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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analyse the effect of the sit to stand(STS) training with visual

17

18intervention on balance of sub-acute stroke patients. Method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34 subacute
19patients, who have onset period of less than 6 months. They are randomly allocated in the visual feedback
20group(n=11), visual cue deprivation group(n=11), and control group(n=12) and observed for 4 weeks with
21frequency of 3 times a week. Measuring took place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leading to following
22results of the BBS, limit of stability. Results First, the visual cue deprivation group had a slightly more
23significant increase than the control group in the BBS(p<.01). Second, in the comparison between the
24three groups with respect to the affected side moving range(p<.01) and total moving range(p<.05), the
25visual cue deprivation group had a more evident growth than the control groups. Conclusion As a result,
26it is considered that the STS training that are assessed easily by the patients in future clinical research will
27help improve their balance ability as long as the STS training is combined with the visual cue deprivation.
28
29Key Words Sit-to-standing, Visual deprivation, Visual feedback, Subacute stroke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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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32 균형이란 기저면 내에(base of support) 중력중심을 유지하고 움직이는 동안 넘어지지 않는 능력을 말한

33다.1) 뇌졸중 발병 후에는 균형 능력의 감소가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자세안정성의 감소, 동적 기립 자세에서
34의 균형능력 감소, 기립자세에서의 비대칭적인 체중지지 양상이 나타난다.2) 또한 뇌졸중 환자는 균형을 잃
35지

않고 두 발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체중을 최대한의 거리로 이동시키는 능력인 안정성 한계(limit of

36stability)도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3)
37수행능력의 제한이 있게 되고,4)

이러한 균형능력의 감소로 인해 낙상 위험의 증가와 일상생활 동작

기립이나 보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5) 뇌졸중 후 일어나는 또 다

38른 특성 중 하나는 마비측과 비마비측의 비대칭성이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근위부의 안정성을 떨어트려 균
39형능력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뇌졸중 환자의 재활에 있어 마비측 하지의 부하와 체중 이동 능력 및

40보행이 강조되어 왔다.

6)

마비측 하지의 부하는 의자에서 일어나기 활동처럼 기능적인 과제 수행 시에 증가

41되었다.7) 이러한 STS는 일상생활동작 중의 하나로 기능적인 동작을 수행하거나 낮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로
42의 질량 중심을 이동시키고, 양 하지의 대칭적인 체중지지와 하지 신전근 들의 활동을 증진시킨다. 또한 서
43기나 걷기 위해서는 STS가 선행적으로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동의 전제 조건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448)
45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뇌신경망의 가역적 변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운

46동 중재방법과 더불어 시각, 촉각, 청각, 고유수용성 정보 등의 적절한 사용이 중요하다.9) 그 중 편마비 환자
47의 균형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시각적 중재 방법으로는 시각차단 훈련과 시각되먹임 훈련이 있다.
48 시각차단 훈련은 시야를 차단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다.10) 뇌졸중 환자들은 시각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어

49시각과

전정기관이 대치하는 사이에서 독립적으로 서 있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11) Bonan 등

50(2004b)10)은 시각차단 훈련이 균형 유지에 필요한 다른 기관(전정감각, 체성감각, 고유수용성감각)을 활성
51화시켜 균형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뢰 할 만 하다고 하였다.
52 시각되먹임을 이용한 훈련은 뇌졸중으로 손상된 고유감각 정보와 감각입력을 향상 시킬 수 있고,12) 편마

53비 환자의 신체상(body image)을 인식하게 하는데 있어 중요하다.13) Ehrsson 등(2004) 14)은 거울을 이용
54한 시각되먹임이 뇌졸중 환자의 운동기능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55 Winstein 등(2003)15)은 뇌졸중 회복과 관련된 연구에서 급성과 아급성 뇌졸중의 경계를 1주일 또는 1개

56월, 아급성과 만성 뇌졸중의 경계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정의하고 있다. 뇌졸중 환자의 운동 능력과 기능
57수준은 발병 후 3개월 이내에 가장 많이 회복되며,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점진적인 회복이 일어난다고 보
58고되고 있다.16) 그러므로 뇌졸중 발병 후 초기에 빠르게 집중적으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일상생활동작 및
59균형 능력의 회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이다.17)
60 앞의 선행 연구에서는 아급성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었고 또한 시각 의존도가 높

61은

아급성 뇌졸중 환자의 시각차단 훈련과 시각되먹임 훈련을 비교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62연구의 목적은 뇌졸중 발병 6개월 이하의 아급성 뇌졸중 환자에게 시각차단의 유무에 따른 STS 훈련 후 균
63형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64

II. 연구 방법

651. 연구 대상 및 연구 기간
66대전시 중구 소재 C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중 다음의 연구 조건을 충족시켜 본 연구를 수

67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진단을 받은 환자 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4명의 대상

68자는 대조군 12명, 시각되먹임군 11명, 시각차단군 11명으로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69선정된 대상자는 2014년 02월 03일부터 4주간 연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 선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70뇌졸중으로 인하여 편마비로 진단 받은 자. 2) 한국형 간이 정신 상태 검사(MMSE-K) 24점 이상인 환자로
71연구자가 지시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자. 3) 10M 이상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한자.
724) STS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5) 뇌졸중으로 발병기간 6개월 이하인 자. 6) 시각유발전위 평가

73(visual evoked potential, VEP) 시 이상이 없는 자. 7) 본 연구의 참여를 동의한 자.
74

752. 연구 방법
761) 일반적인 물리치료
77 대조군은 균형 훈련, 보행훈련, 하지의 근력 강화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등으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물

78리치료를 30분씩 주 3회 총 4주간 실시하였다.
792) 시각차단을 적용한 STS 훈련
80 시각차단군은 안대를 끼고 STS 훈련을 할 때 팔을 기대거나 등을 기대지 못하도록 높낮이 조절 치료대를

81이용하고 치료대의 높이는 지면과 넓적다리가 평행이 될 수 있도록 위치시킨다. 테이블에 지지되는 엉덩이
82의 위치는 넓적다리길이의(넓다리뼈의 큰돌기와 무릎관절 선의 거리) 절반으로 설정하였다. 18)
83 STS 훈련은 총 4가지 환경에서 적용되어졌다.
84첫째, 일반적인 지지면에서 발을 대칭적으로 놓고 무릎관절 굴곡 90도를 유지.
85둘째, 일반적인 지지면에서 발을 비대칭적으로 놓고 후방의 마비측 무릎관절 굴곡각도는 100도 전방 비마

86비측의 무릎관절 굴곡각도는 80도로 유지.
87셋째, 불안정한 지지면에서 발을 대칭적으로 놓고 무릎관절 굴곡은 90도를 유지.
88넷째, 불안정한 지지면에서 발을 비대칭적으로 놓고 후방의 마비측의 무릎관절 굴곡각도는 100도 전방 비

89마비측 무릎관절 굴곡각도는 80도로 유지한 후 STS 훈련을 실시하였다.19)
90불안정한 지지면은 임상에서 균형 훈련시 흔히 사용하는 에어렉스 균형 패드(AIREX Balance Pad Elite,

91AIREX, Aargau, Swiss)를 사용하였으며 이때 양발의 간격은 영덩 관절의 폭과 일치하게 설정하였다.
92STS 훈련군의 대상자들은 시작자세에서 팔의 위치는 체간 옆으로 편안히 내려뜨려 놓고 “일어나보세요” 라

93는 지시에 빠른 속도로 테이블에서 일어난 후 서있는 자세를 5초간 유지한 후 다시 앉게 지시한다.20) 대상자
94들은 총4가지 환경에서 한 환경당 12회씩 30분 동안 반복 실시하며 한 세트가 끝날 때 마다

1분씩 휴식을

95실시하였다. 21)
963) 시각되먹임을 적용한 STS 훈련
97 전방에 전신 거울을 놓고 시각차단군과 동일한 STS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98

993. 측정 도구 및 측정 방법
1001) 균형 능력 측정
101(1) 안정성 한계(Limit of stability, LOS)
102 대상자의 선 자세에서 정적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Bio-Rescue(RM INGENERIE, France)를 이용하여

103LOS를 측정 하였다. 정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LOS는 환자가 선 자세에서 족관절 전략을 사용하여 체중을 이

104동하여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한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방의 모니터에서 지시하는 전방, 후

105방, 좌측, 우측 및 각 방향의 중간 방향으로 총 8방향으로의 체중 이동 시 중심점에서의 거리를 측정하여 분
106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마비측 및 총 이동 범위를 측정 하였다.
107(2) 버그 균형 척도(Berg Balance Scale, BBS)
108 BBS는 일상 생활적인 측면에서 동적인 균형을 평가하는 측정도구이다.22) 총 14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109있고 각 항목 당 점수는 0점(수행하지 못함) 에서 4점(정상적인 수행)으로 이루어져있고 총 점수는 56점이
110다.
111

1124. 자료 분석
113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

114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자료의 정규성 검정을 위하여 Shapiro-Wilk 검정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의 치료 전후
115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고, 치료 전, 후 그룹별 차이를 검증하기

116위하여 분산 분석(ANOVA)를 사용하였다.

세부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 분석(Scheffe test)

117을 사용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 ⍺는 0.05로 하였다.
118

III. 결 과

119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20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 중에서 시각차단군 11명, 시각되먹임군 11명, 대조군 12명 총 34명이 참

121여하였고 성별, 마비측, 감각, 나이, MMSE-K, 유병기간에서는 각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1).
12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χ2/t

Classification

Subject

Visual deprivation

Visual feedback

Control group

Gender

male

10

7

7

female

1

4

5

left

5

4

7

right

6

7

5

normal

6

4

4

damaged

5

7

8

Age(years)

56.63±11.05

57.63±11.43

58.41±10.44

.359

MMSE-K(score)

26.81±1.53

26.09±1.81

25.25±1.28

.454

Disease Duration(month)
4.09±1.13
123 2. 연구 방법에 따른 균형 능력의 변화

4.27±1.10

4.08±1.16

.985

Affected side
Sense

.191
.569
.543

124 BBS 검사에서 세군 모두 연구 전, 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BBS검사의 사후검정 결과 시각차단군

125에서 대조군 보다 BBS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1). LOS

마비측 이동범위는 세군 모두 연구 전, 후

126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LOS 마비측 이동범위 검사의 사후검정 결과 시각차단군 에서 대조군 보다 이
127동거리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1). LOS

총 이동범위는 연구 전, 후 시각차단군과 시각되먹임군에서 유

128의한 차이가 있었고(p<.01), 대조군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LOS 총 이동범위 검사의 사후검정
129결과 시각차단군 에서 대조군 보다 이동거리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표 2, 3).
Table 2. Changes in balance ability

Visual deprivation group

Visual feedback

Control group

F

34.33±10.40

.568
4.467*

before

39.09±10.00

group
35.09±13.29

after

51.63±3.98†

46.54±7.20

44.08±6.69

t

4.533**

4.062**

5.952**

LOS

before

1043.45±628.39

1027.00±871.37

658.83±566.63

1.133

Affected(cm2)

after

2229.27±801.51†

1644.36±992.41

1095.50±830.76

4.792*

t

-7.779**

-5.950**

-3.755**

LOS

before

1636.63±915.52

1521.09±1287.40

1091.00±847.82

.906

Total(cm2)

after

3773.45±1556.77†

2754.00±1809.27

1856.41±1736.65

3.627*

t

-6.079**

-3.750**

-2.431*

BBS(score)

Note. *p<.05 **p<.01
†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with control group(p<0.05)

Table 3. Post hoc test(Scheffe test)

Note.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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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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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IV. 고 찰

134 본 연구는 아급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시각차단 및 시각되먹임을 적용한 STS 훈련군과 일반적 물리

135치료를 실시한 대조군의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뇌졸중 환자들은 균형을 유지하기

136위해 시각자극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과도한 시각 의존은 고유수용성 체성감각 및 전정감각을 통한
137균형능력 조절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8) Yelnik 등(2008)23)의 선행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를 대
138상으로 시각차단군 과 시각 허용 군을 나누어 운동 수행 후 균형 능력의 변화를 알아본 결과 시각차단군에서
139더 큰 균형 능력의 향상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Bonan 등(2004)11)은 20명의 만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
140로 안대를 사용하여 시각을 차단한 군과 시각허용군으로 나누어 4주간 주 5일씩 재활 훈련을 한 결과 전정
141기관 등 여러 가지 감각 증진으로 인하여 시각차단군에서 균형 및 보행의 속도가 유의하게 향상 되었다고 보
142고하였다. 또한 Hallemans 등(2009)24)은 시각정보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전정감각, 청각, 고유수용성감각
143과 같은 감각 시스템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성감각과 전정
144감각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BBS검사와 정적 안정성을 평가

145하는 LOS를 사용하여 뇌졸중 환자의 균형 능력을 검사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시각차단군이 동적, 정적 균형

146능력의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시각 의존도가 높은 아급성 뇌졸중 환자들에게 강제적으로
147시각차단을 적용하여 고유수용성 감각에 의존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고유수용성 감각 활
148성을

촉진 하여,25)전정감각 및 체성감각, 고유수용성 감각 기관들의 감각정보의 통합 능력이 증진되었다고

149사료되어진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4주간의 시각차단 및 시각되먹임을 적용한 STS 훈련이 아급성 뇌
150졸중 환자의 균형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뇌졸중 환자의 균형 능력을 더욱 향상시
151키기 위해서는 시각차단 훈련이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임상에서 환자들

152이 쉽게 할 수 있는 STS 훈련 시 시각차단 및 시각되먹임을 병행하면 환자의 균형 능력의 개선에 도움을 줄
153것으로 사료되어진다.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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