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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effects of Sit-to-stand (STS) movement on walking in patients with stroke. Methods
Two participants with hemiplegia received sit-to-stand movement training. The treatment was conducted one hour a day,
3 times a week for four weeks. The subjects were measured with Five times sit to stand test (FTSS), Timed “Up &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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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뇌졸중은 뇌에 공급되는 혈류의 차단으로 인해 신경학적 기능
이 갑자기 소실되는 것으로 성인에게서 발생하는 장애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1) 뇌졸중 이후 비정상적인 근육긴장도, 마비
측의 체중지지 능력감소, 시지각 결손, 균형감각의 결여, 협응
장애등으로 인해 보행 장애가 나타난다. 뇌졸중 환자의 보행
양상은 같은 연령대의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느리고 마비측
보장과 비마비측 보장 간의 활보장에 차이가 있으며, 마비측의
짧은 입각기와 상대적으로 긴 유각기가 특징이다.2,3) 또한 시간
적-공간적 요소와 관절각도에서 비대칭성을 보인다.4-6) 뇌졸중
환자는 체중 이동시 80% 정도를 비마비측을 통해 지지했다.7)
이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신체 중심이 비마비측으로 이동하고
비대칭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체중부하가 비대칭인 뇌졸중
환자는 수의적으로 움직이는 동안 마비측 다리에서 근전도 활
성이 감소되어 있으며, 이러한 비대칭적인 체중부하는 보행지
표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8) Sit-to-stand
(STS) 동안 비마비측의 지배적인 사용은 마비측의 비사용에
따른 비대칭적 행동을 야기한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는 비마비
측과 비교해서 마비측에 거의 40%가 적은 체중지지를 하는 경

향이 있다. 뇌졸중 환자들은 부적절한 STS 동작을 보상하기
위해 엉덩이 떼기 시 체중을 비마비 측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마비측 발을 비마비측 발보다 전방에 배치하여 일
어나거나 팔을 사용한다.9) 이러한 보상행동이 습관화 된다면
결국 마비측 다리의 비사용이 더욱 가속화 된다.10) 많은 연구
들이 STS 동작 수행에 걸리는 시간의 차이와 하지에 걸리는
힘과 압력에 관해 비교하고 있다. Chou 등은 편마비 환자가
건강한 대상자에 비해 STS 동작을 수행 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양 하지에 걸리는 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고 하였
다.11) 뇌졸중 환자의 기능적 재활에서 이상적인 목표는 운동패
턴의 비대칭성을 감소시키는데 있으며, 균등한 체중지지를 하
여 균형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대칭적인 보행을
회복시키는 것이다.12) Arcan등은 마비측 하지에 체중부하운동
과 양쪽 하지로의 체중이동훈련은 균형조절을 증진 시킨다고
보고 하였다.13) Umphred은 몸통과 다리를 연결하는 패턴의
운동을 하는 동안 몸통조절이 향상되고 하지로의 체중이동이
유발된다고 하였다.14)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뇌졸중 환자
들에게서 STS와 보행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이러한 환자
들이 STS 동안에 운동조절이 잘 된다면 보행능력 또한 좋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STS의 기능적 훈련은 보행수행능력을 더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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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SS 검사의 측정자내 신뢰도(Intra-rater reliability)는
18)
ICC=.9로 조사되었다.
TUG 검사는 Podsiadlo와
Richardson에 의해 개발된 방법으로, 동적 균형능력과 기능적
19)
인 운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방법이다. 이 검사는 검사
자간 신뢰도가 r=.98, 검사자내 신뢰도는 r=.99로 높은 신뢰도
를 보이고 있다. 검사방법은 46cm 높이의 팔걸이가 있는 의자
에 앉은 자세에서 출발 신호와 함께 일어나 의자전방에 표시된
3m지점의 반환점을 되돌아와 의자에 다시 앉는 시간을 측정하
였다. 10m walking Test는 보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10m
보행 검사를 실시하였다. 10m 보행시간은 본인이 수행할 수
있는 최대 보행속도로 측정하였으며, 시간의 측정 단위는 0.1
20)
초 단위로 기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
비 환자의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동작 향상이 보행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치료 전․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
방법을 설계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주 3회씩 4주간 1시간씩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동작 향상 운동치료 프로그램을 실시
하였고, 매주 FTSS, TUG, 10m walking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에게는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동작 향상을 위해 그
림과 같이 앉은 자세에서 체간 신전근 강화 운동, 하지 신전근
강화 운동, 마비측 다리로 서기 운동을 실시하였다. 1. 앉은 자
세에서 체간 신전근 강화 운동은 흉곽의 안정성과 몸통의 중심
선 회복을 위해 어깨의 재 정렬을 한 뒤 양 팔을 치료대에 위
치하게 하여 몸통이 독립적으로 대칭적인 신전활동을 할 수 있
게 하였다. 양 발이 바닥에 붙은 앉은 자세에서, 치료사의 손으
로 대상자의 중간 흉추부를 아래방향으로 살짝 눌러 흉추부의
신전을 촉진시키며, 대상자가 스스로 몸통을 세울 수 있을 때
까지 해준다(Figure 1). 2. 하지 신전근 강화 운동은 앉은 자
세에서 선자세로, 다시 선 자세에서 앉은 자세로 이동하는 과
정에서 하지 신전근 강화운동을 시행하였다. 대상자에게는‘발뒤
꿈치를 누르면서 일어나세요.’ 과 같은 음성 자극을 하였다. 이
때 매트의 높이변화는 보상적 동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점점 낮
게 하여 수행하였다(Figure 2). 3. 마비측 다리로 서기는 비마

게 성취하기 위해서 마비된 다리의 운동조절과 근력을 향상시
11)
키는데 뇌졸중환자들에게 적절한 과제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편마비 환자의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동작 향상시
키는 운동치료가 보행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부산에 위치한 N병원에서 뇌졸중으로 진단, 입원치
료 중인 환자들 중 이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2명을 대상으로 2014년 4월 7일부터 5월2일까지 4주
간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연구의 모든 참가자들은 일반적인 물리치료를 받고 추가적
으로 앉은 자세에 서 일어서기 동작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치
료를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뇌졸중으로 인하여 편마비로 진단받고, 발병 후 6개월 이상 경
과한 자 2)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동작을 5번 가
능한 자 3) 독립적으로 10m 보행이 가능한 자 4) 체간 및 하
지에 정형외과 문제가 없는 자 5) 연구자가 지시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자 -한국판 간이정신상태 검사
(mini-mental state examination-K, MMSE-K)에서 24점
이상. 연구대상자들의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동작 향상이 보
행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측정도구는 Five times sit
to stand Test (FTSS), Timed “Up & Go” Test (TUG),
10m walking Test를 사용하였다. 평가는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진 및 동영상으로 평가하였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연구 전․후 대상자와 디지털 카메라의 거리와 높이를 일정하
게 유지하였으며, 평가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동일한 장소와
범위로 진행하였다. FTSS는 하지 근력과 균형 능력을 평가하
15,16)
기 위해 사용되었다.
FTSS는 5번 앉고 서기 동작을 완전
히 시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이 때 완전히 일
어선 자세는 체간을 바로 세우고 슬관절과 고관절을 완전히 신
17)
전한 상태로 정의하였다 . 최근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
Variable

Subject 1

Subject 2

Gender

F

M

Age (year)

71

47

Weight (kg)

62

86

Height (cm)

163

178

Type of stroke

Infarction

Infarction

Affected side

Right

Right

Duration of stroke (year)

1.8

1.2

F, female; M, 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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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runk extensor muscle
strengthening exercise
insitting

Figure 2. Lower limb extensor
muscle strengthening
exercise

Figure 3. Standing on the affected
side of lower limb

초, 4주차 14.40초로 측정되었으며, 사전검사와 4주차를 비교
하였을 때 감소되었다. 대상자 2는 사전 검사 40.08초, 1주차
34.11초, 2주차 28.58초, 3주차 27.85초, 4주차 24.49초로 지
속적인 감소가 관찰 되었다. 대상자 1의 TUG 결과는 사전 검
사 41.38초, 1주차 31.68초, 2주차 25.90초, 3주차 23.98초,
4주차 19.29초로 지속적인 감소가 측정되었다. 대상자 2는 사
전 검사 23.68초, 1주차 30.40초, 2주차 31.73초, 3주차
32.65초, 4주차 26.85초로 4주차를 제외하고 지속적인 증가가
관찰 되었다(Table 2).
운동치료 전․후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동작 비교는 STS
동작의 옆모습을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여 연속으로 사진촬영
을 실시하였다. 운동치료를 실시하기 전 과도한 모멘텀 이동을
보이며 4주간의 운동치료 후 STS 동작에서는 체간 신전근의
활성화 증가와 균형조절 능력 증가로 인한 모멘텀 이동의 감소
를 보이고 있으며, 좁아지는 기저면에 대하여 안정된 자세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Figure 4, 5).

비측 다리를 들어 올려 유지한 상태에서, 치료사가 손등으로
마비측 하지의 내전을 통제하면서 마비측 엉덩관절의 신전을
능동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때 마비측 다리는
과도한 무릎 신전 등과 같은 보상적 자세정렬이 유발되지 않도
록 해야 한다. 마비측 다리로 서 있는 시간과 반복 횟수는 수
행 시 나타나는 자세 와 동작의 정확성을 치료사가 판단하여
결정하였다(Figure 3).

III. 결 과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대상자 2명의 치료적 중재 후의 FTSS,
TUG, 10m walking Test를 통하여 치료 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운동치료 전․후의 하지근
력 및 동적 균형능력 검사에서 대상자 1의 FTSS 결과는 사전
검사 27.33초, 1주차 50.67초, 2주차 19.28초, 3주차 27.64

Table 2. Variations of five times sit to stand Test and Timed "Up & Go" Test
Pre-test
1 week
2 week
Subject 1
27.33
50.67
19.28
FTSS
Subject 2
40.08
34.11
28.58
TUG

(unit: second)

3 week
27.64

4 week
14.40

27.85

24.49

Subject 1

41.38

31.68

25.90

23.98

19.29

Subject 2

23.68

30.40

31.73

32.65

26.85

FTSS, Five times sit to stand Test; TUG, Timed "Up & Go" Test

a

b
After
Before
Figure 4. Sit-to-Stand Movement of subject 1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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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fore

b

After

Figure 5. Sit-to-Stand movement of subject 2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운동치료 전․후 보행의 변화에서는 대상자 1의 10m
walking test 결과는 사전 검사 40.66초, 1주차 29.43초, 2주
차 22.80초, 3주차 22.51초, 4주차 18.48초로 지속적인 감소
되었다. 대상자 2는 사전 검사 23.95초, 1주차 33.60초, 2주차
30.61초, 3주차 26.85초, 4주차 21.34초로 치료중재 1주차에
Table 3. Variations of 10 m walking test
Pre-test
Time
Step

증가를 보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였다. 10m
walking test를 하는 동안 보폭 수를 측정한 결과, 대상자 1
은 사전검사에 비해 치료중재를 하는 동안 지속적인 감소가 관
찰되었다. 대상자 2는 치료중재 1주차에 증가를 보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였다(Table 3)(Figure 6).

(unit: Time – second)

1 week

2 week

3 week

4 week

Subject 1

40.66

29.43

22.80

22.51

18.48

Subject 2

23.95

33.60

30.61

26.85

21.34

Subject 1

45

35

31

30

29

Subject 2

27

33

32

30

27

Figure 6. The changes according to the weeks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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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뇌졸중 후 편마비 보행은 보행속도의 감소와 더불어 보행의
시․공간적인 변수에 변화를 초래하는 데 그 중 분속수와 보장
은 보행속도와 관련하여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양하지 지지
기와 비마비측 단하지 지지기는 일반인에 비해 더욱더 길어져
21)
비대칭적인 보행 패턴을 야기한다. 또한 뇌졸중 환자들의 하
지근력 약화와 강직, 그리고 균형 감소는 신체적 활동 수준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어 비대칭적인 체중부하로 인한 보행의 심
22)
각한 비대칭성 보행 양상을 가중시키게 된다. 일반적으로 보
행속도를 측정함으로써 보행의 기능적인 수행능력을 반영할 수
23,24)
있다고 한다.
Kim과 Eng은 보행속도가 마비측 하지의 비
대칭적인 체중부하와 이동능력과 연관이 있으며, 이때 하지운
동기능의 역할이 강조하였고, 많은 선행 연구에서도 보행 속도
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를 족관절 배측굴곡근과 슬관절 굴곡
근․신전근, 고관절 굴곡근․신전근의 근력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조합된 마비측 하지근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5-28)
있다.
또한 Camargos 등은 뇌졸중 이후 STS 동작은 마
비와 비마비측 다리를 이용한 위치를 바꾸면서 STS 동작 동안
마비측 다리는 전경골근(tibialis anterior), 가자미근(soleus),
대퇴사두근(quadriceps), 슬괵근(hamstring)의 근활성도 뿐
아니라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 이동시간의 지연에 영향을 받
29)
는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으로 인한 성인 편마비
환자 2명을 대상으로 환자의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동작 향
상이 보행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체간 신전근과 하지
신전근의 활성화와 마비 측으로의 체중지지를 증가시키는 치료
적 중재를 실시한 후 sit to stand 향상으로 인한 하지근력 향
상 및 균형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FTSS를 사용하여 실시하였
으며, 동적 균형 능력에 대한 평가는 TUG를, 보행에 대한 평
가는 10m walking test를 사용하였다. 대상자 1은 FTSS를
실시한 결과 사전 검사 27.33초에서 4주차 14.40초로 하지근
력을 보이는데, 이는 하지 근 활성화 증가로 인해 균형능력 향
상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TUG에서도 사전 검사
41.38초에서 4주차 19.29초로 동적 균형 능력 향상을 보이고
있다. 10m walking test에서는 사전 검사 40.66초에서 4주차
18.48초로 보행속도 증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10m walking
test를 하는 동안 보폭 수를 측정한 결과, 사전 검사 45보폭에
서 4주차 29보폭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보행 속도의 증가와
보폭 수 감소는 마비측 입각기의 증가와 마비측 유각기가 감소
되어 양측 체중 지지의 변화와 함께 마비측으로의 체중 이동이
증가되어 보행수행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 2
는 FTSS를 실시한 결과 사전 검사 40.08초에서 4주차 24.49
초로 하지근력 및 균형능력의 향상을 보인다. TUG에서는 사
전 검사 23.68초에서 4주차 26.85초로 증가를 보였다. 10m

walking test에서는 사전 검사 23.95초에서 4주차 21.34초로
보행속도 증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10m walking test를 하
는 동안 보폭 수를 측정한 결과, 사전 검사 27보폭에서 4주차
27보폭으로 보폭 수에서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뇌졸중
환자들은 마비측 하지의 유각기시 발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힘
이 부족하여 체공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데 대상자 2는 하지 근
력의 증가로 마비측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30)
증가되어 마비측의 입각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Chou 등의 연구에서 40명의 뇌졸중 환자와 22명의 연령 일치
된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STS와 보행 수행능력에 대한 관
계를 알아보기 위해 AMTI 압력판과 Vicon 370 system을 사
용하여 일어서는 속도와 일어서는 동안 두 다리 사이에 떨어지
11)
는 최대 수직력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두 다리 사이
에 떨어지는 최대 수직력이 몸무게의 30%보다 적거나 4.5초
이내에 일어설 수 있는 편마비환자한테서 그렇지 않은 대상자
들보다 보행 수행능력이 좋아졌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FTSS로 STS 동작을 5번 수행하게 하였다. 대상자 1은 치료중
재 4주 후 14.40초로, 대상자 2는 치료중재 4주 후 24.49초로
11)
측정되었다. Chou 등 의 연구에 따르면 본 연구 대상자들은
STS 동작을 1회 실시하였을 때 4.5초 이내로 하였으므로 보행
수행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는 첫째, 연구 대상자의 수가 적어 뇌졸중 환자의 앉은 자세에
서 일어서기 동작이 보행에 미치는 효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었다. 둘째, 평가에 있어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
진 측정 장비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부분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실시한 평가는 접근성이 좋고 신뢰도가 높았으며,
사진 및 동영상을 통해 비교적 기능적 동작에서의 질적인 향상
을 볼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를 확장하여 다양한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동작 향상 운동프로그램과 보행간의 비교
연구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구성에 있어서 보다 다양하고 많은 수
의 대상자들을 선정하여 개개인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 후행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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