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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oot perceptual training on balance and gait in patient
with chronic stroke. Methods This study was designed ABA format in single subject research design. The participants
were trained the foot perceptual training for 30 minutes a day, 5 times a week, for two weeks. Before the treatment is
implemented, the baseline (A) data was collected for 5 times. Foot perceptual training (B) data was collected 10 times
during intervention. Baseline (A’) data was collected 5 times after the intervention. Foot perceptual training proc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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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Go test (TUG) for dynamic. Result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tatic and dynamic balance were improved after
intervention. These effects were maintained even during the regression baseline period. Conclusion The Results showed
that foot perceptual training was effective in the improvement of static or dynamic balance and gait. The foot perceptual
training would be the effective therapeutic exercise that could be applied to patient with chronic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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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뇌졸중 이후 균형 문제는 일상생활동작의 회복을 지연하며 움
직임을 감소시키고 낙상율을 증가시키는 한편, 일어서는 동작
및 보행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1,2) 따라서, 뇌
졸중 환자의 기능적 주요 목표는 운동패턴의 비대칭성을 감소
시키고, 균등한 체중지지를 하여 균형적인 자세를 통한 대칭
적 보행을 회복하는 것이다.3,4) 균형 훈련은 성인 뇌졸중 환자
가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자세 조절을 향상시키며, 자세 조절
의 향상은 보행을 향상시킨다.5) 뇌졸중 이후에 마비측 다리의
체중지지를 통해 기능적 동작을 수행하는 것은 비 마비측에
대한 보상을 억제하고, 마비측 근육의 근 활성도를 높여 적절
한 운동조절을 획득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뇌졸중 환자의
재활 훈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6) 또한, 뇌졸중 후 기능

적 균형 증진을 위해 효과적인 치료적 중재가 각 환자의 재활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제안되고 있다.7)
발목과 발의 근 조절은 외적 힘에 대한 동적조절을 위한
안정성의 중요한 역할에 관여하며,8) 발은 선 자세나 보행시에
지면과의 직접접촉을 하는 유일한 신체 구조이고, 좋은 발의
기능은 기능적 과제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9) 선
자세에서 발은 신체를 위한 작은 지지면으로서 기능을 하고,
발로부터 들어가는 체성 감각 정보는 자세조절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10,11,12) 발목 움직임은 보행 시 균형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발과 지면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한 조절 능력
은 걷기와 균형에 필수적인 요소이다.13) 뇌졸중 이후 발의 구
조적 변화는 하지의 움직임과 균형조절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
변화를 야기한다.14) 뇌졸중 환자의 발을 치료할 경우, 발에 감
각정보를 제공하고, 발과 발목관절의 정렬을 개선시키고 반복
적 움직임을 통해 발과 발목의 균형전략을 촉진하는 중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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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중요 시 해왔다.
비정상적 발의 위치는 보행제한과 높은 관련성을 갖는
17)
다. 기존에 다양한 발 보조기를 통한 비수술적 방법들이 발
의 손상을 다루고, 변형을 예방하고, 해부학적 정렬을 회복시
키기 위해 이용되어 졌고, 발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연구들이
18,19,20)
진행되어져 왔다.
또한, 자세조절이나 균형 및 보행능력
향상을 위한 발에 대한 자극이나 발과 발목의 움직임을 통해
감각입력의 기여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져 왔
15,21,22,23)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조기를 적용하는 것 외에 치료적 중
재인 내재근 자극을 통한 발 지각력 강화 훈련이 만성 뇌졸중
환자의 균형과 보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12월 20일 ~ 2019년 6월 29일까지 경기
도 성남시에 소재한 B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여 포괄적인
재활치료를 받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대
상자는 자기공명촬영 (MRI) 결과 뇌졸중으로 진단받은 만 50
세 남성으로 발병일로부터 54주가 경과한 좌측 편 마비 환자
이다(Table 1).
연구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재활의학과 전문
의로부터 뇌졸중으로 진단받고 6개월이 경과한 자, 보행 보조
도구를 이용하여 10분 이상 보행이 가능한 자, 정형외과적 문
제가 없는 자,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Korean-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K-MoCA) 상 24점 이상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는 자로 하였다.
대상자의 도수 근력검사 등급은 팔 몸쪽부분 가, 먼쪽부분
불가이고, 다리 몸쪽부분 양+, 먼쪽부분 불가이며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은 없었다. 대상자의 관절 경직 등급인 수정판 애쉬
워스 척도를 측정한 결과 팔, 다리 모두 G0 이었다. 대상자는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하였고, 보행 중 디딤기 시 마비측 무릎
이 과폄 되어 넓다리 네갈래근과 엉덩관절 벌림근 및 폄근의
수축이 부족하였고, 흔듦기 시 발목 관절이 발바닥쪽굽힘 되
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선 자세에서 안정성 한계(limits of
stability)가 마비측으로 체중 이동 시 부족하였고, 하부 몸통
의 선택적 움직임 결여로 비 마비측의 긴장도와 보상작용이
증가된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보행 중 마비측으로 원활한 체

중 이동 능력이 제한되고 있었으며, 마비측 발이 안쪽번짐 되
어 지면에 잘 닿지 못하며, 비 마비측으로 과도하게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보행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보행이 가능한 상
태이지만 양측으로의 체중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 판단되어 지면과의 적응력 증진과 균형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대상자는 본 연구의 목적과 실험 일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서면으로 연구 참여에 직접 동의한
자로 하였다.
2. 연구절차 및 중재방법
본 연구의 실험 디자인은 단일사례 연구방법(single-subject
research design) 중 ABA 설계를 사용하였다. 총 실험은 20
회기로 기초선 과정(Baseline phase) A와 회귀과정
(Baseline phase) A’는 치료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으로 각 5
회에 걸쳐 기초자료를 수집하였고, 중재과정(Intervention
phase) B는 치료를 실시하는 기간으로 1일 1회, 회당 30분,
총 10회의 치료를 적용 후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기초자료
의 수집은 정적 균형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Physiofeedback
MTD-balance version 4.0을 사용하였고, 동적 균형능력과
보행 속도를 알아보기 위해 일어나 걷기검사(The Timed Up
and Go test, TUG)를 측정하였다. 대상자는 재활의학과에서
진행하는 주 5일, 일 3회, 회당 30분의 물리치료와 주 5일,
일 2회, 회당 30분의 작업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치료
가 종료되고 난 이후인 오후 6시부터 본 연구를 위한 중재와
모든 평가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치료사가 연구 절차에 맞게 진행하였다.
중재 프로그램은 각 회기당 30분씩 진행하였으며, Raine
16)
과 Lynch 등(2009) 이 제안한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
하였다.
(1) 재정렬(realignment) 단계

연구 대상자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매트에서 엉덩관절의 높
이가 무릎관절보다 높은 상태로 몸통을 바로 세워 앉은 자세
를 취한다. 마비측 발은 앞쪽으로 이동시켜 발꿈치뼈를 지면
에 닿게하여 치료를 시작한다. 마비측 발과 목말종아리관절의
정렬을 개선하기 위해 한손으로 발꿈치뼈를 지면에 닿게하여
고정하고 다른 한손으로 발의 앞쪽을 잡아 발목의 발등굽힘과
발바닥쪽굽힘 동작을 반복해서 시행한다(Figure 1). 그 다음,
발을 다시 뒤쪽으로 위치하여 발꿈치뼈와 발바닥을 지면에 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ubject

Gender

Age

Affected side

Onset(weeks)

K-MoCA

1

Male

50

Lt. side

5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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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시켜 고정하고 발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압력을 가해 목말
밑관절의 움직임을 제공하여 감각을 자극하고 발 안쪽의 연부
조직이 충분히 길어질 수 있도록 시행한다(Figure 2).
(2) 촉진(facilitation) 단계

앉은 자세에서 대상자의 발을 앞쪽으로 이동시켜 발꿈치 뼈를
지면에 고정한 상태에서 한손으로 엄지발가락을 포함한 발 안
쪽을 고정하고 다른 한손으로 새끼발가락을 포함한 발 바깥쪽
을 잡는다. 발 허리뼈의 사이에 가동성을 제공하여 발의 내재
근을 자극하고 근육을 신장시킨다(Figure 3). 특히, 새끼벌림
근(abductor digiti minimi)의 선택적인 근 촉진과 발의 가
쪽면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가락을 벌림 후 발등굽힘을
시행한다(Figure 4).

는 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무릎의 과폄이 발생하지 않도
록 치료사는 대상자의 앞쪽에 위치해 양손을 사용하여 몸통과
엉덩관절 그리고 무릎관절의 폄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도록 움
직임을 제공한다. 선 자세에서 발 뒤꿈치를 닿게하여 수직방향
으로 신체정렬을 만들어 다리의 폄근들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발목전략을 사용하기 위해 양손으로 대상자의 몸통을 조절하
며 전, 후, 좌, 우 방향으로 체중이동을 시행한다(Figure 5).
3. 평가방법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정적 균형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Phisiofeedback MTD-balance version 4.0과 동적 균형능
력과 보행속도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일어나 걷기검사(The
Timed Up and Go test, TUG)를 사용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비 마비측 발에 치료를 적용한다.

(1) 정적 균형 검사
(3) 폄근 활성(activation) 동원단계

양쪽 발을 무릎관절 뒤쪽에 위치하여 지면에 잘 접촉하고, 팔
을 편안하게 내린 상태에서 일어서기 동작을 시행한다.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동작을 시행하는 동안 지면과 접촉되어 있

Figure 1. talocrural joint realignment

정적 균형의 측정은 Physiofeedback MTD-balance version 4.0을 사용하였다. 이 장비는 지면에 대한 체중 분포의
차이를 측정 단위(%)로 보여주는 장비로 균형을 유지했을 때
좌우의 지면 반발력의 차이를 보여준다.

Figure 2. subtalar joint realignment

Figure 4. abductor digiti minimi facilitation

Figure 3. intrinsic muscle lengthening

Figure 5. lower extremity extensor muscle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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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적 균형 검사 및 보행속도

일어나 걷기검사(The Timed Up and Go test, TUG)는 측
정자 간 신뢰도(r=.98)와 측정자 내 신뢰도(r=.99)가 높으며,
균형 및 보행 속도와 기능적인 동작을 평가하는데 적합한 평
가 도구이다.24) 연구 대상자가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출발 신
호와 함께 일어나 의자 전방에 표시된 3m 지점의 반환점을
되돌아와 의자에 다시 앉을 때까지의 소요시간(초)을 측정하
는 방법이다.25) 본 연구에서는 각 회기당 3회 측정하여 평균
값을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각각의 회기 동안 결과를 기록하고 측정된 자료를
그래프를 이용하여 시각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분
석하였다. 각 변수들의 기간 내 평균값을 계산하여 각 단계의
변화율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중재기간에 평균±2*표준편차
를 넘어선 값이 2번 연속해서 측정될 경우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26), 치료지속효과는 Marklund와 Klässbo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기초선에서의 평균값 이상일 때 치료 지
속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27)

III. 결 과
1. 정적 균형능력 변화
본 연구는 정적 균형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3가지 항목을 평가

하였다.
첫 번째, 눈을 뜬 상태에서 가만히 서 있을 때의 측정결과
마비측의 체중분포는 기초선 A에서 44.80±1.64 %, 중재기 B
에서는 47.30±2.54 %, 회귀기초선 A’에서는 48.00±2.12 %
로 나타났다. 기초선 A에 비해 중재기 B와 회귀기초선 A’ 기
간에 마비측의 체중분포가 증가하였다.
비 마비측의 체중분포는 기초선 A에서 55.20±1.64 %, 중
재기
B에서는
52.70±2.54%,
회귀기초선
A’에서는
52.00±2.12 %로 나타났다. 기초선 A에 비해 중재기 B와 회
귀기초선 A’ 기간에 비 마비측의 체중분포가 감소하였다.
마비측과 비 마비측의 중재기 B기간에서 기초선 A 기간의
평균±2* 표준편차를 넘어서는 값이 2번 연속해서 측정된 구
간이 있어 치료효과의 유의한 값을 확인하였다. 회귀기초선
A’ 기간의 평균값이 기초선 A기간의 평균값 이상이므로 치료
지속효과 또한 유의한 값을 확인하였다(Table 2) (Figure 6).
두 번째, 눈을 감은 상태에서 가만히 서 있을 때의 측정결
과 마비측의 체중분포는 기초선 A에서 40.20±4.60 %, 중재
기 B에서는 45.70±2.95, 회귀기초선 A’에서는 46.80±2.86%
로 나타났다. 기초선 A에 비해 중재기 B와 회귀기초선 A’ 기
간에 마비측의 체중분포가 증가하였다.
비 마비측의 체중분포는 기초선 A에서 59.80±4.60%, 중
재기 B에서는 54.30±2.95 %, 회귀기초선 A’에서는
53.20±2.86 %로 나타났다. 기초선 A에 비해 중재기 B와 회
귀기초선 A’ 기간에 비 마비측의 체중분포가 감소하였다.
마비측과 비 마비측의 중재기 B기간에서 기초선 A 기간의 평

Table 2. Variations of MTD(Standing with opened eyes)

(unit : %)

Baseline A

Intervention B

Baseline A’

Affected side

44.80±1.64

47.30±2.54

48.00±2.12

Less Affected side

55.20±1.64

52.70±2.54

52.00±2.12

M±SD: mean ± standard deviation

Figure 6. Standing with opened 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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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2* 표준편차를 넘어서는 값이 2번 연속해서 측정된 구간
이 없었다. (Table 3) (Figure 7).
세 번째,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기 동작 후 마비측의 체중분
포를 측정하였다. 기초선 A에서 42.20±1.64 %, 중재기 B에서
는 43.40±2.84 %, 회귀기초선 A’에서는 44.00±1.58 %로 나
타났다.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초선 A에 비해 중재기 B와
회귀기초선 A’기간에 마비측의 체중분포가 증가하였다.

이와 반대로 비 마비측의 체중분포는 기초선 A에서
57.80±1.64 %, 중재기 B에서는 56.60±2.84 %, 회귀기초선 A’
에서는 56.00±1.58 %로 나타났다. 기초선 A에 비해 중재기 B
와 회귀기초선 A’ 기간에 비 마비측의 체중분포가 감소하였다.
마비측과 비 마비측의 중재기 B기간에서 기초선 A 기간의
평균±2* 표준편차를 넘어서는 값이 2번 연속해서 측정된 구
간이 없었다. (Table 4) (Figure 8).

Table 3. Variations of MTD(Standing with closed eyes)

(unit : %)

Baseline A

Intervention B

Baseline A’

Affected side

40.20±4.60

45.70±2.95

46.80±2.86

Less Affected side

59.80±4.60

54.30±2.95

53.20±2.86

M±SD: mean ± standard deviation

Figure 7. Standing with closed eyes
Table 4. Variations of MTD(Sit to stand)

(unit : %)

Baseline A

Intervention B

Baseline A’

Affected side

42.20±1.64

43.40±2.84

44.00±1.58

Less Affected side

57.80±1.64

56.60±2.84

56.00±1.58

M±SD: mean ± standard deviation

Figure 8. Sit to 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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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적 균형능력 및 보행속도의 변화
동적 균형능력 및 보행속도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대상자는
기초선 A에서 31.53±2.45 초, 중재기 B에서는 24.97±2.63
초, 회귀기초선 A’에서는 22.23±1.81 초로 나타났다. 기초선
A에 비해 중재기 B에서 시간이 단축되었으며, 회귀기초선 A’
에서도 기초선 A와 중재기 B 보다 시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된
결과가 나타났다.
마비측과 비 마비측의 중재기 B기간에서 기초선 A 기간의
평균±2* 표준편차를 넘어서는 값이 2번 연속해서 측정된 구
간이 있어 치료효과의 유의한 값을 확인하였다. 회귀기초선
A’ 기간의 평균값이 기초선 A기간의 평균값 이하로 감소하여
치료 지속효과 또한 유의한 값을 확인하였다(Table 5)
(Figure 9).

Ⅳ. 고 찰
뇌졸중 환자에 있어 균형과 보행회복을 위한 적절한 운동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일은 손상된 뇌 구조의 재조직화와 기능회복
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치료사는 이를 위해 환자들의 특성
28)
에 맞는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만성 뇌
졸중 환자에게 발 지각력 강화 훈련이 균형 및 보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정적 균형능력 측
정 결과 모든 평가 항목에서 대상자는 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기초선 A기간보다 중재기 B기간 동안에 측정한 평균값이 향
상되었으며, 회귀기초선 A’기간에서도 평균값이 향상된 것으

로 나타났다.
MTD-Balance로 측정한 세 가지 항목 중 눈을 뜬 상태에
서 가만히 서 있을 때 측정결과 중재기 B기간에서 치료효과
의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치료 지속효과도 유의한 결과
21)
를 보였다. Magdalena Goliwas 등(2015) 의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발에 대한 자극이 마비측의 하중의 증가를 유
도하고 서 있는 상태에서 마비측과 비 마비측의 체중 분포 비
대칭의 감소를 유도한다고 보고하였으며, Jacques Vaillant
23)
등(2008) 은 발과 발목의 치료가 서 있는 동안 자세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가만히 서 있는 동안 자세조절에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발의 내재근 자극을
통한 지각력 강화 훈련이 발과 지면과의 접촉면을 증가시키
고, 균형 훈련을 통한 마비측 다리의 근 활성으로 인한 균형
능력이 향상되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눈을 감을 상태
에서 가만히 서 있을 때와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기 동작 후
측정결과 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MTD-Balance로 측정한 세 가지 항목 중 눈을 감
고 서 있는 상태에서의 마비측의 균형능력의 향상이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40.20±4.60 %에서 45.70±2.95 %로
평균값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중재기 B기간 동
안 발의 내재근 자극과 발과 발목의 재정렬로 인해 대상자의
고유수용성 감각의 증진으로 균형을 유지하는데 시각적인 의
존도에서 벗어나 자세를 유지하고 수의적 운동을 하는 동안
자세를 안정시킴으로써 균형능력 및 기능회복이 된다고 사료
된다. 균형능력 측정에 있어 눈을 뜨고, 눈을 감은 상태로 나
누어 측정한 이유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각적

Table 5. Variations of TUG

TUG

(unit : second)

Baseline A

Intervention B

Baseline A’

31.53±2.45

24.97±2.63

22.23±1.81

M±SD: mean ± standard deviation, TUG: timed up & go test

Figure 9. Timed Up & Go test(T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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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공간 지남력과 동적, 정적 균형의 일차적인 역할을 수
행하는데 시각의 개폐에 따른 몸통의 자세동요를 측정하는 것
29)
은 균형능력 측정에 있어 중요하다.
동적 균형능력 및 보행속도의 변화를 측정한 TUG 측정값
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각 기간 동안 TUG
의 평균값이 기초선 A기간보다 낮기 때문에 동적인 균형능력
및 보행속도 측정 결과 대상자는 기초선 A기간보다 중재기 B
기간에 동적 균형능력 및 보행속도가 향상되었으며, 회귀기초
선 A’기간에서도 중재기 B동안에 향상된 동적 균형능력이 지
속적으로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고, 치료효과의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회귀기초선 A’ 기간의 평균값이 기초선 A기간
의 평균값보다 향상되어 치료 지속효과도 유의한 결과를 보였
30)
다. Jacques Vaillant 등(2009) 은 발바닥에 대한 자극과 발
과 발목의 움직임 제공이 TUG에서 통계학적 유의한 결과를
31)
보였다고 하였으며, Geiger 등(2001) 은 체중을 이동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균형능력 측정장비를 사용하여 뇌졸중 환자
의 균형 및 운동성의 훈련을 실시한 결과 TUG가 23.08초에
32)
서 14.62초로 감소를 보고하였다. Wagenaar 등(1992) 에
의하면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의 보행에 관한 연구에서
33)
가장 중요한 지표는 보행속도라고 하였다. Hesse 등(1996)
에 의하면 보폭이 길어지는 것에 기인해서 보행속도가 빨라질
34)
수 있다고 하였으며, Trueblood(1989) 는 디딤기 동안 마
비측으로 체중이동 능력과 안정성의 향상이 보폭을 넓게 한다
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내재근 자극을 통한 발 지각력 강
화 훈련으로 인해 지면과의 적응력이 향상되었으며, 이를 통
해 마비측으로 체중 분포 증가와 비 마비측의 체중 분포 감소
로 인한 다리의 체중 분포의 대칭성 향상과 균형능력의 증진
으로 보행 패턴을 개선하고 보행속도의 향상을 이끌어 냈을
것이라 사료된다.
35)
Raine (2006) 은 보바스 개념의 치료가 중추 신경계 손
상으로 움직임이나 신체 기능의 결함을 가진 환자의 평가와
치료를 위한 문제해결 접근방식이라고 정의하였으며, Levin과
36)
Panturin (2011) 은 보바스 개념의 주된 원리가 다양한 부
위에서 입력되는 감각 정보를 이용하여 전형적인 운동 패턴의
37)
잠재적 재현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Hesse 등(1998)
의 연구에서는 임상에서 널리 쓰이는 고유수용성 신경근육 촉
진법과 중추신경계 발달치료는 치료사의 손 접촉을 통한 정적
인 상태에서의 근력 강화 훈련과 체중부하 및 체중이동을 유
도하며, 주로 정상적인 운동패턴의 촉진과 감각 자극을 이용
한 특정 움직임을 유도해 내는 방법을 사용하여 뇌졸중 환자
의 기능증진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 하였으나 많은 인력과 시
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재 프로그램을 만성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한 결과 일부 평가 항목에서 정적 균형
능력 및 동적 균형능력이 향상되었으며, 보행 속도의 향상으

로 뇌졸중 환자에게 자세조절 및 기능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연구는 단일 사례연구로서 대상자가 한명으로 모든
만성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를 일반
화하기에 제한이 따른다. 또한, 이번 연구는 실험기간 중 치료
시간 외의 일상생활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였으며, 환자의 자연
회복, 일반적인 물리치료 효과 등과 같은 외적인 요인을 완전
히 배제하지 못했으며, 반복되는 평가에 대해 학습화 과정을
적절하게 제한하지 못하였다. 이번 연구는 단일 실험연구의 제
한점을 통계적 검정기준을 설정해서 보완하였지만 추가적으로
측정값의 평균값을 통한 검정기준과 기울기의 변화량을 같이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
여 더 많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중재 프로그램의 일반화를 통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내재근 자극을 통한 발 지각력 강화 훈련이 만
성 뇌졸중 환자의 균형과 보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단일 사례 연구 설계 중 ABA 디자인을 사용하였고,
총 실험은 20회기로 기초선 A과정 5회와 회귀기초선 A’과정
5회는 중재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는 기초자료 수집 기간이
었고, 중재기 B과정 10회는 1일 30분씩 치료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중재기 B기간 동안의 중재 프로그램을 시행 후 일부
평가 항목에서 정적 및 동적 균형능력의 향상과 보행속도의
향상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치료가 종료된 이후인 회귀
기초선 A’기간에서도 일부 평가 항목에서 치료 지속효과가 유
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내재근 자극을 통
한 발 지각력 강화 훈련이 만성 뇌졸중 환자의 균형과 보행능
력의 향상 측면에서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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