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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환자의 정적, 동적 선자세 균형 대칭성과  
보행 기능의 상관관계 연구
김  중  휘

대구가톨릭대학교 의료과학대학 물리치료학과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Static, Dynamic Standing 
Balance Symmetry and Walking Function in Stroke
Joong-Hwi Kim, PT, PhD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Collage of Medical Scienc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Purpose: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measure the standing balance symmetry of stroke patients using a force-plate 
with computer system, and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tanding balance symmetry and that of the walking 
function in stroke patients. 

Methods: 48 patients with stroke (34 men, 14 women, 56.8±11.72 years old) participated in this study. Static standing 
balance was evaluated by the weight distribution on the affected and the nonaffected lower limbs, sway path, sway velocity, 
and sway frequency, which reflected the characteristic of body sway in quiet standing. Dynamic standing balance was 
evaluated by anteroposterior and mediolateral sway angle, which revealed the limit of stability during voluntary weight 
displacement. Symmetry index of static standing balance, (SI-SSB) calculated by the ratio of the affected weight distribution 
for the nonaffected weight distribution, and symmetric index of dynamic standing balance (SI-SDB) by the ratio of the 
affected sway angle for the nonaffected sway angle. Functional balance assessed by a Berg balance scale (BBS), and the 
functional walking by 10m walking velocity, as well as the modified motor assessment scale (mMAS).

Results: Static balance scales and SI-SSB was the only correlation with BBS (p<0.05). Dynamic balance scales and SI-DSB, not 
only was correlated with BBS, but also with 10m walking velocity and mMAS (p<0.01). Additionall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I-SSB and that of SI-DSB (p<0.01).

Conclusion: The balance and the walking function relate to real life in the stroke showed strong relationships with the 
dynamic standing balance symmetry in the frontal plane and the ability of anterior voluntary weight displacement in sagittal 
plane.

Keywords: Stroke, Standing balance symmetry, Berg balance scale, Walking velocity

I. 서론

대부분의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들은 뇌졸중 이후 발생

하는 운동적, 감각적, 지각적, 인지적인 문제들로 인해 선자세 

균형을 제어하는 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 가지며, 균형 수행과 

보행 수행 시 환측으로 체중을 옮기는 능력에 문제를 보인다. 

이로 인해 뇌졸중 환자들은 기능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영위하

는데 상당한 불편과 어려움을 느낀다.1

Nichols2는 선자세 균형의 기능은 선자세의 대칭성(symmetry), 

부동성(steadiness), 동적 안정성(dynamic stability)이 상호 의

존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Nardone 등3은 대

Received March 16, 2012  Revised April 4, 2012
Accepted April 9, 2012
Corresponding author Joong-Hwi Kim, ibobath@hanmail.net
Copyright © 2012 by The Korean Society of Physical Therap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J Kor Soc Phys Ther Vol. 24, No. 2, April, 2012 pISSN 1229-0475  •  eISSN 2287-156X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Physical Therapy Original Article



Joong-Hwi Kim: The Correlation between Static, Dynamic Standing Balance Symmetry and Walking Function in Stroke

www.kptjournal.org 74    J Kor Soc Phys Ther 2012:24(2):73-81

칭성은 하지 간의 동일한 체중 분배이고, 부동성은 두 발 사이

에 압력 중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최소의 동요를 가지고 선택

된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이며, 동적 안정성은 외부의 흔들림

에 대하여 자세 유지를 위하여 반응하거나 보행처럼 스스로 

신체중심을 흔드는 과정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정의 

하였다. 또한 그들은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가 있는 환자들

은 이러한 모든 균형의 요소들이 비정상이며, 이들 중 한 가지

라도 기능 소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다른 모든 균형 기능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균형을 연구하거나 손상된 균형을 훈련시키기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컴퓨터시스템과 연결되어 신체 압

력중심(center of pressure)의 정보를 수치화된 정보로 알려주

고, 다양한 시각적, 청각적 피드백 장치와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힘판(force platform) 장비이다.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균형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다양한 종류의 힘판 장비를 

통해 이루어져왔으며, 이러한 힘판은 뇌졸중 환자가 가지는 

균형 특성들을 분석하거나 피드백 장치와 연동하여 균형능력

을 개선하기 위한 훈련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4-10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힘판 연구들 중 선자세 균형

과 관련된 내용들은 기저면 내에서 신체의 중심을 고정하거나 

유지하는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자세에서 의지적 또는 인

위적인 흔들림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이루어지는 정적 

균형(quiet standing balance; static standing balance)과 인위적

인 흔들림에 대해 반응하거나 의지적으로 움직일 때의 균형을 

연구하는 동적 균형(dynamic standing balance)을 다루어 왔

다. 그 결과 지금까지 밝혀진 뇌졸중 환자들의 정적 균형의 특

성들은 마비측 하지의 체중부하 능력 감소로 인한 비대칭성, 

정적 선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자세 동요(postural sway)의 증

가가 나타나며,4,8,10-13 동적 균형의 특성들은 외부적 흔들림에 

대한 지연되거나 손상된 평형반응,14,15 선행적 자세조절의 손

상(특히, 환측 하지),16,17 비환측으로의 보상적 근활동,18-20 환측

으로의 안정성 한계의 감소17,21-23 등이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 

하지만 뇌졸중 환자의 선자세 균형을 반영하는 신체 중심

의 다양한 특성들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 중 뇌졸중 환자

의 정적 선자세의 대칭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환측과 비환측의 동적 균형 능력의 차이를 반영하는 

동적 선자세 균형의 대칭성이 실생활에 요구되는 기능적 균형 

활동 및 보행 수행 능력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컴퓨터 시스템이 연결된 힘판 장치를 이

용하여 뇌졸중 환자의 선자세에서 신체중심이 나타내는 정적, 

동적 균형의 특성 및 균형의 대칭성을 측정하고 이를 기능적 

균형과 보행 능력을 반영하는 척도들과 비교하여 뇌졸중 환자

의 정적 및 동적 균형의 대칭성과 기능적 균형과 보행 능력과

의 상관관계의 특성들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뇌졸중으로 인한 편부전마비로 진단받고 대구시 

소재 OO대학병원 및 OO재활병원에 입원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보행이 가능한 뇌졸중 환자 48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대상자 선정조건은 실내에서 30 m 이상 보행이 가능한 

자, MMSE-K 24점 이상인 자, 하지에 정형외과적인 질환이 없

는 자,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로 정하였

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 34명(70.8%), 여자 14명

(29.2%)이며, 평균 나이는 56.8±11.7세이었다. 진단명은 뇌경

색 27명(56.3%), 뇌출혈 21명(43.8%)이었고, 환측은 우측 편마

비 28명(58.3%), 좌측 편마비 20명(41.7%)이었으며, 평균 유병

기간 15.71±11.6 개월이었다(Table 1).

2. 연구방법

1) 측정도구

(1) Balance performance monitor (BPM)

뇌졸중 환자의 선자세 균형의 중요한 변수가 되는 신체중심

의 정적 및 동적 특성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BPM 

(Dataprint software 5.3, SMS Healthcare Inc., 영국)을 이용하

Table 1. Demographics of the participants (n=48)

Nor mean±SD %

Sex

    Male 34 70.8

    Female 14 29.2

Age, years 56.8±11.7

Months after stroke 15.7±11.6

Diagnosis

    Cerebral infarction 27 56.3

    Cerebral hemorrhage 21 43.8

Side of hemiplegia

    Right 28 58.3

    Left 20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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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24 BPM은 시각 및 청각 피드백을 제공하여 균형을 훈련

하고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고안된 힘판 시스템이다. 선 자세 

균형을 측정하기 위해 컴퓨터 센서가 내장된 두 개의 발판을 

이용하였다. 두 개의 발판 위해는 발의 모양과 이마면(frontal 

plane)의 여러 선이 표시되어 있어 정확한 발의 위치를 잡을 

수 있다. BPM은 신체중심의 분포와 동요각(sway angle), 동

요거리(sway path), 동요속도(sway velocity), 동요주기(sway 

frequency) 등을 컴퓨터화된 측정과 계산을 통해 정확하게 제

공해주어 균형을 위한 평가도구로써 많이 사용되고 있다.

(2) 기능적 균형

① Berg 균형척도(Berg balance scale, BBS)

균형에 대한 기능적 수행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과제 수행

을 통해 균형 조절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Berg 균형척도(BBS)

를 이용하였다.25,26 항목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되는 동

작들이 응용된 것으로 자세유지 능력, 자발적 운동조절 능력, 

외부요인에 대한 반사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14

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의 점수는 0점에서 4점까지 

줄 수 있는 5점 척도로 되어 있고, 14개 항목에 대한 총합은 56

점이며, 도움의 정도가 적고 독립적으로 과제를 수행할수록 

높은 점수를 얻게 된다. 

(3) 기능적 보행

① 10 m 보행 속도

기능적 보행의 수행 속도와 관련된 자료를 얻기 위해 여러 연

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10 m 보행 속도 검사를 사

용하였다.27 10 m 보행 속도 검사는 14 m의 보행거리를 표시

하고 처음 2 m를 가속구간으로, 마지막 2 m를 감속구간으로 

정하고 이를 제외한 중간 10 m의 거리에 대해 초 시계로 측정

한 자료에 대하여 속도를 구해 사용하였다.

② 수정된 운동평가척도(modified motor assessment scale, 

mMAS)

보행에 대한 기능적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뇌졸중 

환자의 운동기능 평가에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motor 

assessment scale (MAS)을 사용하였다.28 MAS는 운동기능과 관

련된 8가지 항목과 근긴장도와 관련된 1가지 항목으로 총 9가

지 항목으로 이루어진 평가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MAS의 

9가지 항목들 중 보행 항목(walking item)만을 기능적 보행 수

행을 위한 척도로 사용하였다. 보행 항목은 보행 수행에서 보

조와 독립의 정도에 따라 0점에서 6점까지 7점 척도로 구성되

어 있으며 독립적 보행을 할수록 높은 점수를 얻는다.

2) 연구절차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발하여 모집하고, 

환자에 일반적 특성들을 얻기 위한 기초 평가들을 시행하였으

며, 모든 대상자들에게 실험의 절차와 진행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먼저 모든 대상자들의 기능적 균형척도인 BBS

와 기능적 보행 척도인 10 m 보행 속도, mMAS를 측정하여 자

료를 얻었다. 다음으로 뇌졸중 환자의 선자세 균형에 관한 정

보를 얻기 위해 정적 선자세 균형과 동적 선자세 균형으로 나

누어 측정하였다. 정적 선자세 균형은 Kim과 Kim29의 연구와 

동일하게 BPM의 피드백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발판 위에 4인

치 너비로 올라서서 전방 1 m 앞에 눈높이 15o 지점에 부착된 

직경 3 cm의 표시에 시선을 고정한 채로 편안하게 30초간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환측 및 비환측 체중부하율(mean 

balance), 전후 동요각(AP-angle), 좌우 동요각(ML-angle), 동

요거리(sway path), 최대동요속도(max velocity), 동요 주기

(sway frequency)를 측정하였으며, 모두 3회씩 측정하여 구

한 평균값을 정적 선자세 균형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또

한 정적 선자세 균형의 대칭성 지수(Symmetric index of static 

standing balance, SI-SSB)는 정적 균형 척도에서 얻어진 환측 

체중부하율에 대한 비환측 체중부하율의 비율로 계산하여 자

료를 얻었다(계산식 1). 

정적균형대칭성지수
(SI-SSB)

=

환측 체중부하율
(Weignt distribution on affected side)

비환측 체중부하율
(Weight distribution on nonaffected side)

동적 선자세 균형은 Kim과 Kim30의 연구와 동일한 방법

으로 정적 선자세와 동일한 자세에서 엉덩관절의 움직임

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 스스로 발목관절의 조절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최대 전, 후, 좌, 우 폭으로 움직이게 하

여 측정한 전체 전후 동요각(total AP-angle), 전방 동요각

(anterior angle), 후방 동요각(posterior angle), 전체 측방 동요

각(total ML-angle), 환측 동요각(affected angle), 비환측 동요

각(nonaffected angle)에 대한 자료들을 얻었으며, 모두 3회씩 

측정하여 구한 평균값을 동적 선자세 균형을 위한 자료로 사

용하였다. 또한 동적 선자세의 균형 대칭성 지수(Symmetric 

Index of Dynamic Standing Balance, SI-DSB)는 동적 균형 척

도에서 얻어진 동요각 중 환측과 비환측으로 움직이게 하여 

얻은 동요각에 대해 환측으로의 동요각(환측 동요각)에 대한 

비환측으로의 동요각(비환측 동요각)의 비율로 계산하여 자

료를 얻었다(계산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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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적균형대칭성지수
(SI-DSB)

=
환측 동요각(Sway ∠ into affected side)

비환측 동요각(Sway ∠ into nonaffected side)

3) 자료 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각 측정 변수의 평균, 표준

편차, 범위는 기술통계량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정적, 동적 

대칭성 지수 및 균형 척도와 10 m 보행 속도 간의 상관관계

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정적, 동

적 대칭성 지수 및 균형 척도와 BBS, mMAS 간의 상관관계는 

Spearman’s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정적 균

형 척도인 환측과 비환측 체중부하율, 동적 균형 척도인 환측 

동요각과 비환측 동요각 및 SI-SSB와 SI-DSB의 차이 비교는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은 IBM 

SPSS statics 19를 사용하였고, 통계학적 유의수준 α는 0.05로 

정하였다. 

III. 결과

1. 정적 균형척도, 동적 균형척도, 기능적 균형 및 보행척도들의 

기술통계량

정적 균형을 반영하는 정적 균형척도들은 전후 동요각(AP-

angle) 1.56±0.54o, 좌우 동요각(ML-angle) 1.29±1.12o, 동

요거리(sway path) 307.00±155.33mm, 최대동요속도(max 

velocity) 49.85±49.22mm/s, 동요주기(sway frequency) 1.17

±0.24Hz 를 나타냈다. 동적 균형을 반영하는 동적 균형척도

들은 전체 전후 동요각(total AP-angle) 5.70±1.52o, 전방 동요

각(anterior angle) 4.13±1.05o, 후방 동요각(posterior angle) 

1.57±0.76o, 전체 측방 동요각(total ML-angle) 8.21±2.08o

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Mean±SD Mini~max Significance

Functional balance and walking

   BBS 47.62±5.08 34~56

   10 m walking velocity (m/min) 22.09±7.44 9.78~40.00

   Modified MAS 4.25±0.56 3~6

Static standing balance

   AP-angle (degree) 1.56±0.54 0.7~3.2

   ML-angle (degree) 1.29±1.12 0.4~5.4

   Sway path (mm) 307.00±155.33 162~1121

   Max velocity (mm/sec) 49.85±49.22 22~334

   Sway frequency (Hz) 1.17±0.24 0.6~1.8

   Affected mean balance (%) 47.43±6.18 26.6~58.4
t=-4.09, p<0.01

   Nonaffected mean balance (%) 52.57±6.18 41.6~73.4

Dynamic standing balance

   Total AP-angle (degree) 5.70±1.52 3~10.3

   Ant-angle (degree) 4.13±1.05 2.5~7.5

   Post-angle (degree) 1.57±0.76 0.4~3.7

   Total ML-angle (degree) 8.21±2.08 1.9~11.6

   Affected angle (degree) 3.31±1.12 0.45~5.6
t=-7.24, p<0.01

   Nonaffected angle (degree) 4.79±0.87 2.5~5.9

SI-SSB (%) 92.58±20.83 36.23~140.42
t=5.72, p<0.01

SI-DSB (%) 68.94±19.19 7.63~95.74

BBB: Berg balance scale, MAS: motor assessment scale, SI-SSB: symmetry index of static standing balance, SI-DSB: symmetry index of dynamic 
standing balance, AP: anteroposterior, ML: mediolat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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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냈다. 기능적 균형을 반영하는 Berg 균형척도(BBS)는 

47.62±5.08점, 기능적 보행을 반영하는 10 m 보행 속도는 

22.09±7.44 m/min, 수정된 운동평가척도(mMAS)는 4.25±

0.56점이었다. 정적 선자세 균형의 대칭성을 반영하는 정적 

대칭성지수(SI-SSB)는 92.58±20.83%이었고, 동적 선자세 균

형의 대칭성을 반영하는 동적 대칭성지수(SI-DSB)는 68.94±

19.19%이었다(Table 2).

2. 환측 체중부하율과 비환측 체중부하율 비교

정적 균형 척도에서 환측 체중부하율(mean balance)은 평균 

47.43±6.18%, 비환측 체중부하율은 평균 52.57±6.18%로 차

이 값은 5.14%이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다(p<0.01) (Table 2).

3. 환측 동요각과 비환측 동요각 비교 

동적 균형 척도에서 환측 동요각(affected angle)은 평균 3.31

±1.12o, 비환측 동요각(nonaffected angle)은 평균 4.79±0.87o

로 차이 값은 1.48o이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다(p<0.01) (Table 2).

4. 정적 균형 대칭성과 동적 균형 대칭성 비교

정적 균형의 대칭성을 반영하는 SI-SSB와 동적 균형을 반영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static standing balance and functional ability (balance and walking)

SI-SSB Mean balance AP-angle ML-angle Sway path Max velocity Sway frequency

BBS† 0.26* 0.34* -0.29* -0.10 -0.36* -0.34* -0.18

10 m walking velocity‡ -0.10 -0.16 0.08 -0.00 0.24 0.23 0.25

mMAS† 0.12 0.15 -0.15 -0.00 -0.27 -0.22 -0.36*

BBB: berg balance scale, mMAS: modified motor assessment scale, SI-SSB: symmetry index of static standing balance, AP: anteroposterior, ML: 
mediolateral.
*p<0.05,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Figure 1. Correlation between standing balance symmetry (SI-SSB and SI-DSB) and functional ability (balance and walking). A, C, D, and F: 
Values of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B and E: Value of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BBB: Berg balance scale, MAS: motor assessment 
scale, SI-SSB: symmetry index of static standing balance, SI-DSB: symmetry index of dynamic standing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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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SI-DSB 간의 비교에서 SI-SSB는 평균 92.58±20.83%, SI-

DSB는 평균 68.94±19.19%로 차이 값은 23.64%이었으며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1) (Table 2).

5. 정적 균형 척도와 기능적 균형 및 보행의 상관관계

기능적 균형 척도 BBS는 정적 균형 척도인 환측 체중부하율

과 r=0.34 (p=0.02), 전후 동요각과 r=-0.29 (p=0.05), 동요거리

와 r=-0.36 (p=0.01), 최대동요속도와 r=-0.34 (p=0.02)의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기능적 보행 척도mMAS는 동요주기

에서 만 r=-0.36 (p=0.01)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SI-SSB

는 BBS에서 만 r=0.26 (p=0.05)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3, Figure 1).

6. 동적 균형 척도와 기능적 균형 및 보행의 상관관계

기능적 균형 척도 BBS는 전체 전후 동요각과 r=0.31 (p=0.03), 

전방 동요각과 r=0.40 (p=0.01), 전체 측방 동요각과 r=0.37 

(p=0.01), 환측 동요각과 r=0.51 (p=0.00), 비환측 동요각과 

r=0.41 (p=0.00)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기능적 보행 척도인 10 

m 보행 속도는 전방 동요각과 r=-0.31 (p=0.03), 환측 동요각

과 r=-0.34 (p=0.02)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mMAS는 전체 전

후 동요각과 r=0.56 (p=0.00), 전방 동요각과 r=0.51 (p=0.00), 

후방 동요각과 r=0.42 (p=0.00), 전체 측방 동요각과 r=0.43 

(p=0.00), 환측 동요각과 r=0.57 (p=0.00), 비환측 동요각과 

r=0.44 (p=0.00)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SI-DSB는 BBS와 r=0.39 

(p=0.01), 10 m 보행 속도와 r=-0.37 (p=0.01), mMAS와 r=0.42 

(p=0.00)로 모든 기능적 균형과 보행 척도들과 상관관계를 보

였다(Table 4, Figure 1). 

IV. 고찰

뇌졸중 이후 균형 능력의 재확립은 뇌졸중 재활과정의 주된 

목표이며, 균형능력의 회복은 뇌졸중 환자들의 삶의 질을 결

정하는 주된 척도가 된다. 균형은 부동성, 대칭성, 안정성의 세 

가지 측면으로 세분화되며, 각각의 세부 목적은 다르지만 다

양한 환경 내에서 인체의 중심을 조절하고 이동 및 일상생활

의 전반에 걸쳐 다양한 신체활동들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

는 안정성의 근거를 제공한다. 뇌졸중 이후 환자들은 균형의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기능의 소실을 나타내는데, 정적인 선

자세에서 비대칭적인 체중 분배를 나타내거나 신체 중심을 유

지하기 어려우며, 목적을 위해 신체 중심을 다양한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불안정한 지면에 대해 신체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동적 선자세 균형에 대해 상당한 어려움을 갖게 되

어 질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진다. 

Bohannon과 Larkin31은 두 다리로 흔들리지 않게 선자세

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쉬운 과제이지만, 많

은 뇌졸중 환자들은 발병 이후 그러한 능력을 갖기까지 긴 시

간의 재활과정이 요구될지도 모르며, 선자세를 유지한다고 하

여도 비환측 의존적인 비대칭적인 체중부하를 보이고, 이마면

에서 커다란 자세동요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현상

은 뇌졸중 이후 편부전마비의 불완전한 회복의 결과라고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환측 체중부하율 평균 47.43

±6.18%에 비해 비환측 체중부하율이 평균 52.57±6.18%로 

5.14% 컸으며, 환측과 비환측 체중부하율은 통계적으로도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p<0.01), 기존의 연구들4,8-10,13,30에서 보고

된 뇌졸중 환자의 환측 체중분배율이 25~43%를 나타냈다는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정적 선자세에서 환측으로 감소된 체

중부하율을 나타냈다. 또한 환측과 비환측 체중부하율의 대

칭성을 반영하는 정적 대칭성 균형지수(SI-SSB)는 평균 92.58

±20.83%로 100%를 넘지 않았지만 최소값 36.23%, 최대값 

140.42%로 환자들 마다 개인차가 컸으며, 환자에 따라 100%

가 넘는 환자들이 있었다. 균형 대칭성 지수가 100%를 넘는다

는 것은 환측이 비환측보다 체중부하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dynamic standing balance and functional ability (balance and walking)

SI-DSB
Total

AP-angle
Anterior angle Posterior angle

Total
ML-angle

Affected angle
Nonaffected

angle

BBS† 0.39** 0.31* 0.40** 0.07 0.37** 0.51** 0.41**

10 m walking velocity‡ -0.37** -0.20 -0.31* 0.02 -0.23 -0.34* -0.13

mMAS† 0.42** 0.57** 0.51** 0.42** 0.43** 0.57** 0.44**

BBB: berg balance scale, mMAS: modified motor assessment scale, SI-DSB: symmetry index of dynamic standing balance, AP: anteroposterior, 
ML: mediolateral.
*p<0.05, **p<0.01,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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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힘판을 이용한 균형 측정은 뇌졸중 환자의 정적 선

자세 균형에서는 비환측에 비해 환측 체중분배가 더 높게 나

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Geurts 등32은 고정되거나 움직이는 지지면 위에서 의지적

으로 체중을 이동하고 각기 다양한 형태의 선자세 위치를 적

응하는 능력은 안정적인 이동능력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하

였으며, 뇌졸중 환자들의 정상인에 비해서 선자세에서 다양한 

방향으로의 최대 체중이동 능력이 떨어지는데 특히 환측 방향

으로 더 떨어지며, 이마면에서 체중 이동 시 환측 방향으로는 

속도가 느리고 부정확하거나 적은 진폭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Cameron 등33은 앉은 자세에서 선자세로 이동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 감소와 속도의 증가와 함께 비환측의 체중부하율이 훨

씬 큰 체중부하의 비대칭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뇌졸중 환자의 선자세에서 의지적으로 체중을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여 각 범위의 동요각을 측정하여 의지

적 체중 이동 능력을 분석하였는데 환측 동요각 평균 3.31±

1.12o에 비해 비환측 동요각이 평균 4.79±0.87o로 1.48o 컸으

며, 통계학적 비교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

어(p<0.01), Kim과 Kim30의 연구에서 뇌졸중 환자의 환측 동

요각은 1.98o~3.02o, 비환측 동요각은 4.24o~4.55o를 보였다는 

결과와 마찬가지로 환측 방향으로 의지적 체중이동 능력이 떨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측과 비환측으로의 의지적 체중이

동 능력의 대칭성을 반영하는 SI-DSB는 평균 68.94±19.19%

이었고, 최소 7.63%에서 최대 95.74%를 나타냈으며 SI-DSB와 

SI-SSB 사이에 비교에서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p<0.01). 이는 정적 균형과는 다르게 동적 균형에서는 모

든 환자들이 비환측에 비해 환측으로의 체중 이동 능력이 현

저히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뇌졸중 환

자는 비환측에 비해 환측이 낮은 신경근 활동을 나타내지만 

정적 선자세 균형에서는 환자에 따라 환측 체중부하율이 비환

측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던 이유는 힘판을 이용한 정적 선자

세 균형 측정시 선자세 유지를 위한 체감각적, 시공간적, 역학

적 보상작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되

며, 반면 동적 선자세 균형시 다양한 보상작용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환측과 비환측 하지의 신경근 활동이 의미 있게 반영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연구들은 뇌졸중 환자의 균형 능력은 일상생활 및 보

행 능력에 다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34-38 본 연

구에서 정적 균형 척도들은 기능적 균형의 척도 BBS와 환측 

체중 분배율 r=0.34 (p=0.02), SI-SSB r=0.29 (p=0.05)로 상관관

계를 보였지만, 기능적 보행 척도인 10 m 보행 속도와 mMAS

와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적 선자세 

균형의 목적인 부동성과 대칭성이 뇌졸중 환자의 기능적 균형 

능력에는 관련되지만 뇌졸중 환자의 기능적 보행과 보행의 속

도와는 상관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또한 동적 균형 

척도들은 후방 동요각을 제외하고 기능적 균형 척도인 BBS와 

측방 동요각 r=0.373 (p=0.009), 환측 동요각 r=0.51 (p=0.00), 

비환측 동요각 r=0.41 (p=0.00), 전후 동요각 r=0.31 (p=0.03), 

전방 동요각 r=0.40 (p=0.01), SI-DSB r=0.39 (p=0.01)로 대부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뇌졸중 환자는 이마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동요각의 범위가 클수록, 시상면에서 이루어

지는 전후 동요각 중 전방 동요각이 범위가 클수록 기능적 균

형능력이 좋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러 연구들12-14,39,40에서 이

마면에서의 측방 균형 능력이 뇌졸중의 기능적 균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시상면에서의 전방 균형 

능력 또한 기능적 균형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동적 균형 척도들은 기능적 보행 척도인 10 m 보

행 속도와 전방 동요각 r=-0.31 (p=0.03), 환측 동요각 r=-0.34 

(p=0.02), SI-DSB r=-0.37 (p=0.01)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

고, mMAS와 모든 동적 균형지수들(p<0.05)에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뇌졸중 환자의 동적 균형 능력은 정적 균형 능력

과 다르게 기능적 균형 능력뿐만 아니라 보행의 속도 및 기능

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며, 보행의 속도는 의지

적 체중 이동시 환측으로 이동 범위가 클수록, 전방으로 동요

각이 적을수록 보행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보행 속도와 관련된 전방 동요각의 크기가 환측 하지의 능력

을 반영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 할 수 없었다. 이를 통해 뇌졸

중 환자의 일상생활을 위한 자세조절 능력과 보행 능력을 반

영하는 척도는 정적 균형 능력보다 이마면과 시상면으로의 의

지적인 체중이동 능력이 보다 타당한 척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의 기능적 균형과 보행능력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재활훈련과정에서 환측 및 전방으로의 의지적 체중

이동 능력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환측과 비환측의 동적 체중이동 능력의 차이를 반영하는 SI-

DSB는 뇌졸중 환자의 기능적 균형과 보행 능력의 예후를 측

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척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뇌졸중 환자의 동적 균형 능력을 측정하기 위

한 척도로 환측과 비환측으로 의지적 체중 이동 시 측정된 동

요각의 양적 특성만을 사용하였으며, 체중 이동 시 나타나는 

하지 신경근 활동의 질적 특성들에 대하여 측정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동적 균형 측

정시 근전도 장비를 이용한 신경근 활동의 대칭성을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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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실제 보행에서 환측과 비환측의 입각

기 대칭성이 기능적 균형 및 보행 능력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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