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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tic leg muscle activity and multiple task performance in chronic stroke patients. Methods Subjects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n = 15) and the control group (n = 15). STS exercise was performed for 4 weeks, 

3 times a week, 30 minutes at the asymmetric foot position which the paretic foot was located behind the non�par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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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뇌졸중 이후에 운동 손상, 감각소실, 지각 결손, 그리고 변화

된 공간 인지를 포함하는 균형 손상이 야기되며, 특히 근 약

화와 감각 손상은 비정상적인 근 활성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

인이며, 자세조절에 대한 운동 전략을 변화시키게 되어 뇌졸

중 환자들은 비대칭적인 체중지지, 자세적인 안정성의 감소, 

신체 흔들림의 증가, 신체 편측 기울어짐이 나타나게 된다.
1)
 

이로 인하여 뇌졸중 환자들은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sit to 

stand, STS)
2)
, 서기(standing)

3)
, 걷기(walking)

4)
와 같은 일

상생활에서의 기능적인 움직임 제한이 발생된다.

인간의 기능적인 움직임 중 하나인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

기(sit to stand, STS)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위해 매우 중

요한 부분이다.
5)
 또한 STS 움직임은 앉은 자세로부터 선 자

세까지의 변화로 정의되며, 인간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기능 

중 하나이다.
6)
 STS의 시간적인 단계(temporal phases)는 

Schenkman 등(1990)이 정의하였다.
7)
 1단계는 굽힘 모멘트

(flexion momentum)이며, 움직임의 시작과 엉덩이가 의자

로부터 떨어진 시점까지이다. 몸통과 골반이 전방으로 굽힘 

된다. 2단계는 모멘트 이동(momentum transfer)이며, 엉덩

이가 의자로부터 떨어진 시점부터 발목관절 발등굽힘근이 최

대 활성에 도달한 시점까지이다. 전체 신체중심이 전·상방으로 

이동하는 움직임 가속이 나타난다. 3단계는 폄 (extension)이

며, 발목관절 발등굽힘근이 최대 활성에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엉덩관절 폄 종료 시점까지이다. 엉덩관절의 폄 작용으로 움

직임의 감속이 나타난다. 4단계는 안정화(stabilization)이며, 

엉덩관절 폄 종료 시점으로부터 모든 움직임의 완료시점까지

이다. 선 자세를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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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능적인 요구 하에 STS 움직임의 수행은 하지에

서 여러 관절들에 걸쳐 있는 근 활성 패턴협응이시간적으로 

연계되어 나타나게 된다.
5)
 또한 건강한 성인이라도 STS동안 

최대 관절 모멘트(peak joint moment)와 관절 힘(joint 

power) 에 기여하는 시간을 분석했을 때 우세측 움직임에서 

더 길게 나타나며, 이는 건강한 성인의 STS 수행에서도 잠재

적인 비대칭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8)
 

앉은 상태(sitting conditions)에서 넙다리-의자 접촉

(thigh-seat contact)의 정도에 따라 STS 수행력이 달라질 수 

있다. 역학적인 원리에서 STS 동안 전방으로의 몸통 굽힘 움

직임은 후방으로의 넙다리 움직임과 동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넙다리-의자 접촉 정도가 적을수록 마찰력이 감소하여 STS동

안 몸통과 엉덩관절의 운동성이 수월하게 되어 STS 수행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9)
 STS 동안 발의 위치는 하지 근 

활성도와 균형 조절에 영향을 준다. STS 동안 대칭적인 초기 

발 위치는 움직임의 종료 시점에서 선 자세의 균형 조절을 위

한 신체 중심의 전방 이동 속도를 감속하는데 기여하는 엉덩

관절 폄근의 편심성 수축의 초기 활성에 유용하며, 비대칭적

인 초기 발 위치는 움직임 시작과 함께 자세적인 안정성을 유

지하는 발목관절 발등굽힘근의 초기 활성을 향상시킬 수 있

다.
10)

 연령과 관련하여 STS 동안 노인들은 건강한 성인과 비

교하여 근 활성 패턴에서 발목관절 발등굽힘근의 초기 활성이 

더 빠른 것은 제외하고는 동일하였다. 또한 STS움직임 수행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최대 엉덩관절 폄 토크가 건강한 성인

에 비해 증가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엉덩관절 폄 근육의 근력

이 STS 수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

한다.
11)

뇌졸중 이후에 발생되는 무릎관절 폄 근력, 균형, 최대 체

중지지와 관련된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STS 수행을 위한 

역학적 에너지(kinetic energy)는 평균 35% 감소하며, 수행 

시간은 약 2배가 증가하게 된다.
12)

 또한 독립적으로 설 수 있

는 뇌졸중 환자들도 STS 동안 비마비측으로의 몸통 외측 편

위, 비대칭적인 체중지지, 무릎관절 모멘트 힘의 비대칭성과 

같은 변화를 나타낸다. 특히 비대칭적인 체중지지는 의자로부

터 엉덩이 떼기(seat-off) 이전에 발생되며, 이는 의자에 접촉

된 넙다리로부터 제공되는 감각정보를 통해 계획된 전략으로

서 감각운동 결손이 영향이 원인일 것이다.
13)

 뇌졸중 환자에

게 비마비측 발의 위치를 다양하게 조작하여 STS 동안 마비

측 하지의 사용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마비측 하지 근 활성을 

증가시키고, 학습된 비사용(learned nonuse)을 극복하는데 

적절한 중재로서 뇌졸중 환자의 재활에서 긍정적인 전략이라

고 할 수 있다.
14) 

앞선 선행 연구들에서는 STS 움직임에 대한 

분석을 통한 재활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제안하고 있으

나, 실제 STS 운동에 대한 효과를 증명하여 치료적인 근거로

서 제시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만성 뇌졸중 환자의 비대칭적인 

초기 발 위치를 사용한 STS 운동이 마비측 하지의 근 활성도

와 다중 과제(multiple task) 수행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

하기 위해서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대전에 위치한 D병원에서 뇌졸중으로 진단, 입원 

치료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이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하

겠다고 동의한 3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 참

여한 대상자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연구군(n=15)과 대조군

(n=15)으로 나누었다. 대상자들은 중추신경발달치료를 받고 

추가적으로 STS 움직임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을 총 4주, 주 

3회, 1일 1회, 1회 30분 시행하였다. 

대상자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뇌졸중 발병 일이 6개

월 이상인 자. 2)독립적으로 STS 동작을 5번 가능한 자. 3)독

립적으로 의자에서 일어나 10m 보행이 가능한 자. 4)마비측 

하지 근력이 도수근력검사에서 불충분-(poor-) 등급 이상인 

자. 5)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 점수가 24점 이상인 자.

대상자 선발에서 요추, 골반 및 상하지 관절에 어떠한 정형

외과적인 질환이 있는 자는 제외하였다. 

2. 연구방법 

(1) 중재방법

① 연구군

본 연구에서 연구군에 속한 대상자들은 비마비측 발을 기준으

로 마비측 발을 후방에 위치시킨 비대칭적인 초기 발 위치에서 

STS 운동을 실시하였다(Figure 1). STS 운동은 준비 운동, 본 

운동, 마무리 운동으로 구성하였다.15) 준비자세는 대상자가 스

스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하였다. 준비운동은 

치료사가 대상자의 앉은 자세를 수정한 후, 비마비측 발은 무

릎관절이 90도 굽힘 상태에서 발목 관절의 위치를 설정하였고, 

마비측 하지에 체중 지지를 촉진하기 위해 마비측 발의 위치를 

비마비측 발의 후방 2/3지점에 놓았다.10) 그리고 STS 움직임

에 필요한 아래 몸통 움직임 훈련을 하였다(Figure 2).16) 준비

운동은 총 5분간 실시하였다. 본 운동은 한 명의 치료사의 보

조 하에 운동을 30분간 실시하였다. STS 훈련은 Schenkman 

등(1990)이 정의한 STS 움직임의 단계를 적용하여 시행하였는

데, 굽힘 모멘트 단계(Flexion momentum phase), 모멘트 

이동 단계(momentum transfer phase), 폄 단계(Extension 

phase), 안정 단계(Stabilization phase)로 구성되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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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symmetric and symmetric initiation foot 
position.

Figure 2. STS exercise using asymmetric initiation 
foot position.

STS 훈련은 치료사의 양 손을 이용하여 비마비측 몸통 보

조와 마비측 무릎관절에 대한 보조를 통해 시행하였다. 치료

사는 대상자의 전방에 마주 앉아서 굽힘 모멘트 단계, 모멘트 

이동 단계, 그리고 폄 단계를 보조하기 위해 치료사의 한쪽 

손으로 비마비측 몸통이 움직임 방향을 마비측으로 향하도록 

하여 굽힘 모멘트 단계와 모멘트 이동 단계를 보조하였다. 그

리고 다른 쪽 손으로 굽힘 모멘트 단계에서 폄 단계의 시작인 

엉덩이 떼기 시점까지 마비측 무릎관절의 압박을 통해 마비측 

발뒤꿈치 쪽으로 체중지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무

릎관절 폄 보조를 통해 마비측 무릎관절이 완전히 폄되어 안

정 단계로 유도하여 STS 움직임 수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

였다.
16)

 이 과정을 8회 반복하는 것을 1세트로 하여 3세트를 

실시하였다. 중재의 난이도 조절은 대상자의 무릎 높이를 기

준으로 매트의 높이를 조절하여 제공하였다.
17)

 높이 조절이 

가능한 매트에서 대상자의 무릎 높이를 기준으로 각도계

(goniometer)를 이용하여 10도씩 증가시켜 1~2주(110도), 3

주(100도), 4주(90도)의 조건으로 적용하였다. 마무리 운동은 

치료사의 감독 하에 치료실을 5분간 걷는 것으로 하였다.

연구군의 훈련은 총 4주, 주 3회, 1회 30분 시행하였다.

② 대조군

본 연구에서 대조군에 속한 대상자들은 마비측 발과 비마비측 

발을 무릎관절이 90도 굽힘 상태에서 발목관절의 위치를 설정

하여 나란히 놓은 대칭적인 초기 발 위치에서 STS 운동을 실

시하였다(Figure 1).10)

초기 발의 위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연구과정은 연구군

과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① 표면근전도(Surface Electromyogram, sEMG)

근전도 신호를 획득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4개의 

채널이 있는 sEMG(QEMG-4 System, LXM 3204; Laxtha 

Inc, Daejeon, Korea)와 소프트웨어(TeleScan ver 3.28, 

Laxtha Inc, Daejeon, Korea)를 사용하였다. 표면 전극은 

지름이 11.4mm인 Ag/AgCl 표면전극(3M, USA)을 사용하여 

근육에 부착하기 전에 피부저항을 줄이기 위해 측정부위의 털

을 면도기를 사용하여 제거한 후 의료용 알코올 솜으로 깨끗

이 닦아낸 후에 부착하였다. 활성 전극은 근육 군 사이의 혼

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개의 전극 사이를 2cm 거리를 두고 

부착하였으며, 기준전극은 비마비측 하지의 무릎뼈의 앞부분

에 부착하였다. 측정한 근육은 마비측 하지의 네 개 근육인 

안쪽넓은근(vastus medialis, VM), 넙다리두갈래근(biceps 

femoris, BF), 앞정강근(tibialis antrior, TA), 가자미근(so-

leus, Sol)이었으며, 전극 부착 위치는 Rainoldi 등이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VM는 위앞엉덩뼈가시에 대하여 50도 각

도에서 안쪽으로 선을 따라 무릎뼈의 위안쪽면으로부터 거리

의 52mm 지점, BF는 궁둥뼈결절로부터 시작하여, 궁둥뼈결

절로부터 오금이 가쪽면까지 거리의 35% 지점, TA는 정강뼈 

결절로부터 시작하여, 정강뼈 결절로부터 복사뼈 사이의 선까지 

거리의 16% 지점, Sol는 아킬레스 힘줄로부터 시작하여, 정강

뼈 결절로부터 아킬레스 힘줄의 닿는 부분의 안쪽면까지 거리

의 76% 지점이었다.
18)

 소프트웨어는 표본추출률(sampling 

rate) 1024Hz, 노치필터(notch filtering) 60Hz, 주파수대역

폭(band-pass filtering) 20-500Hz로 설정하였다. 

sEMG 측정의 위한 움직임 과제는 STS로 하였다. 매트 

높이는 대상자가 STS 수행을 완료하기 용이하도록 앉은 자세

에서 무릎관절 각도가 100도일 때의 높이로 하였고, 양 발을 

나란히 놓고 앉은 자세를 시작자세로 설정하였다. 대상자는 

매트에 스스로 앉고, 치료사가 앉은 자세를 수정 후에 STS 동

작을 3회 예행연습을 하였다. 예행연습 후 5분의 휴식 시간을 

제공하였고, 휴식 시간 동안 검사 과정에 대한 교육을 통해 

대상자가 검사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sEMG 측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는 매트에 앉아 5

초 간 앉은 자세를 유지한 후 “삐”라는 신호음에 따라 STS를 

수행하였고, 그리고 대상자 전방에 놓인 컵을 잡아 들고 선 

자세를 5초간 유지하였다. STS 수행에 대한 근전도 측정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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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

experimental group
(n=15)

control group
(n=15)

p

Gender(M/F) 8/7 10/5 .710

Age(year)  55.60± 9.15  58.53±13.97 .503

High(cm) 165.33± 9.29 163.87± 8.81 .661

Weight(kg)  67.00±11.24  61.67±10.01 .181

Time since stroke(month)  19.40±12.42  23.60± 7.01  .264

Paretic side(Rt./Lt.) 9/6 9/6 1.000

Type of stroke

(Hemorrage/Infarction)
2/13 4/11 .651

M±SD : Mean±standard deviation

M : male, F : female, Rt. : right, Lt.: left

은 청각적 움직임 자극 시점인 5초부터 선 자세에 도달 이후 

시점인 10초까지, 총 5초였다. 컵을 들고 선 자세 유지에 대

한 근전도 측정 시점은 선 자세 도달 이후 시점인 10초부터 

15초까지, 총 5초였다. 이와 같은 검사 동작을 3회 실시하여 

근전도 진폭(amplitude)의 원 근전도 신호(raw EMG sig-

nal)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원 근전도 신호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RMS(root mean square) 처리를 하였다. 측정된 

RMS는 평균값의 처음과 끝부분의 1초를 제외한 3초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였고, 총 3회 측정된 값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마비측 하지의 %RVC(reference voluntary contraction)

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9)

(청각적 움직임 자극시점에서 선 자세 도달 이후 시점 구

간에서 측정된 평균 RMS 값 ÷ 5초간 컵을 들고 선 자세 

유지 동안 측정된 평균 RMS 값) × 100

② 운동 과제를 함께 하는 일어나 걸어가기 검사(Timed Up 

and Go test with a motor task, TUG motor)

TUG motor는 만성 뇌졸중 환자의 기능적인 운동성에 대한 

다중 과제(multiple task)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

였다. 검사는 Chan 등(2017)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실시하였

다.
20)

 검사방법은 대상자가 비마비측 손에 3cm 이하의 물이 

들어 있는 물컵을 들고 팔걸이가 있는 43cm 높이의 의자에 

등을 붙이고 앉아서 “출발” 신호와 함께 일어나 3m 앞에 놓

인 목표물을 돌아와서 의자에 다시 등을 붙이고 앉을 때까지

의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었다. 시간 측정 기준은 검사자가 

“출발”이라고 말했을 때, 등받이에서 등이 떨어진 시간에서 의

자에 엉덩이가 닿을 때까지로 하였다. 대상자는 편안한 속력

에서 걷도록 교육되었으며, 평상시에 신는 신발을 착용하였다. 

운동 전·후의 비교를 위해 3회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하

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윈도우용 SPSS version 21.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독립

표본 T 검정과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군 

간 그리고 운동 전·후의 변화량을 분석하기 위해 마비측 하지 

근활성도 분석은 2×2 mixed-model 다변량분산분석을 이용

하였다.
21)

 그리고 TUG motor분석은 이원반복측정분산분석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유

의수준은 α=0.05로 설정하였다.

III.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30명으로, 연구군 15명, 대조

군 15명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2. 마비측 하지 근활성도 비교

비대칭적인 그리고 대칭적인 초기 발 위치를 사용한 STS 운

동에 대한 마비측 하지 근활성도를 분석하였다(Table 2). 

2×2 mixed-model 다변량분산분석에서, 주효과로서 운동 전·

후(Wilks’Λ=.336, F4,53=26.141, p=.000, η
2
=.664)에는 유의

한 차이가 있었지만, 군 간(Wilks’Λ=.967, F4,53=.448, 

p=.773, η
2
=.033)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운동 전·

후와 군간의 상호작용효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Wilks’Λ=.757, F4,53=4.246, p=.005, η
2
=.243). 운동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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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muscle activity(%RVC)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during STS

experimental group(n=15) control group(n=15) p

Task Variable Pretest Posttest Pretest Posttest
Interaction

(Time×Group)
Time

Main effect
Group

Main effect

STS

VM 65.99± 9.75 82.57± 7.70 67.60± 8.04 75.98± 7.91 0.063* 0.000* 0.255

BF 63.01± 9.08 79.41± 9.88 69.42± 9.80 73.83±10.09 0.020* 0.000* 0.868

TA 61.78±10.62 79.07±10.11 66.19±10.16 72.68± 8.82 0.040* 0.000* 0.703

Sol 65.46± 6.50 84.20± 8.33 70.63± 9.27 79.92± 9.32 0.034* 0.000* 0.839

M±SD : Mean±standard deviation

%RVC : %reference voluntary contraction, STS : sit to stand, 

VM : vatus medialis, BF : biceps femoris, TA : tibialis anterior, Sol : soleus

*2×2 mixed model MANOVA was significant at p＜.05.

Table 3. Comparison of TUG motor(s)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n=15) control group(n=15) p

Pretest Posttest Pretest Posttest
Interaction

(Time×Group)
Time

Main effect
Group

Main effect

21.09±5.25 13.43±5.13 23.12±7.58 20.74±6.45 0.000* 0.000* 0.043*

M±SD : Mean±standard deviation

TUG motor : Timed Up and Go test with a motor task

*Two-way repeated-measure analysis of variance was significant at p<.05.

에 마비측 하지의 각 근활성도에 대한 주 효과는 

VM(p=.000, η2=.372), TA(p=.000, η2=.277), BF(p=.000, η
2=.235), Sol(p=.000, η2=.425)로 모든 근육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하지만 군간에는 마비측 하지의 모든 근육에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운동 전·후와 군 사이의 각 근육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는 VM(p=.063, η2=.060)을 제외한 TA(p=.040, 

η
2=.073), BF(p=.020, η2=.093), Sol(p=.034, η2=.077)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TUG motor 비교

비대칭적인 그리고 대칭적인 초기 발 위치를 사용한 STS 운

동에 대한 만성 뇌졸중 환자의 기능적인 운동성에 대한 다중 

과제(multiple task) 수행 능력을 분석하였다(Table 3). 이원

반복측정분산분석에서, 운동 전·후(p=.000, η2=.800) 그리고 

군 간(p=.043, η2=.138)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운동 

전·후와 군간의 상호작용효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 η2=.527).

Ⅳ. 고 찰 

본 연구는 만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마비측 하지에 체중

지지를 유도하고 증가시키기 위해 비대칭적인 초기 발 위치를 

사용한 STS 운동에 대한 마비측 하지의 근활성도와 다중과제 

수행능력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만성 뇌졸중 환자들은 마비측 

하지의 근력 약화나 감각 손상으로 인해 비대칭적인 체중지지

를 나타내며, 대개 비마비측 하지를 이용하여 움직임을 수행

하게 된다.1) 본 연구에서는 마비측 하지 사용을 유도하기 위

해 치료사의 보조 하에 대칭적인 그리고 비대칭적인 초기 발 

위치에서 STS 운동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군과 대조군의 

운동 전·후의 측정된 모든 하지 근 활성도가 향상되었다

(p=.000). 하지만 군 간의 측정된 모든 하지 근 활성도의 유

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운동 전·후와 군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서는 VM(p=.063)을 제외한 TA(p=.040), BF(p=.020), 

Sol(p=.03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연구군과 대조

군의 STS운동이 VM을 제외한 측정된 모든 하지 근 활성도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STS 움직임에 대

한 수행 능력은 의자 높이, 팔받침의 사용, 발 위치에 가장 영

향을 많이 받는다.6) 본 연구에서는 의자 높이에 대한 부분은 

STS 운동방법에서 난이도 조절에 적용하여 움직임의 수행 촉

진을 통해 발 위치의 변화가 마비측 하지의 사용을 유도 및 

증가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Roy 등은 만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대칭적인, 마비측 발을 후방에 위치한 비

대칭적인 발 위치에서 STS와 선 자세에서 앉기 동안 수직적

인 힘(vertical forces)의 비대칭성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자

발적인 그리고 대칭적인 발 위치에 비해 비대칭적인 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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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비마비측 보다 마비측으로 수직적인 힘의 비대칭성이 더 

컸으며, 이는 마비측으로의 더 많은 체중지지를 의미한다고 

보고하였다.
22)

 본 연구와 비교하여 비대칭적인 발 위치에서 

마비측 하지의 체중지지 향상에 따른 결과는 유사하나, 본 연

구에서는 대칭적인 발 위치와 비대칭적인 발 위치에 따른 

STS 운동에서 두 군간의 마비측 체중지지 증가에 의한 하지 

근 활성도의 차이는 없었다. 이는 치료사에 의한 마비측 하지

로의 체중지지 보조에 의한 효과가 대칭적인 발 위치에 따른 

STS 운동의 효과의 증가에 의한 결과일 것이다. Ryerson와 

Levit는 치료사가 보조하는 움직임에 의해 뇌졸중 환자가 근

력 향상과 근육 조절을 배울 수 있고, 수행할 수 없는 움직임

을 연습하며 정상적인 움직임 순서를 재학습 할 수 있다고 하

였다.
16)

 연구의 가설에 반하지만 재활에서 마비측 하지의 체

중지지 향상을 위해 치료사의 보조가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STS 운동에 따른 마비측 하지 근활성도의 변

화는 두 군에서 VM을 제외한 측정된 모든 근 활성도의 향상

을 증명하였다. Chang등은 발목관절 굽힘근의 상반억제 촉진

에 대한 중재를 통해 STS 움직임 동안 하지 근 활성도 패턴

을 연구하였고 마비측 TA와 Sol의 근 활성도 패턴의 개선을 

보고하였다.
23)

 Jeon 등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대칭적인, 

비대칭적인 발의 위치에 따른 STS동안 하지 근 활성도의 변

화를 연구하였다.
10)

 비대칭적인 발 위치 보다 대칭적인 발의 

위치에서는 TA와 BF의 근 활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Sol는 

두 가지 발의 위치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활성이 유지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고,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비대

칭적인 발의 위치에서 보다 대칭적인 발의 위치에서 발목관절 

근육과 엉덩관절 폄 근육의 활성이 증가된 결과는 발의 위치

가 보다 전방에 위치하여 STS 동안 신체 중심을 전·상방으로 

이동하기 위한 움직임 가속에 필요한 근육의 동원이 증가되며, 

증가된 움직임 가속을 조절하기 위한 감속 작용을 엉덩관절 폄

근이 하기 때문이다.
7)
 이 결과를 토대로 STS 운동에서 고려될 

수 있는 발의 위치는 초기에 발을 후방에 위치한 운동에서 점

진적으로 전방으로 위치시킨 운동으로 진행하는 STS 수행능력

을 고려한 재활프로토콜로서 유용한 근거가 될 것이다. 

STS 운동 전·후에 만성 뇌졸중 환자의 다중 과제

(multiple task) 수행 능력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TUG 

motor분석에서는 운동 전·후(p=.000) 및 두 군간(p=.043)에 

유의한 향상이 있었다. Chan 등(2017)은 만성 뇌졸중 환자와 

건강한 노인을 비교한 연구에서 TUG motor를 사용하였다.
20)

 

그 결과 만성 뇌줄중 환자는 18.31±5.77초, 건강한 노인은 

12.00±2.31초로 만성 뇌졸중 환자에서 수행시간의 지연을 보

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TUG motor의 사전평가에서 연구

군(21.09±5.25초)과 대조군(23.12±7.58초) 모두에서 수행 시

간의 지연이 확인되었다. TUGmotor 수행 시간의 지연은 뇌

졸중으로 인해 과제 수행 동안 의자에서 일어설 때의 엉덩이 

떼기 시점이나 3m 앞의 목표물을 도는 시점과 같은 균형 능

력을 많이 요구하는 움직임의 제한이 원인일 것이다.
24)

 또한

STS와 보행의 시작과 같이 신체중심을 전방으로 향하게 하는 

움직임은 선행적 자세 조절(anticipatory posture adjust-

ments, APAs)로서, Sol의 억제와 TA의 활성이 나타난다.
25)

 

이 APAs는 자세적인 동요(postural perturbation)를 최소화

시키는 작용을 하며 수의적인 움직임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한다.
26)

 본 연구에서 마비측 체중지지를 이용

한 STS 운동을 통해 APAs와 관련된TA와 Sol의 근 활성도가 

향상되어 자세 안정성과 움직임 수행력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

다. 이는 TUG motor 에서 수행 시간 단축의 결과로 증명될 

수 있으며, 의자에서 엉덩이 떼기 시점의 수행 향상이 수행 

시간을 단축시키는 시점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Saito등이 운동 수행의 향상을 위한 반복적인 움직임 훈련을 

통해 APAs의 변화를 개선시킬 수 있으며, APAs의 개선은 운

동 수행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에 의해 뒷받

침 될 수 있다.
27) 

본 연구의 제한점은 치료사의 보조를 정량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의 위치 변화에 대한 STS 운동 효과를 증명하는데 

제한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STS 움직임

의 수행은 다양한 발의 위치에서 수행되며, 더불어 다양한 과

제를 수행하기 위한 시도된다. 본 연구에서는 발의 위치 변화

의 다양성이 부족했고, 과제 수행을 적용하지 못하여 단편적

인 연구 결과를 증명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추적 조사를 실

시하지 못하여 운동 효과의 지속성에 대해 증명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와 다른 견해에서 Seo등은 비마비측 손을 테이블

에 접촉한 상태에서 몸통의 비대칭적인 자세 정렬의 변화가 

STS 동작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28)

 따라서 향후에 치료

사의 보조에 대한 정량화, 과제 수행을 적용한 중재 방법, 운

동의 지속성을 확인하는 추적조사, 상지 및 몸통의 변화를 통

한 STS 운동 효과 분석을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만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마비측 하지에 체

중 지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비대칭적인 초기 발의 위치를 사

용한 4주간의 STS 운동을 통해 마비측 하지의 근 활성도 향

상과 기능적인 운동성에 대한 다중 과제(multiple task) 수행 

능력의 향상을 증명하였다. 이에 뇌졸중 환자의 마비측 하지

의 개선 및 STS 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에서 

초기 발의 위치는 비마비측 발 보다 마비측 발을 후방에 위치

시킨 비대칭적인 초기 발 위치에서 대칭적인 초기 발 위치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박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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