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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action observation with observation type on the limits 

of stability and dynamic gait ability in stroke patients.

METHODS: The 20 stroke patient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were randomly divided into two experimental 

groups who underwent training three times a week for 4 

weeks. Their balance was tested as the limit of stability with 

Biorescue. Their Dynamic gait ability was tested with the 

Dynamic Gait Index (DGI) before the intervention, and after 

4 weeks. Independent and paired t-tests were used to analyze 

the results.

RESULTS: The results confirmed the limit of stability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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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ving areas of the paralyzed and non-paralyzed sides. 

The limit of stability and dynamic gait index measurements 

confirmed that the moving area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fter the intervention in the whole movement 

observation group (p<.05), but the partial movement 

observation group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p>.05).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also noted for the comparison 

between the both groups after the interventions (p<.05). The 

functional walking ability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when compared to the ability before the intervention, as 

determined by the changes in scores obtained for the dynamic 

gait index (p<.05).

CONCLUSION: Interventions utilizing whole movement 

confirm that training improves stability and functional 

walking ability in stroke patients with disabilities in balance 

and walk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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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뇌졸중 환자는 중추신경계와 운동 및 감각 신경로의 

손상으로 인해 전반적인 운동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있

다. 또한, 체중지지의 비대칭성이 증가되어 균형조절과 

불안정한 보행과 감소된 보행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Hyndman 등, 2002). 낙상 위험을 높이고 일상생활

활동의 제한과 독립성 저하는 물론, 지역사회 참여제약

을 가져오게 된다(Nashner, 1989). 균형은 환경 안에서 

신체의 기저면 위에 몸의 중심을 유지하는 능력이며, 

특히 정적균형은 신체가 안정성 한계(limit of stability)

내에서 무게중심을 유지할 수 있은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균형의 문제와 개선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안정성 한계를 활용한다(Perry 등, 1995).

이와 더불어 손상된 운동기능을 회복하거나 새로운 

운동기능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운동기능에 관여하는 

뇌신경망의 가소성 변화가 필수적이다(Kim, 2012). 운

동기능 회복을 위한 신경가소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운동중재와 더불어 시각, 청각, 촉각, 고유수용성 감각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Kwakkel 등, 2004). 최근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하여 재활에 적용하는 움직임 관

찰훈련(action observation training) 훈련이 제시되고 있

다(Lee와 Kim, 2011).

움직임 관찰은 다른 사람의 움직임을 직접 관찰함

으로써 움직임의 형태와 동작을 이해하고, 선택한 후 

그것을 모방하는 것이다(Ashford 등, 2006). 움직임 관

찰은 실제로 운동실행을 할 때나 다른 사람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관찰할 때 나타나는 거울신경세포(mirror 

neuron)의 활성을 이용한 중재 기법이다(Leonard와 

Tremblay, 2007).

Gallese 등(1996)은 거울신경세포는 사람이 과제를 

수행하는 동작을 원숭이가 관찰할 때 실제로 동작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운동영역과 마

루엽에서 실제 활동할 때와 같은 뇌 활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처음 발견되었다. 또한, 관찰한 움직임과 수행한 

움직임이 유사할수록 더욱 활성화되었다(Brass 등, 

2000). 인간의 거울신경세포시스템은 과제지향적인 동

작과 흉내만 내는 동작보다는 물체와 관련된 동작을 

관찰할 때 더 활성화됨을 확인하였다(Koch 등, 2010). 

최근 동작관찰훈련을 적용한 신경계 재활의 중재 

방법에 관한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Lee와 Lee 

(2016)의 연구에서 단일과제와 이중과제를 통한 동작

관찰훈련 후 뇌졸중 환자의 보행속도와 동적보행지표 

점수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동작관찰훈련과 심상

훈련의 비교를 통한 뇌졸중 환자의 균형과 보행 변화에 

관한 연구(Kim 등, 2012) 및 다양한 자세에서 물건잡기 

동작을 관찰하고 압력중심의 변화를 연구 등 많은 연구

들이 진행되었다(Noh, 2011).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움직임을 관찰하고 영상의 

움직임들에 대한 신체훈련의 적용여부에 따른 변화들

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고, 관찰하는 

영상의 형태를 조정하여 그에 따른 신체훈련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들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찰하

는 영상을 움직임의 전체적인 동작을 하나의 과제 동영

상으로 제시하여 관찰하고 동일한 신체훈련을 시행하

는 방법으로 움직임 관찰이 편마비 환자의 안정성 한계

와 기능적 보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뇌졸중 진단을 받은 후 A 광역시에 위치한 

C병원에 입원 중인 뇌졸중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다음

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1) 뇌졸중 진단을 받고 6개월 이상 경과한자, 2) 한국형 

간이정신 상태 판별검사(K-MMSE) 점수가 24점 이상

인자, 3) 하지에 정형외과적 질환이 없는 자, 4) 시야결

손과 전정기관에 이상이 없는 자, 5) 보조도구 사용여부

와 상관없이 10m를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는 자, 6) 

본 연구의 목적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명 중 남자는 12명 여자는 8명이었

으며 전체움직임 동작관찰훈련군 10명, 부분움직임 동

작관찰훈련군 10명으로 무작위 배정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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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 (n=10) PG (n=10) p

Sex(Male/Female) 7/3 5/5

Age(yrs) 59.40 ± 8.64a 55.80 ± 11.74 .72

Paretic side(Left/Right) 5/5 4/6

Etiology
(Infarction/Hemorrhage) 7/3 6/4

Prevalence(months) 33.00 ± 15.88 32.30 ± 20.43 .77

a Mean±SD
WG: Whole movement observation group, PG: Partial movement observation group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2. 중재방법

1) 동영상 제작

전체움직임 동작관찰훈련군이 관찰하는 동영상은 

한 개의 과제에 해당하는 움직임의 시작과 종료시점까

지 끊김없이 하나의 영상으로 재생되게 하여 전체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분움직임 동작관

찰훈련군은 동일한 동영상을 3~4개의 세부동작별로 

구분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각 세부동작 영상을 관찰하

고 동영상 종료후 동작에 대한 신체훈련을 실시하였다. 

2) 훈련과정

전체움직임 동작관찰훈련군은 한 과제의 전체동작

을 한번에 관찰하게 한 후 과제별 3~4분 동안 신체훈련

을 반복해서 수행하였고, 모든 과제 수행이 총 35분이 

소요되었다. 부분움직임 동작관찰훈련군은 세부동작

별 동영상을 관찰하고 각각 1~2분간 신체훈련을 시행

하였고 모든 과제 수행은 총 40분이 소요되었다. 신체

훈련은 환자의 기능적 상태에 맞게 난이도를 고려하여 

실시하였으며 주 5회씩 총 4주간 실시하였다.

3) 훈련과제

대상자들에게 제시한 훈련 과제는 모두 8가지로 일

상생활에서 흔히 수행하는 과제들로 구성하였다. 훈련

에 사용된 동영상의 과제는 앞면, 옆면, 뒷면에서 촬영

하여 모든 방향에서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

고, 치료사가 동작의 특징이나 움직임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훈련과제는 총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단 

오르고 내리기, 장애물 넘기, 바닥의 물건 들어올리기, 

테이블의 물건 들어올리기, 옆으로 걷기, 다리를 교차

해서 옆으로 걷기, 지그재그 걷기, 발뒤꿈치 올리고 내

리기로 구성하였다.

 

3. 연구도구 및 측정방법

1) 안정성 한계 측정

안정성 한계 검사는 균형능력측정 시스템(Biorescue, 

RM Ingenierie, France)를 이용하였다. 다양한 자세에서 

균형 및 체중 분포를 분석할 수 있고, 특정 움직임 동안 

신체의 압력중심 이동면적(㎟), 이동거리(㎝)를 측정하

여 안정성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도구의 검사-재검

사 급내 상관계수 ICC=.84로 높은 신뢰도를 가진다

(Song과 Park, 2016).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선 자세에

서 자발적으로 움직여 모니터에서 지시하는 8개의 방

향 중 4개의 직선 방향인 마비측, 비마비측, 앞, 뒤와 

4개의 사선 방향인 마비측 앞, 마비측 뒤, 비마비측 앞, 

비마비측 뒤로 압력중심을 최대로 움직이도록 하였으

며, 이 때 압력중심에 의해 그려진 동요 면적을 마비측, 

비마비측, 앞, 뒤로 구분하였다. 

2) 기능적 보행능력

기능적 보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동적보행지표

(Dynamic Gait Index; DGI)를 사용하였다. DGI는 총 8개

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점 척도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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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 (n=10) PG (n=10)
tb

Pre-test Post-test ta Pre-test Post-test ta

Limis of stability                                                                            (unit: ㎟)

P side 701.00±164.73c 1468.90±459.48 -5.47* 616.70±227.63 715.10±191.41 -1.81 4.23*

NP side 1044.80±609.72 1864.50±572.38 -6.43* 989.80±333.06 1009.00±264.66 -.18 3.03*

F+B total 1425.30±517.21 2007.80±460.26 -4.70* 1226.50±718.36 1664.20±251.48 -1.97 3.53*

Dynamic gait ability                                                                        (unit: point)

DGI 16.90±3.35 21.10±2.23 -6.68* 15.40±3.41 15.90±2.73 -1.63 5.06*
a Within group, b Between group comparison after intervention, c Mean±SD
WG: Whole movement observation group, PG: Partial movement observation group
P: paretic
NP: non-paretic
F+B: front + back
DGI: dynamic gait index
* p<.05

Table 2. Comparison of measured limitis of stability, dynamic gait ability in between group

0점은 심각한 손상, 3점은 정상을 나타내며 최고점은 

24점이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r=.96, 측정자간 신뢰도 

r=.96으로 신뢰할 만한 도구이다(Jonsdottir과 Cattaneo, 

2007).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window 17.0 버전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은 기술통계로 나타내었으며 동질성 검정 Levene 검정

을 사용하였다. 각 그룹의 정규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Spapiro-Wilk test를 실시하여 정규성이 만족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그룹의 중재 전후 비교는 Paired 

t-test를 사용하였고 중재 후 그룹간 비교는 Independent 

t-test를 사용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α는 .05로 정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안정성한계의 변화

1) 마비측 압력 중심이동 면적의 변화

안정성 한계 측정시 마비측 압력 중심이동 면적의 

변화에서 전체움직임동작관찰훈련군은 중재 전후 비

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5), 부분움직임동작

관찰훈련군의 전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중재 후 그룹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05)(Table 2).

 

2) 비마비측 압력 중심이동 면적의 변화

안정성 한계 측정시 비마비측 압력 중심이동 면적의 

변화에서 전체움직임 동작관찰훈련군은 중재 전후 비

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5), 부분움직임 동작

관찰훈련군의 전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중재 후 그룹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05).

 

3) 전체 압력 중심이동 면적의 변화

안정성 한계 측정시 전체 압력 중심이동 면적의 변화

에서 전체움직임 동작관찰훈련군은 중재 전후 비교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5), 부분움직임 동작관찰

훈련군의 전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p>.05). 중재 후 그룹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Table 2).

 

2. 동적보행지표 점수 변화

기능적 보행능력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동적보행

지표 점수는 전체움직임 동작관찰훈련군에서 중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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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교하여 중재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5), 부분

움직임 동작관찰훈련군의 전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중재 후 그룹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Table 2).

 

 

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균형과 보행능력 증진

을 위한 여러 재활프로그램 중 동영상으로 보여지는 

움직임을 관찰하고 실제 수행하는 신체훈련을 통하여 

균형과 보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

한, 관찰하는 동영상은 제시하는 형태에 차이를 주어 

그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Van Merriënboer과 Ayres (2005)은 전체과제연습

(Whole task practice)은 대상자들이 과제와 결과를 관련 

지어 앞으로의 훈련과정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훈련

과정 중 요구되는 정보와 운동기술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대상자가 과제 해결을 

위한 자신만의 전략을 구성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전체과제연습이 동영상 관찰을 통해 

다양한 활동과 과제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움직임을 

계획, 실행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기능적 향상

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Lee와 Lee, 2016). 이는 본 

연구에서 하나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어진 전

체적으로 동작들을 반복해서 관찰하고 신체훈련을 수

행하게 한 것이 대상자에게 학습을 시작 전에 과제의 

전체적인 형태를 제시하고 훈련에 참여하게 하는 전체

과제연습방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Lim 등(2009)의 연구에서 과제연습방법의 형태에 따

라 복합적인 인지 기술의 획득과 전이를 알아본 결과 

전체과제연습방법이 인지 기술의 획득과 전이에 더욱 

효과적이었다. 또한, Van Merriënboer 등(2006)의 연구

에서도 복잡한 과제를 활용한 훈련방법이 단순한 과제

를 활용한 훈련방법보다 학습의 전이와 강화에서 효과

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훈련에서 동작관찰의 

형태가 세부적인 단순 동작을 관찰한 것이 아니라 여러 

동작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전체적인 움직임을 한번에 

영상으로 확인하여 동일한 신체훈련을 수행함으로써 

학습방법의 전체과제연습방법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동작관찰훈련은 운동손상 환자뿐만 아니라 운동선

수들의 운동기술 향상과 학습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인지적 중재방법이다(Leonard과 Tremblay, 2007). 움직

임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운동수행 계획과 기억에 도

움을 주며, 신체훈련과 병행하면 운동기억 형성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다(Stefan 등, 2005). 이는 본 연구결과

를 통해 동작관찰훈련의 적용이 안정성 한계 및 기능적 

보행능력의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영

상 관찰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시각적 경로에 

의해 제공받고, 움직임과 관련된 해당 뇌 영역을 활성

화 시켜 직접적으로 기능적 움직임 수행에 긍정적 영향

을 준 결과로 생각된다(Celnik 등, 2008).

동작관찰훈련을 통해 균형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균형능력측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안정성 한계를 측정

하였다. 그 결과 마비측 압력 중심이동 면적의 변화에

서는 전체움직임 동작관찰훈련군에서 중재전과 비교

하여 중재 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부분움직임 

동작관찰훈련군의 전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이는 동작관찰을 통한 신체훈련을 활용한 

중재가 운동기능이 감소한 마비측의 활동을 증가시켜 

몸의 중심을 기저면 안에 유지시키는 능력이 향상되어 

마비측 이동면적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관

찰 대상인 동영상과 신체훈련을 통한 과제들 중 계단 

오르고 내리기, 다리를 교차해서 지그재그 걷기 등이 

체중의 마비측 이동을 증가시켜 마비측 하지의 활동성

을 증가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비마비측 압력 중심이동 면적의 변화에서도 전체움

직임 동작관찰훈련군에서 중재전과 비교하여 중재 후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부분움직임 동작관찰훈련

군의 전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동작관찰 과제들이 움직임들의 각 세부동작들만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전체를 같이 

움직이는 복합적인 움직임들로 구성되어 있어 중재 후 

마비측과 더불어 비마비측의 활동성 증가를 가져온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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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압력 중심의 전후 이동 면적의 변화에서도 전

체움직임 동작관찰훈련군에서 중재 후 중재전과 비교

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균형조절 능력에서 

전후방의 조절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로 작은 동요

에 반응하는 발목 근육인 앞정강근과 장딴지근의 기능

의 향상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Kim 

(2012a)의 연구에서 동작관찰을 적용한 만성 편마비 

환자의 균형능력 변화에서 과제지향적 동작을 관찰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균형능력의 향상되었고, 

Hiyamizu 등(2014)의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의 동작을 

관찰한 후 실제 훈련하는 실험군에서 대조군과 비교하

여 균형지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여 균형능력의 향상을 

보인 결과와 유사하다.

선 자세에서 균형조절은 보행과 일상생활활동 수행

에 필수조건이며, 이는 자세를 변경해서 방향을 바꾸거

나 계단 오르고 내리기, 장애물 보행능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Eng 등, 2002). 또한, Jeong 등(2013)은 동영상을 

관찰하는 관점에 따라 일상생활활동 수행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동작관찰 과제에 포함된 계단 오르고 내리기, 

장애물 넘기, 다리를 교차해서 지그재그 걷기, 옆으로 

걷기 등의 움직임들을 전체적인 형태로 관찰하고 동일

하게 신체훈련을 통해 반복함으로써 편마비 환자의 감

소된 균형능력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일상생활활동 수행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중재 후 편마비 환자의 기능적 보행능력

을 확인한 결과 동영상을 관찰하고 실제 동일한 신체훈

련을 수행한 전체움직임 동작관찰훈련군에서 중재 전

과 비교하여 동적보행지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행위관찰 훈련군에서 마비측의 

보행변수의 향상과 일어서서 걷기 검사, 10미터 걷기 

검사 등의 보행능력 평가에서 중재 전에 비해 향상을 

보인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Kim, 2012b).

훈련과제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동영상 관찰을 통해 

유도된 시각적인 활성이 움직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였고(Kim과 Park, 2007), 과제에 대한 정보와 그

에 대한 이해가 신체훈련을 통해 더 향상된 기능적 결과

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동작관찰훈련이 운동학습

(motor learning)의 연습방법들 중 전체과제연습방법과 

유사하게 동영상을 구성하고 관찰함으로써 운동기술

을 학습하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동작관찰훈련 방법의 차이로 뇌졸중 환자의 기능 증진

을 유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수가 적어 모든 뇌졸중 환자들에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이후 대상자들을 통제하

는 방법들에 관해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훈련방법에 따른 동작관찰훈련이 뇌졸중 

환자의 균형과 보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뇌졸중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4주간 전체적인 움직임

을 활용한 동작관찰훈련을 시행하고 중재 후에 안정성 

한계 및 동적보행능력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동작관찰훈련 중재를 통한 안정성 한계와 동적보행

능력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에서 전체움직임 동작관찰

훈련군에서 모두 중재전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

였고, 중재 후에서는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전체과제를 한꺼번에 관찰하는 형태가 

동일한 움직임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관찰하여 훈련하

는 형태에 비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전체움직임의 복잡성과 난이도에 

따른 피로감의 정도와 운동기술의 학습효과에 관한 세

부적인 논의와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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