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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o find out how action observation training for chronic stroke patients affects their balance and body control abilities 

in the posture seated in the rehabilitation of stroke.

Methods : This study was conducted on 30 subjects who were diagnosed with stroke. The group conducted motion observation 

training through video clips, while the control group only conducted physical training, and the general physical therapy was 

performed equally by both counties. The static balance was measured using Biorescue and the dynamic balance was measured using 

Modified Functional Reach Test (MFRT), Postural Assessment Scale for Stroke, and Trunk Impairment Scale.

Results : Static balanc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foot pressure (p<.05) as a result of comparison between pre 

and post exercise training. Dynamic bala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5) as a result of comparing pre and post differences 

using modified functional reach test. The trunk control abilit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1). Comparison between the results 

of before and after motion observation training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exercise training in sitting position was effective for static, dynamic balance ability and 

trunk control ability of hemiplegic patients due to strok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use of motion monitoring in stroke patients 

may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diversity and function of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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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뇌졸중은 뇌혈관 순환장애로 인해 유발되는 발생빈도

가 높은 신경계 질환으로(Förster 등, 2008), 뇌졸중 발병 

후 편마비를 경험하게 되고,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 운동 

장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Saposnik 등, 2010). 또

한 뇌졸중 환자들은 부분 앉기, 서기, 걷기 동안에 균

형문제가 발생하며, 그 중에 앉은 자세 균형능력이 감소

된 환자들은 낙상의 위험뿐만 아니라 서기나 걷기에서 

더 심한 기능적 제한과 균형능력의 저하가 나타나며

(Thieme 등, 2009), 앉은 자세 균형능력은 선 자세에서의 

균형이나 보행능력과 같은 기능적 활동에 한 예후를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Black 등, 

2000).

그러나 뇌졸중 환자들의 절반 이상은 이러한 앉은 자

세에서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Shepherd 등, 2001), 앉은 자세 이후 선 자세에서 균형조

절은 기능적인 움직임과 일어서기, 이동, 걷기, 방향전

환, 계단 오르기 등의 일상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

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들의 앉은 자세 균형능력을 회복

시켜야 하며, 앉은 자세에서의 몸통조절능력과 균형의 

향상으로 일상생활활동을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Morishita 등, 2009).

최근 들어 앉은 자세에서의 균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앉은 자세에서의 게임하기(Betker 등, 2007), 앉은 

자세에서의 물건 옮기기(Dean 등, 2007), 불안정한 지지

면에 앉기(Van der burg 등, 2006), 힘 판을 이용한 피드

백 훈련(Cheng 등, 2001) 등 여러 가지 접근방법들이 이

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중재방법들은 신체기능에 중점

을 두는 방법들을 사용하여, 실제 임상에서 치료사의 도

움 없이 과제를 혼자 수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료

를 시행하는 동안에만 피드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

며, 손상이 심하여 잔존능력이나 기능저하가 심한 환자

의 경우, 훈련참여에 제한적 요소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

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에 제안되고 있는 

중재방법이 거울신경세포시스템(mirror neuron system; 

MNS)에 근거한 동작관찰훈련이다(Johansson, 2011).

동작관찰훈련은 자폐아동, 파킨슨병, 근골격계 환자 

등 다양한 질환에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뇌졸중 환자를 

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동작관찰훈련 후 팔 기능과

(Franceschini 등, 2010), 손 기능의 향상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부분 거울신경세포를 근거

로 동작관찰 연구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뇌졸중 환자

의 팔 기능, 보행능력 향상과 관련되어 있으며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인 앉은 자세에서의 

동적 및 정적 균형능력과 몸통조절능력에 관련된 연구

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만성 뇌졸중 환자에 한 동

작관찰훈련이 뇌졸중 재활에서 앉은 자세에서의 균형능

력과 몸통조절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창원시 P요양 병원에 재원중

인 뇌졸중 진단을 받은 만성 뇌졸중  환자들을 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병원 내 게시판 전단광고를 통해 모집하

였다. 연구 상자는 총 30명의 상자가 모집되었고, 연

구 중에 제외인원 없이, 최종 3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상자 선정기준은 뇌졸중으로 진단받고 자연회복가능

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병 6개월 이상 경과된 자, 한국

판 간이 정신상태검사(MMSE-K)의 점수가 24점 이상인 

자, 실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디스크, 골절, 근골격계 

질환이 없는 자, 시각과 청각에 문제가 없는 자로 하였

으며,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중재방법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시각과 청각에 문제가 있는 자, 뇌졸중이 아닌 다른 

신경학적 질환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 자, 낙상의 경험이 

있는 자는 제외하였다(Table 1). 

2. 연구 절차

동작 관찰 훈련 동영상은 4가지 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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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observation training Group (n=15) Physical training group (n=15) p

Age (years) 63.93±10.44 62.40±11.40 .090

Sex (M/F) 6/9 8/7 .166

Height (㎝) 161.87±7.34 163.20±7.16 .325

Weight (㎏) 57.40±9.80 60.33±10.74 .378

Outbreak period (month) 14.01±3.78 12.06±3.86 .412

 Type (infarction/bleeding) 4/11 4/9 .736

Paralytic side (right/left) 8/7 6/9 .302

Table 1. General and med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Fig 1. Example of classifying tasks according to difficulty level

앉은 자세에서 바닥의 물건 잡기, 일어서는 자세에서 물

건을 잡기, 선 자세에서 물건을 잡기, 앉은 자세에서 일

어서기 자세로 제시하였다.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를 

제외하고는 과제에서 물건의 위치는 상자의 정면일 

때, 왼쪽(30 °, 60 °)에 있을 때, 오른쪽(30 °, 60 °)에 있을 

때의 위치에 따른 물건 잡기를 실시하는 영상을 제시하

였다. 모든 동작은 정면에서, 왼쪽과 오른쪽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하였으며, 상자들이 입체적으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각 각의 동작들은 난이도 상, 중, 하, 

로 복잡성이 증가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앉은 자세에

서 일어서는 동작을 할 때 의자높이가 65 ㎝일 때를 가

장 쉬운 난이도로, 무릎이 90 ° 각도에 위치하는 의자높

이가 45 ㎝일 때를 중간으로, 25 ㎝ 일어날 때 가장 어려

운 난이도로 구성하였다(Fig 1). 재생되는 동영상은 앉은 

자세에서 바닥의 물건잡기와 일어서기 동작에서 물건잡

기를 하나의 영상으로, 선 자세에서 물건 잡을 때와 앉

은 자세에서 일어서기를 하나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공하였다. 각 동영상마다 재생시간은 5분이었다. 마비

측 부위를 생각하여 좌측 편마비 환자에게는 좌측 손을, 

우측 편마비 환자에게는 우측 손을 사용하여 과제를 실

시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공된 동영상

은 정상인을 상으로 촬영된 동영상이었다. 동작관찰훈

련군은 상자들에게 영상을 집중하여 볼 수 있도록 조

용한 방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 컴퓨터 모니터를 통하

여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되어지는 4가지 기능적 과제 수

행동작을 집중하여 관찰 한 후 연습하였다. 두 개의 영

상으로 구성된 동영상 각각의 관찰시간은 5분이었다(Fig 

2). 동영상을 관찰 후 상자들은 치료사의 지시를 받아 

동영상에서 나온 것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한 가지 영

상을 본 뒤 10분 동안 영상과 똑같이 연습하였다. 훈련

기간은 주 5일, 1회 30분, 4주 동안 실시하였고, 상자

별 총 훈련 횟수는 20번이었다. 동작관찰훈련군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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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mensions of motion-watching videos

시한 동영상관찰을 제외한 신체훈련은 두 집단 모두에

서 실시하였다. 그리고 신체훈련군에서는 신체훈련 과제

를 10분 동안 연습을 실시한 뒤 5분 동안 휴식을 취한 

것을 1회로 하여 총 2회 반복하여 실시하였다. 치료사는 

동작의 특징 및 움직임 등 방법에 해 설명하였다. 훈

련기간은 주 5일, 1회 30분, 4주 동안 실시하였고, 상

자별 총 훈련 횟수는 20번이었다. 동작관찰훈련군에서 

실시한 동영상 관찰을 제외한 일반적인 물리치료는 두 

집단 모두에서 실시하였다(Fig 1).  

3.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정적 균형능력은 바이오레스큐를 이용한 

발의 압력을 측정하였고, 동적 균형능력은 수정된 기능

적 팔 뻗기 검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몸통조절 능

력을 검사하기 위하여 몸통조절 능력검사와 자세조절 

능력검사를 이용하였다.

1) 균형평가

(1) 정적 균형

바이오레스큐(RM INGENIERIE, Rodez, France)를 이

용하여 앉은 자세에서 물체를 잡기 위해 전방으로 향할 

때 발의 압렵을 측정하였다. 바이오레스큐(Biorescue)는 

1,600개의 압력센서가 포함된 감압 플랫폼을 사용하여, 

정적 및 동적 균형의 측정이 가능 할 뿐만 아니라 다수

의 프로그램을 통해 균형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이

다. 환자는 테이블을 이용하여 앉은 상태에서 바닥에 두 

다리가 닿게 하도록 하여 발의 압력을 측정하였다. 측정

은 장비의 프로그램 중 앉은 자세균형을 측정하는 프로

그램을 지정하여 실시하였고, 3회 반복하여 측정한 결과 

값을 평균값으로 얻었다. 이 도구의 검사-재검사

(test-retest) 방법은 급내 상관 계수(ICC)는 0.84 이상의 

높은 신뢰도가 입증되었다.

(2) 동적 균형

수정된 기능적 팔 뻗기 검사(modified functional reach 

test)는 앉은 자세에서의 동적 균형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기능적 균형 검사의 하나인 기능적 팔 뻗기 검사

(functional reach test)를 보안 및 수정한 수정된 기능적 

팔 뻗기 검사(modified functional reach test)로 측정하였으

며, 거리를 측정하는 표준차를 환자의 어깨 높이에 일직

선상으로 하여 벽에 고정시키고 환자는 의자 위에 편안

한 자세로 앉았다. 이때 환자의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은 

90  〫굽힘된 자세로 앉고 의자와 후방 오금의 거리는 약 

5 cm 정도 띄어 놓으며, 발은 지면에 닿도록 하였다. 필

요하다면 복부 쪽에 지지 를 위치 시켰다.

2) 몸통조절 평가

(1) 몸통손상척도(trunk impairment scale; TIS)

몸통조절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로서 몸통손상척도



황준현 이양진 주민철 김성렬

동작관찰훈련이 만성 뇌졸중 환자의 앉은 자세에서 균형과 몸통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5

(trunk impairment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몸통손

상척도는 뇌졸중 환자에게 나타나는 몸통운동손상에 

한 검사 방법 중 하나이며, 앉은 자세에서의 정적, 동적 

균형능력과 몸통능력의 상호작용을 측정한다. 앉은 자세

에서의 정적 균형능력 3가지 항목, 동적 균형능력 10가

지 항목, 몸통의 협응 능력 4가지 항목으로서 총 17가지

의 항목을 가지고 있고 최소점수 0점에서 최고점수 23점

까지로 점수를 계산할 수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몸통조

절능력이 좋다는 것을 말한다(Verheyden 등, 2007). 검사

자간 신뢰도는 r=.87에 r=.96이고 검사자내 신뢰도는 

r=.85에서 r=.99 사이로 높은 신뢰도와 내적 타당도를 보

이고 있다(Pelosin 등, 2010).

(2) 자세조절능력검사(Postural assessment scale for stroke; 

PASS) 

자세조절능력검사 PASS는 Fugl-Meyer 균형 척도 항목

을 수정 및 보안되어 뇌졸중 환자의 균형과 자세 조절 

수행능력을 평가 및 검사하기 위해 만들었다. 또한 자세

조절 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난이도

가 있는 평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어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어서 편마비 환자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효과적

인 임상적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3가지의 기본적인 자

세 누운 자세, 앉은 자세, 선자세로 이루어져 있고, 자세 

유지 5가지 항목과 자세변환 7가지 항목으로 총 12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최소점수 0 점에서 최고점수 

3점을 적용하여 총 36점이 만점이다. PASS는 

FIM(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과의 상관관계에서 

높은 구성 타당도(r=0.73)와 검사자간 신뢰도(r=0.88), 검

사-재검사 신뢰도(r=0.72)를 보였다(Benaim 등, 1999).

4. 분석 방법

연구의 통계적 분석은 SPSS 24.0 for window를 사용하

여 통계를 실시하였다. 연구 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하여 알아보았고, 동작관찰훈련을 

적용한 실험군과 신체훈련을 적용한 조군 간의 유의

성 검정은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고, 집단 간 실험 전, 

후 검정을 위해 유의성 검정은 응표본 t-검정을 실시

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α)은 .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균형능력의 변화

1) 정적 균형

앉은 자세에서의 균형-발 압력의 검사에서 동작관찰

훈련군은 환측에 한 발 압력이 훈련 전 39.98 %에서 

훈련 후 42.67 %로 2.69 %증가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p<.05), 조군도 훈련 전 39.80 %에서 훈련 후 40.78 %

로 0.98 % 증가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두 집단 간의 

훈련 전･후 차이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

2) 동적 균형

수정된 기능적 팔 뻗기 검사에서 동작관찰훈련군은 

훈련 전 15.02점에서 훈련 후 23.80점으로 8.73점 증가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1), 신체훈련군은 훈련 전 

15.13점에서 훈련 후 20.11점으로 5.02점 증가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두 집단 간의 훈련 전･후 차이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2. 몸통조절능력의 변화

1) 몸통손상척도(TIS)의 전･후 변화

몸통손상척도에서 동작관찰훈련군은 훈련 전 10.35점

에서 훈련 후 14.81점으로 4.46점 증가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1), 신체훈련군은 훈련 전 10.85점에서 훈련 

후 12.93점으로 2.08점 증가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두 집단 간의 훈련 전･후 차이 비교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001).

2) 자세조절능력검사(PASS)의 전･후 변화

자세조절능력검사에서 동작관찰훈련군은 훈련 전 

23.63점에서 훈련 후 28.40점으로 4.77점 증가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1), 신체훈련군은 훈련 전 22.52점에

서 훈련 후 24.27점으로 1.75점 증가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01). 두 집단 간의 훈련 전･후 차이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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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observation Training Group (n=15) Physical training group (n=15) p

Foot pressure

(%)

Pre 39.98±2.82 39.80±3.16
Post 42.66±2.21 40.78±3.85

Post-Pre -4.69±2.18 -0.98±1.42 .045
p .002 .046

Agitation 

distance

(㎝)

Pre 15.02±5.80 15.13±7.23
Post 23.80±6.78 20.11±8.03   

Post-Pre 8.78±2.87 5.02±2.54 .001
p .000 .000

TIS

(Score)

Pre 10.35±3.08 10.85±3.38
Post 14.81±3.04 12.93±2.94

Post-Pre 4.46±1.12 2.08±1.16 .000
p .000 .000

PASS

(Score)

Pre 23.63±4.32 22.52±4.67
Post 28.40±4.04 24.27±4.33

Post-Pre 4.77±1.11 1.75±0.74 .000
p .000 .000

TIS; Trunk Impairment Scale, PASS : Postural Assessment Scale for Stroke. 

Table 2. Changes in balance and trunk control ability

Ⅳ. 고 찰

본 연구는 동영상을 통한 동작관찰훈련 적용하여 만

성 뇌졸중 환자의 균형과 몸통조절능력에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동작관찰훈련 전과 후

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험 전·후 비교에

서 균형능력 검사인 바이오레스큐의 발의 압력과 수정

된 기능적 팔 뻗기 검사에서 두 집단 모두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두 집단 간 비교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몸통조절능력검사에서는 몸통손상척도와 자세조절

검사에서 두 집단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으며, 

두 집단 간 비교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발견 할 수 있었

다. 

뇌졸중으로 인한 환자의 균형능력과 몸통조절능력의 

저하는 운동조절에 어려움이 따르며, 이 후 환자의 일상

생활에서의 전반적인 신체의 움직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뇌졸중 환자의 치료에서 환자의 기능적, 독립적 활

동이 가장 중요한 운동의 목표이며, 균형능력과 몸통조

절능력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한다(Patterson 등, 2007). 본 

연구에서는 동작관찰훈련을 통해 4주간 주 5회 하루 30

분씩 중재를 통하여 앉은 자세에서의 균형능력인 발 압

력의 전·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바이오레스큐를 이

용한 결과 동작관찰군에서 마비측 발의 압력에서 평균 

2.69 %가 증가되었고, 신체훈련군에서는 0.98 % 증가 되

었으며, 각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두 집단간

의 비교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동작관

찰훈련군이 동영상을 통한 행동관찰로 인해 마비측으로 

체중부하가 계속되어 마비측에 한 균형조절능력과 몸

통조절능력이 향상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뇌졸중 환자들의 칭적인 체중지지능력 확보와 

균형능력 향상이 환자들의 전반적인 기능회복에 있어서 

가장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Dean 등(2007)의 연구에서 뇌졸중 환자를 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팔 뻗기 훈련은 앉은 자세에서 균형능력

을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앉은 자세에서의 수정된 기능적 팔 뻗기 검사

에서 동작관찰훈련군은 훈련 전 15.02점에서 훈련 후 

23.80점으로 8.78점 증가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신체

훈련군도 훈련 전 15.13점에서 훈련 후 20.11점으로 5.02

점 증가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두 집단 간의 훈련 전･
후 차이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선행연구에서 만성 뇌졸중 환자 20명을 상으로 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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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세에서 과제 지향적 훈련을 적용한 결과 수정된 기

능적 팔 뻗기 검사에서 전방으로 9 cm 증가를 보였다

(Dean 등, 2007). 이처럼 굽힘, 가쪽굽힘, 돌림과 같은 3

차원적 움직임을 할 경우에 하부 몸통에서의 높은 안정

성이 요구되어 몸통에서 많은 근육들의 사용을 유발시

킬 수 있기 때문이다(Shumway-Cook 등, 1997). 뇌졸중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균형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나타나

는 일상생활에서의 문제점과 낙상의 위험성이 동영상을 

통한 동작관찰훈련이 균형능력으로 향상됨에 따라 자세

조절 및 몸통의 안정성을 주어 일상생활에 도움을 준다

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몸통손상척도에서 동작관찰훈련군은 

훈련 전 10.35점에서 훈련 후 14.81점으로 4.46점 증가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신체훈련군도 훈련 전 10.85점에

서 훈련 후 12.93점으로 2.08점 증가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두 집단 간의 훈련 전･후 차이 비교에서 역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몸통의 움직임은 뇌졸중 환자에서 기

능적인 예후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관찰훈련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에서 몸통

의 조절능력에 한 평가는 부족한 실정이다. 부분 뇌

졸중 환자의 기능개선에 한 연구는 주로 보행이나 균

형 일상생활동작에서의 평가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Leroux 등, 2006).

뇌졸중 발생 후 몸통조절에 한 부가적인 몸통운동

과 효과에서 뇌졸중 환자를 상으로 몸통손상척도를 

평가한 결과 몸통조절능력이 감소하는 것을 알았으며, 

조군에서는 일반적인 운동치료를 실시하고, 실험군에

서는 일반적인 운동치료와 몸통운동을 하루 30분 주 4회 

총 5주 중재 한 결과 실험군의 앉은 자세의 균형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뇌졸중 이후 균형과 몸통운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인 물리치료와 몸통운동을 병

행하는 것을 제안하였다(Verheyden 등, 2007).

뇌졸중 환자에게 있어 일상생활에서 초기에 몸통조절

에 해 빠른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자세조절 능력검사(PASS)를 사용하여 평가하여 환자에 

한 치료 프로그램과 목표를 세울 것을 제안하였다

(Hsieh 등, 2002).

본 연구에서 자세조절능력검사에서 동작관찰훈련군은 

훈련 전 23.63점에서 훈련 후 28.40점으로 4.77점 증가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조군도 훈련 전 22.52점에서 훈

련 후 24.27점으로 1.75점 증가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두 집단 간의 훈련 전･후 차이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동작관찰훈련을 통한 직접적인 동기부여 및 

실직적인 일상생활동작의 여러 움직임에 한 조절을 

통해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 결과는 환자치료 시 동작을 관찰하고 그 동작

을 따라하면 운동 상상과 운동 모방을 통해 이전의 경험

을 상기하게 되며, 치료효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여

러 선행연구들에서 동작관찰과 신체훈련의 병행효과에 

해 보고하고 있으며, 임상적 상황에서 팔 손상을 가진 

만성 뇌졸중 환자의 재활을 위한 접근법으로 동작관찰

치료의 사용가능성을 알아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동작을 

모방하는 동안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Franceschini 등, 2010). 

이를 통해 물체 지향적 동작 관찰과 그것의 모방으로 

이루어진 체계적 훈련이 만성 뇌졸중 환자의 타당한 재

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뇌졸중 후 운동신

경결손재활에 긍정적영향이 있는 동작관찰에 관한 연구

에서는 뇌졸중 환자에게 일상생활의 손과 팔 동작에 관

한 동작 관찰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일상생

활동작의 관찰과 신체훈련을 결합하여 실시한 결과 동

작 관찰과 훈련을 병행한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표준

화된 팔 기능 척도의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고 하였다

(Ertelt 등, 2007).

또한 치료효과는 8주 동안 지속되었다고 보고하였으

며, 같은 연구에서 시행된 fMRI 측정 결과 동작관찰훈련

군에서 동작 관찰 실행 맞추기에 관여하는 운동영역들

의 활성화가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동작관찰의 효과를 연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

을 종합해보면 동작관찰훈련은 운동모방과 운동수행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작관찰훈련

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C시에 위치한 P요양병원 입원 

중인 30명의 뇌졸중 환자를 상으로 하였으며, 이는 모

든 뇌졸중 환자에 해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 부족한 

수로, 본 중재방법의 효과를 더욱 분명히 규명하기 위해

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기본적인 일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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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에서 앉은 자세에서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

완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동영상을 통한 동작관찰훈련이 뇌졸중 환

자의 앉은 자세에서의 균형과 몸통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군에 동작관찰훈련

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앉은 자세에서의 균형능력인 발 압력 변화와 수

정된 팔 뻗기 검사에서 동작관찰훈련군과 신체훈련군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두 집단의 비교

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앉은 자세에서의 몸통조절능력 검사인 몸통손상

척도와 자세조절능력검사에서는 동작관찰훈련군과 신체

훈련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두 

집단의 비교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동작관찰 훈련이 만

성 뇌졸중 환자의 앉은 자세에서의 균형 능력 뿐만 아니

라 몸통조절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기능적 활동을 증진

시키고 효과적인 중재방법으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라 생각하며 신경계 환자뿐만 아니라 여러 질환

의 다양한 환자들에게 알맞은 과제형태의 방법들이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실제 임상에서 환자들이 치료

를 받기 위해 기하는 시간에 미리 동영상을 활용한 동

작관찰을 통해 치료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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