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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omatosensory training on the spatiotemporal：

gait parameters and balance in patients with stroke patients.

Methods 24 stroke survivors were allocated in this study, and randomly divided into experimental(n=12) and：

control group(n=12), independently. Experimental group was applied somatosensory training program plus

conventional physical therapy, and control group was applied only conventional physical therapy. All subjects

were administered for 30 minutes per day during 8 weeks(5 times a week).

Results Spatiotemporal parameters of gait wer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 and post intervention in：

experimental group, except of step length asymmetry ratio(SLAR) and single support time asymmetry ratio

(SSAR)(p<.05). But control group had no statistical significance(p>.05). And also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p<.05), except of cadence and SSAR(p>.05). Balance

parameters wer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 and post intervention in experimental group(p<.05). But

control group had no statistical significance(p>.05). And experimental timed up and go test was significantly

decreased than control group(p<.05), but berg balance scale and functional reach test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p>.05).

Conclusion This study was suggested that somatosensory training has effectiveness on the spatiotemporal gait：

parameters and balance in patients with stroke survivors. So this therapeutic intervention will be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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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뇌의 혈액공급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circulation)

가장 흔한 질환인 뇌졸중 은 악성종양(stroke) (malig-

및 심장질환 과 더불어 인nant tumor) (heart attack)

류의 대 사망원인 중 하나이며 등3 (Michael , 2005),

대한민국에서는 세 이상 노인인구의 사망원인 중65

악성종양 다음으로 번째를 차지한다통계청2 ( , 2009).

뇌졸중환자의 대부분은 신경학적 회복이나 기능

적인 회복은 뇌졸중 발병 후 개월 이내에 정점에5

달하며 그 이후에는 어떤 기능적인 개선을 기대,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다(Jorgensen

등 하지만 또 다른 연구자들은 만성 뇌졸, 1995).

중 편마비 환자라 하더라도 치료적 운동(therapeutic

을 통해 균형능력과 보행능력 이exercise) (mobility)

개선된다고 하였다김병조 김성학 김( , 2003; , 2004;

종만 등 김종순 황병용, 1995; , 2004; , 2002; Bastille

and 등 등Gill-Body, 2004; Dean , 2000; Geiger , 2001;

등 와Pohl , 2002; Sackley Baguly, 1992; Shumway-

Co 등 등ok , 1995; Srivastava , 2009; Teixeira-Salmela

등 등 등, 1999; Walker , 2000; Weiss , 2000; Winstein

등, 1989).

뇌졸중환자는 근육의 역학적 특성 변화 운동과,

감각 신경로의 손상 등과 같은 신경학적 결함과 의

식수준의 변화 인지 및 지각능력의 손상 언어장애, ,

등이 나타나며 운동기능의 상실로 인해 근력약화, ,

비정상적인 근 긴장 편마비로 인한 비대칭적인 움,

직임 패턴 등과 같은 운동조절 장애를 초래하며 자,

세 안정성과 체중이동 능력 그리고 비대칭적인 체,

중 분배 등으로 인해 보행 및 균형 장애가 발생한

다 과(Susan Thomas, 2001).

보행과 균형능력은 뇌졸중 환자의 기능적인 상태

및 회복의 주요한 척도이며 또한 이 둘은 서로 밀,

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과(Bohannon Larkin,

뇌졸중 환자들의 비대칭적 체중부하로 인한1985).

균형문제는 정상측 하지를 통해 보상하기 때문에

비대칭성이 더욱 악화되어 신체의 전체적인 움직임

에 큰 영향을 주게 되고 보행 주기 동안 두발 지지,

기 때 마비측에 체중지지를 할(double limb support)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여 정상인 보다 보행속도가

느리고 보행요소의 비대칭적인 특징을 보인다, (Perry,

이와 같은 균형능력의 감소와 비대칭적인 자1992).

세는 정상적인 운동패턴을 방해하고 기능적인 활동,

과 일상생활동작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낙상의 위,

험을 증가시킨다 등(Winstein , 1989).

그리고 뇌졸중 환자의 대부분은 시상면에서 신체

의 한쪽이 마비되는 편마비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데 앞서 언급했듯이 뇌졸중 환자의 주요한 증상 중,

하나가 체중의 가 비마비측 하지에 편중61%~80%

되어 비대칭적 체중부하를 하는 것이다 와, (Sackley

이로 인해 균형장애가 초래되는데Baguly, 1993). ,

균형은 일상생활의 모든 동작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체를 평형상태로 유지시키는 능력이며 기, ,

저면내에 무게 중심을 유지하고 신체 이동 시 평형,

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Nashner, 1990).

또한 균형은 감각을 통하여 신체의 움직임을 인

지하고 중추신경계에 입력된 정보를 통합시켜 근골

격계가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복잡한 과정이며,

감각정보 통합 신경계 처리 생역학적 요인을 포함, ,

하는 복잡한 운동조절 작업이다(Duncan, 1989).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이상과 같이 뇌졸중 환자

들의 보행과 균형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치료적인

중재법들 중에서 뇌졸중 환자들에게 체성감각 훈련

을 적용했을 때 보행과 균형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

지 알아보고자 이번 연구를 실시하였다.

Ⅱ 연구 방법.

연구 대상1.

본 연구의 대상은 뇌졸중 환자 중 본 연구의 내

apply to the stroke survivors in the clinical setting.

Key Words Balance, Gait, Somatosensory training,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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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동의한 24

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조건은 다음,

과 같다.

1) 뇌졸중 발병 후 개월 이상이 경과한 만성 뇌졸6

중 환자.

2) 연구에 영향을 주는 정형외과적 질환이 없는 환자.

3) 연구에 영향을 주는 시각적 장애 및 시야 결손

이 없는 환자.

4) 연구자의 지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명료한 환자.

5) 수정된 운동기능 사정척도(modified motor assessment

의 보행수준이 이상인 환자scale, MMAS) 3 .

6) 발목관절의 일부 수의적 운동이 가능한 환자.

7) 등급이 등급Modified Ashworth scale(MAS) 1~2

인 환자.

연구 설계2.

본 연구는 유사 실험 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

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 (nonequivalent control

에 기초하여 실시하group pre test-post test design)

였다 연구대상자의 선정을 위해 면접 조사를 실시.

하여 사전 조사로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의 등급 수준 발목의 수의적 움직임MMAS, MAS ,

정도 균형지수 보행요소를 측정사전 조사하였다, , ( ) .

대조군은 물리치료실에서 실시하는 일반적인 물리

치료를 주당 회 일 분씩 총 주 동안 실시하5 , 1 30 8

였으며 실험군은 일반적인 물리치료와 함께 체성감,

각 훈련을 주당 회 일 분씩 총 주간 실시하5 , 1 30 8

였다 주간의 치료적 중재가 끝난 후 다시 연구 대. 8

상자 전원을 사후 조사하여 각 군의 치료적 중재

효과를 알아보았다.

측정 및 도구3.

시공간적 보행요소1)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들의 시공간적 보행요

소를 측정하기 위하여 보행분석기(GAIT Rite, CIR

미국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System Inc, ) , GAIT

는 보행의 시간적공간적 요소를 분석하는데Rite ․

신뢰도와 타당성이 검증된 장비로서 길이 366cm,

폭 인 전자식 보행 판으로 개의 감지센61cm 13,824

스가 부착되어 초당 의 표본 추출률80Hz (sampling

로 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들 정보를 직렬 인터rate)

페이스 케이블에 연결된 컴퓨터로 보내어져 분석하

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요소를 측정하기 전 바로 누

운 자세에서 전상장골극에서 족관절 내측과까지의

길이 즉 실제 다리길이 를 측정한, (true leg length)

다음 의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검사자의GAITRite

구두지시에 따라 대상자로 하여금 보행 판의 전2m

에서 편안한 보행으로 보행 판 위를 걸어 통과하도

록 하였다 총 회 반복 실시하여 측정값을 구하였. 5

으며 평균값을 통계처리에 사용하였다, .

균형 측정2)

(1) Berg Balance Scale(BBS)

는 노인성 질환과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BBS

환자의 이동이나 선 자세에서의 균형능력을 측정하

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14

있는 이 검사는 각 항목마다 최저 점 최고 점으0 , 4

로 되어 있으며 만점은 점이다 등, 56 (Berg , 1992).

본 연구에서는 측정 전에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시범을 보인 후 측정을 실시하였다.

(2) 일어나 걸어가기 검사(time up and go test, TUG)

일어난 걸어가기 검사는 기능적 운동성(functional

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방법으로 높mobility) , 46cm

이의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

를 왕복하여 돌아와 다시 앉는 시간을 측정하는3m

것이다 측정 시 평상 시 착용하던 신발과 보행 보.

조도구를 사용 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이 검사의 검사자간 및 검사재검사의. -

신뢰도가 였다 이 검사는 와 아주 높은 상0.99 . BBS

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균형이나 보행 속도 및 기,

능적 동작들을 평가하는데 타당도가 높다(Podsiadlo

와 본 연구에서는 측정 시 보행Richardson, 1991).

보조도구를 사용한 대상자는 없었으며 회 반복 측, 3

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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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뻗기 검사(3) (functional reach test, FRT)

기능적 뻗기 검사는 편안하게 선 자세에서 기저

면을 유지하면서 팔을 뻗어 수평으로 최대한 닿을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하는 것으로 측정이 간편하며, ,

신뢰할 만한 검사도구로서 임상에서 균형 장애를

찾아내거나 시간경과에 따른 균형수행력의 변화 등,

을 검사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Duncan, 1989).

연구 절차4.

치료적 중재를 제공한 실험군은 전문적으로 훈련

된 치료사가 먼저 운동프로그램을 대상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과 시범을 보여준 다음 매회

분간 실시하였으며 운동 중에 대상자가 피로감이30 ,

나 불편함을 호소할 때에는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실시하였다 실험군은 실험 시작 전 측정 도구를 이.

용하여 보행요소와 균형지수를 측정하였고 실험 종,

료 후에 실험 시작 전과 동일한 측정자에 의해 각

요소들을 재측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공된 체성감각 훈련 프로그램은

와 의 감각운동훈련 프로그램을Janda VaVrova(1996)

참고하여 본 연구자들이 수정 보완한 것으로 정적

및 동적 그리고 기능적 단계에서의 자세 변화를 통

해 기저면과 체중심의 변화를 제공하였다. Lewit

는 운동계는 체성감각 전정감각 그리고 말초(1988) , ,

로부터의 시각적 구심성 자극에 의존해 이루어진다

고 하였으며 체성감각의 구심성 정보의 입력은 발,

바닥 목 그리고 요추부골반 포함의 환경에 의존, , ( )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첫 번째 단계인 정적단계

에서는 단단한 바닥과 흔들림 판 을 이(rocker board)

용하여 선 자세에서 체중심의 이동을 유도하였다.

첫 번째 단계의 목표는 다열근 복횡근 및 횡격막의,

수축을 통해 골반의 안정화를 얻고자 하였다 이것.

은 원위부의 운동성을 위한 근위부의 안정성의 원

리이며 이때 적절한 발의 위치 골반 및 목의 고유, ,

수용기들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체중심의,

이동과 흔들림은 자동 자세조절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인 동적단계에서는 단단한 바닥과

흔들림 판을 이용하여 선 자세에서 골반의 안정화

를 유지한 상태로 상지와 하지의 전방 움직임을 통

해 체중심의 이동을 유도하였으며 상지와 하지의,

반사적 활동들을 통해 복횡근의 안정성과 골반의

안정화 및 하지 근육의 원심성 근 활동과 자세조절

의 선행적 근 안정화 기능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능적 단계에서는 걷기 쪼그려 앉,

기 체간의 전방 굴곡을 통한 하지의 체중심 이동을,

통해 대둔근과 중둔근의 수축을 유도하여 하지의,

닫힌 사슬 운동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자료 처리5.

본 연구는 체성감각 운동군 명과 대조군 명12 12

을 대상으로 측정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version 12.0)

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전과 후의 유의성 검.

정은 대응표본 검정을 실시하였고 두 군 간의 유t- ,

Exp. Group Cont. Group
p

Mean±SD Mean±SD

Age(year) 53.10±10.45 56.77±8.42 .42

Height(cm) 167.70±5.75 164.66±6.67 .30

Weight(kg) 66.40±6.53 64.44±9.78 .61

Gender
Male 7 7 1.00

Female 5 5 1.00

Cause
Hemorrhage 5 8 .61

Ischemic 7 4 .53

Affected side
Right 8 5 .49

Left 4 7 .53

Time since onset (month) 22.40±7.50 21.55±6.24 .0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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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검정은 독립표본 검정을 실시하였다 유의수t .

준은 로 하였다0.05 .

Ⅲ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1.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실험군 명과 대12

조군 명 총 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들 대상자들12 24 ,

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과 같다 그리고 두 군( 1) .

간의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그룹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p>.05)( 1).

시공간적인 보행요소 비교2.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전 값을 이용하여 시공간

적 보행요소의 그룹간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측정변수는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p>.05).

보행 속도1) (velocity)

실험군의 보행속도는 실험 전에 비해 실험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대조군은 유의한 차(p<.05),

이가 없었다 표 그리고 두 군의 전 후(p>.05)( 2). ㆍ

차이 값을 비교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의 보

행속도가 통계학적으로 더 빨랐다 표(p<.05)( 3).

분속수2) (cadence)

실험군의 분속수는 실험 전에 비해 실험 후에 유

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대조군은 유의한 차이(p<.05),

가 없었다 표 하지만 두 군의 전 후 차(p>.05)( 2). ㆍ

이 값을 비교한 결과 두 군 간에는 통계학적인 유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t-value p
Mean±SD Mean±SD

Velocity(cm/sec) Exp. 38.06±15.60 41.68±15.56 -3.27 .01*

Cont. 41.32±13.50 41.69±13.27 -2.17 .06

Cadence(steps/min) Exp. 74.67±17.99 76.49±17.33 -2.99 .02*

Cont. 85.41±12.91 85.97±13.29 -1.11 .29

Step Length(cm) Exp. 27.39±13.39 31.58±11.67 -3.46 .01**

Cont. 38.44±11.21 39.63±11.55 -1.92 .09

SLAR(%) Exp. .251±.143 .233±.180 .36 .72

Cont. .285±.212 .256±.180 -1.37 .20

SSAR(%) Exp. .276±.116 .240±.159 -1.18 .26

Cont. .245±.185 .215±.187 -1.09 .30

FAP(score) Exp. 51.72± 9.81 55.25± 8.86 -5.57 .00**

Cont. 55.86±11.34 56.70±10.80 -1.814 .11

Abb.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SLAR : step length asymmetry ratio;

SSAR : single support time asymmetry ratio; FAP : functional ambulation profile.

*p<.05 **p<0.01

Table 2. A comparison of pre and post test spatiotemporal gait variables i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Variables
Exp. Group Cont. Group

t-value p
Mean±SD Mean±SD

Velocity(cm/sec) 3.61±3.49 .37±.51 2.75 .01*

Cadence(steps/min) 1.82±1.92 .55±1.49 1.59 .13

Step Length(cm) 4.18±3.82 1.19±1.86 2.12 .04*

SLAR(%) 2.70±2.76 .15±.74 2.66 .01*

SSAR(%) 2.31±2.85 .44±.97 1.86 .08

FAP(score) 3.53±2.00 .83±1.38 3.36 .01**

*p<.05

Table 3. Difference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in all spatiotemporal gai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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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이 없었다 표(p>.05)( 3).

보장3) (step length)

실험군의 보장은 실험 전에 비해 실험 후에 유의

하게 증가하였으며 대조군은 유의한 차이가(p<.05),

없었다 표 그리고 두 군의 전 후 차이(p>.05)( 2). ㆍ

값을 비교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의 보장이

더 커졌다 표(p<.05)( 3).

보장 비대칭율4) (step length asymmetry ratio)

실험군과 대조군의 보장 비대칭율은 실험 전에

비해 실험 후에 통계학적인 유의성이 없었으며(p>.05)

표 두 군의 전 후 차이 값을 비교한 결과 두( 2), ㆍ

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p<.05)( 3).

5) 단하지 지지 시간 비대칭율(single support time

asymmetry ratio)

실험군과 대조군의 단하지 지지 시간 비대칭율은

실험 전에 비해 실험 후에 통계학적인 유의성이 없

었으며 표 두 군의 전 후 차이 값을 비(p>.05)( 2), ㆍ

교한 결과 역시 두 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표(p>.05)( 3).

기능적 보행지수6) (functional ambulation profile)

실험군의 기능적 보행지수는 실험 전에 비해 실

험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대조군은 유(p<.05),

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그리고 두 군의(p>.05)( 2).

전 후 차이 값을 비교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실험ㆍ

군의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표(p<.05)( 3).

균형요소 비교4.

실험군과 대조군의 균형요소에 대한 실험전 값을

이용하여 그룹간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측정변수는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1) Berg Balance Scale(BBS)

실험군의 점수는 실험전에 비해 실험후에 유BBS

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대조군은 유의한 차이(p<.05),

가 없었다 표 그리고 전 후 차이 값에(p>.05)( 4). ㆍ

대한 두 군을 비교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더 많이 증가하였지만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표(p>.05)( 5).

2) Timed Up & Go Test(TUG)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t-value p
Mean±SD Mean±SD

BBS(score) Exp. 48.10±0.99 50.20±1.87 -2.84 .02*

Cont. 48.66±1.22 48.77±0.85 -1.00 .35

TUG(sec) Exp. 29.60±16.55 24.67±12.66 2.76 .02*

Cont. 23.96±13.00 24.24±12.72 -.93 .37

FRT(cm) Exp. 8.70±2.93 9.76±2.12 -1.73 .02**

Cont. 7.07±2.19 7.16±2.00 -.37 .71

Abb. BBS : berg balance scale; TUG : timed up & go test; FRT : functional reach test

*p<.05

Table 4. A comparison of pre and post test balance variables i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Variables
Exp. Group Cont. Group

t p
Mean±SD

$
Mean±SD

$

BBS(score) 2.10±2.33 .11±.33 .98 .38

TUG(sec) -4.92±5.64 .28±.89 5.52 .01**

FRT(cm) 1.06±1.94 .08±.70 1.14 .33
$
Values(Mean±SD) were indicated difference value between pre and post test i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respectively.

Table 5. Difference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in all balance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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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의 점수는 실험 전에 비해 실험 후TUG

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대조군은 유의한(p<.05),

차이가 없었다 표 그리고 전 후 차이 값(p>.05)( 4). ㆍ

에 대한 두 군을 비교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표(p<.05)( 5).

3) Functional Reach Test(FRT)

실험군의 점수는 실험전에 비해 실험후에FRT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대조군은 유의한 차(p<.05),

이가 없었다 표 그리고 전 후 차이 값에(p>.05)( 4). ㆍ

대한 두 군을 비교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더 많이 증가하였지만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표(p>.05)( 5).

Ⅳ 논 의.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체성감각 훈

련을 실시하여 시 공간적 보행요소 및 균형에 어ㆍ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시 공간적인 보행요소에서는 보장비대칭율과ㆍ

단하지 지지시간 비대칭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

만 보행속도 분속수 보장 그리고 기능적 보행지, , , ,

수는 실험전에 비해 실험후에 유의하게 개선되었으

며 대조군과 비교한 결과 역시 분속수와 단하지 지,

지시간 비대칭율을 제외한 다른 변수에서는 실험군

이 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균형요소에서.

는 모두 실험전에 비해 실험후에BBS, TUG, FRT

유의하게 개선되었으며 대조군과 비교한 결과 역시,

실험군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번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운동이나 훈련

이 뇌졸중 환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운동이나 훈련방식에는 상관없이 선행연구를 통해- -

서도 알 수 있는데 등 과 등, Winstein (1989) Walker

그리고 김성학 은 만성 뇌졸중 환자에(2000), (2004)

게 치료적 운동이 보행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또한 김종순 도 수기적 상호억. (2004)

제기법을 적용한 결과 보행속도가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고 보고하였으며 등 은 뇌졸중 환자, Pohl (2002)

에 대한 속도 의존적 트레드밀 보행훈련 연구에서

주간의 치료적 중재를 통해 보행속도 분속수 보4 , ,

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뇌졸중 환자의 대부분은 시상면에서 신체의 한쪽

이 마비되는 편마비를 특징적으로 나타낸다 편마비.

환자의 주요한 증상 중 하나가 체중의 가61%~80%

비마비측 하지에 편중되어 비대칭적 체중부하로 서

는 것이다 와 따라서 본 연구(Sackley Baguly, 1993).

에서는 마비측과 비마비측의 시간적공간적 보행․
특성 차이를 비대칭율로 나타내어 환자의 보행 개

선 여부를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실험전에 비해 실험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김성학, . (2004)

의 연구 역시 만성 뇌졸중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실험 전후 보장 비대칭율이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김병조 는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노력성 호(2003)

기운동과 노력성 흡기운동을 실시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보장 비대칭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단하지 지지시간 비대칭율과 관련해서 와Sackley

등 그리고 김Baguly(1992), Shumway-Cook (1995),

종만 등 은 뇌졸중 환자에게 치료적 운동을 실(1995)

시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양 하지의 체

중부하의 대칭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

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보장 비대칭율과 단하.

지 지지시간 비대칭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그 이유는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

자의 초기 회복기 동안의 마비측에 대한 인지결여

와 비마비측에 대한 의존적 일상생활동작의 학습에

대한 움직임의 적응 이로 인해 마비측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학습된 비사용 증후군(learned non-use

등이 작용된 것으로 판단된다syndrome) .

등 은 뇌졸중 환자의 균형 및 운동Geiger (2001)

성의 연구에서 시각 되먹임 운동프로그램을 통해

점수가 점에서 운동 후 점으로 증가BBS 45.69 51.54

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황병용 의 연구에서도, (2002)

시각 되먹임 운동군은 점에서 점으로 고유48.9 49.2 ,

수용성 운동군에서는 점에서 점으로 향상되49.5 50.6

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실험군의 점수는 실험, BBS

전 점에서 실험 후 점으로 유의하게 증가48.10 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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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한 기저면에서의 자세.

조절 훈련이 발바닥의 체성감각입력의 다양한 환경

을 제공하고 하지의 다관절 참여와 자세조절을 위,

한 근 동원의 이점을 제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정상 남성의 는 평균 초로 알려져 있TUG 8~13.1

으며 신경학적 손상이 없는 정상인에서는 초미만, 10

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다 와(Podsiadlo Richardson,

본 연구에서 실험군의 는 실험 전1991). TUG 29.60

초에서 실험 후 초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24.67 ,

대조군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황병용 의 연. (2002)

구에서도 고유수용성군에서 초에서 초로18.7 14.5 ,

시각 되먹임 군에서는 초에서 초로 빨라졌18.0 16.5

음을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

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치료적 중재에 따른 자세조.

절의 재획득 보행 요소와 근 활성도의 개선등이 반,

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는 낙상의 위험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신뢰FRT

성이 높은 검사 방법으로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범위가 감소되어 낙상의 위험도 높아진다(Duncan,

본 연구에서 는 실험군은 실험 전에 비1989). FRT

해 실험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 대조군은 통,

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이 외에도 등 은 명의 만성 뇌, Srivastava (2009) 45

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힘판 을 이용한(force plate)

시각적 피드백 균형훈련을 실시한 결과 환자들의

균형과 보행능력이 치료전에 비해 치료후에 유의하

게 좋아졌다고 보고하였으며 등 은 하, Weiss (2000)

지 근육의 의 의 무게를 이용하여 점진적1 RM 70%

인 저항운동 훈련 프로그램을 주간 적용한 결과12

하지의 근력 균형 그리고 가동성이 증가하였다고, ,

보고하였다 등 은 개월 이상. Teixeira-Salmela (1999) 9

된 만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의 점진적인 저

항운동과 트레드밀 계단밟는 기계, (stepping machine),

혹은 고정용 자전거 를 이용한 운동(stationary cycle)

을 병행한 결과 근력과 가동성이 증가되었다고 보

고하였고 등 은 개월된 뇌졸중 환자를, Dean (2000) 3

대상으로 과제지향적 순환훈련(task-oriented circuit

을 적용한 결과 하지의 근력과 보행속도가training)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로.

과 는 개월 이상 만성 뇌졸Bastille Gill-Body(2004) 9

중 환자를 대상으로 매회 시간씩 주일에 회 총1 , 1 2 ,

주간 요가를 적용한 결과 가동성과 균형이 개선되8

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비록 뇌의 가소성 이 멈춘 개월 이상된(spasticity) 6

만성 뇌졸중 환자라 하더라도 치료적 운동이 뇌졸

중환자들의 가동성과 균형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

미한다.

체성감각운동의 이점은 감각 되먹임 기전의 중요

한 요소인 고유수용성 감각들의 촉진을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은 체성감각운동은 감각 되먹임 기전을 통해 환경

의 변화와 다양한 과제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만들

어 낼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효과적인 균형 및 자,

세조절을 통한 기능적 운동조절을 제공할 수 있으

리라 판단된다.

모든 운동은 어느 시점에서는 그 효과가 감소되

기 시작하며 결국에는 운동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운동강도를 수정하거나 혹은 운동

의 패턴이나 프로그램을 환자의 신체능력에 맞게

적절히 수정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운.

동강도를 수정하지 않고 주간 동일한 운동을 실시, 8

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또한 대상자 수.

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다른 만성 뇌졸중 환자에게

도 똑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

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는 대상자 수를 늘리.

는 한편 어느 정도의 강도와 시간이 뇌졸중 환자의,

균형과 가동성에 효과적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체성감각 훈련이 뇌졸중 환

자의 보행 및 균형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임상에서 뇌졸중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임상가들은 환자의 고유수용기를 자

극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안정한 지지면에서 수행되

는 체성감각 훈련을 실시하면 뇌졸중 환자들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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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과 균형에 효과적인 중재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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