruse H. Load-regulating mechanisms in gait and posture: comparative aspects. Physiol Rev. 2000 Jan;80(1):83-133.
Faist M, Hoefer C, Hodapp M, Dietz V, Berger W, Duysens J. In humans Ib facilitation depends on locomotion while suppression of Ib 
inhibition requires loading. Brain Res. 2006 Mar 3;1076(1):87-92. 
Leroux A, Pinet H, Nadeau S. Task-oriented intervention in chronic stroke: changes in clinical and laboratory measures of balance and mobility. 
Am J Phys Med Rehabil. 2006 Oct;85(10):820-30

참고 
문헌

뇌졸중으로 인해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움직이도록 하기 위하여 스트레칭, 진동, 얼음 문지르기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는 없습니다. 

가장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은 마비된 다리에 전기 자극을 가하여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기능적 전

기 자극법입니다. 이를 통해 근육의 수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방법은 발바닥에 체중을 주면서 시행하는 체중부하 운동입니다. 발바닥에 

체중이 가해지면 체중을 지탱하는 다리의 근육이 활성화 됩니다. 손을 짚고 의자에서 앉았다가 일

어서기, 마비된 다리에 체중을 주고 무릎 굽히기, 손잡이를 잡고 발판 올라가기, 손잡이를 잡고 발판 

내려가기가 여기에 속하는데 마비된 다리만의 운동이 가능한 발판 올라가기, 발판 내려가기가 더 

좋은 운동입니다.

마비된 다리에 체중을 주고 
무릎 굽히기

손잡이를 잡고 발판 올라가기 손잡이를 잡고 발판 내려가기손을 짚고 일어서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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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판 올라가기 운동은
어떻게 하는가요?

뇌졸중 환자의 보행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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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dge S, Barber PA, Stott NS. Circuit-based rehabilitation improves gait endurance but not usual walking activity in chronic stroke: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rch Phys Med Rehabil. 2009 Dec;90(12):1989-96.

참고 
문헌

높이가 7.5~15㎝가 되는 나무 판을 이용합니다. 두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설 수 있도록 길이는 40

㎝, 폭은 70㎝가 되도록 만듭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손잡이를 잡은 다음 마비된 발을 발판 위에 올립니다. 팔 힘이 아니라 마비된 다리 

힘을 이용하여 몸 전체를 발판 위에 끌어올린 다음 양 발로 섭니다. 

손잡이를 잡고 발판 앞에 서 있는 모습 손잡이를 잡고 마비된 다리를 발판 위에 올려놓은 모습 발판 위에 두 발을 두고 서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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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판 내려가기 운동은
어떻게 하는가요?

뇌졸중 환자의 보행훈련

06

Carr JH, Shepherd RB. Balance In Carr JH, Shepherd RB. Stroke rehabilitation: Guidelines for exercise and training to optimize motor 
skill. 1st ed. Butterworth-Heinemann  London 2003

참고 
문헌

발판 올라가기에 사용한 발판을 사용합니다. 손잡이를 잡은 다음 마비된 다리로 체중을 지탱하면서 

마비되지 않은 발을 천천히 내립니다. 발판 내려가기를 할 때에는 천천히 내려가야 제대로 훈련이 됩

니다. 

발판 위에 두 발을 두고 서 있는 모습 마비된 다리로 체중을 지탱하며 마비되지 않는 다리
를 앞으로 내리는 모습

마비되지 않는 발을 다시 발판 위에 두고 서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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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마비가 심해서 
발판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뇌졸중 환자의 보행훈련

07

마비가 심하여 발판 운동을 할 수 없는 분은 서서 마비된 다리에 체중을 주면서 무릎 구부리기를 통

해 마비된 근육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마비된 근육의 근력이 증가되면 체중이동을 늘리고 다리를 더 

많이 구부립니다. 

먼저 넘어지지 않도록 손잡이를 잡습니다. 체중을 마비된 다리로 옮깁니다. 마비된 다리에 체중을 옮

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그 상태를 10초 동안 유지합니다. 다리에 힘이 생김에 따라 체중이동을 

늘리고 다리를 더 많이 구부립니다. 감각이상이 있어 체중 이동과 관절 굴곡을 느낄 수 없는 분은 저

울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릎을 펴고 처음 시작자세로 돌아간 모습마비된 다리로 체중을 주면서 무릎을 구부린 모습서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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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설 수도 없는 저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나요?

뇌졸중 환자의 보행훈련

08

남기영, 김경미, 박시운, 김은수, 강세영, 서지현, 이양수: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에서 슬라이딩 재활기구를 이용한 하지 운동의 효과. 대한뇌졸중
학회지 2006; 8: 86-91 / 편마비 환자에게 슬라이딩 재활기구를 이용한 훈련이 편마비 환자의 균형과 보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2009년 대한 재활의학
회 추계 학술대회
Trees DW, Ketelsen CA, Hobbs JA. Use of a modified tilt table for preambulation strength training as an adjunct to burn rehabilitation: a 
case series. J Burn Care Rehabil. 2003 Mar-Apr;24(2):97-103

참고 
문헌

설 수 없는 분은 슬라이딩 보드 재활기구를 이용하여 누워서 체중 부하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딩 보드 

재활기구는 병원마다 있는 경사대에 레일과 바퀴를 달아 등판과 몸이 아래위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

비입니다. 슬라이딩 보드 재활기구는 만성 뇌졸중환자에서 균형 능력과 보행 능력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편

마비가 있는 분은 마비되지 않은 다리로 운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비된 다리로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경사대의 기울기를 작게 하고 근력이 늘어나면 경사대의 기울기를 크게 합니다.

다리 근육을 수축시켜 몸을 위로 밀어 올린 모습 

다리 근육을 이완시켜 몸이 아래로 내려와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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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부하 운동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요?

뇌졸중 환자의 보행훈련

09

환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쪽 사진은 

60세 된 할머니가 뇌졸중이 발생한 후 찍

은 MRI 사진입니다. 다리를 움직이는 뇌 

부분이 손상되어 6개월 동안 오른쪽 다리

가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마비된 다리에 체중을 주면서 무릎 구부리

기, 슬라이딩 보드 재활 기구를 이용한 훈

련, 발판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2개월 뒤에

는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중 

부하 운동은 마비된 다리의 근력을 회복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MRI

슬라이딩보드 재활기구를 이용한 훈련

서서 손잡이를 잡고 마비된 다리로 체중을 옮긴 모습발판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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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선생님. 저는 다리에 힘이 있어도 
걸을 수가 없어요. - 균형 훈련

뇌졸중 환자의 보행훈련

10

Pang MY, Eng JJ, Dawson AS, McKay HA, Harris JE. A community-based fitness and mobility exercise program for older adults with 
chronic stroke: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 Am Geriatr Soc. 2005 Oct;53(10):1667-74

참고 
문헌

마비된 다리에 힘이 있어도 그 다리로 딛고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분은 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균형 능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양쪽 다리에 체중을 똑같이 주고 바르게 설 수 있는 능력입니다.

둘째,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셋째,  앉았다 서기, 팔을 뻗어 물건 잡기, 걷기처럼 신체의 무게 중심이 이

동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무게 중심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넷째,  버스나 지하철처럼 바닥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발이 돌부리에 걸렸

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보행에 있어서는 셋째 균형능력, 신체가 움직일 때 무게 중심을 조절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고무스펀지 위에서의 균형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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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균형이 좋아지나요?

뇌졸중 환자의 보행훈련

11
점차(무게 중심을 조절하기) 어려운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균형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

한 방법은 지지면을 차츰 줄이면서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누워 있는 것 보다는 앉아 있는 것이, 

앉아 있는 것 보다는 서 있는 것이 균형능력을 더 필요로 합니다. 

의자에 앉아 있기

침상에 누워 있기

양 발을 모으고 서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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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환자의 보행 훈련

다른 방법은 무게 중심의 이동이 일어나게 하는 동작을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팔을 뻗어 

손으로 물건을 잡기, 서서 바닥에 있는 물건 잡기, 발판 내려가기 등을 이용하여 균형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습니다. 발판 내려가기를 수행할 때 천천히 내려가는 것이 균형훈련에 더 도움이 됩니다.

발판 내려가기서서 바닥에 있는 물건 잡기

앉아서 팔을 뻗어 손으로 물건 잡기

참고 
문헌

Dean CM, Richards CL, Malouin F. Task-related circuit training improves performance of locomotor tasks in chronic stroke: a 
randomized, controlled pilot trial. Arch Phys Med Rehabil. 2000 Apr;81(4):409-17

참고 
문헌



Van Peppen RP, Kortsmit M, Lindeman E, Kwakkel G. Effects of visual feedback therapy on postural control in bilateral standing after 
stroke: a systematic review. J Rehabil Med. 2006 Jan;38(1):3-9.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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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를 이용하여 균형 훈련을 
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뇌졸중 환자의 보행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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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 Peppen RP, Kortsmit M, Lindeman E, Kwakkel G. Effects of visual feedback therapy on postural control in bilateral standing after 
stroke: a systematic review. J Rehabil Med. 2006 Jan;38(1):3-9.

참고 
문헌

지난 20년 동안 여러 가지 균형 훈련 기구가 개발되고 이용되었습니다. 균형 훈련을 위한 기구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게 중심이 전후좌우로만 움직이게 하는 기구와 수직으로 움직이게 하는 

기구입니다. 많은 기구들이 무게 중심을 전후좌우로 움직이며 훈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구

를 이용한 훈련은 보행기능의 회복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대구경북 권역심뇌혈관질환재활센터는 

무게 중심을 수직으로 움직이게 하는 최신 기구(균형훈련기, 바이오덱스사)를 이용하여 균형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Biodex 균형 훈련기의 손잡이를 잡고 훈련하기 Biodex 균형 훈련기의 손잡이를 잡지 않고 훈련하기 



1617심뇌재활센터

변승득, 권순모, 조 동현, 이양수, 보행이 불가능한 만성기 편마비 환자에서 균형훈련기를 이용한 훈련이 균형과 보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2009년 대한 
재활의학회 추계 학술대회

참고 
문헌

뇌졸중 환자의 보행훈련

13

경북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자체 개발한 기구로서 무게 중심의 수평 이동과 수직 이동을 이용하

여 게임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균형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2009년 대한재활의학회 추

계학술대회에 소개되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균형훈련기의 손잡이를 잡지 않고 훈련하는 모습 균형훈련기에서 좌우로 체중을 이동하는 모습균형훈련기의 손잡이를 잡고 훈련하는 모습

경북대학교병원 균형 훈련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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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관절은 굳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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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관절이 정상적으로 펴지지 않으면 보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무릎관절이 굳지 않게 하려면 다음

과 같이 해 주어야 합니다.

첫째, 무릎 밑에 베게나 수건을 받혀 무릎이 굽혀서 있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무릎은 굽혀지

기는 쉽지만 펴지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하루에 두 번 완전히 굽히고 펴기를 천천히 실시합니다. 완전히 편 상태와 굽힌 상태를 각각 10

초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를 침대나 휠체어 받침대에 올려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마비된 무릎관절의 움직임이 다른 무릎관절의 움직임 보다 감소되어 있다면 빨리 의사에게 알

려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치료사가 무릎을 완전히 펴지도록 한 상태에서 유지
하고 있는 모습

무릎 밑에 베게 넣지않은 모습무릎 밑에 베게 넣은 모습(X)

휠체어에 앉아 무릎을 굽힌 모습 휠체어에 앉아 무릎을 편 모습

한쪽 무릎 위에 두 손을 두고 스트레칭 하는 모습

Braddom RL.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3rd ed. Philadelphia, Pennsylvania, Saunders 2007
Kisner C, Colby LA. Therapeutic exercise. Foundations and techniques. p328-330 2nd ed. F.A. Davis, Philadelphia 1990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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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관절의 스트레칭은 
어떻게 하나요?

뇌졸중 환자의 보행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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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관절을 손으로 스트레칭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뇌졸중 초기부터 환자의 체중을 이용한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경사대에 서 있게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뇌졸중 발병 후 

일찍부터 슬라이딩 보드 재활기구에서 마비된 다리로 운동을 하게 하면 발목관절의 움직임이 일어나 

관절이 굳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발판을 위로 올린 경사대에서 스트레칭 하는 모습

장딴지 근육을 이완시켜 뒤꿈치가 발판에 닿게 한 
모습

장딴지 근육을 이용하여 뒤꿈치를 들어 올린 모습손으로 스트레칭하는 모습

Yang YR, Wang RY, Lin KH, Chu MY, Chan RC. Task-oriented progressive resistance strength training improves muscle strength and 
functional performance in individuals with stroke. Clin Rehabil. 2006 Oct;20(10):860-70.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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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소 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뇌졸중 환자의 보행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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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 타기, 수영, 보행 등을 

통해 할 수 있는데 보행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일반적으로 ‘약간 힘이 든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운동 강도를 권하는데 뇌졸중이 있는 분들이라면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30분을 걷고 차츰 

보행 속도와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걷기 런닝머신 자전거

Gordon NF, Gulanick M, Costa F, Fletcher G, Franklin BA, Roth EJ, Shephard T. Physical activity and exercise recommendations for 
stroke survivors. Stroke. 2004 May;35(5):1230-40.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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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소 운동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뇌졸중 환자의 보행훈련

17

Langhorne P, Coupar F, Pollock A. Motor recovery after stroke: a systematic review. Lancet Neurol. 2009 Aug;8(8):741-5참고 
문헌

첫째, 뇌졸중의 재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면 뇌졸중의 발생이 증가합니다.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약물치료를 하지만 운동을 함께 하여야 더 잘 조절이 됩니다. 

둘째, 심장과 폐를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심장병의 발생을 막고 더 활기차게 지낼 수 있게 합

니다.

셋째, 보행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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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혼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나요?

뇌졸중 환자의 보행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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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가 심하지 않은 분은 집에서 혼자 무릎관절과 발목 관절의 스트레칭, 근력강화 운동을 할 수 있

습니다. 

무릎관절의 스트레칭은 다음의 순서로 시행합니다. 침대에서 한쪽 다리는 내리고 한 쪽 다리는 침대

에 올린 다음 침대에 있는 다리의 무릎을 완전히 폅니다. 무릎 뒤쪽이 당길 때까지 상체를 굽힌 후 1

분간 유지합니다.

발목 관절의 스트레칭의 다음과 같이 선 자세에서 체중을 이용하여 시행합니다. 뒤쪽 발의 앞뒤를 연

결하는 선이 앞 쪽 발의 뒤꿈치를 향하도록 합니다. 뒤쪽 다리의 무릎은 편 상태에서 앞쪽 다리를 굽

혀 몸을 앞으로 보냅니다. 장딴지 근육이 땅기는 느낌이 들면 그 자세를 1분간 유지합니다. 이를 하루

에 2번 실시합니다.

다리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넘어지지 않도록 테이블을 손으로 짚고 의자에서 앉았다가 일어서기

를 합니다. 근력이 좋아지면 점차 낮은 의자로 바꾸어 저항을 증가시킵니다. 한 번에 10번 하루에 30

번 시행합니다.

발목 관절 스트레칭 손을 짚고 일어서는 모습무릎관절 스트레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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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 음 말
보행기능의 회복은 뇌졸중 환자분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바램입니다.

체중부하운동, 균형운동을 통해 심한 뇌졸중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환자 분들이 보행기능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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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는 반드시 끊습니다.

•  술은 하루에 1~2잔 이하로 줄입니다.

•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합니다.

•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합니다.

•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꾸준히 치료합니다.

•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응급 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에 갑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증, 협심증), 심부전증 등 심장질환과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 선행질환을 총칭합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정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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