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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측무시를 가진 뇌졸중 환자를 위한 동적 체간 평형 훈련이
편측무시, 균형,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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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Background: Hemispatial neglect is defined as the failure to attend, report, respond, or orient toward

meaningful stimuli provided in the contralateral side of a brain lesion.

Object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effect of dynamic trunk equilibirum exercise for

stroke patients with hemi-spatial neglect.

Methods: This study included 21 stroke subjects, randomly assigned to either the experimental group

or the control group. The exercise program consisted of 5 sessions of 20 minutes per week during 4

weeks. The line-bisection test, the Albert test, the balance function score, the Berg balance scale, the

postural assessment scale for stroke and the modified Barthel index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training. All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2.0 for Windows. Between-group and within-group

comparison was analyzed by using Independent t-test and Paired t-test respectively.

Results: The results of study were as follow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in both group (p<.05).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ine-bisection test,

Albert test, balance function score, Berg balance scale, postural assessment scale for stroke and modified

Barthel index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p<.05).

Conclusion: Dynamic trunk equilibrium exercise had a positive effect on patients’ neglect, balance

ability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generalize the results of this study.

Key words: Activities of daily living; Balance; Dynamic equilibrium exercise; Hemi-spatial

neglect.

Ⅰ. 서론

편측무시는 적절한 감각운동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뇌 손상 후 마비 측에 주어지는 자극에 대하여 반

응, 조정 또는 집중하는데 장애를 보이는 것이다

(Heilman 등, 1993). 편측무시 중 특히 좌측 무시를 동

반하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일상생활의 독립적인 수행이 어려워진다

(Wade 등, 1983; Chen sea 등, 1993). 이는 편측무시

환자들의 일상생활수행동작에서 옷을 신체의 건측에만

입거나, 식사 시 자신의 환측에 놓인 음식을 먹지 못하

는 것, 그리고 과도하게 마비측에 여백을 남기고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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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쓰는 것 등의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이다(Dense 등,

1982; Myers, 1999; Marshall과 Robertson, 1993). 뇌졸

중 환자의 편측무시 증상은 주의력을 담당하는 신경회

로의 손상에서 기인된다. 특히, 시각적 주의력에 대한

문제는 환자의 기능회복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Roberson와 North, 1994; Zoltan, 1996). 또한

편측무시 증상을 갖는 뇌졸중 환자들은 신체 인식에 대

한 구조화의 문제로 심한 이상 자세가 나타나게 된다

(Rode 등, 1997).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 편측무시 증상

이 나타날 시 뇌졸중 환자들은 낙상의 위험이 크게 증

가하고, 기능적으로 좋지 않은 예후를 보이게 된다

(Ugur 등, 2000; Nyberg와 Gustafson, 1995; Jehkonen

등, 2001). 낙상은 뇌졸중 환자의 균형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환자에게 나타나는 균형능력의 저하는 감

각이상과 편측무시를 갖는 뇌졸중 환자들에게 근육약화

및 근 긴장도의 변화, 관절 움직임의 감소, 통증, 시지각

적 문제, 체간 조절 능력의 소실 등 신체의 전반적인 기

능에 영향을 미친다(Rosen 등, 2005; Campbell 등, 2001).

편측무시를 갖는 환자들의 경우 비대칭적 자세와 신

체중심선의 변화로 인하여 심한 체간 불균형이 나타난

다(van Nes 등, 2009; Taylor 등, 1994). 이는 뇌졸중

이후 자세결함이 신체도식 장애와 공간적 기준틀의 분

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편측무시를

갖는 환자들에게서 자세 비정상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

(Bohannon 등, 1986; de Seze 등, 2001; Nogaki, 1992;

Rode 등, 1997; Wade 등, 1984). 또한, 뇌졸중 환자의

기능 회복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서 체간 조절은 퇴

원 시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기능의 수준을 결정하고, 상

지의 기능적이고 정상적인 움직임과 관련이 깊어 체간

의 근력과 조절은 뇌졸중 환자에게 중요한 요소이다

(Spaulding 등, 1988; Tanaka 등, 1998). Perennou 등

(1998)은 편측무시를 갖는 아급성기 뇌졸중 환자들이

특징적으로 비대칭적 체간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자세

적 안정성이 감소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마비측으로

의 밀기 증후군과 동반된 편측무시 증상은 더욱 심각한

자세적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Perennou 등, 2001).

편측무시를 치료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편측무시

공간의 확장을 이용한 시각훑기(visual scanning)

(Antonucci 등, 1995; Kerkhoff, 1998), 편측무시측 사지

의 반복적인 움직임을 통한 사지 활동 접근법(Robertson

등, 1998), 강제 유도 치료를 통한 치료법(Van der Lee

등, 1999), 프리즘 안경(Rossetti 등, 1998), 눈 가리기

(Beis 등, 1999), 진동 자극 치료법(Karnath 등, 1993) 등

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뇌졸중 환자의 균형능

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치료법으로는 신경생리학적 치료

(Hsu 등, 2003), 체중지지 트레드밀 훈련(Werner 등,

2002), 특정 과제 훈련(Eng와 Chu, 2002), 시각적 피드백

을 이용한 훈련(Srivastava 등, 2009) 등이 있다. 이중에

서도 시각적 피드백 훈련은 전통적인 물리치료인 체중

부하 훈련 방법의 대안으로 시각적 정보를 이용하여 하

지에 체중부하를 주는 방법을 통해 뇌졸중 환자에게 신

체의 움직임과 공간 관계를 파악하게 해줌으로써 균형

및 기능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환자의 집중과 반복적 학습이 가능

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Dault 등, 2003). Winsteing

등(1989)은 뇌졸중 환자에게 마비측과 비마비측에 체중

을 이동시키는 동안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 했을 때, 일

반적인 물리치료를 적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대칭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보고하였고, Shumway-cook 등(1988)

은 체중의 효율적인 이동을 위한 시각적인 피드백이 치

료사가 자세의 대칭성을 위해 환자에게 제공하는 피부자

극이나 구두에 의한 지시보다 효율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최근 한 연구에서 편측무시 환자의 비정상적인 자세

를 교정하기 위하여 시각적 피드백을 이용한 체간 움직

임 활동의 효과가 보고되었다(Paci와 Nannetti, 2004).

이러한 시각적 피드백은 편측무시 환자에게 체성감각의

통합과정과 중력에 대한 수직 지남력을 조절하는 감각정

보에 도움을 준다(Perennou 등, 2002). 동적 체간 평형훈

련은 체간이 기울어지는 동안 몸을 똑바로 세우려는 반

응을 통하여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는 고유수용성 감각을

촉진시키고 평형능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므로 신

경근 조절 능력, 고유수용성 감각기의 촉진, 균형능력 증

가, 체간 안정화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Anders

등, 2008; Luyat 등, 2001). 이러한 훈련의 기초적인 개념

은 신체의 축과 지남력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감각-

운동기능과 자아 공간적 기준틀(egocentric frame of

reference)과 관련된 치료법이다(Hasselbach-Heitzeng과

Reuter-Lorenz, 2002). 동적 체간 평형훈련과 같이 체간

을 이용한 훈련은 개인적이고 환경적인 공간적 기준틀

의 붕괴에 의해 자세적 장애를 보이는 편측무시 환자의

재활에 효과적이다(de Seze 등, 2001). Wiart 등(1997)

은 수의적으로 장비를 이용하여 공간적 기준틀의 확장

을 요하는 과제를 이용한 수의적 체간 훈련이 편측무시

완화와 자세조절능력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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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환자의 경우 정상인에 비하여 시각 의존도가

높고, 특히 편측무시가 있는 경우 체성감각보다 시각을

통하여 정보를 입력받는 부분이 많다(Geurts 등, 2005).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편측무시 환자의 치료는 대

부분 시각적 적응력을 향상 시키는데만 초점이 맞추어

져 있고, 뇌졸중 이후 재활 운동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

가 상지와 하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체간의 움

직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Verheyden 등,

2006). 또한, 편측무시가 균형능력과 기능적인 예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연구를 통하여 명백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으

며 이에 대한 치료효과 또한 제시되지 않고 있다(de

Haart 등, 2004; de Haart 등, 2005; Tyson 등, 2006).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편측무시를 갖는 뇌졸중 환자

들에게 체간 안정화와 균형능력을 증진시키는 시각피드

백을 이용한 동적 체간 평형훈련을 시행하였을 때 편측

무시 정도와 균형능력 그리고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어떠

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편마비 진단을 받은 뇌졸중 환

자로 발병 기간이 1개월 이상인 편측무시 증상을 갖는

환자를 대상자로 하였다. 대상자들은 본 연구의 내용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사람으로서, 총 21명의 대

상자를 시각피드백을 이용한 동적 체간 평형훈련군과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

중 탈락자는 없었고 모두 실험을 완전히 수행하였다.

연구기간은 4주간 진행되었고, 연구 대상자의 선정 기

준은 아래와 같다.

1) 뇌졸중으로 인하여 편마비 진단을 받고 편측무시

를 보이는 자로 좌측의 반응행동 점수가 15점 이하

인 자(MVPT)(Colarusso와 Hammill, 1996)

2) 한국어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Korean version) 결과 인지기능 손상이

없는 자(Park과 Kwon, 1989)

3) 보조도구나 보조자의 도움을 받고 20분 동안 서

있는 것이 가능한 자

4) 청력장애와 시력장애, 정형외과적 문제가 없는 자

5) 발병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

2. 평가 방법

본 연구는 편측무시를 갖는 뇌졸중 환자의 편측무시

정도와 균형능력, 자세조절 수행능력 그리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평가도구를 사용하였

다. 동적 체간 평형훈련 장비(Space Balance 3D, Cyber

Medic, 익산, 한국), 버그 균형 척도, 뇌졸중 자세 평가

척도, 직선 이분 검사, 알버트 검사, 수정된 바델 지수

를 사용하였다. 측정은 총 2회로 중재 전과 4주간의 중

재가 끝난 후에 시행하였다.

가. 편측무시 정도

1) 직선 이분 검사(line-bisection test)

직선 이분 검사는 기초선 시작 전에 편측무시를 판별

하고 실험 중에 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였

다. 직선 이분 검사는 Schenkenberg 등(1980)에 의해 고

안된 검사로 다양한 길이의 20개 선들이 중앙, 왼쪽, 오

른쪽에 각 6개씩 배열되어 있고, 상단과 하단에 각각 하

나의 선이 놓여있다. 상단과 하단에 위치한 선들은 환자

에게 검사 방법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점수를

매길 때는 제외하였다. 검사 방법은 검사 용지를 대상자

의 중앙에 위치시키고, 펜을 이용하여 각 선의 중앙 지점

을 표시하도록 지시한다. 점수는 각 선의 실제 중앙 지점

과 대상자가 표시한 중앙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그

값들을 더하여 선의 개수로 나누어 구한다. 검사의 해석

은 중앙에서 벗어난 길이가 평균 1/4인치(6.3 ㎜)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 1/4 이상 1/2인치 미만의 경우에는 경한

편측무시, 1/2인치(12.5 ㎜) 이상인 경우에는 심한 편측무

시로 판별한다. 검사자간 신뢰도는 .82이다(Zoltan, 1996).

2) 알버트 검사(Albert test)

알버트 검사는 Albert(1973)에 의해 고안된 검사로

선택적 집중과 편측무시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이

다. A4용지 크기의 검사지에 40개의 선들이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으며 대상자의 가운데에 검사지를 놓고 모

든 선을 찾아 표시하는 지우기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

는 Fullerton 등(1986)이 사용한 방법처럼 대상자가 찾

지 못하고 놓친 마비측의 선의 개수를 사용하였다. 검

사-재검사간 신뢰도는 .99(송창순 등, 2006)로 높은 신

뢰도를 갖는 평가도구이다.

나. 균형기능

1) 균형기능

균형 기능은 동적 체간 평형훈련 장비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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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1. Dynamic equilibrium exercise (A: centrality, B: one’s body tilted to the right
C: one’s body tilted to the left).

측정하였다. 본 실험 기기는 개인용 컴퓨터 시스템과

입력감지 센서로 구성되었고, 평형능력 측정과 훈련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Space balance 3D의 검사는

‘진단’ 모드에서 눈을 뜨고 하는(eye-opened test) 검사

와 눈을 감고 하는(eye-closed test) 검사 두 가지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였고 측

정 자세와 방법은 실험 전과 후 모두 동일한 상태에서

시행하였다. 연구자는 대상자가 신을 신게 될 경우 평

형훈련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발을 벗고 발

판에 올라서게 하였고, 대상자가 가능한 신체의 평형을

20초간 유지하도록 하였다. 연구에서 쓰인 점수는 대상

자가 20초 동안 모니터에 나타나는 신체의 움직임에 따

라 이동하는 포인트를 보며 A 영역에 유지하는 시간을

기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A 영역에서 20초

동안 유지한 시간의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대

상자가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한 후 검사를 시작하였다.

두 가지 측정사이에는 1분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2) 버그 균형 척도(Berg balance scale; BBS)

버그 균형 척도는 가장 일반적인 노인성 질환과 뇌

졸중 환자의 균형능력을 측정하는 평가도구이다. 14개

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0점에서 4점까지의 점수

로 이루어진 14개의 항목을 평가한다. 총점은 56점으

로 이동이나 선 자세, 앉은 자세에서의 균형능력을 측

정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0점에서 20점 사이는

심각한 불균형, 21점에서 40점 사이는 중증의 불균형,

41점에서 56점은 경미한 불균형을 나타내어 점수가 높

을수록 좋은 균형능력을 의미한다. 앉기 항목은 의자

의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바른 자세로 앉기, 서기 항

목으로는 잡지 않고 서있기, 두 눈을 감고 잡지 않고

서있기, 두 발을 붙이고 잡지 않고 서있기, 한 다리로

서있기, 왼쪽과 오른쪽으로 뒤 돌아보기, 바닥에 있는

물건을 집어 올리기, 한 발 앞에 다른 발을 일자로 두고

서있기, 선 자세에서 앞으로 팔을 뻗어 내밀기, 앉은 자

세에서 일어나기, 선 자세에서 앉기, 의자에서 의자로

이동하기,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하기, 일정한 높이의

발판 위에 발을 교대로 놓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측정

도구는 측정자 내 신뢰도와 측정자간 신뢰도가 각각

r=.99, r=.98로서 균형을 평가하는데 높은 신뢰도를 가지

고 있다(Berg 등, 1989).

3) 뇌졸중 자세 평가 척도(postural assessment scale

for stroke; PASS)

뇌졸중 자세 평가 척도는 뇌졸중 환자의 자세조절 수

행능력을 평가하는데 민감한 평가도구로 뇌졸중 환자의

자세조절 장애를 쉽고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임상적 도구이다(Mao 등, 2002). 3가지의 기본적인 자세

(눕기, 앉기, 서기)로 이루어져 있고 자세유지 5항목과

자세변화 7항목으로 총 12항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최

소 0점에서 최대 3점을 적용하여 총 36점 만점으로 점

수가 높을수록 좋은 자세조절 수행능력을 가지고 있음

을 의미한다. 만성 뇌졸중 환자의 뇌졸중 자세 평가 척

도 신뢰도는 ICC(2,1)=.97이었다(Liaw 등, 2008).

다. 일상생활수행능력

1) 수정된 바델 지수(modified Bathel index; MBI)

수정된 바델 지수는 환자의 독립적인 기능과 일상생

활수행능력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이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는 일상생활동작에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반영한다. 이 평가도구는 뇌졸중 환자들

의 기능 장애를 포괄적으로 평가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총점은 100점으로, 단순하게 각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2018년 25권 2호 30-43

Phys Ther Korea 2018;25(2):30-43

- 34 -

A B C

Figure 2. Graphic fit (transverse) program screen (A: centrality, B: one’s body tilted to the right, C:
one’s body tilted to the left).

항목들의 점수를 합한 총 점수를 기록한다. 0점에서 24

점은 완전 의존성, 25점에서 49점은 최대 의존성, 50점

에서 74점은 중등도의 의존성, 75점에서 90점은 약간의

의존성, 91점에서 99점은 최소 의존성을 나타낸다(Shah

등, 1989).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독립적

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 검사 도구는 기능

독립성 측정(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도구와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인다(Hobart와 Thompson, 2001).

3. 중재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동전을 던

져 앞/뒤 여부에 따라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시각피드백을 이용한 동적 체간 평형훈련이 실행

되었다.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편측무시와 관련된 중재

를 제외한 근력운동, 유연성운동 등과 같은 일반적인

물리치료를 1일 1회 20분씩 주 5회 시행하였다. 이에

의하여 실험군들은 시각피드백을 이용한 동적 체간 평

형훈련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였다. 시각피드백을 이용한

동적 체간 평형훈련은 훈련 장비의 ‘도형 맞추기(가로)’

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중재는 1일 1회 20분 주 5회

동안 시행하였다(Figure 1). 시각피드백 동적 체간 평형

훈련을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1분 정도

의 적응 시간을 두었다. 시각피드백 동적 체간 평형훈

련은 장비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중 도형 맞추기(가

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대상자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자신의 신체가 어느 쪽으

로 기울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컴퓨터 화면에는

한 개의 손 모양의 커서와 도형, 그리고 도형을 맞추는

틀이 있다. 사용자가 신체를 어느 방향으로 기울이냐에

따라 손이 이동한다. 대상자는 (A) 가운데에 위치한 표

식자를 (B) 오른쪽에 물체가 있는 곳으로 몸을 기울여

옮긴 후 다시 (C) 왼쪽에 틀이 있는 방향으로 몸을 기

울여 맞춘다. 틀에 도형이 맞추어지게 되면 컴퓨터 화

면의 오른쪽에 새로운 물체가 생성되고 다시 몸을 오른

쪽으로 기울여 물체를 잡은 후 왼쪽에 있는 틀에 끼워

맞추는 훈련을 20분간 시행하였다(Figure 2).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윈도우용 SPSS

12.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통계처

리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시하였고,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t-test)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군

에서 치료 중재 전, 후 시점별 좌측의 편측무시 정도와

균형능력, 자세조절 수행능력 그리고 일상생활수행능력

의 차이와 각 군의 전 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

본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다. 각 군에서

치료 전·후의 편측무시 정도와 균형능력, 자세조절 수

행능력 그리고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

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통계

학적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Ⅲ.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치료 전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성별, 나이, 뇌졸중

유형, 편마비 위치, 뇌졸중 발병 기간, MVPT, 직선 이

분 검사, 알버트 검사, MMSE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치료전 두 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

2. 두 군간 중재 전·후의 편측무시 정도의 변화

중재 전 두 군간 직선 이분 검사 측정값은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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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group (n1=10) Control group (n2=11) t

Line bisection test (㎜)

pre-test 34.19±7.06 34.46±7.05 -.87

post-test 12.33±5.16 25.23±5.18 -5.702*

t 8.627* 5.070*

Albert test (score)

pre-test 16.6±1.26 16.45±1.43 .245

post-test 1.7±1.15 9.18±1.66 -11.841*

t 39.356* 8.314*
a
mean±standard deviations, *p<.05.

Table 2. Comparison of neglect i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21)

Experimental group

(n1=10)

Control group

(n2=11)
t

Gender Male / Female 6/4 5/6

Age (year) 59.8±8.0a 60.1±7.6 -.085

Type of stroke Ischemia / Hemorrhage 7/3 6/5

Hemiplegic side Left / Right 10/0 11/0

Disase duration (month) 2.9±1.5 2.9±1.8 -.012

MVPT
b

7.3±1.8 7.1±1.5 .286

Line bisection test 34.2±7.1 34.5±7.1 -.087

Alber test 16.6±1.3 16.5±1.4 .245

MMSEc 25±1.2 26.5±1.4 -1.895
amean±standard deviations, bmotor free visual perception test, cmini-mental state examination-Korea.

Table 1.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at baseline (N=21)

차이가 없었다(p>.05). 두 군의 중재 전, 후 직선 이분

검사 결과들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중재 후 유의하게 향상되었고(p<.05), 중재 전 두

군간 알버트 검사 측정값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5). 두 군의 중재 전, 후 알버트 검사 결과들의 차

이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중재 후 유의

하게 향상되었고(p<.05), 중재 후 측정값에서 두 군간의

차이가 있었다(p<.05)(Table 2).

3. 두 군간 중재 전·후의 균형기능의 변화

중재 전 두 군간 눈을 뜬 상태에서 중재 전 기능 점

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두 군의 중재 전, 후

균형기능 검사 결과들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중재 후 유의하게 향상되었고(p<.05), 중재

후 측정값에서 두 군간의 차이가 있었다(p<.05)(Table

3). 중재 전 두 군간 눈을 감은 상태에서 중재 전 균형

기능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두 군의 중

재 전, 후 균형기능 검사 결과들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중재 후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p<.05), 중재 후 측정값에서 두 군간의 차이가 있었다

(p<.05)(Table 3). 중재 전 두 군간 버그 균형 척도 측정

값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두 군의 중재 전, 후

버그 균형 척도 결과들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중재 후 유의하게 향상되었고(p<.05), 중재

후 측정값에서 두 군간의 차이가 있었다(p<.05)(Table 3).

중재 전 두 군간 뇌졸중 자세 평가 척도 측정값은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p>.05). 두 군의 중재 전, 후 뇌졸중 자

세 평가 척도 결과들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과 대

조군 모두 중재 후 유의하게 향상되었고(p<.05), 중재 후

측정값에서 두 군간의 차이가 있었다(p<.05)(Table 3).

4. 두 군간 중재 전·후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의 

변화

중재 전 두 군간 수정된 바델 지수 측정값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두 군의 중재 전, 후 수정된 바

델 지수 결과들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

군 모두 중재 후 유의하게 향상되었고(p<.05), 중재 후

측정값에서 두 군간의 차이가 있었다(p<.05)(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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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group (n1=10) Control group (n2=11) t

MBI-K

pre-test 23.4±9.34 22.72±5.49 .203

post-test 55.1±13.13 39.27±8.36 3.326*

t -7.333* -5.421*
a
mean±standard deviations, *p<.05.

Table 4. Comparison of ADL i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21)

Experimental group (n1=10) Control group (n2=11) t

balance function (%)

eye-opened

pre-test 2.5±2.63a 1.36±2.33 1.048

post-test 47.8±23.71 18.45±5.48 3.999*

t -6.686* -10.368*

eye-closed 1±2.1 .45±1.5 .687

pre-test 20.9±13.46 9±2.36 2.889*

post-test -4.991* -9.02*

Berg balance test

(score)

pre-test 13±3.23 13.18±2.85 -.137

post-test 27.8±7.8 19.18±3.18 3.374*

t -6.208* -6.112*

Postural

Assessment Scale

for Stroke (score)

pre-test 9.8±2.57 9.9±2.07 -.107

post-test 22.3±3.12 18.45±1.91 3.434*

t -11.491* -9.209*

a
mean±standard deviations, *p<.05.

Table 3. Comparison of balance function i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21)

Ⅳ. 고찰

편측무시는 뇌 병변 반대측에 의미 있고 새로운 자극

에 대해 알아채지 못하거나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

며,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인지장애로 환자의 예후에 많은 어려움을 갖게 한다

(Bailey 등, 2002; Kalra 등,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편측무시를 갖는 뇌졸중 환자에게 동적 체간 평형훈련을

시행하거나 시행하지 않았을 때 편측무시 정도와 균형능

력, 자세조절 수행능력 그리고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동

적 체간 평형훈련이 편측무시를 갖는 뇌졸중 환자의 편

측무시 정도를 완화시키고 균형능력과 일상생활수행능력

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동적 체간 평형훈련은 모니터

상에 나타나는 물체를 대상자의 체간을 비마비측과 마

비측으로 기울임에 따라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수행되어

졌다. 이는 뇌졸중 이후 편측무시 증상에 따르는 신체

인식에 대한 구조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었다

(Rode 등, 1997). 체간의 수의적인 조절을 통하여 몸을

똑바로 세우려는 반응에 의해 신경근 조절 능력, 고유

수용성 감각, 균형능력, 체간 안정성 등의 능력을 증진

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Anders 등, 2008; Luyat 등,

2001). 또한, 이 훈련은 부분적으로 체간의 움직임을 조

절하는 능력에 따라 시각 훑기 기술을 필요로 하였다.

편측무시 환자들은 마비측에 대한 눈의 움직임의 결핍

을 갖게 되고(Heilman과 Watson, 1993), 눈의 움직임을

요하는 시각 훑기를 이용하여 편측무시 정도를 감소시

킨 연구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Antonucci 등, 1995;

Kerkhoff, 1998).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훈련은

대상자의 시각영역의 확장과 눈의 움직임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전 연구에서 밝혀

진 시각 적응과 피드백 시스템의 기전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Antonucci 등, 1995; Kerkhoff, 1998). 동적

체간 평형훈련은 모니터 상에 손 모양의 커서로 대상자

의 체간에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어 시각피드백을 받으

며 훈련이 가능하였다. 시각자극을 이용한 훈련은 뇌졸

중과 같이 고유수용성 감각정보를 수용하지 못하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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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자세안정성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하며(Moore와

Woollacott, 1993), 일반적인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것보

다 대칭적인 서기자세와 균형능력 증가에 효과적인 방법

으로 보고 되고 있다(Sackley와 Baguly, 1997; Winsteing

등, 1989). 또한 체간의 수의적인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자세적 장애로 오는 인지적인 측면과

체간 자세조절의 재활에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자세조절의 획득은 뇌졸중 환자의 재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단계이고(Bobath, 1990), 이러한 원리에 의해

동적 체간 평형훈련은 신체의 지남력과 안정성의 요소가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뇌졸중 환자에서 편측무시 증

상이 나타날 때 체중 분배에 있어서의 비대칭성은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Rode 등, 1997). 이것은 편측무시 증상

을 겪는 뇌졸중 환자의 자세적 불균형의 정도가 내면의

3차원적 공간, 편측무시 환자의 공간적이고 생역학적인

특징에서의 동적 표상과 관련된 신체도식 붕괴의 정도

를 반영한다(de Seze, 2001). 자세적 적응력은 이러한

자세적 신체도식의 상태와 영향이 깊다(Rode 등,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행한 동적 체간 평형훈련은 시

각적 주의력의 문제와 신체도식 장애를 겪는 편측무시

증상을 갖는 뇌졸중 환자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었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편측무시를 갖는 뇌졸중 환자들에 대해

편측무시 정도와 균형능력, 자세조절 수행능력 그리고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여러 평가도구를

사용하였다. 편측무시 정도를 검사하기 위하여 직선 이

분 검사와 알버트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짧은

시간이 소요되고, 간단하여 임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평가

도구로 선행 연구들에서 높은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는 평

가도구이다(Albert, 1973; Song 등, 2006; Schenkenberg

등, 1980). 또한 두 평가도구 모두 점수의 수치화가 쉽고

건측만으로도 시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편측무시의

정도를 평가하는 도구들은 민감도와 특이도가 서로 다

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평가도구만을 사용

하지 않고 직선 이분 검사와 알버트 검사를 사용하였다

(Kim, 2003). 편측무시가 있는 뇌졸중 환자의 균형능력

과 자세조절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동적 체간 평형훈련

장비의 균형기능 점수와 버그 균형 척도 그리고 뇌졸중

자세 평가 척도를 사용하였다. 뇌졸중 환자의 균형능력

의 손상은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기능의 독립성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Benaim 등, 1999). 또한 균형능력은

기능적 예후와 입·퇴원 기간과도 관련성이 깊어 뇌졸중

재활의 중요한 요소이며, 환자의 기능적 손상과 변화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균형 평가도구의 선택은 필수적이다

(Liaw 등, 2008; Verheyden 등, 2007). 본 연구에서 사

용한 뇌졸중 자세 평가 척도와 버그 균형 척도는 뇌졸중

환자의 균형을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평가도구들이다(Benaim 등, 1999;

Chien 등, 2007; Liaw 등, 2008; Verheyden 등, 2007).

동적 체간 평형훈련 장비로는 눈을 뜬 상태와 눈을 감은

상태에서 검사하여 시각 차단 유무에 따른 균형능력을

파악할 수 있어 시각적 주의력의 문제가 있는 편측무시

가 있는 뇌졸중 환자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였다

(Roberson와 North, 1994; Zoltan, 1996).

편측무시 증상은 환자들의 기능적 회복을 방해하기 때

문에, 조기에 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재활치료 과

정에서 중요하다(Chen sea등, 1993; Heilman 등, 2000).

본 연구의 주된 결과는 동적 체간 평형훈련을 수행한

실험군에서 편측무시 정도와 균형능력, 자세조절 수행능

력 그리고 일상생활수행능력에서 모두 대조군보다 큰

향상을 보였다(p<.05). 편측무시는 고유수용성 감각과

시각 그리고 전정기관과 같은 다양한 감각 시스템의 구

조화의 실패로 나타날 수 있고, 균형 장애와 일상생활수

행능력의 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Rode 등, 1997). 본 연구에서는 편측무시 정

도를 평가하는 직선 이분 검사와 알버트 검사에서 동적

체간 평형훈련을 수행한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더 큰

향상을 보였다(p<.05). 편측무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좌측을 보도록 하거나 자극을 받

을 수 있는 환경상태를 만들어주기도 한다(Zoltan,

1996). 이는 편측무시를 갖는 뇌졸중 환자의 경우 시각

적 주의력의 결손을 갖게 되어 마비측에 대한 눈의 움

직임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이다(Zoltan, 1996). 동적 체

간 평형훈련에 사용된 ‘도형 맞추기’ 프로그램은 오른쪽

에 있는 물체를 왼쪽으로 옮겨 끼워 맞추는 과제로써,

환자가 물체를 끼워 맞추는 과정에서 시각 훑기에 의한

시각 확장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전의

Wiart(1997)의 연구에서 특별한 장비를 이용하여 체간

회전, 시각 훑기 그리고 피드백을 적용한 훈련이 편측

무시를 감소시킨다는 결과와 일치하였고, Antonucci 등

(1995)이 뇌졸중 이후 아급성기 환자에게 시각 훑기와

관련된 중재를 적용하여 편측무시 정도가 완화되었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편측무시 환자들은 측두정엽의 병

변과 관련이 깊어 반대측 공간의 인식에 실패하여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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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이 붕괴된다(Perennou 등, 2000). 본 연구에서 동적

체간 평형훈련에 포함된 시각적 피드백에 의한 시야를

확장시키는 요소와 체간의 수의적 움직임에 의한 공간

적 기준틀의 확장이 편측무시 정도의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험군에 참가한 대상자 중

2명은 알버트 검사에서 찾지 못한 선의 개수가 0개, 직

선 이분 검사가 각각 4.54 ㎜와 5.73 ㎜로 편측무시 증

상이 정상수치로 돌아왔다.

장비를 통해 측정된 균형기능 점수와 버그 균형 척도,

그리고 뇌졸중 자세 평가 척도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실험 전·후의 차이값에서 높은 결과의 향상을 나타냈다

(p<.05). 편측무시를 갖는 뇌졸중 환자들은 심한 체간의

불균형을 갖게 되고 이는 기능적 회복에 좋지 않은 영향

을 미친다(van Nes 등, 2009; Taylor 등, 1994). 균형능

력은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기능의 독립성과 깊은 관련이

있어 꼭 해결해야 하는 재활의 요소이다(Benaim 등,

1999). de Seze(2001)는 시각피드백을 이용한 체간을 훈

련하는 장치를 사용하여 편측무시를 갖는 뇌졸중 환자

에게 적용하였을 때, 신체도식과 공간적 구성장애를 개

선시켜 편측무시 정도와 자세조절능력 그리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에서 향상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훈련은 수의적으로 체간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공간적 지남력이 개선되며 편측무시 증상의 완

화를 이끌어 자세적 장애의 재활에 효과적이었고, 체간

을 좌, 우로 움직이며 시행되었기 때문에 자세적 공간의

구조화를 포함한 뇌 구조의 대칭적인 활성화로 인하여

자세적 장애를 갖는 환자에게 효과적인 접근법이었다

(Rode 등, 1998). 시각자극을 이용한 체중이동 훈련은

뇌졸중 환자의 서기 자세를 대칭적으로 만들어주는데

효과적이고, 환자에게 흥미를 유발하여 과제를 수행하도

록 하여 치료 과정 동안 동기유발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Sackley와 Baguly, 1997; Jack 등,

2001). Fong(2007) 등은 뇌졸중 이후 편측무시 증상을

갖는 60명의 대상자를 누운 자세에서 눈가리개를 하고

수의적인 체간 훈련을 하는 그룹과 눈가리개를 하지 않

고 수의적인 체간 회전훈련을 하는 그룹 그리고 대조군

으로 나누어 편측무시 정도와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연구

하였는데, 수의적인 체간 회전훈련이 포함된 두 그룹에

서 모두 편측무시가 완화되어지고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동적 체

간 평형훈련 또한 Fong(2007) 등의 연구와 같이 시각적

주의력과 자세조절을 촉진하여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이전의 연구에서 보고된 체간의 조절능

력이 기능적인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보고와도

일치한다(Fong 등, 2001; Mohr, 1990).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수정된 바델 지

수에서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실험 전·후의 차이값에

서 높은 결과의 향상을 나타냈다(p<.05). 편측무시 증

상은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깊은 상관관

계가 있다(Dense 등, 1982; Myers, 1999; Marshall과

Robertson, 1993). 이는 이전 편측무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편측무시 감소에 따라 일상생활수행능력

의 향상이 오는 결과와 일치한다(de Seze 등, 2001;

Fong 등, 2007; Wiart 등, 1997). 또한, 자세적 조절능

력이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

상생활수행능력의 증가가 균형능력이 크게 증가된 동적

체간 평형훈련을 시행한 실험군에서 크게 향상된 것으

로 보인다(Engardt, 1993). 몇몇 연구들에 따르면, 기능

적인 상태는 자세적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고, 자세적

상태는 뇌졸중 환자의 기능적인 독립에 최종적인 단계

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Sandin과 Smith, 1990; Taylor

등, 1994).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편측무시의 완화와 균

형능력의 증가가 모두 일상생활수행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재 전·후 동적 체간 평형훈련을

시행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편측무시 정도의 완화와

일상생활수행능력의 향상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음을 볼 때, 동적 체간 평형훈련이 편측무시와 균

형능력 그리고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

대상자의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편마비 환자에

게 일반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과 4주간의 치

료만을 시행하였고 추적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적

인 효과를 판단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발병기간

이 1개월 이상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

발적 회복이 실험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었고,

연구 대상자들의 심리, 사회적 요인을 통제하지 못하였

다. 이처럼 편측무시를 갖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동적 체간 평형훈련의 여러 제한점이 있으나, 향후

에 더욱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들이 진행된다면 편측

무시를 갖는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증진과

기능적 회복을 위한 치료프로그램에서의 동적 체간 평

형훈련의 효과를 보다 명백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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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편측무시를 갖는 뇌졸중 환자에게 수의적

으로 체간을 움직여 수행되는 동적 체간 평형훈련을 적

용하였을 때 편측무시 정도와 균형능력 그리고 일상생

활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동적 체간 평형훈련을 시행한 실험군과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에서 편측무시 정도, 균형기능, 일상생활수행능력

이 모두 유의하게 향상되었고(P<.05), 모든 측정값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향상되었다(p<.05). 이

러한 결과는 편측무시를 갖는 뇌졸중 환자에게 동적 체

간 평형훈련이 편측무시 정도와 균형능력 그리고 일상

생활수행능력의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며 일상생

활수행능력과 기능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편측무시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방법으로 임상에서 유용하게 적

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 훈련은 시각적

피드백을 이용한 수의적인 치료라는 측면에서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향후 편측무시

를 겪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제시되는 치료

법과 더불어 체간을 이용한 훈련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

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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