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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후 집단 자가 운동프로그램이 삶의 질과 운동기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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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Effects of a Group Self Exercise Program on Quality of Life and Motor Functions

After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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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effect of a group self exercise program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regarding depression and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of chronic stroke survivors, as well as the

motor functions such as the 3 meter round walk, upper extremity function, and static balance. The subjects

were 12 post-stroke ambulatory community center participants. All subjects participated in one 90 minute ses-

sion per week for 7 weeks and received a home exercise program in every session. They had to record and

submit an exercise check list. Quality of life was measured with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and the 8-Item

Short-Form (SF-8). Motor functions were measured with the manual function test (MFT), the kinesthetic abil-

ity trainer (KAT 3000), and the modified Barthel index. The level of depression decreased somewhat,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fter intervention. However, quality of life related health (SF-8) improved

significantly. There were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he time for the 3 meter round walk, the functions of the

affected upper extremities, and static balance and ADL (p<.05).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 group

self exercise program can improve quality of life related health and motor functions in stroke survivors.

Key Words: Balance; Beck depression inventory; Group self exercise; Manual function test;

Modified Barthel index; Quality of life; Stroke.

Ⅰ. 서론

뇌졸중은 뇌에 공급되는 혈류의 차단으로 인해 신경

학적 기능이 갑자기 소실되는 것으로 성인에게서 발생

하는 장애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다(Adamson 등,

2004). 뇌졸중 이후 생존한 사람들은 운동장애, 언어장

애, 인지장애 등의 만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이러한 문제들을 관리하고 이차적인 합병증과 재발

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치료적 관리가 필요하

다. 뇌졸중과 같은 만성 질환의 회복 과정에 관한 연구

들에서 생의학적, 사회적, 정신적 경로의 복잡하면서도

독특한 경로가 고려될 수 있는데(Robinson, 1990), 생의

학적 영역에서의 치료 목적은 손상된 개인을 이전의 상

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정신적 경로와

사회적 경로는 개인이 그들의 환경을 지각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들에 의해 그들이 어떻게 지각되는가를 의미

한다(Kendall 등, 2007). 따라서 뇌졸중 환자의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의학적 측면과 심리사회적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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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신경계 손상 이후 회복과 관련된 신경근 시스템의

적응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동작과 관

련해서 발생하게 되며 치료적 활동의 강도가 높을수록

더 효과적이며(Kidd 등, 1992), 물리치료의 강도가 높을

수록 결과가 좋다는 보고가 있다(Kwakkel 등, 1997).

따라서 특수한 치료적 중재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기 위

해서는 적절한 강도와 반복이 수반되는 운동에 기초하

여야 하며(Coote와 Stokes, 2005), 치료적 활동이 하루

중 장시간에 걸쳐서 수행될 수 있도록 매일의 생활에서

주된 동작으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

적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이 환자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회복을 위한 중재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방법적인 측면

에서 가정에서의 자가 운동 및 장애 관리 방법을 효과

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뇌졸중과 같이

만성적이며 장기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외래나

가정에서의 건강관리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만성질환에 대한 자가 관리 모델은 건강 및 복지를 촉

진하는 동작들에 참여하고, 질병이 그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관리하

며, 건강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건강에 능동적으로 참여

하도록 촉진하는 집단교육을 수반한다(Lorig 등, 2001).

이러한 집단 교육 및 집단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장애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유사한 장애를 가진 다른

사람들로부터 심리적 동질성을 통한 내적 위안 및 안정

을 취할 수도 있다. 또한 집단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상호 협력과 경쟁을 통해 기능 회복에 주체적으

로 참여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다.

Lorig와 Holman(2003)에 의하면 자가 관리가 만성질

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와

관련된다고 하였다. Kendall 등(2007)의 연구에 의하면,

자가 관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족 역할, 신변처리, 작업 생산성, 기능적 일상생활동

작 등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반면에 자가 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영역들에서의 초기 감소를

보였으며 자가 관리 교육은 기능적 신변처리 결과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가 관리

훈련이 삶의 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기 쉽다는 보고도

있다(Steed 등, 2003).

만성 뇌졸중 환자들은 대부분 연령이 많고 복합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생활 속에

서 습관처럼 운동을 실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활과 밀

접한 도구를 이용하고 안전하게 쉽게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또한 뇌졸중 이후 운동 회복 혹은 마

비측의 운동 재학습은 손상측 사지의 능동적이고 반복

적인 사용에 의해 최대화될 수 있으므로(Bütefisch 등,

1995; Nudo 등, 1996) 운동프로그램의 학습을 위해 능

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가 요구된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뇌졸중 이후 장

애를 관리하고 기능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집단 활동으

로 가정에서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운동프로그램

을 설계하여 7주 동안 실시한 후 8주째 최종 평가를 하

여 집단 자가 운동프로그램이 우울과 건강 관련 삶의

질, 보행, 상지기능, 균형, 일상생활동작과 같은 운동기

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뇌졸중으로 진단받고 발병 후 1년 이상 경과한 만성

뇌졸중 환자들로 울산광역시 A지역 보건소에 장애인

등록을 하여 관리되고 있는 자로 본 연구에 동의하고

운동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한 15명을 초기 선정하고

연구대상자의 선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자를 배제하여

12명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지시

되는 운동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능력

과 판단능력이 있어야 하며, 최소한 보조기 및 보장구

를 이용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독립적인 보행과 이동이

가능한 경우로 하였다. 중재 프로그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경련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 않

아야 하며 다른 전문적인 운동이나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초기 평가나

최종 평가에 누락된 경우와 출석률이 50％ 이하인 경우

는 연구에서 배제하였다.

대상자는 남녀 각각 6명으로 연령은 최소 41세에서

최대 74세로 평균 60세였다. 신체의 오른쪽 손상이 우

세한 경우는 5명으로 41.7％, 왼쪽 손상이 우세한 경우

는 7명으로 58.3％에 해당하였다.

2. 연구절차

2007년 3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7주 동안 매주 1

회 회당 90분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고 5월 18일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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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회수(회) 출석률(％) 명(％)

6 75 4(33.3)

7 87.5 5(41.7)

8 100 3(25.0)

표 1. 출석률 (N=12)

8주째 초기 평가(1주)와 동일한 방법으로 최종 평가를

시행하였다.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출석부를

만들고 매 회 시작시 이름을 호명하여 출석을 기록하였

으며, 2주째에는 출석률 100％가 되는 경우 보상을 제공

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최종 평가까지 8주 동안 모두 출

석하여 출석률 100％를 보인 경우는 3명으로 전체의 2

5％에 해당하였으며, 7회 참석한 경우가 5명으로 41.7％,

6회 참석한 경우가 4명으로 33.3％로 나타났다(표 1). 연

구대상자의 평균 출석률은 86.46±9.91％로 나타났다.

집단 자가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참

여자들 간의 친밀도를 형성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상호 인사를 하고 각자의 문제와 본 프로그램에서 각자

가 기대하는 성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7주 동안 주 1회 실시된 집단 운동프로그램의 내용

으로 1주차에는 신체적 심리적 상태를 사전 평가하고

신체 인식을 위한 자가 감각자극 방법을 지도하였으며,

2주차부터는 근육 및 전신 이완, 유연성 증진, 균형 능

력 증진, 근력강화 및 체중부하 운동, 체간 및 하지 조

절 운동을 포함하였으며, 일상적 도구를 이용한 자가

기능훈련 및 집단 경기를 통한 신체 조절운동으로 구성

된 기능적 복합 운동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였다. 8주차

에는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운영과 자가 운동

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총

평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운동프로그램을 사진과 설명이 포함된 자료물로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매 회 집단 운동의 마무리 단계에서 주차별 가정에

서의 운동프로그램을 1일 2회 이상 실시하도록 과제로

제시하고 수행 유무를 1일 점검표에 작성하게 하였으

며, 기록한 내용을 다음 주 집단 운동 시작 시에 수거

하였다. 주별 과제로 제시한 1일 점검표 상의 운동프로

그램은 가정에서 쉽게 수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마비측

사지를 움직이고 감각자극을 제공하기 위한 소운동으로

구성하였다(표 2). 대상자들은 대체로 1일 2회 이상의

운동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측정항목 및 측정방법

가. 우울 검사

Beck 우울척도를 이용하여 우울 정도를 검사하였다.

Beck 우울척도는 Beck 박사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우

울의 심각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도

구 중 하나이다. 21개 항목에 대해 0점에서 3점의 네

가지 상태로 기록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

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Beck과 Steer, 1987). 본 연구

에서는 임상적 절단점을 16점으로 하여(이영호와 송종

용, 1991) 우울 상태를 판정하였다.

나. 삶의 질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Medical

Outcomes Study(MOS)에서 개발한 8-Item Short-Form

(SF-8)를 사용하였다(Ware 등, 2001). 이는 SF-36에서

평가하는 전반적인 건강상태, 신체적 기능, 신체적 역

할, 통증, 활력, 사회적 기능, 정신건강, 정서적 역할의

8개 영역에서 각각의 단일 항목을 측정하는 것으로 최

저 8점에서 최고 42점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중심재활과 관련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이용을

권장하고 있는 평가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낮

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 3 ｍ 왕복보행 검사

폭이 .5 ｍ인 두 개의 의자를 이용하여 2.5 ｍ 거리를 두

고 마주보게 배치하였다. 의자에앉은 자세에서 일어나 반대

쪽 의자를 돌아 다시 원래의 의자에 앉는 데까지 걸리는 시

간을 측정하였다. 보행 시 하지 보조기, 보행 보조 장비, 혹

은 다른 사람의 접촉 정도의 도움은 허용하였으며 초기 평

가와 최종 평가에서 이러한 변수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통제하였다. 3회 측정하여 가장 좋은 결과값을 이용하였다.

라. 뇌졸중 상지기능 검사

뇌졸중 상지기능 평가 도구(Manual Function Test;

MFT)는 일본의 동북대학 의학부 리하연구소 명자분원

에서 개발되어 뇌졸중 환자의 조기 재활 중 상지기능

및 동작 능력 측정에 많이 쓰이고 있다(이택영 등,

1999). 신경학적 회복 시기에 있어서 상지 운동기능의

짧은 시간 동안의 변화를 측정 할 수 있고 훈련 초기의

단기간 기능 수준의 변화에서 이후의 기능회복 수준을

예측할 수 있다. 견관절 굴곡, 견관절 외전, 손을 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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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프로그램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감각자극 및 신체인식-비마비측 손으로 마비측 손에서 어깨, 발등에서

배, 비마비측 발로 마비측 발, 마비측 손과 발로 비마비측 두드리기(쓸기)
○

앉은 자세에서 몸풀기-어깨 흔들기 30번 ○ ○ ○

앉은 자세에서 몸풀기-어깨 으쓱하기, 5초 유지 후 내리기 10번 ○

앉은 자세에서 몸풀기-어깨 내리기, 5초 유지 후 원위치로 10번 ○

앉은 자세에서 양 손 달리기 30번 ○

심호흡 하기-양손 모아 무릎 위에 10번 ○

심호흡 하기-양손 머리 위로 올리며 10번 ○

심호흡 하기-양손 대각선으로 올리며 좌우 각각 10번 ○ ○

누워서 공 돌리기-어깨, 팔꿈치, 손, 엉덩이, 골반 각각 좌우로 5번씩 3회 ○ ○ ○ ○ ○ ○

앉은 자세에서 엉덩이로 공 돌리기-좌우 각각 5번씩 5회 ○ ○ ○ ○ ○ ○

앉은 자세에서 손(마비측)으로 공 돌리기-좌우로 5번씩 10회 ○ ○ ○ ○ ○ ○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발바닥으로 공 돌리기-양측 좌우 5번씩 5회 ○

서서(벽에 기대거나 잡고) 발바닥으로 공 돌리기-좌우 5번씩 5회 ○

바닥에 앉은 자세에서 제자리 돌기 (좌우 한바퀴) ○ 3회 3회 5회 5회

의자에 앉아 양손 깍지 끼고 팔 올려 다리 쓸어내리기-좌우 10번씩 ○ ○ ○ ○ ○

의자에 앉아 양손 깍지 끼고 팔 올리며 발 움직이기-옆 10번, 앞 10번 ○ ○ ○ ○ ○

양손 깍지로 풍선 치기 20번 ○ ○

발로 풍선 차기 10번-오른발 10번, 왼발 10번 ○

바닥에 상지 지지한 채 의자(소파, 공) 위에 발 올리고 내리기 ○ ○ ○ ○

앉은 자세에서 양 손 잡아 앞으로 돌리기-심호흡과 함께 10번 ○

앉은 자세에서 양 손 잡아 옆으로 돌리기-심호흡과 함께 10번 ○ ○ ○ ○

바닥에 누워 의자(공, 소파)에 다리 올려 골반운동-골반 들어 좌우

기울이기 5번을 10회
○ ○ ○

벽에 기대서서 양손 깍지 껴(공 잡거나) 양쪽 벽 치기-왕복 20번 ○ ○ ○

표 2. 주별 1일 점검표에서 제시한 운동프로그램

부로 가져가기, 손을 등 뒤로 가져가기, 공 잡기, 손가

락으로 사물 잡기, 입방체 운반, 페그보드 꼽기의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2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상지기능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탁자 앞에 앉아

손을 편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높이로 의자를 조절하고

대상자가 검사 동작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

도로 3～4회의 연습을 실시한 후 검사를 수행하였다.

마. 균형능력 검사2)

정적균형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KAT 3000
1)
을 이용

하였다. 원형판 위에 발판이 기울어지는 각도를 감지하는

감지기가 부착되어 있어서 1° 기울어질 때마다 컴퓨터 모

니터의 커서가 3.5 ㎜의 비율로 이동하게 되어 이동거리의

총 합이 균형지수로 계산된다. 따라서 균형지수의 값이 클

수록 정적균형의 동요가 컸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적 균형의 전체 균형 지수와 손상 우세측, 손상 비우세

측, 전방, 후방으로 균형지수 값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원형판 위에 대칭적인 위치에 발 모양의 그림을 붙이

고 대상자로 하여금 그 위에 올라서도록 하였다. 발판의

안정도를 의미하는 PSI(pound per square inch)는 6으로

하였으며 똑바로 선자세에서 대상자의 눈높이에 모니터

화면이 위치할 수 있도록 높이를 조정하였다. 발판 위에

서의 기립 자세가 불안정한 경우는 손잡이를 잡거나 다

른 사람에 의한 약간의 보조를 허용하였으며 이러한 조

건이 초기 평가와 최종 평가 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

였다. 2～3회의 연습을 실시한 후 측정 검사하였다.

1) KAT 3000, SportKAT, C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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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중재 전 중재 후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3 ｍ 왕복 보행시간 26.8±14.6 16.2±7.0 .025

뇌졸중상지기능 검사
손상 우세측 21.8±4.9 23.8±4.7 .011

손상 비우세측 28.0±1.6 28.8±2.1 .197

균형 지수

손상 우세측 465.9±255.4 135.8±107.7 .043

손상 비우세측 439.1±268.5 204.4±155.9 .043

전방 395.3±227.2 105.4±47.9 .080

후방 509.4±339.7 235.2±194.5 .138

총 균형지수 905.1±407.2 340.5±190.5 .043

일상생활동작 85.3±14.2 94.9±6.6 .043

표 4. 운동 기능의 변화

항목
중재 전 중재 후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Beck 우울 척도 16.6±11.8 13.4±12.3 .779

삶의 질(SF-8) 21.9±7.6 17.8±7.3 .011

표 3. 삶의 질의 변화

바. 일상생활동작

기본적 일상생활동작의 검사를 위해 Mahoney와

Barthel(1965)이 개발한 10개 항목의 평가도구를 Shah

등(1989)이 수행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각각 점

수를 주도록 변형시킨 변형 바텔 지수를 평가도구로 활

용하였다. 총점은 100점으로 일상생활동작 수행력이 좋

을수록 높은 점수로 나타난다.

4. 자료분석

SPSS versio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집단 자가 운동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의 우울

정도를 포함한 삶의 질, 보행 능력, 상지 기능, 균형능

력, 일상생활동작 수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비모

수검정의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을 사용하였다. 유의

확률 α=.05로 하였다.

Ⅲ. 결과

1. 삶의 질의 변화

우울이 삶의 질(Lane 등, 2000)과 관련된다는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하여 우울과 관련된 삶의 질을 알아보기

위하여 Beck 우울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을 알아보기 위하여 SF-8을 이용하였다. 대상

자의 우울 점수는 중재 전 16.6±11.8점으로 우울한 상

태에서 중재 후 13.4±12.3점으로 절단점 이하로 감소하

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SF-8을 이용한 삶의 질 검사에서 중재 전 대상자들

이 느끼고 있는 삶의 질은 21.9점이었으나 중재 후 17.8

점으로 유의하게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p<.05)(표

3). 이 결과 본 연구에서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이 우울

보다는 건강 관련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으로 생각된다.

2. 운동기능의 변화

3 ｍ 왕복보행에 소요된 시간을 알아본 결과, 중재

전 3 ｍ 왕복보행을 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평균

26.8±14.6초였던 것이 중재 후 16.2±7.0초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05)(표 4).

뇌졸중 상지기능 검사(MFT)를 이용하여 중재 전과

후의 상지기능을 비교한 결과, 손상 비우세측의 경우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손상 우세측의

경우 중재 전 21.8±4.9점에서 중재 후 23.8±4.7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집단 자가 운동프로그램을 적용 한

이후 상지기능이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p<.05)(표

4). 뇌졸중 상지기능 검사의 세부항목별 내용을 중재

전, 중재 후, 손상 우세측과 손상 비우세측으로 구분하

여 비교하였다. 손상 우세측과 비우세측 각각에서 중재

전과 중재 후에 상지기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손상 비우세측의 경우, 입방체 옮기기가 중재 전 2.8±.5

점에서 중재 후 3.1±.6으로, 페그보드 꼽기가 3.6±1.1점

에서 3.8±1.3점으로 향상되었으나 상지 기능의 모든 세

부항목에서 중재 전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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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pb
중재 전(평균±표준편차)

p
중재 후(평균±표준편차)

p
손상 우세측 손상 비우세측 손상 우세측 손상 비우세측

FEc .564 1.00 3.3±.7 3.9±.4 .025 3.4±.9 3.9±.4 .102

LEd .038 1.00 2.8±.9 3.9±.4 .024 3.6±.5 3.9±.4 .157

POe .317 1.00 3.6±.7 4.0±.0 .180 3.8±.5 4.0±.0 .157

PD
f

.317 .317 3.4±1.2 3.9±.4 .157 3.5±1.1 4.0±.0 .180

GR
g

1.00 1.00 2.8±.7 3.0±.0 .317 2.8±.7 3.0±.0 .317

PI
h

.655 1.00 2.4±1.2 3.0±.0 .131 2.5±.9 3.0±.0 .157

CC
i

.083 .180 2.0±.8 2.8±.5 .034 2.4±.9 3.1±.6 .109

PP
j

.564 .655 1.8±1.2 3.6±1.1 .027 1.9±1.5 3.8±1.3 .056
ap: 손상 우세측의 중재 전과 중재 후 유의확률.
bp: 손상 비우세측의 중재 전과 중재 후 유의확률.
cFE: forward elevation, 상지 앞으로 올리기.
dLE: lateral elevation, 상지 옆으로 올리기.
ePO: palm occiput, 손바닥을 뒷머리로 가져가기.
fPD: palm dorsal back, 손바닥을 등으로 가져가기.
gGR: grip, 잡기.
hPI: pinch, 집기.
iCC: carry cube, 입방체 옮기기.
jPP: purdue pegboard, 페그보드 꼽기.

표 5. 뇌졸중 상지기능 검사의 세부 항목별 비교

났다(p>.05). 손상 우세측의 경우, 상지 옆으로 올리기

항목이 중재 전 2.8±.9점에서 중재 후 3.9±.4점으로 유의

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상지 앞으로 올리

기, 손바닥을 뒷머리로 가져가기, 손바닥을 등으로 가져

가기, 집기, 입방체 옮기기, 페그보드 꼽기 항목은 중재

후 향상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중재 전 손상 우세측과 비우세측 간에는 상지 앞으로 올

리기, 상지 옆으로 올리기, 입방체 옮기기, 페그보드 꼽

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손바닥을 뒷머리로 가져가기, 손바닥을 등으로 가져가기,

잡기, 집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반면에 중재 후 손상 우세측과 비우세측 간에

는 8개 세부항목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중재 후에도 손상 비우세측의 경

우 입방체 옮기기와 페그보드 꼽기 항목에서만 점수가

향상되고 나머지 6개 항목에서는 점수 변화가 없었던 반

면에, 손상 우세측의 상지 기능은 잡기 항목에서 변화가

없었고 나머지 7개 항목에서는 모두 향상된 점수를 보였

기 때문에 중재 후 손상 우세측과 손상 비우세측의 상지

기능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표 5).

KAT-3000을 이용하여 중재 전과 중재 후의 정적균

형 능력을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균형판 위에 올라서서

모니터의 정중앙에 점이 유지되도록 균형을 잡는 것으

로 균형의 동요가 클수록 균형 지수가 증가하게 된다.

안전을 위하여 균형 측정기의 손잡이를 잡거나 다른 사

람에 의한 약간의 부축을 허용하였으며, 이러한 조건은

중재 전과 후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통제하였다. 중재

전 균형지수가 905.1±407.2점에서 중재 후 340.5±190.5

점으로 상당히 감소하여 집단 자가 운동프로그램 적용

후 균형 능력이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호전된 것으로 나

타났다(p<.05)(표 4).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중재 전

손상 우세측의 균형 지수가 465.9±255.4점에서 중재 후

135.8±107.7점으로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손상 비우세측

의 균형지수 역시 439.1±268.5점에서 204.4±155.9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여(p<.05) 집단 자가 운동프로그램 이

후 좌우측으로의 동요가 상당히 감소하고 균형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방 균형 지수는 중재 전

395.3±227.2점에서 105.4±47.9점으로, 후방 균형 지수는

509.4±339.7점에서 235.2±194.5점으로 감소하였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변형된 Barthel 지수를 이용하여 일상생활동작 수준

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중재 전 85.3±14.2점에서 중재

후 94.9±6.6점으로 일상생활동작 수준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p<.05)(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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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뇌졸중 장애인들이 동질 집단 속에서 함께

운동하며 자가 운동프로그램을 교육 받는 것으로, 집단 활

동을 통해 심리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고 자신의 문제 해결

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일

상생활 속에서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운동프로그램을

지도하고 그 수행 정도를 관리하여 집단 자가 운동프로그

램이 삶의 질과 운동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뇌졸중 이후 우울과 관련하여 Berg 등(2003)은 18개

월 동안 뇌졸중 환자들을 추적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54％가 경미하게나마 우울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김인자 등

(2000)과 김미희(2006)의 연구에 의하면 각각 38％와

53.8％의 뇌졸중 환자가 우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뇌졸중 후 우울을 경험한 경우는 발병 후 첫 3년간

입원과 외래방문 이용률이 높아 부정적인 건강 성과와

연결되어 있었다(Ghose 등, 2005). 뇌졸중 후 기능적

장애나 일상생활수행 능력, 기능적 독립수준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Berg 등, 2003;

Chemerinski 등, 2001; Williams 등, 2005), 우울한 감정

의 완화는 신체적 기능 증진과 관련되고(Chemerinski

등, 2001; Pender 등, 2006), 분노는 다양한 상태에서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데 이러한 관련성의 많은 부분이 양

방향성인 것으로 생각된다(Morrison 등, 2005). Kwok

등(2006)은 뇌졸중 이후 1년 동안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신체적 운동 부족이 삶의 질과 관련

된다고 하였으며, 우울은 기본적 기능 장애보다는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해 보다 일반적인 역효과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Berg 우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중재 전 우울 상태였던 것이 중재 후 절단

점 이하로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반면에 SF-8을 이용한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중재 후 유

의하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 본 연구의

중재 프로그램은 우울과 관련된 삶의 질 보다는 건강 관

련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뇌졸중 이후 보행 능력의 회복은 환자들이 비중을

많이 두는 부분이며(Lord 등, 2004), 전체 치료 시간의

많은 부분이 보행을 재훈련하는데 소요될(Latham 등,

2005)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다. 편마비

환자는 마비측 사지의 입각기가 짧고 유각기가 길며 보

폭이 감소되는 비대칭성 보행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보행 속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행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능력이 보폭 길이의 불안정성

으로 인해 상당히 감소된다(Ramas 등, 2007). 보행 능

력을 결정하는 요소들에는 균형, 감각 운동 손상, 근력,

경직, 유산소능력, 그리고 체질량 구성 요소들이 있다

(Patterson 등, 2007). Monger 등(2002)은 뇌졸중 후 1

년이 경과한 만성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앉은 자세

에서 일어서기시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는 가정운동 프

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10 ｍ 보행속도가 향상되었다고

하였으며, Bastille과 Gill Boky(2004)는 만성 뇌졸중 환

자들을 대상으로 8주 동안 주 2회 회당 90분 동안 요가

를 적용한 가정운동을 적용하여 Berg 균형 점수가 향

상되었으며, 오래 서기와 보행 속도가 향상되었다고 보

고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뇌졸중 편마비 환자들을

위한 가정 재활프로그램으로 스트레칭을 포함한 관절운

동과 걷기를 적용한 결과, 보행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일상생활동작이 개선되었으며 혈중지질농도 중 총 콜레

스테롤의 농도가 감소되었다는 보고가 있다(노국희,

2002). 이것은 집단 자가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한 이후

3 ｍ 왕복보행 소요 시간이 중재 전과 비교하여 유의하

게 단축되고 일상생활동작 기능이 향상된 본 연구의 결

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재 후 균형 지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여 균형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신체의 좌우로의 균형 조절 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된 것

으로 나타났다. 연구 방법상의 차이는 있지만 60세 이상

의 재가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주 2회

점진적 저항운동의 가정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비마

비측 하지에서 68％, 마비측 하지에서 48％의 근력이 향

상되고 정적균형능력이 12％ 향상되었다는 Weiss 등

(200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만성 뇌졸중 환자의 경

우 균형-연관 비활동이 탈컨디션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Michael 등, 2005), 이러한 측면에서 균형

능력의 향상은 낙상 등의 이차적 문제와 탈컨디션을 예

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보행속도가 증

가하고 균형 점수가 감소한 것은 자가 운동프로그램이

편마비로 인한 비대칭성을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성 뇌졸중 환자의 상지기능을 증진시키는데 지역

사회 운동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다(Pang

등, 2006). Alon 등(2003)은 만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

로 선택적인 손 운동이 포함된 가정운동 프로그램을 5

주간 실시한 후 손의 기능을 평가한 결과, 먹는 동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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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향상되었으며 상지 기능이 좋아졌다고 보고하였

다. 뇌졸중 상지기능 검사를 이용한 본 연구의 결과, 집

단 자가 운동프로그램으로 인해 손상 우세측 상지의 기

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상지

옆으로 올리기 기능이 손상 우세측에서 중재 후 유의하

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손과 손가락을 이용한

작은 동작은 중재 후 다소 향상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한 변화는 없었다.

뇌졸중 환자의 재활에 있어 신체적 기능의 증진과

심리적 측면의 안정이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집단 자가 운동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관련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보행 능력, 상지 기능, 균형 능력,

일상생활동작 수행력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

구에서 고안한 집단 자가 운동프로그램이 뇌졸중 장애

인에게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고 운동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표

본이 특정 지역에 거주하며 그 수가 적다는 것이 본 연

구의 제한점이다.

Ⅳ. 결론

본 연구는 만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7주 동안의

집단 자가 운동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일상 속에서 스스

로 쉽게 수행할 수 있는 동작을 집단으로 교육하고 일

상의 과제로 제시하여 수행 정도를 관리한 후, 중재 전

과 중재 후 우울을 포함한 삶의 질, 보행, 상지기능, 균

형, 일상생활동작과 같은 운동기능의 변화를 살펴보았

다. 우울 정도는 중재 전 우울상태에서 중재 후 절단점

이하로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

며,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

다. 운동기능에 있어서 3 ｍ 왕복보행 시간이 단축되었으

며 상지기능, 균형능력, 일상생활동작이 모두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자가 운동프로그램의 목적

은 집단이라는 환경을 이용하여 심리적 지지와 긍정적

자극을 제공하고, 함께 운동하면서 자가 운동프로그램을

교육하여 최종적으로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장애를 관리

하고 기능 회복을 위한 운동 전략을 이용할 수 있게 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향후 대상자의 특성을 보다 세분하

여 일상생활 속에서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자가 운

동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용문헌

김미희. 뇌졸중 후 편마비 노인의 우울 영향 요인. 한국

노년학. 2006;26(4):911-927.

김인자, 서문자, 김금순 등. 뇌졸중 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인간호학회지. 2000;12(1):147-162.

노국희. 재가 만성 뇌졸중 편마비 환자의 가정 재활운동 프

로그램의 효과.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02;16(1):77-94.

이영호, 송종용.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

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991;10(1):98-113.

이택영, 오재근, 김혜영 등. 뇌졸중 환자의 환측 상지

기능이 건측 손의 기민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작업

치료학회지. 1999;7(1):56-66.

Adamson J, Beswick A, Ebrahim S. Is stroke the

most common cause of disability? J Stroke

Cerebrovasc Dis. 2004;13(4):171-177.

Alon G, Sunnerhagen KS, Geurts AC, et al. A

home-based, self administered stimulation program

to improve selected hand functions of chronic

stroke. Neurorehabilitation. 2003;18(3):215-225.

Bastille JV, Gill-Body KM. A yoga-based exercise

program for people with chronic poststroke

hemiparesis. Phys Ther. 2004;84(1):33-48.

Beck AT, Steer RA. Beck depression inventory: Manual.

San Antonio, The Psychological Corporation, 1987.

Berg A, Palomäki H, Lehtihalmes M, et al.

Poststroke depression: An 18-month follow-up.

Stroke. 2003;34(1):138-143.

Bütefisch C, Hummelsheim H, Denzler P, et al.

Repetitive training of isolated movements im-

proves the outcome of motor rehabilitation of

the centrally paretic hand. J Neurol Sci.

1995;130(1):59-68.

Chemerinski E, Robinson RG, Kosier JT. Improved

recovery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associated

with remission of post stroke depression. Stroke.

2001;32(1):113-117.

Coote S, Stokes EK. Effect of robot-mediated therapy

on upper extremity dysfunction post-stroke—a sin-

gle case study. Physiotherapy. 2005;91(4):250-256.

Ghose SS, Williams LS, Swindle RW. Depression

and other mental health diagnose after stroke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 15권 제 1호

PTK Vol. 15 No. 1 2008

- 28 -

increase inpatient and outpatient medical uti-

lization three years poststroke. Med Care.

2005;43(12):1259-1264.

Kendall E, Catalano T, Kuipers P, et al. Recovery

following stroke: The role of self-management

education. Soc Sci Med. 2007;64(3):735-746.

Kidd G, Lawes N, Musa I. Understanding

Neuromuscular Plasticity: A basis for clinical

rehabilitation. London, Edward Arnold, 1992.

Kwakkel G, Wagenaar RC, Koelman TW, et al. Effects

of intensity of rehabilitation after stroke. A re-

search synthesis. Stroke. 1997;28(8):1550-1556.

Kwok T, Lo RS, Wong E, et al. Quality of life of

stroke survivors: A 1-year follow-up study.

Arch Phys Med Rehabil. 2006;87(9):1177-1182.

Lane D, Carroll D, Ring C, et al. Effects of depres-

sion and anxiety on mortality and quality-of-life

4 months after myocardial infarction. J

Psychosom Res. 2000;49(4):229-238.

Latham NK, Jette DU, Slavin M, et al. Physical

therapy during stroke rehabilitation for people

with different walking abilities. Arch Phys Med

Rehabil. 2005;86(12 suppl 2):s41-s50.

Lord SE, McPherson K, McNaughton HK, et al.

Community ambulation after stroke: How im-

portant and obtainable is it and what measures

appear predictive? Arch Phys Med Rehabil.

2004;85(2):234-239.

Lorig KR, Ritter P, Stewart AL, et al. Chronic dis-

ease self-management program: 2-year health

status and health care utilization outcomes. Med

Care. 2001;39(11):1217-1223.

Lorig K, Holman, H. Self-management education:

History, definition, outcomes, and mechanisms.

Ann Behav Med. 2003;26(1):1-7.

Mahoney FI, Barthel DW. Functional evaluation: The

Barthel Index. Md State Med J. 1965;14:61-65.

Michael KM, Allen JK, Macko RF. Reduced ambula-

tory activity after stroke: The role of balance,

gait, and cardiovascular fitness. Arch Phys Med

Rehabil. 2005;86(8):1552-1556.

Monger C, Carr J II, Fowler V. Evaluation of a

home-based exercise and training program to

improve sit-to-stand in patients with chronic

stroke. Clin Rehabil. 2002;16(4):361-367.

Morrison V, Pollard B, Johnston M, et al. Anxiety

and depression 3 years following stroke:

Demographic, clinical, and psychological

predictors. J Psychosom Res. 2005;59(4):209-213.

Nudo RJ, Wise BM, SiFuentes F, et al. Neural sub-

strates for the effects of rehabilitative training

on motor recovery after ischemic infarct.

Science. 1996;272(5269):1791-1794.

Pang MY, Harris JE, Eng JJ. A community-based

upper-extremity group exercise program improves

motor function and performance of functional ac-

tivities in chronic stroke: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rch Phys Med Rehabil. 2006;87(1):1-9.

Patterson SL, Forrester LW, Rodgers MM, et al.

Determinants of walking function after stroke:

Differences by deficit severity. Arch Phys Med

Rehabil. 2007;88(1):115-119.

Pender NJ, Murdaugh CL, Parsons MA. Health

Promotion in Nursing Practice. 5th ed.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rentice Hall, 2006.

Ramas J, Courbon A, Roche F, et al. Effect of train-

ing programs and exercise in adult stroke pa-

tients: Literature review. Ann Readapt Med

Phys. 2007;50(6):438-444.

Robinson I. Personal narratives, social careers and

medical courses: Analysing life trajectories in

autobiographies of people with multiple sclerosis.

Soc Sci Med. 1990;30(11):1173-1186.

Shah S, Vanclay F, Cooper B. Improving the sensitivity

of the Barthel Index for stroke rehabilitation. J

Clin Epidermiol. 1989;42(8):703-709.

Steed L, Cooke D, Newman S. A systematic review

of psychosocial outcomes following education,

self-management and psychological interventions

in diabetes mellitus. Patient Educ Couns.

2003;51(1):5-15.

Ware JE, Kosinski M, Dewey JE, et al. How to Score

and Interpret Single-Item Health Status Measures:

A manual for users of the SF-8TM health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 15권 제 1호

PTK Vol. 15 No. 1 2008

- 29 -

논 문 접 수 일 2007년 9월 3일

논문게재승인일 2008년 1월 4일

survey. RI, Lincoln, QualityMetric Inc., 2001.

Weiss A, Suzuki T, Bean J, et al. High intensity

strength training improves strength and func-

tional performance after stroke. Am J Phys Med

Rehabil. 2000;79(4):369-376.

Williams CL, Rittman MR, Boylstein C, et al.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asurement of de-

pression in veterans recovering from stroke. J

Rehabil Res Dev. 2005;42(3):277-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