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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effects of virtual reality-based closed kinetic chain (CKC) exercise

on lower extremity muscle activity in chronic stroke patients

Methods : Subjects were assigned randomly either to VR+CKC exercise group (n=15) or the CKC exercise group (n=15).

When the study began, both groups received conventional physical therapy five times per week. The VR+CKC exercise

group received virtual reality programs and the CKC exercise group received close kinetic chain exercises. Each

exercise program was performed for six weeks (5 times per weeks; 20 minutes per time). Participants were measured on

lower extremity muscle activity using EMG.

Results :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of muscle activity (%RVC) in vastus lateralis and vastus medialis. 

Conclusion : In this study, the virtual reality-based closed kinetic chain exercise program was an effective exercise for

improving lower extremity muscle activity in chronic strok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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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뇌졸중은혈액공급제한혹은뇌조직내의출혈에의한세포손상

과신경학적기능결손의결과이다.1 장애를유발시키는대표적인

질병으로 생존자에게 지속적인 장애가 되어 삶의 질을 떨어뜨린

다.2 임상적 징후로는 의식장애, 감각장애, 운동장애, 언어장애,

그리고인지장애를발생시켜, 독립적인일상생활에제한을초래한

다.3 뇌졸중은 마비측의 근육의 변화를 동반하여, 근육이 가지고

있는고유한기능에부정적인 향을미치게된다.4 근육의변화는

근육약화, 강직, 구축 등과 접하게 연계되어 근육의 두께 감소

및 근섬유의 단축 그리고 운동단위 수의 감소를 나타낸다.5 특히

다리의약한근력과운동조절의저하, 경직혹은대항근의공동수

축 및 체증지지 시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보행 패턴을

보이며, 낙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6 Ada 등7 은 다리 근력이

뇌졸중후보행과같은기능적수행능력과 접한관련이있으며,

뇌졸중 환자의 기능적 회복을 위해서는 다리 근력 강화의 필요성

을보고하 다. 다리근력강화를위해여러중재방법이제시되고

있다.

근력강화를위한운동을분류하는방법에는여러가지가있는데,

운동시동원되는관절이단일관절이냐복합관절이냐에따라열

린사슬운동과닫힌사슬운동으로분류된다. 신체분절의먼쪽부

위가공간속에서자유롭게움직이는경우를열린사슬운동이라

http://dx.doi.org/10.5627/KACE.2013.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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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반면, 신체분절의먼쪽부위가고정되고몸쪽부위가움직이

는 것을 닫힌 사슬 운동이라고 정의했다.8 그 중에서도 닫힌 사슬

운동은관절의움직임이상호의존적이기때문에관절축의먼쪽과

몸쪽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고 근수축의 동원은 동

적인근육의안정성을위한동시수축으로원심성수축이우세하며

더 많은 관절 압박력은 전단력을 감소시켜 관절의 안정성을 제공

한다. 다리기능의회복을위해서는일상동작과직접관련이있는

닫힌 사슬 운동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 다.9 Ji10 는 뇌졸중 환자

14명을 대상으로, 체중 지지 상태에서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

을이용한등장성수축결합기법을적용하여안쪽·가쪽넓은근과

넙다리 곧은근의 활성도가 유의 하게 증가하 고,  Lee11 는 뇌졸

중 환자 45명을 대상으로 거울을 이용한 닫힌 사슬 다리 운동을

적용하여 다리 근활성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Kim12 은 앞십

자인대 재건술 환자 19명을 대상으로 닫힌 사슬 운동을 적용하여

다리근활성도의유의한차이를보 다. 하지만일반적인근력강

화운동은동기유발의저하로마비측다리의최대근수축을유발

하기어렵다.13

최근이러한문제를보완하기위해가상현실속에서다양한과제

를 수행하는 운동방법이 소개되고 있다.14 Flynn15 은 가상현실이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여 환자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효과가 있

었다. Park16 은 26명의여성노인에게 8주동안가상현실운동프

로그램을적용하여안쪽넓은근과가쪽넓은근의근활성도와균형

능력에 향상을 보 고, Yom17 은 뇌졸중 환자에게 6주 동안 가상

현실을 이용한 발목운동을 적용하여 다리 근 긴장도의 감소와 동

적 균형능력의 향상을 보 다. 또한 뇌성마비 아동에게 가상현실

운동프로그램을중재하여전통적인운동방법에비해흥미를유발

함과 동시에 관절가동범위의 향상을 보 고,14 20명의 파킨슨병

환자에게6주동안가상현실운동을적용하여보행속도의향상을

보 다.18 이처럼 가상현실을 이용한 운동 방법에 대한 연구는 많

이이루어지고있으나, 대부분균형과보행에관한연구이며다리

근활성도에관한연구는부족한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의목적

은가상현실을이용한닫힌사슬운동이뇌졸중환자의다리근활성

도에미치는 향에대해서알아보자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연구는전남목포소재의 J 병원에입원중인환자중발병일로

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만성 뇌졸중 환자 40명 중 본 연구에 대

하여충분한이해와실험참여에동의서를제출한 30명의환자를

대상으로실시하 다. 대상자들은무작위임의선정으로실험군과

대조군으로 각각 15명씩 나뉘어졌으며, 세부적인 선정기준은 아

래와같다. 

첫째, 10m 이상독립적인보행이가능한자

둘째,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검사(KMMSE)에서 24점 이상으로

의사소통이가능한자

셋째, 신경학적검사로청각, 전정, 안구손상이없는자

넷째, 실험에 향을줄수있는근·골격계질환이없는자

대상자들의일반적인특성은<표1>과같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30)

2. 실험방법
1) 가상현실을 이용한 닫힌 사슬 운동

가상현실을 이용한 닫힌 사슬 운동은 가상현실시스템(E-LINK

system Myo-Ex, Biometrics Inc, 국)을 이용하여 실시하

다. 가상현실시스템은근육이수축할때발생되는활동전위에기

초하여모니터을통해제시되는과제지향적프로그램들을수행하

며, 본연구에서는앉은자세에서일어나기프로그램을실시하

다. 운동은6주동안주5회 1일 20분중재하 다(그림1). 

그림 1.가상현실시스템

나이 (세)
키 (㎝)

몸무게 (㎏)
발병일 (month)

56.7±1.8
165.9±3.5
63.9±3.2
16.1±1.2

57.1±1.9
167.2±2.9
67.7±2.7
16.4±1.5

1.475
0.761
1.997
0.845

0.598
0.777
0.372
0.576

실험군 대조군 t p

평균±표준편차
실험군 : 가상현실+닫힌 사슬 운동
대조군 : 닫힌 사슬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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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닫힌 사슬 운동

닫힌사슬운동은 Bevilaua-Grossi 등19의 연구를수정하여스쿼

트운동을실시하 다. 운동을중재하기전충분한교육을실행한

후 양 발을 어깨넓이만큼 벌린 후 등을 벽에 붙은 상태로 무릎을

60도까지구부려 5초간자세를유지한후일어서도록하 다. 휴

식시간은 30초로 하 으며, 환자의 피로도와 맥박, 혈압 등을 고

려하여휴식시간을제공하 다. 운동은 6주동안주5회 1일 20분

실시하 다.

3. 측정방법
1) 표면 근전도 시스템

다리 근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표면 근전도 시스템(MP100

EMG, Biopac System Inc, 미국)을이용하 고여기에서전환된

디지털 신호는 개인용 컴퓨터에서 Acqknowledge 3.91 소프트

웨어를이용하여자료처리하 다. 표면근전도의신호에대한피

부저항을감소시키기위하여부착부위의털을제거하고가는사포

로 3~4회문질러피부각질층을저거한후, 소독용알코올로피부

를깨끗이하 다. 근전도자료는가쪽넓은근(vastus lateralis)과

안쪽넓은근 (vastus medialis)에서 수집하 고, 이극 전극은 각

근육의근힘살(muscle belly) 중앙에근섬유방향과평행하게부

착하 다. 표본추출률(sampling rate)은 1,024Hz로설정하 고,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역 여과 필터(notch filter) 60Hz,

대역통과필터(band pass filter) 30~500Hz를 사용하 고, 수집

된신호는실효치(RMS)로변환하 다.

2) 근활성도의 표준화

본 연구에서는 근활성도를 표준화하기 위해 특정 동작의 근 수축

을 기준 수축(reference voluntary contraction, RVC)으로 삼

아 이를 표준화하는 %RVC방법을 이용하 다. 기준 수축은 비마

비측(non-affected side)의 넙다리네갈래근의 최대 같은길이 수

축시의근활성도를측정하여총5초동안의근전도신호중처음

과마지막 1초씩을제외한 3초의신호를이용하여 RVC값을산출

하 고, 마비측(affected side) 다리의 스쿼트 운동 시 측정된 근

활성도의 평균 값을 RVC값으로 나누고 100 곱하여 %RVC 값을

산출하 다.

4. 분석방법
결과분석은WINDOW SPSS 17.0 프로그램을이용하여처리하

다. 연구대상자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 고, 운동방법에 따른 그룹 간

다리 근활성도를 비교하기 위해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실시하 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05로하 다.

Ⅲ. 결과

6주 간의 운동 후 다리 근활성도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표 2). 운

동전, 후실험군과대조군간의가쪽넓은근및안쪽넓은근의근활

성도(%RVC) 모두통계학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 다(p<0.05).

표 2. 근활성도의 변화

IV. 고찰

뇌졸중은 신경학적 손상으로 감각운동, 되먹임, 균형, 근육의 생

역학적 특성과 여러 요소들의 변화를 초래한다.20 특히 마비측 근

육의 변화를 동반하여 근육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에 부정적

인 향을미친다.4 근육의변화는근육약화, 강직, 구축등과 접

하게연계되어근육의두께감소와근섬유의단축및운동단위수

의감소를나타낸다.5

본 연구는 6개월이상경과된뇌졸중환자 30명을대상으로가상

현실을이용한닫힌사슬운동을6주간적용하여다리의근활성도

에대하여알아보았다.

닫힌사슬운동은사지의먼쪽부위는고정되어있는상태에서몸

쪽부위와먼쪽부위에서저항을동시에적용할때일어나는운동으

로, 원심성 수축이 우세하며, 관절의 안정성을 주고, 관절낭의 압

력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여고유수용성감각을촉진한다.21

Lee22 는뇌졸중환자30명을대상으로열린사슬운동과닫힌사

슬운동을 6주동안실시한결과, 열린 사슬운동에비해닫힌사

슬 운동에서 넙다리곧은근, 넙다리두갈래근, 장딴지근, 앞정강근

의활성도가유의한증가를보 다. 본연구에서도가상현실을이

용한닫힌사슬운동을통해가쪽넓은근과안쪽넓은근의근활성도

가유의한증가를보 다. 이는 원심성수축을포함하는닫힌사

지상보행군
일반운동군

45.65±3.54
41.26±2.52

72.37±2.74
70.79±3.61

44.78±2.84
40.98±3.74

66.32±3.07
64.15±2.76

4.368
5.452

0.02
0.01

F p
실험군 대조군

운동 전 운동 후 운동 전 운동 후

평균 ± 표준편차
실험군: 닫힌 사슬 운동+가상현실
대조군: 닫힌 사슬 운동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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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운동이근수축동안동원되는운동단위수와자극빈도의증가

로인하여근활성도를증가시킨것으로생각된다.

뇌졸중환자의근력향상을위한다양한치료적중재방법중최근

생체되먹임을 통한 가상현실 훈련이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

다. 가상현실이란,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만들어 환자가 실제

주변과 환경, 상황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며,

재활분야에서새로운운동전략의발전가능성을제안했다.23

Yom17은 뇌졸중 환자에게 가상현실을 이용한 발목운동을 적용하

여근긴장도의유의한감소를보 고, Seo24는 뇌졸중환자 27명

을 대상으로 비디오 게임을 기반으로 한 가상현실 훈련을 통하여

팔 근활성도의 유의한 증가를 보 다. 본 연구에서도 가상현실을

이용한 닫힌사슬 운동을 통하여 다리 근활성도의 유의한 증가를

보 다. 선행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를 뇌졸중 환자로

선정하 고 근활성도의 유의한 증가를 보여 동일한 결과를 얻었

다. 측정부위는 다르지만 근활성도의 향상을 보인 동일한 결과는

가상현실을이용한운동방법에근거들에신뢰도를더욱증가시키

며, 뇌졸중환자의재활에중요한요소일것으로생각된다. Cho25

는노인들에게가상현실을이용한운동을중재하여넙다리두갈래

근과 장딴지근의 근활성도의 유의한 증가를 보 다. 본 연구에서

도가상현실을이용한닫힌사슬운동을통하여대조군과비교하여

다리근활성도의유의한증가를보 다. 노인과뇌졸중환자는인

지및집중력을저하로인하여운동에대한집중력이감소되나가

상현실을이용한운동은동기부여를제공하여근활성도의증가에

효과적일것으로생각된다.

Woodford와 Price26는 뇌졸중으로 인한 다리의 기능장애 환자에

게근전도생체되먹임을이용한치료가일반물리치료에비해다리

의근력에향상을제공한다고보고하 고, Geurts 등27 은만성뇌

졸중환자를대상으로생체되먹임을이용한뇌졸중그룹에서중간

볼기근과 장딴지근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인다고 하 다. Yang28

은 뇌졸중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물리치료와 과제지향

적생체되먹임훈련을중재한그룹과일반적인물리치료만중재한

그룹을 비교한 결과, 과제지향적 생체되먹임 훈련을 중재한 그룹

에서앞정강근의최대수의적같은길이수축력에서유의한증가를

보 다. Park29은 편마비환자 40명을대상으로일반적인물리치

료와 시청각 피드백 훈련을 중재한 그룹과 일반적인 물리치료만

중재한 그룹을 비교한 결과, 일반적인 물리치료와 시청각 피드백

을중재한그룹에서안쪽넓은근과중간볼기근의근활성도에유의

한증가를보 다. 본연구에서도가상현실을이용한운동을통하

여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 으나, 가상현실이라는 다른 변

수가 적용되었다. 하지만 가상현실도 생체되먹임을 기초로 더 향

상된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며, 가상현실은 시, 청각 및 고유수용

감각등과같은감각적생체되먹임요소의증가로가중을통한흥

분성의증가를통해재활에더효과적일것으로생각된다.

위와 같은 결과들은 뇌졸중 환자들에게 가상현실을 이용한 닫힌

사슬 운동이 마비측 다리의 근활성도를 향상 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생각된다. 본연구에서는연구대상자의손상부위와유병

기간및개별적운동등의관련인자가연구에미칠 향을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웠고, 뇌졸중 환자에 수행능력에 관한 변수가 부족

하 다. 향후본연구를바탕으로가상현실을이용한운동이뇌졸

중 환자의 균형, 보행,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가상현실을 이용한

닫힌사슬운동을 6주간실시한후다리의근활성도에미치는

향을분석한결과, 가상현실을이용한닫힌사슬운동이다리근활

성도증가에더효과적임을알수있었다. 앞으로뇌졸중환자들에

게 마비측의 집중적인 자가 사용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로 생각되

며, 기능향상을위한프로그램으로제안하자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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