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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anticipatory and compensatory posture control patterns using
between stroke patients and healthy adults by angular velocity, range of motion, response time according to the external
perturbation. Methods Subject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6 healthy adults and 14 stroke patients. We measured
the angular velocity, range of motion and response time of neck, lumbar, hip, knee and ankle according to the
perturbation with and without visual cue were measured 3 times using by the 3D motion analysis (Oqus series 5,
Qualisys Inc, Sweden) and the data were collected. We organized the data by angular velocity and range of motion for
cervical, lumbar, hip, knee, ankle joint. The analysis was performed with independent ttest to compare between stroke
patients and healthy adults. Results Both of anticipatory and compensatory postural control for stroke patient, the angular
velocity and the range of motion of the stroke patients were significantly the difference value compare to healthy adults
in each joint(p<0.05). Conclusion Stroke patients had an influence on the angular velocity and the range of motion in
anticipatory and compensatory postural control according to the perturbation. However, they were not affected the reaction
time. In clinical implication, stroke patients might be need to train postural control in order to improve their movement
by adjusting postural control with anticipatory and compensatory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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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뇌졸중은 고혈압, 흡연, 당뇨, 심장세동, 이상지질혈증, 경동맥
협착, 신체활동, 비만 등의 원인으로 나타나며,1) 뇌졸중 후 나
타나는 증상은 손상크기, 부위, 발생 원인에 따라 운동, 감각,
지각, 인지, 언어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며 주된 증상
은 반마비다.2) 반마비는 손상된 뇌의 반대측으로 나타나는 강
직(spasticity)은 뇌졸중 환자에서 흔하게 동반되는 증상이다.
강직은 상위운동신경원 병변으로 인해 강직성, 경련성, 근 긴
장 항진, 깊은 힘줄 반사 항진이 나타나는 정상보다 증가된
근육 긴장도를 말한다.3) 뇌졸중 환자는 몸통을 포함한 동측
상하지 관절의 가동성 감소 뿐 만 아니라 근육 약화, 근육 긴
장도의 변화, 감각 손상, 비정상적 자세 반응 및 인지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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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균형 능력이 감소한다.3)
뇌졸중 환자는 피질 및 피질하부 영역의 손상으로 신체의
좌우 불균형을 야기하고 비대칭적 자세를 만들어 신체 중심을
유지하기 힘들게 하며, 일어서기 및 평형 반응을 영향을 미쳐
자세조절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4) 뇌졸중 환자는 정
상인과 비교해 자세 흔들림이 2배정도 증가하며,5) 비마비측
다리에 체중의 61~81%를 지지하여 비대칭적인 자세를 만들
게 된다.6)
뇌졸중 환자의 초기 평가는 독립적인 움직임 수행과 일상생
활동작 수행의 예측이 가능한 주요한 지표이다.7) 현재 임상적
으로 사용되는 뇌졸중 환자에 대한 평가도구에는 몸통의 기능
을 평가하는 뇌졸중 자세조절 평가척도(Postural Assessment
Scale for Stroke: PASS)가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8) 균형조
절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로는 버그균형척도(Berg Balance
Scale : BBS)가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Fugl-Meyer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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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평가 중 균형관련 7가지 항목(Balance section of FuglMeyer Motor Assessment : FMA-B)도 균형을 측정하는데
9)
이용될 수 있다.
공간에서 균형과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은 사람의 모든 움
직임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이를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10)
다양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자세조절이 필요하다. 인체의
자세조절은 자세의 흔들림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 자발적인 움
직임이 있기 전에 발생하는 피드포워드(feedforward)와 말초
수용기로부터 오는 신호를 움직임이 일어난 후 실질적으로 생
기는 자세 흔들림을 담당하는 피드백(feedback)으로 구성된
11)
다. 선행적 자세조절(anticipatory postural adjustments)
은 신체 동요에 앞서 몸통과 다리 근육을 활성화시켜 몸의 무
게중심(COM)의 위치를 조절함으로써 평형 상실의 위험을 최
12)
소화하는 기능을 한다.
선행적 자세조절에 비해 움직임 후에 나타나는 보상적 자
세조절(Compensatory postural adjustments)은 감각 피드
백 신호에 의해 시작되고 동요가 이미 발생한 후에 무게중심
13)
(COM) 위치의 복원 기전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피드백 조절만으로는 인간의 자세 조절을 설명하
14)
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고,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피드
15)
포워드 기전의 중요한 역할을 제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삼차원 동작분석 시스템은 각 지절과 관절의 운동형상학적
인 변수들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여러 운동장애 환자들의
16)
움직임에 대한 특성을 평가하는데 효과적이다.
동작 분석 시스템은 적외선 반사체 방식으로 대상자의 피
부 위에 광학 마커를 부착한 후, 적외선에 의해 반사되는 빛
을 여러 대의 카메라가 감지하여, 2차원 영상으로 기록된 데
이터를 3차원 위치로 계산한 후 시·공간적 지표와 운동형상학
적 지표 및 운동역학적 지표로 형상화된다. 삼차원 동작분석
시스템은 정상적인 움직임과 비교하여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가지는 신체부위와 움직임 정도를 알아낼 수 있으며, 효율적
인 근육 동원과 활성화, 체중 부하 능력 및 감각의 회복을 위
한 객관적이면서 정량화된 평가방법으로서 뇌졸중 환자 치료
17)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뇌졸중 환자의 재활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독립적
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보행에 있고, 보행을 위해서는 선
자세에서 균형 유지 능력과 자세 조절이 기본적으로 필요하
18)
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가 선 자세에서 외부 동요에 따라
균형을 유지하려는 전략과 패턴 등을 연구하는 것은 뇌졸중
환자들의 재활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선 자세에
서 신체 동요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근전도나 힘판을 이용해
근력 및 근 활성도, 신체 질량 중심의 이동 등을 확인하는 것
이 대부분이었으며, 몸통이나 발목과 발 등의 관절에 한정된
연구들이 많아 전반적인 인체관절에서 나타나는 자세 조절 전

략과 패턴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와 동일 연령대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외부 신체 동요(perturbation)에 따른 선행적 자세
조절 전략 및 패턴을 3차원 동작 분석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
여, 뇌졸중 환자의 선행적, 보상적 자세조절 전략 및 패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초 단서를 임상에
제공함으로써 뇌졸중 환자들의 자세 조절 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W 재활병원에 입원 중인 뇌졸중 환자
14명, 대조군 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실험-대조군 비
교를 위한 최소인원으로 실시하였다. 실험군은 의학적으로 뇌
졸중으로 진단받은 40~80세 사이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조군은 특별한 질환이 없고, 실험군과 유사한 연령대의 일반
성인을 선정하였다. 대상자들은 실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실험 전에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연구자에
의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자발적인 동의를 하였다.
실험군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첫째, 편측성 뇌졸중으로
진단 후 6개월 이상의 병력을 가진 자, 둘째, 타인의 신체적
도움 없이 5분 이상 독립적으로 선 자세가 가능한 자, 셋째,
발목 관절의 일부 수의 운동이 가능하며, 수동적 배측 굽힘
각도가 10도 이상 가능한 자, 넷째, 연구자의 지시에 대한 과
제 수행이 가능하며 간이 정신상태 검사(MMSE :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24점 이상으로 적절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배제기준은 첫째, 균형유지를 위한 시각과
안뜰기관, 정형외과적 문제가 있는 자, 둘째, 최근 6개월 이내
와 연구 진행기간에 보툴리눔 독소와 같은 근육 강직에 대한
화학적 신경차단술을 받은 자, 셋째, 기타 질병이 있거나 연축
억제제(spasmolytic medication)를 복용하는 자 이었다.
2. 연구방법
연구대상자에게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연구 목적과 방법, 직/
간접적인 위험 및 불편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자유로운 의사
로 본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았다.
실험군 14명, 대조군 16명으로 나누어 실험군－대조군 설
계를 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1주간 예비실험을 시행한 후, 문
제점을 수정·보완하여 4주 동안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자의 구두 지시에 따라 과제 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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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험군에 대하여 간이정신상태 검사(Mini Menteal
State Examination : MMSE)와 뇌졸중에 따른 운동 장애의
중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hedoke-McMaster Stroke
Assessment(CMSA)를 실시하였다. 실험군 및 대조군의 균형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버그균형척도(BBS)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선 자세에서 대상자들에게 신체 동요
(perturbation)를 가하는 조건 즉 동요의 부하 시점을 눈으로
확인하는 조건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조건에 따라 자세 조
절 전략 및 패턴을 비교하기 위한 실험설계로 진행하였다. 대
상자에게 신체 동요를 가하기 위해 대상자들의 골반과 연결된
부하 장치를 대상자 전방 1m 지점에 설치하여 실험을 진행하
였다.
자세 조절 전략 및 패턴의 측정은 3차원 동작 분석 시스
템(Oqus seris 5, Qualisys Inc, Sweden)를 이용하여 각각
3회씩 반복하여 측정하였으며, 신체의 정적 상태에서 신체 동
요가 적용되었을 때 신체 분절의 움직임의 순서(자세조절 전
략)와 각 관절의 가동범위와 각속도(자세조절 패턴)를 측정하
여 분석하였다.

측정자내 신뢰도는 0.99, 측정자간 신뢰도는 0.98로 높은
21)
신뢰도와 타당도를 나타냈다. 이 실험에서는 실험 전에 각
조건의 자세를 설명하고, 시범을 보인 후 측정하였다.
3) 3차원 동작 분석 시스템

3. 측정 방법
1) CMSA
CMSA는 Brunnstrom의 운동 회복단계를 기초로 하여 뇌졸
중 환자의 운동 수행능력 손상과 장애정도를 측정한 평가도구
이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운동능력의 손
상(impairment)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어깨관절 통증,
자세 조절, 팔， 손， 다리， 발의 6가지 영역이 포함되어 있
으며, 각 영역별로 7점 척도로 한다. 다른 하나는 장애
(disability)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15개 항목이 포함
되며，14항목까지는 각 항목별로 7점 척도를 적용하고 마지막
항목은 보행 가능 거리에 따라 2점을 추가한다. 운동능력의
손상평가에서 측정자내 (intra-rater) 신뢰도는 0.98, 측정자간
(inter-rater) 신뢰도 0.97, 검사-재검사( test retest) 신뢰도
는 0.94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으며， 장애평가에서도 측정
자간 신뢰도는 0.99, 검사-재검사 신뢰도는0.98의 높은 신뢰
도를 나타냈다.19)

본 연구를 위해 적외선 카메라(Oqusseris 5, Qualisys Inc,
Sweden) 6대를 사용하였다. 이 적외선 카메라는 최대 10000
Hz까지 촬영할 수 있으며, 촬영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3차원
위치 좌표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샘플링 율
(sampling rate)은 100 Hz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공간 좌표화를 위하여 전역좌표계는 우측 후방에
원점을 두고, 전방을 Y축, 수직방향을 Z축으로 각각 설정하
며, 오른 나사 법칙에 따라 X축을 설정하였다. 3차원 공간 좌
표 설정을 위해 4개의 마커가 붙어있는 L자형 Orientation
frame(Qualisys Inc, Sweden)을 전역좌표계의 원점에 설치
후 마커가 붙어있는 T자형 Calibration wand(Qualisys Inc,
Sweden)를 30초간 실험 공간을 모두 포함하도록 움직여 분
석범위를
설정하였다.
T자형
기준척도를
움직여서
NLT(Non-linear transformation method)방법을 이용하여
부착된 마커에 대해 3차원 위치 좌표를 수집하였다.
획득한 2차원 자료는 Qualisys Track Manager 프로그
램(Qualisys Inc, Sweden)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신체
각 지점에 부착된 반사 마커의 3차원 공간 좌표를 획득하였
다. 획득한 원 자료의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저역 통과필터
(low-pass filtering)를 이용하여 필터링하였으며, 필터링시
발생되는 위상지연(phase lag)을 제거하기 위해 버터워쓰 2
차 양방필터(second order Butterworth Bidirectional
Filter)를 사용하였다. 이때 차단 주파수는 6Hz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획득된 자료는 Visual 3D(C-Motion Inc, USA)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체 분절을 모델링하고 산출한 평균치를
사용하여 연구 변인을 도출하였다.
수정 헬렌 헤이즈 마커 세트 42개의 수동 반사 마커를 연
구대상자의 해부학적 경계점에 Visual 3D의 CODA모델이
맞도록 신체의 양측에 마커(marker)와 클러스터(cluster) 형
태(4개)로 부착하였다(Table 1).22)

2) BBS

4) 연구 절차

BBS는 노인과 뇌졸중 환자의 선 자세나 이동에서의 균형능력
을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20) 14개의 항목으로 구성
되어 0∼4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56점으로
높은 점수일수록 균형 능력이 우수하며 측정을 하는데 15∼20
분 정도가 소요된다. 20점 미만은 낙상위험도가 높음, 21점에
서 40점은 중등도의 낙상위험, 41점에서 56점은 낙상위험도
가 낮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 대상자를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상태에 맨발로 바닥에
선 자세에서 시선은 전방을 향하게 하였다. 기준이 되는 초기
편안하게 선 자세 데이터는 30초 동안 수집되었고, 신체 동요
적용 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비교 자료로 사용되었다.
실험에 앞서 연구 대상자 중 남자 대상자는 검은색 상‧하
의 타이즈를 착용하였고, 여자 대상자는 반바지와 반팔 티셔
츠를 착용한 후 인체 분절을 모델링하기 위해 반사 마커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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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lacement of marker and cluster
No

Placement of Marker

1

Rt./Lt. head

2

Posterior head

3

C7

4

Rt./Lt. acromioclavicular(AC) joint

5

Xiphoid process

6

L5

7

Rt./Lt.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ASIS)

8

Rt./Lt. Posterior Superior Iliac Spine(PSIS)

9

Rt./Lt. Medial femoral condyle

10

Rt./Lt. Lateral femoral condyle

11

Rt./Lt. Medial malleolus

12

Rt./Lt. Lateral malleolus

13

Rt./Lt. 1st metatarsal joint

14

Rt./Lt. 5th metatarsal join

15

Rt./Lt. Center of posterior foot

No

Placement of cluster

1

Rt/Lt Thigh

2

Rt/Lt Shank

절 중심과 분절표면에 부착하였다. 각 대상자의 골반 주위에
벨트를 고정시키고 대상자 앞에 수평 케이블에 부착하였다.
신체 동요를 가하기 위한 외부 하중은 벨트 전면에 부착된 케
이블 풀리 시스템(cable-pulley system)을 통해 실시되었다.
자료 수집 중 연구 대상자는 편안한 자세로 서 있고 벨트를
통해 40cm 높이에서 체중의 약 5%의 외부 하중을 가하였다.
하중을 10초 동안 유지시킨 다음 제거하였다(Figure 1).
실험은 대상자가 신체 동요 적용 시점을 눈으로 알 수 있
는 조건과 알 수 없는 조건의 두 가지 조건에서 실시되었고,

각 실험마다 3회씩 반복하여 실시하였다. 실험 간 1분의 휴식
을 주어 근 피로 및 학습에 의한 효과를 최소화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측정 자료는 3회 반복 측정한 결과의 평균값을 사용
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가 외부 하중의 부하 시점을 보면서 진행
하였으며, 연구 대상자는 부하가 제거되면 편안한 자세를 회
복하고 다음 외부 하중에 대한 준비가 되었을 때 ‘시작’이라고
애기 할 수 있게 지시를 받았다.
둘째, 연구 대상자가 외부 하중의 부하 시점을 알 수 없도
록 대상자 앞에 스크린 설치 상태에서 진행하였으며, 연구 대
상자는 부하가 제거되면 편안한 자세를 회복하고 다음 외부
하중에 대한 준비가 되었을 때 ‘시작’이라고 애기 할 수 있게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외부 하중의 타이밍에 대한 정보는 제
공하지 않았다.
실험 대상자의 절반은 먼저 신체 동요 적용 시점을 눈으로
알 수 있는 조건을 보면서 실험을 실하였으며, 나머지 절반은
신체 동요 적용 시점을 눈으로 알 수 있는 조건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의 실험을 먼저 실시하였다. 실험의 순서는 제비 뽑
기를 통해 무작위로 실시하였다. 실험에 참가한 환자들의 낙
상방지, 안전 및 실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보조자 2명이
실험보조를 하였다.
5)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신체 동요 적용 시 실험군과 대조군의 선행적, 보상적 자세조
절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각 관절의 가동범위, 각속도, 반응
시간 등을 측정하여 수집하였다. 측정 관절은 목, 허리, 엉덩
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이며, 각 관절에서 굽힘-폄, 벌림-모
음, 돌림에 대한 자료를 측정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기술통계를 산출하였으며, 선행적 자세조절과 보상적 자세조
절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PC ver.25.0이었으며,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Ⅲ. 결 과

Figure 1. Perturbation experiment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가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과 같다.
먼저 실험군의 경우, 평균 연령이 61.64세, 체중은 63.07㎏,
신장은 165.79㎝, CMSA는 3.57 점, BBS는 34.93점이었다.
대조군은 평균 연령이 61.19세, 체중은 64.5㎏, 신장은
163.94㎝, BBS는 55.25점이였다. 그룹 간에 일반적인 특성의
차이는 없었고, BBS 경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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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적 자세조절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각속도 비교
1) 목과 허리의 각속도 비교
실험군과 대조군의 선행적 자세조절에서 목의 각속도는 실험
군의 목 벌림과 돌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허리에서
는 돌림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0.05)(Table 3).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Stroke(N=14)
sex

m
f

2) 하지의 각속도 비교

하지의 각속도 비교에서는 실험군의 마비측, 대조군의 우측
(우세측) 하지의 각 관절의 각속도를 비교하였다. 선행적 자세
조절 시 엉덩관절 돌림, 무릎관절 굽힘, 발목관절의 굽힘과 벌
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Table 4).

(N=30)

Control(N=16)

8

t

6

6

10

Age (year)
Weight (㎏)
Height (㎝)
CMSAb (score)

61.64±00a
63.07±00
165.79±00
3.57

61.19±00
64.5±00
163.94±00
0.00

0.12
- 0.44
0.65

BBSc (score)

34.93±00

55.25±00

-14.00

a

Mean±SD
CMSA (Chedoke-McMaster Stroke Assessment)
c
BBS(Berg Balance Scale)
b

Table 3. Comparison of Angular Velocity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in cervical, lumbar (N=30)
(unit : degree/sec)

Cervical

Lumbar

Experimental

Control

t

p

Fl-Ext

300.67±114.10a

264.18±87.38

0.99

0.33

Lat Fl
Rot
Fl-Ext
Lat Fl
Rot

83.74±46.23
133.99±98.08
195.63±112.67
83.11±39.77
91.64±55.59

36.36±15.98
71.80±36.16
184.32±72.13
66.52±39.45
44.97±19.14

3.65
2.24
0.33
1.15
2.99

0.00*
0.04*
0.74
0.26
0.01*

*

p＜0.05
Mean±SD
Fl-Ext: flexion-extension. Lat Fl: Lateral flexion. Rot: rotation
a

Table 4. Comparison of Angular Velocity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in lower extremity (N=30)
(unit : degree/sec)

Hip

Knee

Ankle

Experimental
(Paretic side)

Control
(Right side)

t

p

Fl-Ext

285.65±95.51a

253.76±89.50

0.94

0.35

Ab-Add
Rot
Fl-Ext
Ab-Add
Rot
Fl-Ext
Ab-Add
Rot

116.24±54.56
284.93±111.06
267.45±211.88
92.43±55.05
178.27±76.08
185.76±106.84
111.05±35.20
155.43±82.43

85.15±47.84
186.96±75.08
133.35±51.82
64.64±32.61
162.04±46.56
108.00±39.99
64.28±18.46
123.78±60.82

1.66
2.86
2.31
1.65
0.72
2.57
4.46
1.21

0.11
0.01*
0.04*
0.11
0.48
0.02*
0.00*
0.24

*

p＜0.05
Mean±SD
Fl-Ext: flexion-extension. Ab-Add: abduction-adduction. Rot: rotatio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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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적 자세조절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각속도 비교
1) 목과 허리에 각속도 비교
실험군과 대조군의 보상적 자세조절에서 목의 각속도는 실험
군의 목 벌림과 돌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허리에서
는 돌림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5)(Table 5).
2) 하지의 각속도 비교
하지의 각속도 비교에서는 실험군의 마비측, 대조군의 우측
(우세측) 하지의 각 관절의 각속도를 비교하였다.
보상적 자세조절 시 엉덩관절의 돌림, 무릎관절의 굽힘·벌림·
돌림, 발목관절의 굽힘·벌림·돌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5)( Table 6).
3. 선행적 자세조절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가동범위 비교
1) 목과 허리의 가동범위 비교

실험군과 대조군의 선행적 자세조절에서 목의 가동범위는 실
험군의 목 돌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허리에서는 벌
림과 돌림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5)(Table 7).
2) 하지의 가동범위 비교
하지의 가동범위 비교에서는 실험군의 마비측, 대조군의 우측
(우세측) 하지의 각 관절의 가동범위를 비교하였다.

Table 5. Comparison of Angular Velocity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in cervical, lumbar (N=30)
(unit : degree/sec)

Cervical

Lumbar

Fl-Ext
Lat Fl
Rot
Fl-Ext
Lat Fl
Rot

Experimental
274.08±103.03a
76.32±36.70
113.48±62.07
185.05±100.48
82.49±31.13
97.92±67.72

Control
273.54±131.46
35.09±14.12
68.56±38.33
162.85±94.86
67.66±69.95
46.82±28.38

t
0.12
3.96
2.42
0.62
0.73
2.63

p
0.99
*
0.00
0.02*
0.54
0.47
*
0.02

*

p＜0.05
Mean±SD
Fl-Ext: flexion-extension. Lat Fl: Lateral flexion. Rot: rotation
a

Table 6. Comparison of Angular Velocity of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in lower extremity (N=30)
(unit : degree/sec)

Hip

Knee

Ankle

Fl-Ext
Ab-Add
Rot
Fl-Ext
Ab-Add
Rot
Fl-Ext
Ab-Add
Rot

Experimental
(Paretic side)
287.29±131.71a
105.18±38.54
344.61±224.89
314.19±238.82
111.41±76.70
204.07±117.07
200.51±111.17
137.39±67.38
260.25±220.37

Control
(Right side)
217.61±84.73
89.91±81.91
176.82±74.01
129.37±61.87
53.46±27.34
134.56±50.28
118.26±65.69
67.05±24.85
120.09±59.52

t

p

1.75
0.64
2.67
2.99
2.83
2.16
2.42
3.69
2.31

0.09
0.53
*
0.02
0.01*
0.01*
0.04*
0.03*
0.00*
0.04*

*

p＜0.05
Mean±SD
Fl-Ext: flexion-extension. Ab-Add: abduction-adduction. Rot: rotation
a

Table 7. Comparison of the range of motion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in cervical, lumbar (N=30)
(unit : degree/sec)

Cervical

Lumbar

Fl-Ext
Lat Fl
Rot
Fl-Ext
Lat Fl
Rot

Experimental
3.87±1.09a
0.98±0.54
1.53±1.05
2.20±0.79
0.89±0.48
1.12±0.54

Control
3.48±1.20
0.62±0.54
0.72±0.41
1.87±0.46
0.56±0.18
0.48±0.20

t
0.94
1.85
2.83
1.415
2.40
4.40

*

p＜0.05
Mean±SD
Fl-Ext: flexion-extension. Lat Fl: Lateral flexion. Rot: rotatio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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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
0.03*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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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적 자세조절 시 엉덩관절의 굽힘·벌림·돌림, 무릎관절
의 굽힘·벌림·돌림, 그리고 발목관절의 굽힘과 벌림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Table 8).
4. 보상적 자세조절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가동범위 비교
1) 목과 허리의 가동범위 비교
실험군과 대조군의 보상적 자세조절에서 목의 가동범위는 실
험군의 목 굽힘 · 벌림 · 돌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허
리에서는 벌림과 돌림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5)

(Table 9).
2) 하지의 가동범위 비교
하지의 가동범위 비교에서는 실험군의 마비측, 대조군의 우측
(우세측) 하지의 각 관절의 가동범위를 비교하였다.
보상적 자세조절 시 엉덩관절의 굽힘 · 벌림 ·돌림, 무릎관
절의 굽힘 · 벌림 · 돌림, 그리고 발목관절의 굽힘과 벌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Table 10).

Table 8. Comparison of the range of motion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right side in lower
(unit : degree/sec)
extremity (N=30)
Experimental
Control
t
p
(Paretic side)
(Right side)
Fl-Ext
4.37±2.09a
2.85±0.93
2.51
0.02*
Hip
Ab-Add
1.74±0.86
0.86±0.34
3.57
0.00*
Rot
3.55±1.62
1.70±0.54
4.08
0.00*
Fl-Ext
3.36±1.64
2.02±0.91
2.79
0.01*
Knee
Ab-Add
0.91±0.33
0.60±0.27
2.80
0.01*
Rot
1.81±0.76
1.39±0.47
1.79
0.09
*
Fl-Ext
2.73±1.05
1.71±0.56
3.26
0.00
Ankle
Ab-Add
2.57±1.52
1.35±0.62
2.80
0.01*
Rot
1.14±0.65
0.81±0.39
1.71
0.10
*

p＜0.05
Mean±SD
Fl-Ext: flexion-extension. Ab-Add: abduction-adduction. Rot: rotation
a

Table 9. Comparison of the range of motion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in cervical, lumbar (N=30)
(unit : degree/sec)

Cervical

Lumbar

Fl-Ext
Lat Fl
Rot
Fl-Ext
Lat Fl
Rot

Experimental

Control

t

p

4.93±1.72a
1.11±0.46
1.79±0.78
2.43±0.88
1.06±0.33
1.33±0.58

3.68±1.13
0.63±0.35
0.82±0.56
1.91±0.82
0.57±0.29
0.49±0.23

2.40
3.26
3.95
1.67
4.27
5.07

0.02*
0.00*
0.00*
0.11
*
0.00
0.00*

*

p＜0.05
Mean±SD
Fl-Ext: flexion-extension. Lat Fl: Lateral flexion. Rot: rotation
a

Table 10. Comparison of the range of motion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right side in lower
(unit : degree/sec)
extremity (N=30)
Experimental
Control
t
p
(Paretic side)
(Right side)
Fl-Ext
5.05±2.94a
2.87±1.15
2.60
0.02*
Hip
Ab-Add
1.87±1.20
0.85±0.40
3.02
0.01*
Rot
4.34±2.13
1.71±0.75
4.38
0.00*
Fl-Ext
3.54±1.45
2.11±1.08
3.10
0.00*
Knee
Ab-Add
1.17±0.69
0.59±0.25
3.12
0.00*
Rot
2.18±0.93
1.25±0.28
3.60
0.00*
Fl-Ext
3.09±0.94
2.13±1.09
2.58
0.02*
Ankle
Ab-Add
3.33±2.01
1.51±0.93
3.11
0.01*
Rot
1.33±0.65
1.02±0.68
1.25
0.22
*

p＜0.05
Mean±SD
Fl-Ext: flexion-extension. Ab-Add: abduction-adduction. Rot: rotatio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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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선 자세의 균형은 일상생활과 목적을 가지는 활동을 위해 필
요한 요소이며, 안정성 유지, 체중지지 조절, 보행과 같은 동
23)
작 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선행적 자세조절은 일상
적인 움직임에서 자세 유지와 균형을 위한 피드 포워드 전략
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수의적 움직임에 대한 신체 동요와
24)
자세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보상적 자세
조절은 감각 피드백 신호에 의해 시작되고 동요가 발생한 후
13)
에 무게중심의 위치를 복원하는 기전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W 재활 병원에 입원 중인 뇌졸중
환자와 동일 연령대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선 자세에서 선행적
자세조절과 보상적 자세조절의 패턴(각속도, 가동범위)을 알아
보기 위해 3차원 동작 분석 시스템을 통해 연구하였다. 대
상자에게 신체 동요(perturbation)을 가하는 조건 즉 동요의
부하 시점을 눈으로 확인하는 조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조건에서 신체 동요를 가하기 위해 대상자의 골반과 연결된
부하 장치를 전방에 설치하여 진행하였다.
25)
Pollock 은 선 자세에서 몸통의 외부 동요 시 뇌졸중 환
자의 자세조절을 측정하기 위해 생리적 의식 측정
(Electrodermal activity, EDA), 힘판(force platform), 표
면 근전도를 이용하여 생리적인 의식 상태, 신체의 중심 이동
및 하지의 근활성도를 분석한 결과 뇌졸중 환자에서 선행적
자세조절에서 생리적 의식 상태와 마비측 발바닥 굽힘근의 활
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26)
Salot 등 은 뇌졸중 환자의 갑작스런 지지면 전방 동요에
대한 연구에서 동작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무게중심(COM)
의 변위와 속도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모든 대상자들은 균
형 소실을 보였으며, 첫번째 한발짝 딛기(stepping)에서 뇌졸
중 환자는 대조군에 비해 후방으로 무게 중심 변위와 속도에
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뇌졸중 환자는 대조군과 비교
해 골반 하강이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뇌졸중 환자는 대조군에 비해 더 짧은 한발짝 딛기 길이와 지
연된 한발짝 딛기의 시작으로 인하여 증가된 한발짝 듣기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27)
Marigold 등 은 뇌졸중 환자의 선 자세에서 예기치 않은
전방 및 후방 지지면 동요 시 자세 조절을 측정한 연구에서
체중 부하 증가, 체중 부하 감소, 자기 선택 자세의 조건에서
앞정강근과 안쪽 장딴지근의 활성도를 표면 근전도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뇌졸중 환자의 비마비측 앞정강근
과 안쪽 장딴지근에 비해 마비측 앞정강근과 안쪽 장딴지근이
유의하게 활성이 지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전방 지지면 동요
에서 대조군은 체중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앞정강근의 활동이
증가하였으나, 뇌졸중 환자의 마비측과 비 마비측에서는 부하

조건 간에 근육 활동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 하였다.
후방 지지면 동요에서 뇌졸중 환자와 대조군이 체중부하가 증
가함에 따라 안쪽 장딴지근의 활동이 증가하였다. 또한 부하
는 뇌졸중 환자의 발목 근육의 활성 시간 지연을 변화시키지
않았다고 보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세 조절 패턴을 알아보
기 위해 각 관절의 각속도와 가동범위를 측정하였으며, 측정
결과 각 관절의 각속도와 가동범위는 실험군의 선행적 자세조
절 시 목, 허리, 엉덩관절의 돌림운동 속도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05), 보상적 자세조절에 시 목,
허리,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서의 돌림운동 속도가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28)
Pollock 등 의 연구에서 전방으로 외부 동요가 있기 전
에 서 있는 동안 몸통의 돌림이 있으며, 마비측에 비해 비 마
비측에서 전방으로 돌림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비 마비측
의 몸통 돌림은 동요 전체에서 유지되었지만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몸통 돌림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29)
Goldie 등 의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들은 전방 및 후방
으로 압력중심(COP)를 옮길 때 일반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적 자세조절과 보상적 자세조절 시 실
험군의 돌림 각속도와 관절 가동범위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은
이러한 선행 연구에서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방으로 외부 동요 시 무게 중심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하
여 뇌졸중 환자는 신체 각 분절의 돌림을 통하여 보상적으로
자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정상 성인과 달리
뇌졸중 환자는 선행적 또는 보상적 자세조절을 유지하기 위해
돌림 운동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의 선행적 자세조절과 보상적 자세조절
시 발목관절 발바닥 굽힘, 벌림에 대한 각속도와 가동범위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부
동요 시 자세 조절에 관여하는 근육들의 감소된 근 활성도와
연관된 것으로 사료되며, 감소된 근활성도는 외부 동요에 대
한 자세 조절 근육의 지연된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생각
되어진다. 따라서 외부 동요 시 뇌졸중 환자의 적절한 자세
조절을 위해서는 발목관절의 발바닥 굽힘근과 발등 굽힘근의
근활성도를 증가시켜 이들 근육의 지연된 반응 시간을 줄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뇌졸중 환자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자세 조절에서 반
복적인 시행에 대한 학습의 효과가 낮음을 알 수 있으며, 균
형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뇌졸중 환자의 자세 조절을 위
해서는 반복되는 동요에 대한 경험과 선행적 자세 전략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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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하, 오태영

상적 자세 전략을 적절하게 적용하기 위한 지속적인 주의 집
중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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