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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rehabilitation exercise and physical education program (REPEP) for local community 

stroke patients by examining an exercise program provided from traditional physical therapeutic perspectives.

Methods : The subjects were 40 stroke patients residing in a local community and managed by a public health center (the 

group-exercise group: 20, the individual-exercise group: 20). In the case of the group-exercise group (GEG), the subjects were div-

ided into small groups composed of five members each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The individual-exercise group (IEG) took part 

in the program individually. The subjects received a REPEP that included a warm-up exercise, an elastic band exercise, a leg ex-

ercise, a balance and gait exercise, an arm and trunk exercise, and a cool-down exercise twice per week for 20 weeks. They had 

their gait function, balance index, and muscle strength in the bilateral knee joints tested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Results : Compared to before the experiment, both groups' gait function, balance index, and muscle strength in the knee joints 

increased after the experiment. After the experiment, the GEG experienced more improvement in their gait function, balance index, 

and muscle strength in the bilateral knee joints, excluding their gait velocity and 300 °/sec flexion and extension, than the IEG 

(p<.05).

Conclusion : An exercise program provided from the traditional physical therapeutic perspectives may be applied to stroke pa-

tients as their REPEP. In addition, a REPEP was more effective in improving their gait function, balance index, and muscle strength 

in the knee joints when the subjects formed a group and took part in the program than when they partook in it individ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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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뇌졸중은 뇌의 허혈성 또는 출혈성 손상으로 인해 해

당 뇌의 영역에 갑작스런 신경학적 결손이 야기되어, 손

상된 뇌의 반대 측 신체의 운동마비, 감각, 지각, 언어 기

능 등에 장애를 야기한다(O'Sullivan & Schmitz, 2007). 약 

80 % 이상의 뇌졸중 환자에서 보행 능력이 손상되고, 이

들 환자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보행 능력을 회복하지

만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이전의 역할로 복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Wevers 등, 2009). 더구나 지역사회

로 퇴원 후 또는 물리치료를 중단한 이후 만성 뇌졸중 

환자는 활동 범위가 주거 공간 내로 한정되거나 의존적

인 삶의 형태로 변화되기 쉽다. 이러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적 혜택을 받지 못하면 사회적, 심리적 위축이 초래

되고, 이는 신경학적 문제와 장애를 악화시키며, 기능적 

독립 수준이 감소되어 환자의 삶의 질을 변화시킨다

(Richard 등, 1993). 

재가 뇌졸중 장애인의 앞서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 Dean 등(2000)은 지역사회 뇌졸중 환자들에게 

이차적 합병증에 대한 위험요소의 감소와 활동에 대한 

지구력을 증가시키는 그룹훈련을 통해 전반적인 기능 

수준이 향상됨을 보고하였다. 그룹집단을 활용한 기능훈

련 프로그램이나 운동 클래스는 환자들이 서로 정보교

류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삶의 동기부여를 제

공하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더구나 운동시간에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므로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

이라고 제안하였다(Carr & Shepherd, 2003; Rusi, 1991). 

특히, 지역사회에서 물리치료가 필요한 만성 뇌졸중환자

에 대해 지역사회의 시설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환자 자신과 가족이 다 같이 참여하여 비용과 인력을 절

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치료적 접근이 유용하다(Noad 

등, 1998; Walker 등, 1999). Eng 등(2003)도 지역사회 내

의 만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보행 순환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균형, 운동성, 기능적 근력, 기능적 활동의 향

상을 목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생존자

의 장애를 최소화시키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중심의 

중재가 필요하다(Richards 등, 1993). 그러나 앞선 선행 

연구들의 제한점은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을 그룹집단 

단독운영에 대한 효과 연구이며 동일한 프로그램에 대

해 개별운동과 그룹운동에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

어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운영 시 그룹운동이 타당

한지에 대한 유의미한 통계학적 방향성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한편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건강복지와 

관련하여 2015년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

장에 관한 법(약칭: 장애인건강권법)’을 제정하고, 본법 

제15조(재활운동 및 체육)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의 처방에 따른 재활운동프로그램을 장애인 또는 손상

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

다’라고 명시하였다(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8). 그러나 ‘재활운동 및 체육’의 용어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모호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

에서는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준비를 위해 재활체육 관

련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재활운동 및 체육의 

용어에 대한 개념과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점

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정

의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사회에서 재활

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의 방향, 운

영 방안, 운영주체, 프로그램 서비스 대상자 등 법 시행

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하여 지역사회 뇌졸중 장애인들

의 2차 장애예방 및 기능향상을 목적으로 전통적인 물리

치료 관점에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룹운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독일 재활체육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룹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동일한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을 지역

사회 뇌졸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룹운동군과 개별운동

군으로 나누어 각각 제공한 후 프로그램의 전·후의 차이

를 비교하여 향후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 계획 수립

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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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연구대상은 광주광역시 A구청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사회 뇌졸중장애인 40명(그룹운동군 20명, 개

별운동군 20명)이다(Table 1). 장애인들은 노령으로 인한 

성인병 예방을 위해 기본적인 혈압, 당뇨에 대한 관리와 

기능유지를 위한 집주변의 산책, 맨손체조 등 기본적인 

자가운동을 시행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모든 장애인들에

게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재활운동 및 체육프

로그램 참여에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기간은 2017년 3월

부터 동년 6월까지이며, 총 20주 동안 주 2회씩 40회기

를 진행하였다. 실험 대상자의 선정 조건으로 1)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자, 2) 기능적인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자, 3) 뇌졸중 이외에 근골격

계 또는 신경계 질환이 없으며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해

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자, 4) 통제되지 않는 고혈압, 

울혈성 심부전 또는 심박세동이 없는 자, 5) 프로그램 수

행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자로 하였다. 

  연구집단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40명의 장애인을 훈

련집단을 무작위로 분배하기 위하여,  Modified Barthel 

Index (MBI)로 평가하여 일상생활활동 수준에 따라 4개 

집락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집락 집단 내에서 층화

표본추출법에 따라 무작위로 개별운동군과 그룹운동군

으로 2개의 집단으로 각각 추출하였다(Table 2). 개별운

동군은 개인 방문 일정에 따라 본 연구를 위하여 개발된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운동프로그램을 

수행하였고, 그룹운동군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활동 수

준을 고려하여 4개의 소그룹으로 분류하여 사전에 약속

된 시간에 운동프로그램에 참여 하였다. 운동지도와 안

전을 위하여 개별운동군에서는 물리치료사 1인 연구보

조원 2인, 그룹운동군에서는 물리치료사 1인 연구보조원 

3인이 각각 지도하였다.

Group Subjects Age (years) Height (㎝) Weight (㎏)
Sex (n) affected side (n)

man female Rt Lt

GEG 20 62.05±6.97a 161.00±8.21 61.55±7.66 11 9 11 9

IEG 20 63.30±3.88 160.10±8.46 62.35±8.86 10 10 9 11
aM±SD
GEG: group-exercise group, IEG: individual-exercise group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40)

Classification MBI 
total score Dependence IEG (n) GEG (n) Subjects (n)

1 70 below moderate 3 3 6

2 75~82
mild

7 6 13

3 83~90 6 6 12

4 91~99 minimal 4 5 9

Table 2. Group extraction result according to MBI score                                                    (n=40) 

2. 실험도구 및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도구 및 측정방법은 뇌졸중

장애인의 신체적 장애에 따른 기능제한의 변화에 관점

을 두고 타당성 및 신뢰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였고, 각 

요소별 검사 항목의 측정방법은 선행연구에 제시된 방

법에 의거하여 측정하였다(Drouin 등, 2003; Eng 등, 

2002; Patricia 등, 2001; Wendy 등, 2001; Yang  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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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속도 

보행속도(walking velocity)를 측정하기 위하여 10 m 

걷기 검사(10 Meter Walk Test)를 시행하였다(Green 등, 

2002). 평지의 바닥에 10 m를 측정 후 시작지점과 종료

지점에 테이프를 이용하여 표시하고 시작지점에 2 m를 

더하고 종료지점에 2 m를 추가하여 총 4 m를 더한다. 보

행속도 측정은 가속과 감속 구간이 추가된 시작지점과 

종료지점의 2 m를 제외한다. 10 m 걷기 검사의 검사-재

검사간 신뢰도는 r = .95 , 검사자간 신뢰도는 r = .90이

다(Patricia 등, 2001). 

2) 보행지구력

보행지구력 요소를 측정하기 위하여 12분간 걷기(12 

min walk)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측정방법은 출발지점

에서 한 바퀴 걸어 돌아오기까지의 거리를 30 m로 하였

으며, 각각 1 m 간격을 두고 숫자로 거리를 표시해두었

다. 대상자가 정해진 거리를 걸어서 한 바퀴 완주할 때

마다 검사자는 숫자로 표기하였으며 출발 12분 후에 신

호에 따라 그 자리에 정지하도록 지시하였다. 12분 동안 

총 이동거리를 측정하였다 단위는 보행한 거리(m)를 12

분(12 min)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m/12min으로 표시하였

다(Eng 등, 2002). 

3) 분속수

분속수(cadence)는 보행지구력을 검사하기 위하여 보

행을 시작하였을 때 최초 10 m의 거리를 지나갈 때 측정

하기 시작하여 1분 단위로 총 3회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구하였다. 단위는 보행한 거리의 발자국(step)수를 분

(min)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step/min으로 표시하였다

(Yang 등, 2007).

4) 균형지수

균형지수를 평가하기 위해 균형 측정 장비인 BBS(Biodex 

Balance System SD, Biodex Inc, USA)를 사용하였다. 

BBS는 원판의 중심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자세동요를 

대상자가 최소화하기 위해 자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을 평가한다. 균형측정은 자세 안정성 검사와 자세 한계

성 검사의 두 가지로 진행되었으며 균형측정 결과 값은 

전체 균형지수(Overall Balance Index, OBI), 내외 균형지

수(Mediolateral Balance Index, MBI), 전·후 균형지수

(Anteriorposterior Balance Index, ABI)로 나타난다(Wendy 

등, 2001).

5) 다리근력 

무릎관절의 굽힘과 폄근의 등속성 근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BSP(Biodex system pro3, Biodex Inc, U.S.A)

을 사용하였다. 측정은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의자의 각

도를 90 °로 고정하고, 무릎관절 이외의 다른 부위의 근

육군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측정 장치에 신체를 고정시

켰다. 그리고 무릎관절을 측정 전 해부학적 자세 90 °에

서 운동축과 dynamometer의 회전축을 일치시키고 굽힘

과 폄 운동 시 과다폄과 과다굽힘이 일어나지 않도록 범

위 한계 조정장치를 이용하여 관절가동범위를 프로그램

에 입력 하였다. 또한 다리의 무게가 근력에 미치는 영

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GET (gravity effect torque)를 측정

하여 제외하였다. 각속도는 능동적 최대 관절가동범위를 

고려하여 60 °/sec, 180 °/sec, 300 °/sec로 하였으며 각 측

정간의 휴식시간은 5분으로 하였다. 측정된 근력은 BSP

에 연결된 컴퓨터에 기록하였다(Drouin 등, 2004). 

3.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재활운동 및 체육’의 용어에 대한 조

작적 정의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신체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향상과 2차 장애 예방을 위

한 재활활동으로 의학적 재활과 생활체육의 중간자적 

역할로 규정하였다.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은 

Ahn(2004)과 Ahn 등(2004)이 제안한 운동프로그램을 기

반으로 Kim(2004), Ryu(2016), Kim(2012), Kim 등(2012), 

Jung과 Kim(2014)이 전통적인 물리치료 관점에서 뇌병

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운동방법을 참고로 

자기주도적 운동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되었으

며, 먼저 준비운동으로 스트레칭 및 자가 수동, 능동운동

을 15분간 실시한 후 60분의 본 운동, 그리고 15분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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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Type Exercise method Maximum 
repetition time Minute

1-20 Warming
up

Shoulder joint & wrist circumduction, finger extension

10 time×
1 set 15

Trunk elongation & trunk rotation & pelvic tilting exercise

Hip joint & knee joint flexion

Ankle joint circumduction & ankle dorsiflexion

1~10

Elastic band 
exercise 

Sitting position : 
  Shoulder: flexion – adduction - external rotation & extension – abduction 

- internal rotation (D1F, D1E)
  Shoulder: flexion – abduction - external rotation & extension - adduction 

- internal rotation (D2F, D2E)

Standing position : 
  Hip: flexion – adduction - external rotation & extension – abduction - 

internal rotation (D1F, D1E)
  Hip : flexion – abduction - internal rotation & extension – adduction - 

external rotation (D2F, D2E)

10 time×
1 set

20

10~20

Standing position : 
Shoulder: flexion – adduction - external rotation & extension – abduction 

- internal rotation (D1F, D1E)
Shoulder: flexion – abduction - external rotation & extension - adduction 

- internal rotation (D2F, D2E)
Hip: flexion – adduction - external rotation & extension – abduction - 

internal rotation (D1F, D1E)
Hip : flexion – abduction - internal rotation & extension – adduction - 

external rotation (D2F, D2E)

10 time×
1 set

rest time 5

1~10 Lower 
extremity,

 balance & 
gait 

exercise

Parallel Bars: weight bearing training on affected/non-affected side 10 time×
2 set

20

Step exercise on affected side 10 time×
2 set

Balance pad: ankle, knee joint sensory strategy training 2 time×
2 set

Stairs training: up & down on affected/non-affected side 2 time×
2 set

Ggait training on in door ladder & gait training on out door 1 time×
1 set

10~20
Obstacle gait training on in door 2 time×

2 set

Obstacle gait training on out door 1 time×
2 set

1~10
Upper 

extremity & 
trunk 

exercise

Plastic Stacking Cones & Rubber clay exercise 2 time×
2 set

20
Single curved shoulder arc training on affected/non-affected side 2 time×

2 set

10~20
Insert the hook by both hand 2 time×

2 set

Tall-Stacker building training 2 time×
2 set

rest time 5

1-20 Cool down 
exercise

Shoulder joint & wrist circumduction, finger extension

10 time×
1 set 15

Trunk elongation & trunk rotation & pelvic tilting exercise

Hip joint & knee joint flexion

Ankle joint circumduction & ankle dorsiflexion

* In the group exercise group, the therapeutic play that induces motivation and group dynamics was added to around 15 minutes

Table 3. Rehabilitation exercise and physical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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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운동으로 정리하였다. 본 운동에서는 대상자가 

뇌졸중 노인인 것을 감안하여 일상생활활동과 관련된 

동작을 위주로 하였으며, 이로써 무리한 운동으로 발생

하는 이차 합병증을 예방하도록 프로그램을 고안하였다.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의 순서는 팔다리 및 몸통, 골

반운동과 일상생활활동, 보행훈련이 교대로 이루어지며, 

팔다리 및 몸통의 근력강화와 균형조절 운동, 체중이동 

및 체중부하 운동, 탄성밴드(노랑색)을 이용한 팔다리 근

력강화운동, 호흡운동, 기능적 능력에 맞는 보행훈련 등 

가동성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반복적이고 단순

한 운동으로 인한 지루함을 덜기 위해 그룹운동군에서

는 마비측 팔기능 강화를 위한 짐볼이동 게임, 보행훈련 

시 속도 향상을 위한 레일 걷기 게임, 균형능력 향상을 

위한 오래서기 게임 등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는 치료적 

놀이를 적절히 병행하였으며, 개별운동군에서는 이 과정

을 배제하였다. 마무리 운동은 본 운동으로 피곤해진 근

육과 관절이 회복될 수 있도록 부드러운 자가 뻗침운동

(stretching exercise)을 포함하여 10분간 실시하였다. 전체 

진행시간은 개별운동군에서 90분, 그룹운동군에서 치료

적 놀이시간을 포함하여 105분 내외가 소요 되었다. 각 

군에 적용된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은 20주간 주 2회 

총 40회기를 진행하였으며, 주차별로 점진적인 저항이 

증가하도록 횟수와 set를 달리 구성하였다.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의 주차별 상세내용은 Table 3과 같다. 

4. 자료처리

모든 수집된 자료는 IBM의 SPSS/WIN version 20.0(한

글)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정규성 검정

을 위해 Kolmogorov-Smirnove 검정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검정 결과 모든 변수가 정규 분포하였다. 프로그램 적용 

전에 두 군 간의 차이여부를 비교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과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기

술 통계량 및 평균을 구하였고, 그룹과 개별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의 효과를 판정하기 위하여 각 군에서 

프로그램 전후의 분석은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룹운동군과 개별운동군의 변화량에 대한 차이

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유의수

준 ⍺= .05로 설정하였다. 

Item Before exercise After exercise t-value

Gait function

Walking speed (m/s) .56±.22a .63±.25 -4.98***

Walking endurance (m/min) 103.32±48.94 111.28±51.25 -5.83***

Cadence (step/min) 89.1±20.80 94.25±21.73 -5.76***

Balance index

Right/left index .97±.65 .78±.51 3.94**

Anterior/posterior index 1.32±1.06 1.00±.85 4.27***

Total index 1.7±1.19 1.40±.88 3.64**

Muscle strength in 
the affected knee 

joints (Nm)

60 °/sec flexion 10.09±16.59 11.67±16.88 -4.48***

60 °/sec extension 39.63±37.91 42.88±38.59 -7.07***

180 °/sec flexion 5.21±10.82 5.97±11.22 -4.05**

180 °/sec extension 21.15±25.19 23.40±25.92 -6.24***

300 °/sec flexion 3.10±7.16 3.48±7.91 -1.68

300 °/sec extension 12.18±19.63 13.20±20.36 -4.25***

Muscle strength in 
the non affected 
knee joints (Nm)

60 °/sec flexion 31.50±14.58 33.67±14.69 -6.79***

60 °/sec extension 68.98±29.55 70.60±29.22 -5.58***

180 °/sec flexion 21.69±10.38 23.93±1.58 -7.67***

180 °/sec extension 43.63±16.46 46.06±1.57 -8.72***

300 °/sec flexion 17.87±9.31 19.92±9.63 -5.38***

300 °/sec extension 30.01±14.30 31.32±14.30 -7.49***

aM±SD,  *p<.05, **p<.01, ***p<.001

Table 4. Changes in group exercise before and after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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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이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뇌졸중 장애

인들을 그룹운동군과 개별운동군으로 나누어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적용 후 보행기능 및 다리근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연구목적에 따라 

보행능력 및 무릎관절 근력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여 기

술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그룹운동군의 프로그램 전후의 변화

그룹운동군의 20주간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 전·

후 측정결과는 Table 4와 같다. 보행기능의 프로그램 전·

후 변화는 보행속도가 .56±.22에서 .63±.25로, 보행지구

력은 103.32±48.94에서 111.28±51.25로, 분속수는 

89.1±20.80에서 94.25±21.73로 모두 증가 하였고 통계학

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p<.001). 또한 균형의 프로그램 

전·후 변화는 좌우지수가 97±.65에서 .78±.51로, 전후지

수는 1.32±1.06에서 1.00±.85로, 전체지수는 1.7±1.19에서 

1.40±.88로 모두 감소하였고,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하

였다(p<.01). 

무릎관절 근력의 프로그램 전·후 변화는 마비측 

무릎관절 다리근력에서 60 °/sec 굽힘이 10.09±16.59

에서 11.67±16.88로, 60 °/sec 폄은 39.63±37.91에서 

42.88±38.59로, 180 °/sec 굽힘은 5.21±10.82에서 5.97±11.22

로, 180 °/sec 폄은 21.15±25.19에서 23.40±25.92로, 300 

°/sec 굽힘은 3.10±7.16에서 3.48±7.91로, 300 °/sec 폄은 

12.82±19.95에서 13.20±20.36으로 각각 증가되었고, 비마

비측 무릎관절 다리근력에서 60 °/sec 굽힘은 31.50±14.58

에서 33.67±14.69로, 60 °/sec 폄은 68.98±29.55에서 70.60±29.22

로, 180 °/sec 굽힘은 21.69±10.38에서 23.93±1.58로, 180 

Item Before exercise After exercise t-value

Gait function

Walking speed (m/s) .57±.22a .62±.23 -3.68*

Walking endurance (m/min) 108.10±47.71 109.62±46.71 -1.84

Cadence (step/min) 91.70±21.56 92.25±21.54 -4.82***

Balance index

Right/left index .99±.56 .97±.53 2.03

Anterior/posterior index 1.35±.94 1.25±.89 2.76*

Total index 1.72±1.15 1.65±1.11 3.42*

Muscle strength 
in the affected 

knee joints (Nm)

60 °/sec flexion 10.41±15.97 10.82±16.05 -4.24***

60 °/sec extension 38.95±36.25 39.47±36.22 -4.05*

180 °/sec flexion 5.20±10.47 5.37±10.64 -3.09*

180 °/sec extension 21.18±25.41 21.56±25.52 -3.98*

300 °/sec flexion 3.26±6.42 3.41±6.54 -3.07*

300 °/sec extension 12.46±18.92 13.36±19.47 -3.47*

Muscle strength 
in the non 

affected knee 
joints (Nm)

60 °/sec flexion 31.66±14.21 32.52±14.29 -5.87***

60 °/sec extension 69.73±29.71 70.72±29.63 -12.16***

180 °/sec flexion 21.86±10.77 22.51±10.85 -5.39***

180 °/sec extension 43.99±15.10 44.46±15.11 -3.83**

300 °/sec flexion 18.38±9.27 19.07±9.33 -6.44***

300 °/sec extension 31.07±14.69 31.80±14.83 -5.89***

aM±SD,  *p<.05, **p<.01, ***p<.001

Table 5. Changes in individual exercise groups before and after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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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폄은 43.63±16.46에서 46.06±1.57로, 300 °/sec 굽힘

은 17.87±9.31에서 19.92±9.63으로, 300 °/sec 폄은 

30.01±14.30에서 31.32±14.30으로 각각 증가하였다. 마비

측 무릎관절 근력의 변화는 300 °/sec 굽힘을 제외하고는 

마비측, 비마비측 무릎관절 굽힘과 폄 60 °/sec, 180 °/sec. 

300 °/sec의 부하에서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p<.01). 

2. 개별운동군의 프로그램 전후의 변화

개별운동군의 20주간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 전·

후 측정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보행기능의 프로그램 전·

후 변화는 보행속도가 .57±.22에서 .62±.23으로, 보행지

구력은 108.10±47.71에서 109.62±46.71로, 분속수는 

91.7±21.56에서 92.25±21.54로 각각 증가하였고, 보행속

도와 분속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p<.05). 

균형지수의 프로그램 전·후 변화는 좌우지수가 

.99±.56에서 .97±.53으로, 전후지수는 1.35±.94에서 

1.25±.89로, 전체지수는 1.72±1.15에서 1.65±1.11로 모두 

프로그램 후에 감소하였고, 전후지수와 전체지수는 통계

학적으로 유의하였다(p<.05). 

무릎관절 근력의 프로그램 전·후 변화는 마비측 무릎

관절 다리근력에서 60 °/sec 굽힘이 10.41±15.97에서 10.82±16.05

로 , 60 °/sec 폄은 38.95±36.25에서 39.47±36.22로 , 

180 °/sec 굽힘은 5.20±10.47에서 5.37±10.64로 , 180 

°/sec 폄은 21.18±25.41에서 21.56±25.52로, 300 °/sec 

굽힘은 3.26±6.42에서 3.41±6.54로, 300 °/sec 폄은 

12.46±18.92에서 13.36±19.47로 각각 증가하였고, 비마비

측 무릎관절 다리근력에서 60 °/sec 굽힘은 31.66±14.21

에서 32.52±14.29로, 60 °/sec 폄은 69.73±29.71에서 

70.72±29.63으로, 180 °/sec 굽힘은 21.86±10.77에서 

22.51±10.85로, 180 °/sec 폄은 43.99±15.10에서 44.46±15.11

로, 300 °/sec 굽힘은 18.38±9.27에서 19.07±9.33으로, 

300 °/sec 폄은 31.07±14.69에서 31.80±14.83으로 각각 

증가하였다. 개별운동군에서 프로그램 후 마비측, 비마

비측 무릎관절 굽힘과 폄의 근력은 모든 부하에서 무릎

관절 근력의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05). 

3. 그룹운동군과 개별운동군의 프로그램 전·후 변화량에 

대한 비교

그룹운동군과 개별운동군의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

램을 실시하기 전·후의 보행기능, 균형지수, 마비측 및 

비마비측 무릎관절 근력의 변화량에 대해 비교한 결과

는 Table 6과 같다. 보행기능에서 보행속도의 변화량은 

그룹운동군에서 .06±.06이었고, 개별운동군에서 .04±.05

로 두 집단 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5), 보행지구력의 변화량은 그룹운동군에서 

7.96±6.11이었고, 개별운동군에서 1.52±3.69로 두 집단 

간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분

속수의 변화량은 그룹운동군에서 5.15±4.03이었고, 개별

운동군에서 0.55±.51로 두 집단 간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균형지수에서 좌우 지수의 변화량은 그룹운동군에서 

-.20±.22이었고, 개별운동군에서 -.03±.06이었고, 전후 지

수의 변화량은 그룹운동군에서 -.32±.33이었고, 개별운동

군에서 -.10±.16이었다. 전체 지수는 그룹운동군에서 

-.30±.37이었고, 개별운동군에서 -.07±.09이었다. 좌우지

수, 전후 지수 및 전체지수 모두에서 두 집단 간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마비측 무릎관절 근력에서 60 °/sec 굽힘 변화량은 그

룹운동군에서 1.58±1.58, 개별운동군에서 0.41±.43, 60 

°/sec 폄 변화량은 그룹운동군에서 3.25±2.05, 개별운동군

에서 0.52±.57, 180 °/sec 굽힘 변화량은 그룹운동군에서 

.76±.84, 개별운동군에서 .17±.24, 180 °/sec 폄 변화량은 

그룹운동군에서 2.25±1.61, 개별운동군에서 .38±.23, 300 

°/sec 굽힘 변화량은 그룹운동군에서 .38±1.01, 개별운동

군에서 .16±.23, 300 °/sec 폄 변화량은 그룹운동군에서 

1.02±1.07, 개별운동군에서 .90±1.16으로 각각 증가하였

다. 300 °/sec 굽힘과 300 °/sec 폄을 제외한 마비측 무릎

관절 근력 변화량은 두 집단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비마비측 무릎관절 근력에서 60 

°/sec 굽힘 변화량은 그룹운동군에서 2.17±1.43, 개별운동

군에서 .86±.66, 60 °/sec 폄 변화량은 그룹운동군에서 

1.63±1.30, 개별운동군에서 .99±.36, 180 °/sec 굽힘 변화

량은 그룹운동군에서 2.24±1.30, 개별운동군에서 .65±.54, 

180 °/sec 폄 변화량은 그룹운동군에서 2.43±1.25, 개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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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군에서 .48±.56, 300 °/sec 굽힘 변화량은 그룹운동군에

서 2.05±1.70, 개별운동군에서 .69±.48, 300 °/sec 폄 변화

량은 그룹운동군에서 1.31±.78, 개별운동군에서 .73±.55

로 모든 범위에서 각각 증가하였다. 비마비측 무릎관절 

근력 변화량은 모두 두 집단 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5). 

Item Before exercise After exercise t-value

Gait function

Walking speed (m/s) .06±.06a .04±.05 1.23

Walking endurance (m/min) 7.96±6.11 1.52±3.69 4.04***

Cadence (step/min) 5.15±4.03 .55±.51 5.06***

Balance index

Right/left index -.20±.22 -.03±.06 -3.34*

Anterior/posterior index -.32±.33 -.10±.16 -2.64*

Total index -.30±.37 -.07±.09 -2.77*

Muscle strength in 
the affected knee 

joints (Nm)

60 °/sec flexion 1.58±1.58 .41±.43 3.22*

60 °/sec extension 3.25±2.05 .52±.57 5.72**

180 °/sec flexion .76±.84 .17±.24 3.05*

180 °/sec extension 2.25±1.61 .38±.23 5.01***

300 °/sec flexion .38±1.01 .16±.23 .97

300 °/sec extension 1.02±1.07 .90±1.16 .36

Muscle strength in 
the non affected 
knee joints (Nm)

60 °/sec flexion 2.17±1.43 .86±.66 3.73*

60 °/sec extension 1.63±1.30 .99±.36 2.10*

180 °/sec flexion 2.24±1.30 .65±.54 5.04***

180 °/sec extension 2.43±1.25 .48±.56 6.41***

300 °/sec flexion 2.05±1.70 .69±.48 3.44*

300 °/sec extension 1.31±.78 .73±.55 2.74*

aM±SD,  *p<.05, **p<.01, ***p<.001

Table 6. Comparison of variation in group exercise group and individual exercise group before and after program

Ⅳ. 고 찰

최근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

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7년 12월 30일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다. 장애인 건강권법 세부 사

항을 살펴보면 제15조에서 재활운동 및 체육에 대해 보

건복지부장관은 의사의 처방에 따른 재활운동 프로그램

을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

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또한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

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기능과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였고,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

다(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8). 그러

나 법 제정 이후에 공포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

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재활운동 및 체육

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 재활 현

장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 수립에 어려움을 초래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물리치료 관점

에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활운동 및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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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독일 재활체육 모델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활체육의 관점, 즉 의료적 재활 연장선상에서 증

상의 악화 방지 및 건강증진을 위한 ‘그룹운동’과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치료사와 장애인 

간 1:1, 또는 장애인 혼자서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수행

하는 ‘개별운동’을 비교하여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의 운영에 관한 방안과 방향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뇌졸중 장애인에게 적용될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은 물리치료 및 장애인 재활운동 현장에

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검증된 운동프로그램으로 구성

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개발하였다

(Kim, 2012; Kim, 2004; Kim 등, 2012; Ryu, 2016; Jung & 

Kim, 2014).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준비 운동과 마무리운동으로 가벼운 스트레칭과 관절운

동, 호흡운동으로 구성하였고, 본 운동으로는 탄성밴드

를 이용한 근력운동, 팔다리 및 몸통 조절운동, 균형 및 

보행운동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주차별로 장애

인별로 매 회기별로 운동 횟수와 set를 기록지에 작성하

여 차기 회기에는 점진적인 저항이 증가하도록 프로그

램을 구성하였다.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 운영기간을 

위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4주(Kim과 Kang, 2016), 6주

(Kim, 2004; Kim 등, 2012; Ji와 Cha, 2013), 8주(Shin과 

Kang, 2017; Lee 등, 2017), 10주(Hong 등, 2018), 12주

(Jung과 Kim, 2014) 등 다양하게 시도 되었으나, 본 연구

에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프로그램에 지

속적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장기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하여 20주로 구성하였다. 또한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

램의 운영 형태를 독일의 재활체육 현장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인 운동 지도자가 소집단 형태의 참여자에게 

프로그램을 알려주고 그룹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그룹운동군’과 물리치료사가 장애인에게 운동 프로그

램을 알려주고 장애인이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하

는 ‘개별운동군’으로 나누어 진행 하였다. 독일의 재활운

동은 장애인의 사회통합 효과를 높이고, 재활체육이 끝

난 후 개인 건강증진을 위한 재활체육, 여가 및 생활체

육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룹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그룹 체조, 수영 및 수중운동, 움직임 활

동 등을 권장하고 있다(Park, 2017).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그룹운동군과 개별운동

군의 20주간의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후의 보행기능, 균형지수, 무릎관절 근력에서 향상을 

보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룹운동

군과 개별운동군의 훈련 집단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룹운동군에서 보행기능의 프로그램 전·

후 변화는 보행속도, 보행지구력, 분속수가 모두 증가 하

였고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또한 균형의 프로

그램 전·후의 변화는 좌우지수, 전후지수, 전체지수가 모

두 감소하였고,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무릎관

절 근력의 프로그램 전·후 변화는 마비측과 바마비측 60 

°/sec 굽힘, 60 °/sec 폄, 180 °/sec 굽힘, 180 °/sec 폄, 300 

°/sec 굽힘, 300 °/sec 폄이 각각 증가되었다. 마비측 무릎

관절 근력의 변화는 300 °/sec 굽힘을 제외하고는 마비

측, 비마비측 무릎관절 굽힘과 폄의 부하에서 통계학적

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개별운동군에서 보행기능의 프로그램 전·후 변화는 

보행속도, 보행지구력, 분속수가 증가하였고, 보행속도

와 분속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균형지

수의 프로그램 전·후 변화는 좌우지수, 전후지수, 전체지

수 모두가 프로그램 후에 감소하였고, 전후지수와 전체

지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무릎관절 근력의 프로

그램 전·후 변화는 마비측과 비마비측 60 °/sec 굽힘, 60 

°/sec 폄, 180 °/sec 굽힘, 180 °/sec 폄, 300 °/sec 굽힘, 300 

°/sec 폄이 각각 증가하였다. 개별운동군에서 프로그램 

후 마비측, 비마비측 무릎관절 굽힘과 폄의 근력은 모든 

부하에서 무릎관절 근력의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즉, 그

룹운동군과 개별운동군의 어떠한 운영 형태이더라도 지

속적인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이 뇌졸중 장애인의 

보행능력, 균형, 무릎관절 근력 증진에 매우 궁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는 Kim(2004)의 연구에서 PNF 패턴운동과 순환

운동의 집단훈련을 했던 그룹이 총 균형지수, 보행속도, 

기능적 보행지수, 넙다리네갈래근의 근력이 증가하였다

는 결과와 일치하였고, 연구 대상자가 다르지만 그룹운

동치료가 노인의 균형 수행능력에 향상을 가져온 Ahn 

등(2006)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Kim과 Kang(2016)

은 뇌졸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감각운동 훈련을 병행한 

순환식 과제지향 개별 운동프로그램 후 자세동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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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소하고, BBS 점수가 향상되어 균형 능력의 향상을 

가져온 보고와 일치하였고, 순환식 장애물 집단 보행훈

련이 뇌졸중 환자의 보행능력과 균형에 향상을 가져왔

다는 Kim 등(2012)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상의 연구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운동 및 그룹운동을 기반으로 

하는 어떠한 형태의 지속적인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

램에서도 뇌졸중 장애인의 균형과 보행 및 다리근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운동군과 개별운동군의 두 집단에 따라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후의 보행기능, 균형지

수, 마비측 및 비마비측 무릎관절 근력의 변화량에 대해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행기능에서 보행속도의 

변화량은 그룹운동군과 개별운동군 모두 증가 하였으나, 

두 집단 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보행지

구력의 변화량은 그룹운동군과 개별운동군 모두에서 증

가하였고, 두 집단 간 변화량에는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분속수의 변화량은 그룹운동군과 

개별운동군에서 모두 증가하였고, 두 집단 간 변화량에

는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균형지수

에서 좌우 지수의 변화량, 전후 지수의 변화량, 전체 지

수는 그룹운동군과 개별운동 모두 감소하였고, 두 집단 

간 변화량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마

비측 무릎관절 근력(Nm)의 60 °/sec 굽힘, 60 °/sec 폄, 

180 °/sec 굽힘, 180 °/sec 폄, 300 °/sec 굽힘, 300 °/sec 폄 

변화량은 그룹운동군과 개별운동군 모두 각각 증가하였

다. 300 °/sec 굽힘과 폄을 제외한 마비측 무릎관절 근력 

변화량은 두 집단 간 변화량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비마비측 무릎관절 근력의 60 °/sec 굽힘, 

60 °/sec 폄, 180 °/sec 굽힘, 180 °/sec 폄, 300 °/sec 굽힘, 

300 °/sec 폄 변화량은 그룹운동군과 개별운동군 모두 각

각 증가하였다. 비마비측 무릎관절 근력 변화량은 두 집

단 간 변화량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변화량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그룹운동군과 개별운동군 

모두 프로그램 이후 보행기능, 다리근력에 향상을 가져

왔고, 균형지수는 감소를 가져왔으며, 통계학적으로는 

보행속도를 제외한 보행지구력, 균형지수, 다리근력에서 

그룹운동군이 개별운동군보다는 변화량이 컸으며 통계

학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개별운동군보다는 그룹운동군

에서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동일한 

운동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룹운동과 개별운동에 대한 

비교연구가 거의 없어 선행연구와 비교하기가 어려우나, 

Ahn(2004), Ahn 등(2004), Ahn 등(2006)의 연구에서와 같

이 개별운동보다는 그룹운동이 프로그램 참여자의 흥미

와 동기유발, 집단역동성이 반영되면서 운동의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프로그램 

대상자가 기능적 활동에 의존도가 높은 급성기 재활단

계 장애인이 아니고, 병원 내 재활은 종료되고 지역사회

에서 일정한 수준의 독립적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만성

기 재활단계 장애인으로 여러 명의 환자와 치료사가 참

여하는 그룹 훈련이 환자들 사이에 정보 교류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환자의 신체와 정서는 물론 치료 

동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어서 이러한 결

과가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Carr &  Shepherd, 

2003).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뇌졸중 장애인

의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 운영 시 그룹운동과 개별

운동 모두 프로그램 후 보행기능, 균형지수, 다리근력에 

향상을 가져왔으며, 개별운동군보다는 그룹운동군에서 

보행기능, 균형지수, 다리근력에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뇌졸중 장애인의 지역사회 

독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더욱이 지금까지의 건강증진 및 기능유

지를 위하여 개별적인 체조나 산책에서 벗어나 ‘그룹’이

라는 운동집단을 구성해 줌으로써 장애인들이 상호 역

동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재활운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으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

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제외하

고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재활운동에 대한 

통제가 되지 못하였으며,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유병기간

과 연령대가 다양하여 모든 참가자들이 기능증진이 이

루지지 않았으며, 전체 뇌졸중 장애인들로 일반화시키기

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좀 더 많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후

속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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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결과 20주간의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참여자의 배

치, 기간, 프로그램 운영설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하나

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과거 전통적인 물리치료 관점

에서 이루어지던 운동프로그램이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동프로그램

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개별운동보다는 그룹집단을 활용한 재활운동 및 체육이 

보행기능, 균형지수, 다리근력향상에 효과적이므로 프로

그램 개발 시 그룹집단을 활용하는 것으로 방향으로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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