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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Background: Visual and somatosensory integration processing is needed to reduce pusher behavior

(PB) and improve postural control in hemiplegic patients with acute stroke.

Object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game-based postural vertical training (GPVT)

on PB, postural control, and activity daily living (ADL) in acute stroke patients.

Methods: Fourteen participants with acute stroke (<2 months post-stroke) who had PB according to

the Burke lateropulsion scale (BLS) (score>2) were randomly divided into the GPVT group (n1=7) and

conventional postural vertical training (CPVT) group (n2=7). The GPVT group performed game-based

postural vertical training using a whole-body tilt apparatus. while the CPVT group performed

conventional postural vertical training to reduce PB (30 minutes/session, 2 times/day, 5 days/week for 3

consecutive weeks). The BLS was evaluated to assess the severity of PB. And each subject’s postural

control ability and ADL level were assessed using the postural assessment scale for stroke (PASS),

balance posture ratio (BPR), and Korean-modified Barthel index (K-MBI). Outcomes were measured pre-

and post-intervention.

Results: Comparison of the pre- and post-intervention assessment results showed that both

interventions led to the following significant changes: decreased severity of PB scores and increased

PASS, BPR, and K-MBI scores (p<.05). In particular, statistical analysis between the two groups, the

BLS score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GPVT group (p<.05). And PASS, BPR, and K-MBI scores

were significantly improved in the GPVT group than in the CPVT group (p<.01, respectively).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GPVT lessened PB severity and improved postural control

ability and ADL levels in acute strok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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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뇌졸중 발병 후 대부분의 편마비 환자들은 중력에

대항하여 앉거나 서는 등의 직립자세를 유지하기 위하

여 그들의 무게중심을 비마비측 방향으로 이동하는 새

로운 자세조절 전략을 사용한다(Nardone 등, 2009). 또

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비마비측 상지로 무언가를 잡

아당겨 자세를 유지한다(Karnath와 Broetz, 2003). 하지

만 이러한 일반적인 자세조절 전략과 다르게 일부 편마

비 환자의 경우 직립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마비측 방향

으로 중심선(mid line)이 기울어져 있고, 비마비측 상하

지를 이용하여 스스로를 마비측 방향으로 밀어내어 균

형을 잃는 경우가 관찰되었다(Davies, 1985). 그리고 기

울어진 중심선을 바로잡기 위한 외부의 힘에 대해서도

그들은 왜곡된 자세로 더욱 저항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일반적이지 않은 자세조절 전략을 갖는 뇌졸중

환자를 1985년 Davies가 처음으로 밀기 증후군(pusher

syndrome)이라고 명명하였다.

일반적으로 밀기 증후군의 유병율은 전체 뇌졸중 환

자 4명중 1명에 해당되는 26.9%이며, 주로 병변 초기에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lark 등, 2012; Karnath

와 Broetz, 2003). Karnath와 Broetz(2003)의 연구에 의

하면 밀기행동(pusher behavior)은 뇌졸중 발병 6개월

이 경과되면 거의 관찰되지 않으며, 국내 연구에서도

밀기행동은 발병 후 16주 이내에 걸쳐 회복되며 이후에

는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2009). 그럼

에도 불구하고 밀기 증후군을 갖는 뇌졸중 환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심각한 자세조절 문제와 왜곡

된 수직 지각력(vertical perception)으로 양호한 근력에

도 불구하고 그 능력에 맞는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재활치료의 효과도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Krewer 등, 2013; Kwon 등, 2007). 결국 타인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낮은 일상생활 자립도로 인하여 병원에

체류하는 기간이 늘어난다(Babyar 등, 2008; Clark 등,

2012). 따라서 밀기 증후군 환자의 궁극적인 물리치료

목표는 조기에 밀기 행동을 최소화 하거나 없애 일상생

활동작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인간이 중력에 대항하여 수직으

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체성감각계(somatosensory

system), 시각계(visual system), 그리고 전정계(vestibualr

system)를 통해 공간 내에서 지속적으로 수직 지각력이

최신화(update)되기 때문이다(Barra 등, 2010). 하지만 밀

기 증후군 환자의 경우 시각계를 통해 입력되는 주관적인

시각수직 지각력(subjective visual vertical perception)은

정상인 반면, 체성감각계를 통해 입력되는 주관적 자세수

직 지각력(subjective postural vertical perception)이 왜곡

되어 마비측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arnath 등, 2000), 즉 그들의 중심선이 지면과 수직위치

에 놓일 때 왜곡된 주관적 자세수직 지각력으로 인하여

그들은 비마비측 방향으로 약 20° 가량 기울어 져있다고

느끼게 된다(Karnath와 Broetz, 2003).

위에 제시한 밀기 증후군 발생 기전에 근거하여 회복

을 위한 중재는 중력에 노출된 직립자세에서 환자스스로

왜곡된 주관적 자세수직 지각력을 재인식하고 점차 비마

비측 방향으로 중심선을 이동하는 시각 되먹임(visual

feedback) 훈련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etz

등, 2004; Paci와 Nannetti, 2004). 즉 정상적인 감각 처리

과정을 보이는 주관적 시각수직 지각력을 통해 왜곡되어

있는 주관적 자세수직 지각력을 재보정(recalibration)하는

것이다.(Lee와 Chon, 2017; Yun 등, 2018). 시각 되먹임

훈련을 위하여 임상에서는 일반적으로 거울이나 치료실

주변 환경의 수직 구조물을 외적 참조(external reference)

로 이용하며, 후자의 중재 방법은 체성감각 자극을 위하

여 중력에 노출된 다양한 직립자세를 유지하거나 보행 훈

련을 통해 자세조절 훈련을 실시한다(Broetz 등, 2004;

Davies, 1985; Yun 등, 2018). 하지만 거울이나 주변 환경

의 수직 구조물을 이용한 시각 되먹임 훈련은 제공되는

시각 정보의 양이 치료사나 환자에 주관적인 감각에 의존

되기 때문에 정량적(quantitative)이지 못하고, 또한 실시

간 변화되는 신체의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제

한이 있다(Yang 등, 2015). 또한 중력에 대항하여 자세조

절 능력이 저하된 밀기 증후군 환자의 자세 훈련 시 과도

한 물리적 하중을 치료사가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Krewer 등, 2013).

최근 임상에서는 뇌졸중 후 저하된 기능적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가상현실이나 비디오 게임을 기반으로 하는

중재가 널리 적용되고 있다(Cho 등, 2012). 특히 큰 동작으

로 구성되는 게임 기반의 훈련 프로그램은 균형능력이 저

하된 뇌졸중 환자에서 효과적인 자세조절 전략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Lange 등, 2010). 또한 게임을 기

반으로 한 다양한 훈련은 예측 불가능한 시나리오로 구

성되며 동시에 시각 되먹임을 제공하기 때문에 적용 받

는 대상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

할 수 있다(Betker 등, 2006). 체간의 안정성 향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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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 3D Spine balance (A: trunk sensor,
B: apparatus).

Variables GPVT
a
group (n1=7) CPVT

b
group (n2=7) Z/χ2

Gender (male/female) 4/3 3/4 .149

Age (years) 59.3±4.6c 64.4±7.5 -1.218

Height (㎝) 166.7±8.4 164.43±5.1 -.449

Weight (㎏) 61.71±7.1 62.9±5.1 -.452

Type of stroke (ischemia/hemorrhage) 5/2 4/3 .213

Hemiplegic side (right/left) 1/6 0/7 .179

Onset duration (days) 31.4±7.4 29.0±6.1 -.324

K-MMSE
d

25.9±2.1 25.4±1.9 -.480
a
game-based postural vertical training,

b
conventional postural vertical training,

c
mean±standard deviation,

d
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

해 개발된 전신기울기 장비는 3차원 공간 내에서 미리

설정된 기울기 각도만큼 기울여 대상자의 자세조절 훈

련이 가능하다(Moon과 Kim, 2017; Shin 등, 2017). 또

한 전신기울기 장비는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대상자

의 신체 위치를 모니터를 통해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다양한 형태의 게임 프로그램을 통해 자세조절 훈련이

가능하다(Chun 등, 2016; Moon과 Kim, 2017). 즉 선

자세에서 단단한 고정 장치를 이용하여 안전성이 확보

된 상태에서 게임 프로그램을 통해 중력에 대항하여 자

세조절 훈련을 통해 체성감각 자극이 가능하고, 동시에

센서를 통해 시각 되먹임이 가능해 밀기 증후군 환자의

자세수직 지각력을 재보정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밀기 증후군이 있는 급

성기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게임 기반의 자세조절 훈

련이 밀기행동, 자세조절, 그리고 일상생활동작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밀

기 증후군 회복을 위하여 임상에서 적용되고 있는 일반

적인 자세수직 훈련과 전신 기울기 장비에서 제공하는

게임을 이용한 자세수직 훈련을 비교 검증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J시에 위치한 대학병원에 뇌졸중으로 진

단받고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대상자 선

정을 위하여 버크밀기척도(Burke lateropulsion scale;

BLS)를 이용하여 선별검사를 진행하였으며, 검사 결과

BLS 점수가 2점 이상인 밀기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Babyar 등, 2009). 연구 참여를 위한 추가적인

선정 조건은 뇌졸중으로 진단받고 3개월이 경과되지 않

은 편마비 환자, 만 20세 이상, 80세 이하의 연령에 해

당되는 성인,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Korean ver-

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24

점 이상인 자, 고정 장치에 의지하여 30분 동안 선 자

세를 유지할 수 있는 자, 전신기울기 장비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신체조건에 해당되는 자(키 >145 ㎝, 그리고

<195 ㎝, 몸무게 <150 ㎏)로 정하였다. 그리고 심장질

환, 간질, 그리고 내과적인 질환등의 이상을 포함하여

의학적으로 불안정한 자, 뇌간 또는 소뇌에 병변이 있

는 자, 편측무시로 인하여 시각 되먹임을 제공받기 어

려운 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연구자가 연구 참여에 부

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자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선정된 모든 대상자의 성별, 나이, 병변의 위치, 마비측

부위, 발병 기간, 편측무시의 유무 등의 인구학적 특성

과 임상적 특성은 의료 차트를 통해 수집하였다. 본 연

구는 IRB 심의를 거친 후, 문서로 된 환자동의서에 서

명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승인번호: 201804HR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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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2. Game-based postural vertical
training (A: chasing butterfly, B: shooting
balloon, C: evading airplane, D: evading
fish).

2. 연구 절차 및 방법

선정된 14명의 대상자는 게임 기반의 자세수직 훈련

을 받은 실험군과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세

수직 훈련을 받은 대조군으로 각각 7명씩 무작위 배정

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실험군은 전신기울기 장비를

이용하여 게임을 통한 자세수직 훈련(game-based

postural vertical training; GPVT)을 대조군은 특별한

기계적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밀기 증후군 환자의 회복

을 위하여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세수직 훈

련(commonly postural vertical training; CPVT)을 실

시하였다(Broetz 등, 2004; Davies, 1985).

GPVT에 적용된 게임 기반의 자세수직 훈련을 실시

하기 위하여 전신 기울기 장비인 3D Spine Balance

(Cybermedic Co., Iksan, Korea)를 이용하였다(Figure

1). 이 장비는 진단모드, 운동모드, 그리고 게임모드로

구성되어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게임모드를 이용하여

중재를 구성하였다. 게임모드에서는 장비의 기울기는

제공되지 않고 지면과 수직으로 고정된 상태로 진행하

였으며, 제공된 게임은 “플레이 사격”, “비행기 피하기”,

“나비 따라가기”, 그리고 “물고기 피하기”였으며 무작위

순서로 진행하였다(Figure 2). 훈련 시작 전 대상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한 후 장비의 영점 버튼을

눌러 지면과 장비가 수직위치에 바로 놓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후 대상자의 손을 이용한 보상을 제한하기

위하여 양 팔을 가슴높이에서 교차 시킨 상태로 정면에

위치한 모니터를 응시하며 훈련을 진행하였다. 필요한

경우 연구자는 대상자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두

로 도움을 제공하였다. 제공된 게임들은 대상자가 예측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니터에 제공되는 과제를 대상

자 체간에 부착된 센서를 움직이며 수행하도록 설계되

었고 주로 비마비측 방향으로 체중이동을 하도록 유도

하였다. 제공된 과제의 난이도는 대상자의 수행 여부에

따라서 몸을 기울이는 범위, 움직이는 속도, 그리고 횟

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높여 진행하였으며, 한번 훈련

마다 8분간 게임 적용 후 2분간 휴식하여 총 3세트를

실시하였다.

CPVT군에 적용된 중재는 밀기 중후군 환자의 회복

을 위하여 임상에서 널리 적용되는 자세조절 훈련을 참

고하여 진행하였으며(Broetz 등, 2004), 절차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를 앉은 자세와 선 자세에서 자세를 유지

하도록 하는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이후에는 동일한 위

치에서 비마비측 방향으로 체중을 이동하는 훈련을 진

행하였다. 총 3단계의 치료 목표를 갖고 진행하였으며

각 단계별 목표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인식과

정으로 정적으로 앉거나 선 자세에서 대상자 스스로 자

신의 왜곡된 자세 수직지각을 인식하고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위하여 치료실 주변의 수직 구조

물이나 전신 거울을 이용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자

의 구두 설명을 제공하였다. 2단계는 앉거나 선 자세에

서 동적으로 비마비측 방향으로 체중을 이동하는데 목

표를 두고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비마비측 방향으로 연

구자의 손 또는 특정 물체(공, 고리, 핸드폰 등)를 비마

비측 상지를 이용하여 잡거나 이동하는 훈련을 통해 체

중이동을 유도하였다. 필요할 경우 1단계에서 제공했던

전신거울을 이용하여 시각되먹임을 제공하였다. 3단계

는 자동화 단계로 시각되먹임을 최소화하며 대상자 스

스로 앉거나 선 자세에서 바르게 자세를 유지하고 비마

비측 방향으로 체중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대상자에게 대화를 유도하거나 숫자를 세는 등의 이중

과제를 제공하였다. 각 단계별로 중재 적용 시 난이도

를 조절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수행에 따라서 제공한 물

리적 도움과 시각적 되먹임의 양을 최소화 하였으며,

앉은 자세에서 시작하여 점차 선 자세로 위치 변화를

유도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 제공된 중재의 시간과 횟

수는 30분씩 하루 2회, 주 5회, 3주간, 총 30회로 두 군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3. 평가 도구 및 방법

중재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재 전, 후 두 번

의 평가를 진행하였고, 연구자의 의도가 결과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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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자

가 평가에 참여하였다. 평가 도구는 중재 후 밀기 증후

군 회복을 확인하기 위하여 BLS검사를 실시하였다. 또

한 대상자의 자세조절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뇌졸중

자세 평가척도(postural assessment scale for stroke;

PASS) 검사와 자세균형 비율(balance posture ratio;

BPR) 검사를 진행하였고, 일상생활동작 수준을 평가하

기 위하여 한국판 수정된 바델지수(Korean-modified

Barthel index; K-MBI)를 검사하였다.

가. BLS 검사

BLS 검사는 총 5가지 항목(구르기, 앉기, 서기, 이동

하기, 그리고 걷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의 점

수는 0점에서 3점(단, 서기 항목은 4점)으로 검사자에

의해서 기울어져 있는 신체 위치를 바로 잡을 때 반사

적 균형반응과 저항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점수가

배점된다(D'Aquilar 등, 2004). 총 합은 0점에서 17점까

지이며, 2점 이상일 경우 밀기 증후군으로 판단할 수

있다(Babyar 등, 2009). 또한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밀

기행동 없음(0-2점), 경도(3-8점), 중등도(9-12점), 그리

고 중증(13-17점)의 밀기행동의 심각성 정도를 구분할

수 있다(Clark 등, 2012). 이 검사는 높은 수준의 검사

자간(r=.94), 검사자내(r=.93)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D'Aquilar 등, 2004), 특히 중재 후 밀기행동의 회복여

부를 민감하게 판단하는데 유용한 검사 도구로 알려져

있다(Bergmann 등, 2016).

나. PASS 검사

PASS 검사는 총 12항목으로 뇌졸중 환자의 자세조

절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도구이다(Benaim 등,

1999). 검사는 각기 다른 위치에서(눕기, 앉기, 그리고

서기) 자세유지하기 5항목과 자세변화 시키기(누웠다

일어나 앉기, 앉았다 서기, 그리고 바닥에 연필 줍기)등

의 7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항목 당 최소 0점에서

최고 3점 배점이 가능하며 총 합은 36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세조절 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

며, 뇌졸중 환자의 PASS 검사 제검사 신뢰도는 .97이

다(Liaw 등, 2008).

다. BPR 검사

BPR 검사는 3D Spine balance의 진단모드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BPR 점수를 대상자의 자세조

절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이용하였다. 검사는 모니터

가 검정색 화면으로 바뀌며 진행되는데 전, 후, 좌, 우,

그리고 대각선의 총 8개의 방향으로 2/〫sec 속도로 장비

를 30 까〫지 한 차례씩 기울인다. 8개 방향의 기울이는

순서는 무작위 순으로 기울어지며 각 방향별 최고 기울

기 지점에서 5초간 정지 후 지면과 수직인 시작위치로

되돌아온다. 이때 대상자는 .1〫〫의 분해능을 가진 체간센

서를 착용한 상태로 기기의 기울임에 따라 자세를 바르

게 유지하도록 지시받게 된다. BPR 점수는 정중앙의

원점을 기준으로 A부터 E까지 각 구역을 2〫간격으로

나눈 후 체간 센서와 장비의 기울임 위치의 일치성을

분석하여 자동으로 계산해 수치화 된다. 점수 환산은 A

구역은 100점, E구역은 20점으로 20점 단위로 배점되

며, 총 시간 동안 각 구역에서 소요된 시간과 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최저 20점에서 최고 100점으로 표시

된다(Choi 등, 2012). 본 연구에서는 총 8개의 방향별

BPR 점수의 평균값을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대상자의 자세조절 능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

다(Moon과 Kim, 2017).

다. K-MBI 검사

K-MBI 검사는 일상생활동작 자립도를 평가하는 도

구로 환자의 기능호전 변화를 반영하는 평가 도구이다.

10가지의 구체적인 일상생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동작별로 5단계의 점수를 부여하여 100점을 만점으

로 하여 0-24점은 완전 의존성, 25-49점은 최대 의존성,

50-74점은 부분 의존성, 75-90점은 약간 의존성, 91-99

점은 최소 의존성, 그리고 100점은 완전 독립성을 반영

한다. 이 검사의 검자자내 신뢰도는 .89, 검사자간 신뢰

도는 .95로 알려져 있다(Hobart와 Thompson, 2001).

4. 분석 방법

수집된 모든 변수의 통계분석은 PASW ver.

18.0(IBM Corp., Armonk, NY, USA)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중 연속형 변

수인 나이, 발병기간, 키, 몸무게, 그리고 K-MMSE의

수치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냈고, 중재 전 두군 간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을 위하여 Mann-Whitney U 검

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이외의 범주형 변수에 해당

되는 성별, 뇌졸중 유형, 마비측 위치, 그리고 편측무시

의 유무 등은 χ2 검정을 통해 두 군간 차이를 분석하

였다. 두 군에 각각 적용된 자세수직 훈련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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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GPVT

a
(n1=7) CPVT

b
(n2=7)

Pre Post ΔChanges Pre Post ΔChanges

BLS
c

9.26±2.21
d

4.57±1.62* -4.71±.95
†

9.29±3.35 6.14±2.41* -3.14±1.35

PASSe 10.14±2.73 22.86±3.48* 12.71±2.14‡ 12.57±6.55 18.14±5.76* 5.57±1.19

BPRf 45.12±7.62 64.45±6.28** 19.33±4.18‡ 48.29±6.21 55.35±7.12* 7.06±5.27

K-MBI
g

33.67±8.56 57.65±9.47** 23.98±6.27
‡

35.19±7.11 46.16±8.19* 10.97±6.01
agame based postural vertical training, bconventional postural vertical training, cBulke lateropulsion scale,
dmean±standard deviation, epostural assessment scale for stroke, fbalance posture ratio, gKorean-modified Barthel

index, *p<.05 and **p<.01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 and post intervention within the group, †

p<.05 and ‡p<.01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hange values two groups.

Table 2. Effects of interventions in each group (N=14)

비교하기 위하여 중재 전과 후에 측정된 BLS, PASS,

BPR, 그리고 K-MBI의 변화량을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여 분석하였으며, 군내 효과 검증은

Wilcoxon's signed rank 검정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

α는 .05로 설정하였다.

Ⅲ. 결과

3주간의 자세수직 훈련이 적용되는 동안 낙상, 근골

격계의 통증, 그리고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중도 탈락한 대상자는 없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

자는 14명으로 평균 연령은 GPVT군이 59.3±4.6세,

CPVT군이 64.4±7.5세로 확인되었다. 기초선 검사에서

추가적인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았으며,

두 군간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중재 후, BLS 평가 결과 GPVT군(Δ-4.71±.95)과

CPVT군(Δ-3.14±1.35) 모두 중재 전에 비하여 밀기행동

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5). 또한 중재 전, 후 변화

량에 대한 군간 통계분석 결과 CPVT군(-33.80%)에 비

하여 GPVT군(-50.86%)에서 BLS의 유의한 감소를 확

인하였다(p<.05). PASS 검사는 GPVT군(Δ10.71±2.14)

과 CPVT군(Δ5.57±1.19) 모두 중재 전에 비하여 유의하

게 증가하였으며(p<.05), 변화량에 대한 군간 통계분석

결과 CPVT군(44.31%)에 비하여 GPVT군(105.62%)에

서 PASS의 유의하게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p<.01).

또한 BPR 검사에서도 GPVT군(Δ19.33±4.18, p<.01)과

CPVT군(Δ7.06±5.27, p<.05) 모두 중재 전에 비하여 유

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변화량에 대한 군간 통계분석 결

과 CPVT군(42.84%)에 비하여 GPVT군(14.62%)에서

BPR의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p<.01). K-MBI 검사에

서도 중재 후 GPVT군(Δ23.98±6.27, p<.01)과 CPVT군

(Δ10.97±6.01, p<.05) 두 군 모두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변화량에 대한 군간 통계검정 결과

GPVT군(71.22%)에서 CPVT군(31.17%)에 비하여 유의

한 증가를 보였다(p<.01).

Ⅳ. 고찰

최근 게임 기반의 훈련이 재활분야에서 널리 적용되

고 있으며, 특히 뇌졸중 이후 편마비 환자에서도 이러

한 훈련은 효과적으로 자세조절 학습을 통해 균형능력

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 등, 2012;

Lange 등, 2010). 본 연구에서는 밀기 증후군이 있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에게 시각되먹임이 가능한 게임 기

반의 자세수직 훈련이 밀기행동, 자세조절, 그리고 일상

생활동작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진행하였

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밀기 증후군 환자에게 3주간

에 걸쳐 3D Spine Balance 장비를 이용하여 게임기반

의 자세수직 훈련(GPVT)과 일반적인 자세수직 훈련

(CPV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GPVT군이 CPVT군에 비하여 BLS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Bergmann 등(2018)은

2주간 로봇보행 장비를 이용하여 집중적인 보행훈련을

통해 자세수직 훈련을 실시한 결과 BLS 점수가 중재 전

과 비교하여 4점 감소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우리 연

구에서도 3D Spine Balance의 게임 훈련을 통해 중재

전과 비교하여 BLS 점수를 4.71점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PASS, BPR, 그리고 K-MBI 점수에서는

CPVT군보다 GPVT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게임 기반의 자세수직 훈련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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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임상에서 적용되는 자세수직 훈련에 비하여 병변

초기에 밀기행동과 저하된 자세조절 및 일상생활동작 수

준 향상에 더욱 효과적인 중재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밀기 증후군 환자의 왜곡되어있는 자세

수직 지각력을 재보정하기 위하여 시각되먹임 훈련이

적용되고, 임상에서는 시각되먹임을 위하여 주로 거울

이나 치료실 주변의 수직 구조물 등이 이용된다(Broetz

등, 2004; Davies, 1985). 하지만 이 경우 제공되는 시각

정보의 양이 정량적이지 못하며 거울에 비친 신체의 반

대상은 자세조절을 위한 감각조직화 과정에 오히려 혼

란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Kisner와

Colby, 2007; Yang 등, 2015). 즉 올바른 수직 지각력을

재보정하는데 얼마만큼 체간의 위치를 이동해야 중력에

대항하여 자세가 바르게 유지되는지 환자나 치료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양이 결정되게 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컴퓨터로

재현되어 대상자에게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자세

수직 훈련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다(Yang 등,

2015). 일부 다른 연구자들은 밀기행동을 회복하기 위

하여 중력에 대항한 선 자세에서 왜곡된 자세 수직 지

각력을 재보정하기 위하여 체성감각을 직접 자극하는

자세수직 훈련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Bergmann

등, 2016; Bergmann 등, 2018; Yun 등, 2018).

CPVT군은 전신거울과 치료실 주변의 수직 구조물을

이용하여 시각되먹임을 통해 자세수직 훈련을 실시한

반면, GPVT군은 전신기울기 장비인 3D Spine Balance

를 이용하여 자세수직 훈련을 실시하였다. 3D Spine

Balance 장비는 견고한 고정 장치를 이용하여 선 자세

에서 대상자가 안전하게 자세수직 훈련을 실시할 수 있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체간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대상자 신체의 위치정보를

모니터를 통해 시각되먹임 할 수 있어 자세수직 훈련을

실시하는 동안 대상자 스스로 자세를 조절할 수 있다.

GPVT군의 대상자들은 “플레이 사격”, “비행기 피하

기”, “나비 따라가기”, “물고기 피하기” 등의 게임을 통

해 예측 불가능한 시나리오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제공

된 과제들은 물체의 방향과 움직임 경로를 추적하거나

피하는 과정에서 체간에 부착된 센서를 조이스틱처럼

이용하여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

한 시나리오는 대상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과제에 지

속적으로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다양한

해부학적 면에서 체간의 움직임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

낸 동요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세조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An과 Park, 2018; Betker 등, 2006).

아마도 이 점이 밀기 증후군 환자들의 왜곡되었던 자세

수직 지각력을 재보정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Bergmann 등, 2018; Yang 등, 2015).

밀기 증후군이 있는 뇌졸중 환자는 그렇지 않은 경

우에 비하여 앉기, 서기, 그리고 걷기 등의 기능적 능력

수행 시 저하된 자세조절 능력으로 인하여 많은 물리적

도움이 요구되며 결국 치료 중 과도한 신체적 부하를

치료사가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Babyar 등,

2008). 본 연구에서도 CPVT군은 앉거나 서기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치료사의 물리적 도움을 통하여 자세를

유지한 반면, GPVT군은 전신 기울기 장비인 3D Spine

Balance를 이용하여 넘어짐에 대한 우려 없이 견고한

고정 장치를 이용하여 선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자세수

직 훈련을 진행할 수 있었다. 병변 초기부터 선 자세에

서 진행하는 자세수직 훈련은 대상자 체간의 안정성 향

상에 기여하였을 것이다. 이는 대상자들의 자세조절 능

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BPR 검사로 확인할 수

있었다. BPR 검사는 3D Spine Balance가 전, 후, 좌,

우, 대각선 등 총 8 방향으로 30 까〫지 기울어지는 동안

장비와 대상자의 체간 일치성을 측정하는 검사로 체간

근력이 뒷받침 되어야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Chun

등, 2016; Moon과 Kim, 2017). BPR 검사 결과 GPVT

군에서 CPVT군에 비하여 점수의 유의한 증가가 있었

으며, 이는 GPVT를 받은 대상자들의 체간 안정성 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밀기행동의 감소와

체간 안정성 향상이 대상자의 자세조절 능력의 향상을

가져온 주된 요인이었을 것이다(Chon, 2010; Chun등,

2016; Kim, 2016).

선행연구에 의하면 밀기 증후군 환자들은 근력 및

운동기능 수준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자세수직

지각력으로 인하여 자세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동작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Babyar 등, 2008; Clark 등, 2012;

Karnath와 Broetz, 2003). 뇌졸중 발병 후, 일상생활동

작 수준이 완전독립 수준까지 도달하는데 약 13주가 소

요되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밀기 증후군이 있는 뇌졸

중 환자의 경우 19주가 걸려 더욱 긴 시간이 소요된다

(Pederson 등, 1996). 본 연구에서 GPVT군에서 CPVT

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일상생활동작 수준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일상생활동작 수준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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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기 위해 실시한 K-MBI 검사는 목욕하기, 식사하

기, 용변처리하기, 옷 입기, 이동하기 등의 하위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대상자 스스로

체간을 조절하는 능력에 따라서 높은 배점을 얻을 수

있다. 즉, 감소된 밀기행동과 체간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자세조절 능력 향상이 일상생활동작 수준의 향상으

로 이어졌으며, 이것은 타인의 도움이 줄어드는 임상적

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Chon,

2010; Clark 등, 2012; Kim, 2016).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단일 기관의 적은 수의

밀기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두 군간

동질성을 확보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또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추적 검사를 진행하

지 않아 중재 효과의 지속성과 이후의 정확한 예후를

판단하는데 제한이 있다. 셋째, 시각적 되먹임을 제공하

는 중재의 특성상 편측공간무시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제외하여 편측공간무시를 보이는 밀기 증후군 환자에게

본 중재의 효과를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

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연구를

실시한다면 밀기 증후군 환자의 회복을 위한 바람직한

중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밀기 증후군이 있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

에게 3D Spine Balance 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한

GPVT와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CPVT의 효

과를 비교할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CPVT군에

비하여 GPVT군에서 밀기행동과 자세조절 능력, 그리

고 일상생활동작 수준의 유의한 향상이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GPVT가 실시간으로 자세 변화에 따라서

정량적인 시각 되먹임으로 대상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또한 안전성이 보장된 상태로 선 자세에서 예측 불가

능한 시나리오를 통해 다양한 방향으로 자세를 변화하

며 과제 수행이 가능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결과를 토대로 게임을 기반으로 하는 자세수직 훈

련이 밀기 증후군 환자의 밀기행동 회복과 기능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뇌

졸중 환자의 밀기행동의 회복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전

신기울기 장비를 이용한 자세수직 훈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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