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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ntact hand�orientation response(CHOR) during 

sit�to�stand(STS) in people with stroke. Method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Thirty hemiplegia participated (Rt. 

hemiplegia/Lt. hemiplegia: 15/15, mean age: 65.82±8.53) in this study. The analysis of muscles activation (rectus femoris, 

biceps femoris, tibialis anterior, gastrocnemius) distribution was conducted by the EMG, and the analysis of foot pressure 

distribution was conducted by the resistive pressure sensor. Hemiplegic stroke patients were instructed to perform STS 

three times with the non�affected side hand and affected side hand on the table.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rectus femoris, tibialis anterior muscle activation and affected side hand contact during STS(p<0.05). 

The STS correlated with the foot pressure in the affected side hand contact(p<0.05). Conclusion AS a result, CHOR 

during STS is related to muscle activ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foot pressure. This information was observed in the 

affected side hand contact on the table, suggestion that rehabilitation programs should b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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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뇌졸중이란 뇌에 공급되는 혈류의 차단으로 인해 뇌혈관의 허

혈 또는 출혈로 대뇌의 기능이 소실되어 다양한 증상이 동반

되는 질환이다.1) 또한 신경학적 기능이 갑자기 소실되는 것으

로 성인에게 발생하는 장애 중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이다.2)

뇌졸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마비환자의 일반적인 증상은 

감각의 변화와 근육의 약화로 인해 몸통조절이 어렵게 되고, 

보행 능력의 저하, 균형 감각 저하, 일상생활 동작의 어려움 

등의 운동능력 장애가 발생하고,3) 또한 마비측으로 체중 이동

이 감소하여 비대칭적 자세가 나타난다.4) 운동능력 장애의 주

요한 증상 중 하나가 61%-80%를 마비쪽 하지보다 비마비측

에 편중되어 서는 것이다.5)

일어서기 동작(Sit-to-stand; STS)은 앉은 자세에서 선 자

세로 일어나는 동작으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움

직임 중 하나이다.6) STS 동작 시 움직임을 조절하기 위한 넙

다리근의 구심성 수축과 뒤넙다리근의 원심성 수축을 통해 안

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7) 또한, STS 동작 시 앞정강근과 넙

다리근 질량 중심을 앞쪽과 위쪽으로 이동시키며, 넙다리뒤근

과 가자미근은 원심성 수축을 통해 STS 시 동작의 정도를 조

절한다. 엉덩이 떼기 시점 전 넙다리근과 앞정강근이 활성화 

되며, 엉덩이 떼기 직후에 넙다리근이 활성화되어 STS 동작 

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8) 그러나 뇌졸중 환자는 정상인의 STS 

시 몸통과 하지의 활동을 선택적이며, 동시에 요구하는 STS 

동작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9), Rhu(2004)는 

STS 동작 시 하지의 근력이 부족한 노인과 양 하지 움직임이 

대칭적으로 수행이 어려운 편마비 환자들의 독립적인 생활과 

일상생활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였다.10) 

뇌졸중 환자들은 STS 동작 시 비대칭성을 보상하기 위해 

엉덩이 떼기 시 체중을 비마비측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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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ge(yr) Height(㎝) Weight(㎏)
Hemi-side

(R/L)

65.82±8.53 163.83±8.44 66.23±8.97 15 / 15

  

Figure 1. EMG

하거나, 비마비측 발을 마비측 발보다 뒤쪽에 위치하여 일어

나거나 팔을 사용한다.
8)
 앞·뒤와 안·바깥 방향의 무게중심 위

치가 일반인과는 다르며
11)

, 발 위치에 따라 STS 동작의 수행 

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12)

STS 동작 동안 마비측과 비마비측의 대칭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체중이동을 강조하는 훈련을 이용하는 방법
13)

, 마비측

에 강제적으로 체중을 싣게 하여 근육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방법
14)

, 상상 연습을 이용한 방법
15)

, 발목관절 보조기를 이용

한 방법
16)

, 불안정 지지면에서 일어서기 방법
17)

등을 이용한 

연구 방법 등이 있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편마비 환자의 양쪽 

하지가 같은 형태에서 운동을 시행하거나, 양쪽 하지의 조건

을 바꾸어 운동을 시행하는 등의 국한된 방법들이 많았다.

Sue Raine 등(2013)은 접촉성 손-위치 반응(Contactual 

Hand-Orientating Response, CHOR)이 체간의 중심선 개

념 성립, 손목, 팔꿈치 및 어깨 동작을 조절하는데 필요한 자

세 안정화를 증진한다고 하였다.
18)

 또한 Song 은 손 중심 체

감각 훈련을 통해 자세 조절 능력, 체간 안정성, 팔 기능과 손 

감각 증진에 대해 효과를 입증하였다.
19)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에게 양 하지의 불균형은 일

상생활 복귀에 큰 제한 요소이며, 독립적인 보행과 일상생활

을 위해 STS 동작 시 마비측과 비마비측의 대칭적인 수행은 

꼭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편마비 환자의 접촉성 손-위치 반응

을 이용하여 비마비측 손을 테이블에 접촉한 상태에서 STS 

동작을 하였을 때와 마비측 손을 테이블에 접촉한 상태에서 

STS 동작을 하였을 때 근 활성도와 족저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대칭적인 체중분포율과 하지의 근력을 증진 시

킬 방법을 모색하고, 편마비 환자의 STS 동작 훈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광주 소재의 S요양 병원에 입원 중인 6개월 이상 

된 만성 뇌졸중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선정 조건은 다

음과 같다. 

1) CT나 MRI로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고 6개월 이상 경과한 

만성 뇌졸중 환자

2) 한국판 간이 정신 검사 점수가 24점 이상으로 의사소통과 

과제 이해가 가능한 환자

3) 양다리의 정형외과적 수술이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문제

가 없는 환자

4) 혼자서 일어날 수 있고, 독립적인 서기 자세를 1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환자
20)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30명 선정하였으며, 2018

년 9월 5일 부터 2018년 9월 7일간 총 3일에 걸쳐 측정 하

였다. 비마비측 손을 테이블에 접촉한 상태에서 STS 동작을 3

회 실시하였고, 2분간 휴식 후 마비측 손을 테이블에 접촉한 

상태에서 STS 동작을 3회 실시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대상

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아래에 나타났다(Table 1).

2. 측정방법

1) 표면 근전도(BTS Free EMG 1000)

근전도 측정은 표면 근전도(BTS Free EMG 1000)를 사용하

였다. 표면전극부착 부위는 넙다리곧은근(rectus femoris), 

넙다리두갈래근(biceps femoris), 장딴지근(gastrocnemius), 

앞정강근(Tibialis anterior)에 각각 부착 하였다.21) 연구에서

는 STS 동작 시 엉덩이 떼기 시점을 기준으로 전과 후 각 0.5

초(총 1초)를 포함하여 정하였으며, 3번 측정 후 평균값을 산

출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부착할 신체 부위를 노출시킨 후, 피

부 저항을 줄이기 위해 털을 제거하고 알코올로 닦은 후, 각 

근육에 부착부위를 펜으로 표시하였다. 활성 전극 사이 거리

는 2 cm 이내로 하였다. 

수집된 표면 근전도 신호는 BTS EMG-Analyzer ver. 

2.9.37.0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근전도 신호의 

표본 추출률은 1000Hz로 설정하였고 대역통과필터(Band 

pass filter)를 이용하여 20~500Hz로 필터링 하였으며, 

60Hz 노치필터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RVC 값을 산출하기 위해 각 근육의 자발적 기

준 수축 백분율 값은 선 자세를 기준으로 측정되었으며, 측정

한 데이터를 기준을 앞, 뒤 1초간의 기록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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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oot pressure

Table 2. The changes of muscle activation according to hand positions during sit to stand (unit : %RVC)

A B t P

non Affected side

RF 407.56±74.41 322.58±58.89 2.123 0.042*

BF 117.05±21.37 115.87±21.15 -1.54 0.134

TA 498.67±91.04 400.30±73.08 0.401 0.691

GCM 124.25±85.08 131.59±98.46 -1.197 0.241

Affected side

RF 211.81±38.67 487±50 -2.158 0.039*

BF 121.50±50.81 161.50±188.50 -1.318 0.198

TA 434.35±351.24 663.90±448.05 -3.292 0.003*

GCM 121.20±79.23 130.26±90.78 -1.566 0.128

*p＜ 0.05, A : non Affected side hand contact, B : Affected side hand contact

RF : Rectus Femoris, BF : Biceps Femoris, TA : Tibialis anterior, GCM : Gastrocnemius

Table 3. Change of Foot Pressure

　 　 A B t p

Weight bearing

(%)

non Affected side 50.45±2.99 48.43±3.77 3.384 0.002*

Affected side 49.54±2.99 51.46±3.66 -3.097 0.003*

*p＜ 0.05, A : non Affected side hand contact, B : Affected side hand contact

2) 족저압 측정

STS 동작을 하는 동안 발바닥에 가해지는 압력을 평가하기 

위해 매트(mat) 형태의 저항식 압력 센서인 PA200을 사용하

였다. 압력 분포는 Shisei Innovation System Ver 8.62 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족저 압력 측정 장비는 압력 감지 센서가 장착된 판 위에

서 STS 동작이 끝난 정지 상태에서의 족저 압력 분포 상태를 

측정하는데 발의 압력을 측정하여 양 하지의 대칭성 및 비대

칭성의 체중 이동과 편중 현상을 분석한다. 신체 균형 및 족

저압 분석은 양 발의 압력 차이를 측정하고 압력 분포를 그래

픽화 하여 분석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SPSS Statistics 18.0 통계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집단 내 비교는 대응표본 T검

정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학적 유의수준 α=.05로 하였다.

Ⅲ. 결 과

1. 근 활성도

STS 동작 시 비마비측 손을 테이블에 접촉한 그룹에서 넙다

리곧은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넙다리두갈래근, 앞정강근, 장딴지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p<.05).

STS 동작 시 마비측 손을 테이블에 접촉한 그룹에서 넙다

리곧은근과 앞정강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넙다리두갈래근과 장딴지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Table 2).

2. 족저압 변화

STS 동작 시 비마비측 손을 테이블에 접촉한 상태에서 실시

한 그룹에서 마비측과 비마비측 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5).

STS 동작 시 마비측 손을 테이블에 접촉한 상태에서 실시

한 그룹 사이에서 마비측과 비마비측 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05)(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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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뇌졸중은 뇌 손상으로 인해 신경학적 기능 손상에 문제가 발

생하여 운동조절에 어려움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22)

Camargos 등(2009)은 STS 동작은 일상생활에서 정상인

의 움직임 중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동작이

라고 하였고,
23)

 체간 근육들의 대칭적인 근 수행 능력과 양측 

하지의 대칭적인 체중 지지가 필수적이라 하였다.
24)

하지만 뇌졸중 환자들은 비마비측의 보상작용으로 인해 마

비측 체간 자세조절 능력의 감소하여 일어서기 과제의 수행을 

어렵게 만들고, 척추에 불안정성을 일으키게 되어 자세 불균

형 및 불안정성을 초래하게 된다고 하였다.
25)

Camargos 등(2009)은 뇌졸중 이후 STS 동작은 마비측과 

비마비측 다리의 위치를 바꾸면서 동작 동안 마비측 다리에 

앞정강근, 가자미근, 넙다리네갈래근, 뒤넙다리근의 근 활성도 

뿐 아니라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 이동시간의 지연에 영향

을 받는다고 하였다.
23)

Briere 등(2010)은 뇌졸중 환자 중 앉고 일어설 때 하지

의 비대칭적인 움직임 보이며, 대칭적인 움직임을 위해 치료

적 중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26)

 Yoon등(2009)

은 4주간 시각 차단 및 시각 되먹임을 적용한 STS 동작 훈련

이 아급성 뇌졸중 환자의 균형 능력을 향상하는데 효과가 있

다고 하였고,
27)

 Brunt등은 넙다리근과 앞정강근 활동 시 

EMG 크기와 지면 반발력은 뒤에 있는 다리에서 유의한 증가

가 있는데, 이는 앞쪽 다리에서 지면 반발력이 감소하는 것과 

일치한다.
30)

 이는 마비측 발의 위치의 변화에 따라 마비측 하

지의 근 활성도를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만성 뇌졸중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STS 동

작 시 손 접촉 위치에 따른 근 활성도를 측정하였고, 힘판을 

이용하여 족저압을 분석하였다. STS 동작 시 비마비측 손을 

테이블에 접촉한 그룹보다 마비측 손을 테이블에 접촉한 그룹

에서 넙다리네갈래근과 앞정강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며, 넙다리두갈래근과 장딴지근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마비측 하지의 지면 반발력 

향상이 넙다리네갈래근과 앞정강근 활동에 증가된 결과로 나

타났으며, 본 연구의 마비측 손이 테이블에 접촉한 상태에서 

STS 동작을 했을 때 마비측 하지의 지면 반발력과 근 활성도 

증가의 결과를 지지해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 장딴지근과 넙다리두갈래근은 STS 동작의 후기 단계에

서는 많은 영향을 주는 근육으로 본 연구에서 향상은 보였지

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을 보아 CHOR이 STS 동작

의 초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Cha 등(2010)은 성인 편마비 환자는 마비측이 비마비측

에 비해 보행 시 발바닥에 가해지는 전체 접촉면적과 족저압 

중심의 전후 이동 경로 및 중족부에 가해지는 압력에서 낮은 

분포를 보였으며,
29)

 Yoon등(2009)은 정상 성인과 편마비 환

자의 마비측과 비마비측의 보행 시 가해지는 족저압 분포를 

비교해 본 결과, 발가락 영역과 발허리 영역, 발뒤꿈치 영역에

서 마비측이 비마비측보다 낮은 압력 분포를 보였다고 하였

다.
30)

몸통 불균형과 몸통 회전이 비마비측의 평균 족저압과 체

중지지율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몸통 불균형 값이 클

수록 몸통은 마비측으로 치우쳐진 것을 의미하며 이를 보상하

기 위해 목과 하부 몸통은 비마비측으로 편향되어 마비측 발

의 평균 족저압이 감소하여 비마비측 발의 평균 족저압과 체

중 지지율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31)

체중분배율 변화와 더불어 비마비측 발의 전방 족저압의 

감소와 마비측 발의 접촉면의 의미 있는 증가는 체간의 항중

력 신전의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32)

선행 연구에 의하면 비마비측의 족저압의 감소와 마비측의 

족저압의 증가는 편마비 환자에게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 활동의 제한점을 해결하기 위해 STS 

동작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는데, 하지의 근육의 근력과 적절

한 시기의 근수축, 체중지지비율의 대칭성 등의 조건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STS 동작 시 마비측 손을 테이블에 접촉한 

그룹에서 비마비측 손을 테이블에 접촉한 그룹보다 마비측 하

지의 족저압에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이는 편마비 환자의 족

저압이 마비측에 비해 비마비측에서 더욱 증가하는 것과 비대

칭적인 자세정렬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STS 동작 시 마비측 뿐만 아니

라 비마비측의 보상작용에 대한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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