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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Virtual Reality‐based Exercise on Static Balance and Gait Abilities in Chronic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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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a virtual reality‐based exercise program on the functional recovery of 
balance and gait in chronic stroke subjects.

Methods: A total of 42 chronic stroke patients were enrolled in this study. The participants were allocated randomly 
to 2 groups: a VR (n=22) and control group (n=20). Both groups received treadmill training for 3 sessions (10 minutes 
each), 30 minutes per week over a 6 week period. The VR group practiced additional virtual reality programs consisting 
of 3 programs for 10 minutes each. The data was analyzed using a paired t‐test and independent t‐test to determine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Results: The virtual reality‐based exercise group showed significant increases in gait velocity, cadence and stride length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p<0.05).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tatic balance. 

Conclusion: These results support the perceived benefits of exercise programs that incorporate virtual reality to 
augment the balance and ambulation of stroke patients. Therefore, virtual reality is feasible and suitable for strok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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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뇌혈관의 폐쇄 또는 파열로 발생하는 뇌졸중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가 61.4명으로 악성신생물에 이어 두 번째

로 사망률이 높고 단일질환 사망률은 1위로 보고 되었다.1 뇌졸

중 발병 후 환자의 40%에서 기능적 손상이 남게 되고, 15‐
30%에서는 심각한 정도의 장애가 지속된다.2 이러한 지속적인 

장애의 문제로 뇌졸중 환자의 부분이 우울증과 인관계, 사

회생활에 문제를 겪으며 전반적인 삶의 질이 감소를 느끼고 살

아가고 있다.3 

뇌졸중 환자들은 한쪽 사지의 마비로 인해 건측에 체중의 

61~80%가 편중된다.4 이로 인해 신체활동시 압력 중심점(center 

of pressure)이 건측으로 편중되어 자세 동요(postural sway)가 

증가하게 된다.5 균형의 불안정으로 인해 뇌졸중 환자의 보행 

패턴은 환측의 체중지지 시간이 짧아지고 유각기가 길어졌고, 

환측과 건측의 보폭길이의 차이가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보행의 

주기와 보행속도가 느려졌다.6,7 이러한 뇌졸중으로 인한 균형과 

보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경계 촉진을 위한 치료의 개

념들로써 비정상적인 패턴을 억제하는 보바스 컨셉의 신경발달

치료(neurodevelopmental therapy)와 나선과 사선의 운동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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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ral and diagonal movement pattern)을 사용하는 고유수용

성 신경근 촉진법(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과 공동운동(synergistic movement)을 사용하는 브룬스트롬 접

근법(Brunnstrum approach), 시스템이론을 기반으로 한 운동

재교육(motor relearning program)들과 같은 다양한 신경 촉진 

기법들이 있다.8 아직까지 치료간의 비교에서는 어떠한 치료법

도 확실한 우위의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9,10

근래에 컴퓨터 프로그램의 발달과 더불어 환자 개인의 목적

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과제를 가상의 환경에서 수행하여 치료

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고 유의한 기능의 향상을 보인 새로운 

재활 운동방법이 소개되었다.11,12 가상현실이란 컴퓨터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실제와 비슷한 경험하도

록 만든 화형 시뮬레이션을 말한다.13 사용자는 가상현실에서 

물체를 옮기고, 조작하고, 정해진 과제를 수행하며 실제적인 듯

이 반응하게 된다.14 가상현실 참여자는 게임형식으로 표현되는 

특정한 과제 수행 시 나타나는 시각적, 청각적 되먹임을 제공받

고 그로 인해 효과적으로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12 또

한 뇌를 자극하여 운동학습이 유발되고 뇌활성의 양상이 변화

하여 뇌 재조직화가 유발되어 효과를 일으킨다.15 외국에서는 

치료사들이 병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재활 운동을 시

킬 수 있는 원격재활치료(telerehabilitation)의 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며 그 중 가상현실을 이용한 재활 운동 프로그램이 연구되

고 있고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16,17 가상현실을 재활에 이용

한 선행의 연구들에서 뇌성마비 아동의 수의적 조절 능력과 협

응 능력을 증가시켰으며,18 파킨슨씨 병을 가진 환자들에게 적

용하여 무운동증의 감소 효과를 보였다.19 또한 뇌졸중 환자를 

상으로 재활 운동에 적용하여 상지의 기능 향상을 보였다.20 

우리나라에서도 뇌졸중 환자의 재활을 위한 게임형식의 가상현

실 프로그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21,22 치료를 위한 중재방

법으로 적용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23‐25 Park25은 뇌졸중 

환자를 상으로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지의 기능 

향상을 연구하였으며, Kim과 Kwon23도 상지의 향상과 뇌의 

재조직화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 하였다. Kim24은 IREX라는 가

상현실 장비를 이용하여 뇌졸중 환자의 균형 및 보행에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IREX는 장비가 고가의 장비로써 보편

적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단점을 가진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성 뇌졸중 환자를 상으로 쉽게 

접하고 다룰 수 있는 가상현실 장비를 사용하여 균형과 보행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만성 뇌졸중 

환자들의 운동 영역을 넓혀 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

가생활의 즐거움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유용한 재활의 방법을 제

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뇌졸중으로 유병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인지기능평가(MMSE‐K) 점수가 21점 이상인 자, 브룬스트롬

의 운동회복 단계가 4단계 이상인 자, 독립적으로 10분 이상 

보행이 가능한 자, 균형에 영향을 주는 약물 등을 복용하지 않

는 자, 시각적 장애 및 시야 결손이 없는 자, 하지에 정형외과

적 다른 질환이 없는 자로 54명이 선정되었다. 모든 상자들

은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 받고 동의

서에 서명한 후 실험에 참여하였다. 선정기준에 의해 선별된 

54명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가상현실군과 조군에 

각 27명씩 배치하였다. 

연구 진행 중 자발적 탈락자가 발생하였고 재활 운동만의 

효과를 판별하기 위하여 환자의 의학적 상태 변화로 인해 프로

그램에 참여할 수 없거나 다른 치료를 병행하는 자, 프로그램 

참여율이 80% 미만인 상자는 최종 연구 상에서 제외하였

다. 최종적으로 가상현실군은 5명이 탈락하여 22명이 실험에 

참여하였고, 조군은 7명이 탈락하여 20명이 실험에 참여하였

다.

2. 연구 방법

재활 운동프로그램은 6주간 실시하였고 전과 후에 정적 균형과 

보행능력을 평가하였다. 운동 방법은 가상현실군과 조군 모

두 하루에 30분씩 주당 3회를 트레드 을 이용하여 준비운동을 

실시한 후 가상현실군에서는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30분 추가하

여 시행하였다. 

1) 준비 운동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군과 조군에 모두 준비운동으로 트레

드 (Health Trac S990 AIRFLEX SYSTEM, Gymtech, 한국)

을 이용하였다. 운동의 속도와 강도는 환자가 걷기 편안한 정도

로 실시하였고 휴식의 양과 간격도 환자가 쉬고 싶은 만큼 자유

롭게 하였다.26 운동은 30분씩 주당 3회를 6주간 실시하였다. 

2) 가상현실 재활 운동

가상현실을 이용한 재활 운동을 위한 장비로 Playstation 2(PS2 

model number SCPH‐75001, Sony, 일본), Eyetoy: Play 1, 

2, 3(Sony, Park Ridge, 미국) 프로그램, USB 연결 형식의 카

메라(OmniVison OV519 Video Device, Logitech, 미국), 일

반 텔레비전을 이용하였다.12,27 카메라로 촬영되는 움직임의 영

상이 가상현실 프로그램의 화면과 함께 표현되는 비디오 캡쳐 

시스템(video capture system)을 기반으로 한 방식으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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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Virtual reality system

Figure 2. Gait analysis system

가 카메라 앞에서 몸을 움직이면 모니터를 통해 가상현실 환경

과 자신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Figure 1). Eyetoy: 

Play 1, 2, 3는 재활치료의 용도로 만들어진 게임은 아니지만 

자신의 몸을 움직여 과제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재활의 효과를 

기 할 수 있고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도 활용되었다.12,27 미니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운동이 가능하며 

진행하는 동안 음악요소와 적절한 청각적 효과가 제공된다. 또

한 다른 사람과 같은 과제를 동시에 시행 할 수 있어 협동심과 

재활 의욕을 높일 수 있다.21 본 연구에서는 Eyetoy용 카메라를 

모니터 위에 설치하였고 환자들은 모니터 앞에서 약 2‐2.5m 떨

어져 선 자세로 실험에 참여했다. 상자들은 각 프로그램 별로 

주어진 과제를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수행하였다. 가상현실을 

위한 프로그램의 적용에서 게임의 동작 구성과 과제의 난이도

에 따라 환자가 수행하지 못하는 게임은 제외하였고 균형을 유

지하며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게임들로 구성하였다. 헤딩왕

은 축구공을 머리를 이용해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하는 

과제이다. 체간의 굴곡, 신전운동이 발생하고 공의 낙하지점에 

따라 좌우로 움직여야 하므로 체중의 이동과 균형 조절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추가 점수를 위하여 아이템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고 감점요인을 피하기 위해 공의 방향을 조절해야 하므로 인

지과제가 추가된 이중과제(dual task) 운동이 된다. KO복싱은 

링위에서 복싱경기를 하는 과제이다. 기본적인 복싱 기술은 손

을 뻗는 동작으로 환자의 상지 기능 운동이 되고 상 의 공격

을 좌우방향과 숙여서 피해야 하므로 양쪽 체중 지지 운동과 

함께 무게의 이동에 한 균형 운동이 된다. 볼링은 온 몸으로 

볼링공을 굴려 10개의 핀을 모두 쓰러뜨리는 과제이다. 남은 

핀의 위치에 따라 사용자의 체간의 움직임과 균형 조절에 한 

정확성이 요구된다. 견관절의 굴곡과 신전운동이 일어나고 건

측과 환측하지의 체중지지 운동이 된다. 남은 핀 처리를 위해 

집중력과 동작의 정확성이 필요하다. 위의 3가지 프로그램을 

각각 10분씩 적용하여 총 30분간 시행하였다. 

3. 평가 방법

1) 정적 균형 측정

힘판(PDM multifunction Forcemeasuring Plate, Zebris, 독

일)을 사용하여 환자의 정적 균형 능력을 평가하였다. 32×47 

cm의 판에 1cm2 당 1개씩 총 1,504개의 압력센서(force sensor)

가 선 자세나 보행 시 발의 정적, 동적인 압력을 측정한다. 모

든 센서는 각각 독립적으로 측정 된다. 이 PDM 시스템은 힘

을 여러 가지로 측정할 수 있는 힘판과 Zebris사의 동작분석시

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압력의 범위는 1∼120N/cm2이

고 정적 표본압력 추출속도는 2∼5Hz, 동적 표본압력 추출속

도는 약 90 Hz이고 측정의 오차범위는 ±5%이다.

상자는 맨발로 힘판 위에 올라가 가장 편안한 위치에 발

을 두고 눈을 뜬 상태로 서도록 하였으며, 발의 위치를 확인해 

두어 재평가시 동일한 위치에 발을 놓도록 하였다. 팔은 편안하

게 내린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측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귀마개를 사용하여 귀를 막은 상태로 30초 동안 측정하였다.28

자료의 수집은 3회 반복 측정하며 측정간 3분간의 휴식을 

주어 근피로에 한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2) 보행 측정

보행 지표의 분석을 위하여 BTS Elite (BTS Bioengineering, 

이탈리아)를 사용하였다(Figure 2). 하지의 동작 분석을 위해 

15개의 직경 2.5cm의 표식자(marker)를 상자의 골반 및 하

지에 부착하였다. 부착 부위로는 천골 표식자는 좌우 상후장골

극(PSIS)을 연결한 선의 중간점, 양측 골반 표식자는 좌우 전상

장골극(ASIS), 양측 퇴 표식자는 퇴의 아래 1/3의 외측부

위, 양측 슬관절 표식자는 슬관절 굴곡의 축으로 슬관절의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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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group
(n=22)

Control group
(n=20)

t

Sway 
path
(cm)

AP

pre 37.36±15.63 36.84±9.31 0.09

post 36.14±12.52 37.04±8.26 ‐0.18

change ‐1.22±5.86 0.20±0.62 ‐0.67

t 0.84 ‐0.35

ML

pre 34.29±8.96 31.67±3.96 0.78

post 33.08±8.08 31.75±4.20 0.44

change ‐1.21±5.98 0.08±0.75 ‐0.59

t 0.81 ‐0.12 

TS

pre 56.17±18.14 52.45±7.75 0.55

post 54.39±15.10 54.10±6.90 0.05

change ‐1.78±8.71 1.65±3.75 ‐1.06

t 0.82 ‐1.25

Sway 
velocity
(cm/s)

AP

pre 1.28±0.53 1.30±0.26 ‐0.09

post 1.25±0.44 1.27±0.28 ‐0.11

change ‐0.03±0.23 ‐0.03±0.07 ‐0.00

t 0.48 1.04

ML

pre 1.18±0.31 1.09±0.14 0.77

post 1.15±0.30 1.08±0.14 0.55

change ‐0.03±0.24 ‐0.00±0.05 ‐0.31

t 0.51 0.20

TS

pre 1.92±0.62 1.79±0.25 0.58

post 1.88±0.55 1.85±0.24 0.13

change ‐0.04±0.35 0.06±0.15 ‐0.82

t 0.51 ‐1.19

AP: Anterioposterior sway, ML: Mediolateral sway, TS: Total sway, *p<0.05

Table 2. Changes of static balance abilities with eye 
opened

VR group
(n=22)

Control group
(n=20) /t 

Gender

Male 14 13
0.01

Female 8 7

Age (year) 60.75±7.53 61.90±11.26 ‐0.31

Height (cm) 160.50±8.59 163.80±8.01 ‐0.98

Weight (kg) 66.26±7.79 67.04±5.96 ‐0.27

Stroke type

Infarction 16 12
0.76

Hemorrhage 6 8

Hemiplegic side

Left 12 11
0.00

Right 10 9

Duration (month) 70.13±49.15 74.20±37.93 ‐0.22

MMSE‐K (point) 24.81±3.33 23.00±4.76 1.14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and tests of 
homogeneity

를 연결하는 선상의 중간점인 슬관절의 외측부위, 양측 경골 표

식자는 경골의 아래 1/3의 외측부위, 양측 족관절 표식자는 경

골의 외측과 부위, 양측 전족부 표식자는 제2중족골두(metatar-

sal bone head)의 윗면, 양측 종골 표식자는 전족부 표식자와 

연결되는 발뒤꿈치 부위로 하였다. 측정 방법은 15개의 표식자

를 붙인 상자가 자연스러운 보행 속도로 6m를 걷는 동안 6

의 적외선 카메라로 보행 과정을 촬영하였다. 모든 데이터를 

BTS Biomech Analyzer를 이용하여 시, 공간적 보행 지표를 

분석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모든 통계적 분석은 SPSS 15.0을 이용하였다. 

Shapiro‐Wilk 검정방법을 통해 변수들의 정규성 검정을 하였

고, 결과 모든 변수가 정규분포 하였다. 그룹 내 재활 운동에 

따른 종속변수의 전후 비교를 위하여 응표본 t 검정을 실시

하였다. 그룹 간 운동방법에 따른 종속변수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

(α)은 0.05 이하로 하였다.

III. 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상자는 가상현실군 22명과 조군 20명으로 총 42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성별, 연령, 신장, 체중의 일반적 특성과 뇌

졸중 유형, 마비부위, 발병기간, 인지능력의 의학적 특성을 평

가한 결과 두 그룹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2. 실험방법에 따른 정적 균형의 변화

집단별 실험 전후의 자세동요 거리와 속도의 변화는 다음과 같

다(Table 2). 

전후 자세동요 거리와 좌우 자세동요의 거리 및 총 자세동요 

거리의 측정 결과 실험 후 가상현실군에서 동요거리의 감소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조군에서도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전후 자세동요 속도와 좌우 자세동요 속도 

및 총 자세동요 속도의 측정 결과에서도 실험 후 가상현실군에

서 동요속도의 감소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조군에서도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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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방법에 따른 보행의 변화

집단별 실험 전후의 시간적 보행 지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Table 3).

보행속도의 변화는 가상현실군에서 실험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증가하였으나(p<0.05), 조군에서는 실험 전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실험 방법에 따른 그룹간의 변화량 차이는 가

상현실군이 유의하게 컸다(p<0.05). 분속수의 변화는 가상현실

군에서 실험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p<0.05), 

조군에서는 실험 전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실험 방법

에 따른 그룹간의 변화량 차이는 가상현실군이 유의하게 컸다

(p<0.05). 분속수의 변화는 가상현실군에서 실험 후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p<0.05), 조군에서는 실험 전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실험 방법에 따른 그룹간의 변화량 차

이는 가상현실군이 유의하게 컸다(p<0.05). 

VR group
(n=22)

Control group
(n=20)

t

Velocity
(m/s)

pre 0.52±0.21 0.47±0.13 1.05

post 0.67±0.19 0.48±0.15  3.51**

change 0.15±0.12 0.02±0.08  4.02***

t ‐5.96*** ‐1.19

Cadence
(steps/min)

pre 88.20±21.11 81.13±13.37 1.28

post 98.69±18.56 84.25±13.08  2.88**

change 10.49±12.59 3.12±10.27 2.07*

t ‐7.23*** ‐0.16

Stride length
(cm)

pre 68.56±15.40 68.59±11.98 0.05

post 80.48±12.64 68.64±13.84 2.99**

change 11.92±2.76 0.05±1.86  6.13***

t ‐3.91** ‐1.36

*p<0.05, **p<0.01, ***p<0.001

Table 3. Changes of gait abilities

IV. 고찰

본 연구에서는 만성 뇌졸중 환자를 상으로 6주간의 가상현실

을 이용한 재활 운동을 적용하여 정적 균형과 보행능력의 효과

를 알아보았다.

신체의 동요로 인한 자세안정은 수평면에 주로 작용하며, 

압력중심점(center of pressure)의 이동거리와 수평면에서의 지

면반발력 요소가 신체동요 측정에 많이 이용된다.29 뇌졸중 환

자의 정적 균형 능력은 건강한 일반 노인 보다 낮으며 불안정

하다.30 또한 이러한 균형의 문제로 인해 뇌졸중 환자들의 69%

가 낙상을 경험하였으며 그로 인한 2차 손상의 위험이 높아진

다.31 따라서 뇌졸중 환자의 균형 능력 평가와 회복을 위한 노

력들은 재활적 측면과 낙상의 예방적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가상현실을 이용한 재활 운동은 

뇌졸중 환자의 눈을 뜬 상태에서 자세동요의 변화는 운동 전과 

후의 차이가 없었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정적 균형의 효과가 유

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Suzuki 등32의 시각적 피드백을 이

용한 8주간의 보행훈련 후 눈을 뜬 상태로 정적 균형을 측정한 

결과 총 자세동요 속도는 3.40cm/s에서 2.70cm/s로 감소하였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Kim24은 가상현실을 이용한 

재활장비인 IREX를 이용하여 3가지 프로그램을 4주간 시행한 

결과 총 동요 거리와 속도의 감소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정도는 아니었다. 본 연구에서의 가상현실을 이용한 방법이 

온몸을 움직이는 동적인 운동과제로 구성되어 정적 균형의 평

가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근거는 Rietdyk 등33의 연구에서 뇌졸중 환자에서의 정적 균형

은 주요 근육들의 조절능력보다는 경직(stiffening)에 의해 영향

을 더 받기 때문에 기능적인 움직임의 과제로 정적 균형의 효

과를 나타내기 어렵다는 주장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앞으로

의 연구에서 가상현실을 이용한 재활 운동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동적 균형과 경직에 한 효과를 알아볼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임상적으로 보행 속도는 일상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독

립적 보행능력과 기능 회복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사

용된다.34 본 연구에서 가상현실을 이용한 재활을 통하여 

0.52m/s에서 운동 후 0.67m/s로 28.80% 증가하였다(p<0.05). 

4주간의 Bobath 컨셉의 보행훈련을 시킨 Hesse 등35의 연구에

서는 보행 속도가 0.84m/s에서 훈련 후 0.90m/s로 7.10% 증

가하였다. Macko 등36은 맥박수의 30‐40%로 트레드  운동한 

결과 0.90m/s에서 1.00m/s로 11.10% 증가하였고, 최  맥박

수의 60‐70%로 운동한 결과에서는 0.82m/s에서 0.95m/s로 

15.90%의 속도 증가를 보였다. Suzuki 등32는 트레드 과 컴

퓨터 장비를 통하여 보행 속도와 보폭거리 등의 전반적 보행 

상태를 환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8주간 운동한 결과 처음 

0.67m/s에서 1.28m/s로 91.00%의 증가율을 보였다. 선행 연

구들을 볼 때 신경생리적 치료 접근법보다는 트레드  등을 이

용한 직접적인 보행 훈련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저강도의 보

행 훈련보다는 고강도의 보행 훈련에서 더 큰 효과를 보였다. 

또한 자신의 보행 상태를 시각적 피드백으로 제공받은 경우에 

속도의 증가 효과가 가장 컸다. 본 연구의 결과 보행 속도가 

28.80%로 향상되어 가상현실을 통한 재활 운동이 보행 속도의 

증가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조군에서는 트레

드 을 이용하여 운동하였으나 보행 속도의 증가에는 영향이 

없었다. 이는 보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속도의 증가, 운동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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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 등의 운동의 조절이 없이 환자가 편한 강도와 휴식으

로 운동한 결과이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보행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환자의 자율적인 운동의 강도와 시간을 맡기기보다 

적극적인 치료사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보행의 평가로 분속수와 활보장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분속수 변화는 실험 전 88.20steps/min에서 실험 후에는 

11.90% 증가한 98.69steps/min이었다. 또한 활보장은 68.56 

cm에서 80.48cm로 17.40%가 증가하였다. 보행이 불안정한 

경우에 활보장 길이가 감소하고 보행 사이의 간격이 증가하여 

분당 보폭수가 줄어든다. 또한 단하지 지지시간이 감소하고 양

하지 지지시간이 증가한다.37 뇌졸중 환자의 보행도 편마비의 

문제로 환측의 체중지지 시간이 짧아지고 양하지 지지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행 주기와 보폭수가 느려지는 특징이 있

다.6,7 Kim24의 IREX를 이용한 결과에서도 분속수가 15.90%

만큼 증가하였고 활보장 또한 9.50%의 증가를 보였다. 선행의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는 가상현실을 이용한 재활 운동의 결과 

단하지 지지 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보 시간(step time)이 단축

된 결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가상현실을 이용한 재활 운동의 

결과 분속수의 감소로 보행의 시간적 요소의 향상과 활보장의 

증가로 공간적 요소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가상현실을 이용한 운동이 만성 뇌

졸중 환자의 보행 능력에 효과를 입증하였다. 이 결과는 뇌졸중 

환자의 보행 향상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구성에 가상현실의 효

용성의 근거로 제시되어 실제적으로 유용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 한다. 또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재활의 목적에 맞는 다양

한 가상현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동적 균형 및 일상 생

활 동작 등의 기능적 평가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6개월 이상의 만성 뇌졸중 환자를 상으로 환자가 

쉽게 다룰 수 있고 흥미를 유발하는 게임 형식의 가상현실 훈

련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보행속도, 분속수, 활보장의 결과

가 유의하게 증가되어 보행 능력의 향상을 보였으나 정적 균

형 능력의 변화는 미비하여 유의하지 않았다. 앞으로의 연구에

서 동적 균형 및 일상생활동작에 한 평가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뇌졸중 환자의 재활방법으로 치료의 흥미와 

참여도를 증 시킬 수 있는 가상현실을 이용한 방법이 적용되

어 보다 다양한 치료적 프로그램의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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