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졸중 환자에서 Balance Master 를

이용한 좌위 균형 훈련의 효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및 관리학과

이     건     철



뇌졸중 환자에서 Balance Master 를       

이용한 좌위 균형 훈련의 효과

지도   박    은    숙  교수

이 논문을 보건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1 년   6 월    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및 관리학과

이     건     철



이건철의 보건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1 년   6 월    일



감사의 글

이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논문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

했지만 완성된 논문을 보면서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자상한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해주신 박은숙 교수님

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논문에 깊은 관심과 세심한 지도로

많은 조언을 주신 나영무 교수님, 김덕용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논문을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재활의학과 이홍재 선생님께 감

사드립니다.

대학원 과정 동안 넓은 이해와 많은 배려를 해주신 물리치료실 황성호 실

장님과 연구기간 동안 여러모로 도움을 준 동료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

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늘 사랑으로 보살펴주신 부모님과 뒤에서 묵묵히 격려를

해주신 장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힘이 되어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재

성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곧 태어날 둘째 아기와도 작은 기쁨을 함께하고 싶습니

다.

끝으로 이 연구에 참여해 주신 모든 환자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빠른 쾌유

를 기원합니다.

2001년 6월

                                       이건철 올림



- i -

차   례

국 문 요 약.............................................................................. v

Ι. 서   론.................................................................................. 1

1. 연구의 배경.............................................................................................1

2. 연구의 목적.............................................................................................4

3. 연구의 가설.............................................................................................4

Ⅱ. 연구방법............................................................................. 5

1. 연구대상 ..................................................................................................5

2. 연구방법 ..................................................................................................5

1) 훈련방법...............................................................................................5

2) 평가 ......................................................................................................6

3. 연구분석방법 ...........................................................................................8

4. 연구분석의 틀 .........................................................................................9

Ⅲ. 연구결과........................................................................... 10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0

1) 연구대상자의 연령 및 성별분포......................................................10

2) 연구대상자의 마비부위.....................................................................11

2. 정적 자세 균형 제어력의 측정 ...........................................................12

3. 동적 자세 균형 제어력의 측정 ...........................................................14

1) 안정한계(limit of stability)검사..........................................................14



- ii -

2) 동적 체중이동(rhythmic weight shift) 검사......................................16

4. MAS(motor assessment scale)평가 .........................................................18

5. MBI(modified barthel index)평가...........................................................19

Ⅳ. 고   찰 ............................................................................ 20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20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22

3. 연구의 제한점 .......................................................................................24

Ⅴ. 결   론 ............................................................................ 25

참 고 문 헌............................................................................ 27

부  록 .................................................................................... 32

영문초록 ................................................................................. 36



- iii -

표 차례

표 1. 연구대상자의 연령 및 성별 분포................................................ 10

표 2. 연구대상자의 마비 부위.............................................................. 11

표 3. 훈련 전후의 정적 자세 균형 제어력........................................... 13

표 4. 안정한계(limit of stability)검사 ..................................................... 15

표 5. 동적 체중이동(rhythmic weight shift) 검사................................... 17

표 6. MAS(motor assessment scale) 측정 ................................................ 18

표 7. MBI(modified barthel index)측정................................................... 19

표 8. 한국판 Mini - Mental State Examination (MMSE-K) .................. 32

표 9. Modified Barthel Index ............................................................... 33

표 10. Motor Assessment Scale(MAS) ............................................... 34



- iv -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분석의 틀............................................................................. 9



- v -

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뇌졸중 환자에서 Balance Master 를 이용한 시지각적

바이오 피드백 좌위 균형 훈련과 고식적인 좌위 균형 훈련과의 균형 제어력을

비교 분석하여 운동 기능적 수행능력(MAS)과 일상생활 동작 수행능력(MBI)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 입원 및 외래로 재활치료를 받은

뇌졸중 환자 24 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기간은 2001 년 1 월 8 일부터 2001

년 4 월 20 일까지 였다.

자료의 분석은 대조군과 실험군 간의 균형 훈련 전후의 비교를 위해

Mann-Whitney U test 를 실시하였고,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균형 훈련 전후의 변

화를 Wilcoxon sign rank test 로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균형 훈련 전후의 체중지지율(weight bearing) 검사와 균형 감각 자

세 유지(mCTSIB) 검사로 정적 자세 균형 제어력을 비교하였을 때 Balance

Master 를 이용한 시지각적 바이오 피드백 좌위 균형 훈련을 받은 실험군에서

정적 자세 균형 증진의 효과가 있었다(p< 0.05).

둘째, 균형 훈련 전후의 안정한계(LOS) 검사와 동적 체중이동(rhythmic

weight shift) 검사로 동적 자세 균형 제어력을 비교하였을 때 Balance Master 를

이용한 시지각적 바이오 피드백 좌위 균형 훈련을 받은 실험군에서 동적 자세

균형 증진의 효과가 있었다(p< 0.05, p< 0.01).

셋째, 균형 훈련 전후의 운동 기능(MAS)과 일상생활 동작 수행능력

(MBI)은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전반적인 향상을 보여 균형 훈련의 효과 보다는

포괄적인 재활치료 과정을 통한 기능적인 회복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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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로 보아 Balance Master 를 이용한 시지각적 바이오 피드백

좌위 균형 훈련이 고식적인 좌위 균형 훈련에 비해 균형 제어력의 증진 및 운

동 기능 향상에 유용한 치료 방법으로 여겨지며 향후 제한점을 보완하면 뇌졸

중 환자와 균형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정적 및 동적인 자세 조절에 도움을 주

고 보다 효과적인 치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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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   론

1. 연구의 배경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뇌

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뇌졸중 환자의 치료

를 위해서 신체의 기능을 개선하려면 그 환자의 장애 정도를 올바르게 인식하

고 평가하여야 한다.

  뇌졸중 환자에서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환자의 연령, 운동

기능장애, 실금, 인지기능 및 지각기능의 장애와 심리적, 환경적 요인 등이 있

다(전중선등, 1997).

  뇌졸중은 악성종양 및 심장질환과 더불어 우리나라 성인의 주된 사망원

인 중 하나이다(통계청, 1998). 또한 최근 의학기술의 발달 및 조기치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변화되면서 뇌졸중의 생존율이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한 후유

증이나 합병증에 의해 초래되는 개인적, 사회적 비용도 증가되고 있다(전중선,

1997).

대부분의 생존자들은 어느 정도의 신경학적 회복을 경험하지만 약

30~60%의 환자는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도움을 필요로 한다(김창환 등, 1995).

일상생활 동작이란 먹기, 입기, 대ㆍ소변 처리하기, 기능적인 운동능력, 지역사

회로의 이동 능력, 기능적인 의사소통 능력 등의 자기관리 능력을 말한다.

  뇌졸중 환자의 기능 평가는 크게 일상생활 동작을 위주로 평가하는 것

과 운동 기능을 평가하는 것으로 구분되며 일상생활 동작의 평가 도구로는

MBI(modified barthel index), Katz Index, Kenny self-care score 등이 있다(Hamrin 등,

1982). 운동 기능을 주로 평가하는 도구로는 Brunnstrom Assessment, Fugl-Me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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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Shepherd의 MAS(motor assessment scale), Rivermead Motor Assessment,

Montreal Evaluation 과 Bobath Assessment 등 많은 평가 도구들이 임상에서 사용

되고 있다(Lindmark 1988 : Loewen 등, 1988 : Sabari 등, 1997). 이중 Barthel Index

는 1965 년 Mahoney 와 Barthel 이 일상생활 동작의 자립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한 것으로 환자의 기능 호전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평가방법이며

기능의 변화를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신정빈 등,

1987). 본 연구에서는 보다 수정 보완된 Modified Barthel Index 를 사용하였고,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0.89, 검사자간 신뢰도가 0.95 로 알려져 있다(Granger 등,

1979).

  뇌졸중 환자의 좌위(sitting) 균형이 마비측 하지의 근력, 지각기능보다

보행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유철 등, 1992).

신체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지지면(base of support)내에 체

중의 중심선(center of gravity)이 연속성을 가지고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서는 균형감각의 정상적인 입력과 고위중추에서의 적절한 통합조절이 요구된

다. 이때 정상적인 균형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3 가지의 기능적 요소 즉, 신

체의 생역학적 측면인 근 골격계의 지지작용(biomechanical support)과, 협응 운

동을 포함한 운동기능(motor coordination), 감각기능의 통합적 작용(sensory

integration)이 필요하다(Horak, 1987).

  평형반응(equilibrium)이란, 자세의 변화와 불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고도

의 통합된 반응으로 6~7 개월 경에 처음 나타나서 소아에서 증가하고 사춘기

이후부터 완만하게 감소하여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반응이다(Izraelevitz,

1985). 또한 동적 균형(dynamic balance)이란, 체중의 중심선(COG)이 변화할 때

의 균형으로 체중의 무게 중심을 옮기거나 어떤 동작을 할 때 균형유지의 정

도로써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Ruskin, 1984).

  자세 균형 제어(postural balance control)란 신체의 무게중심을 지지면 위



- 3 -

에서 최소의 자세동요(postural sway) 하에 유지시키는 능력을 말하는데 자세 균

형 제어 및 평형능력의 저하는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킨 뇌졸중 및 외상성

뇌 손상 환자에게 흔히 동반되는 현상으로 안정성의 유지, 체중부하 조절 및

보행 능력에 지장을 초래하여 재활의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Di Fabio 등,

1990 : Goldie 등, 1989 : Hamid 등, 1991 : Shumway-Cook 등, 1988). 이에 대해 일반

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고전적인 재활치료방법은 치료자의 지시에 따른 훈련으

로 인지 및 지각기능 장애를 동반한 뇌졸중 환자나 노인에게 효과적이지 못하

며 치료의 효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Horak, 1987).

  이에 균형 제어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졌고, 노령의 여성 및 낙상자를

대상으로 계획된 균형 훈련과 힘판을 이용한 평가를 실시하여 자세 균형 제어

력의 증진을 보고하였으며(Judge 등, 1994 : Lord 등, 1996), 중국체조(Tai Chi)가

자세 균형 제어력의 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힘판을 이용한 평가를 통하

여 보고한 바 있다(Wolf와 Wolfson 등, 1996). 또한 Dynamic Posturograph 를 이

용한 시각적 바이오 피드백의 효과가 자세 균형 제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Ledin 등, 1991).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계획된 근력 증강 훈련 및 전산화된 훈련 장

치인 Balance Master 를 이용한 시지각적 바이오 피드백 균형 훈련을 실시하였

는데 프로그램된 규칙적인 근력 증강 훈련보다 Balance Master 를 이용한 시지

각적 바이오 피드백 균형 훈련을 한 경우가 자세 균형 제어력의 증진에 가치

가 있음을 보고하였다(Wolfson 등, 199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객관성이 높고 측정 방법도 비교적 간단하며 정량

적 평가가 가능한 Balance Master 를 이용하여 뇌졸중 환자에서 시지각적 바이

오 피드백을 통한 좌위 균형 훈련과 고식적인 좌위 균형 훈련의 균형 제어력

을 비교하고 MAS 와 MBI 를 이용하여 운동 기능적 수행능력과 일상생활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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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뇌졸중 환자에서 Balance Master 를 이용하여 시지각적

좌위 균형 훈련과 고식적인 좌위 균형 훈련과의 균형 제어력을 비교하고 운동

기능적 수행능력과 일상생활 동작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으

며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뇌졸중 환자에서 Balance Master 를 이용한 시지각적 좌위 균형 훈

련 후의 균형 제어력을 알아본다.

둘째, 뇌졸중 환자에서 고식적인 좌위 균형 훈련 후의 균형 제어력을 알

아본다.

셋째, 뇌졸중 환자에서 Balance Master 를 이용한 시지각적 좌위 균형 훈

련과 고식적인 좌위 균형 훈련의 차이를 알아보고 운동 기능(MAS) 및 일상생

활 동작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3. 연구의 가설

첫째, 뇌졸중 환자에서 Balance Master 를 이용한 시지각적 좌위 균형 훈

련이 고식적인 좌위 균형 훈련보다 균형 제어력이 높을 것이다.

둘째, 뇌졸중 환자에서 Balance Master 를 이용한 시지각적 좌위 균형 훈

련의 MAS 와 MBI 점수가 고식적인 좌위 균형 훈련의 MAS 와 MBI 점수보다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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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뇌혈관 장애로 인한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고 인제대학교 일

산 백병원에 입원 및 외래로 재활치료를 받은 환자 24 명을 대상으로 고식적

인 좌위 균형 훈련을 받은 12 명의 대조군과 Balance Master 를 이용한 시지각적

좌위 균형훈련을 받은 12 명의 실험군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기간은 2001 년 1

월 8 일부터 2001 년 4 월 20 일까지 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환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뇌졸중으로 인하여 이차적으로 편마비가 된 환자

둘째, 연구자가 지시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환자(K-MMSE 로 평

가)

셋째, 과거력상 말초신경계 및 근 골격계에 외상이 없는 환자

넷째, 시각장애가 없는 환자

다섯째, 적어도 6 년 이상의 정규 교육을 받은 편마비 환자

여섯째,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환자

2. 연구방법

1) 훈련방법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훈련 시작 전 Balance Master 를 이용하여 정적 및

동적 균형 평가와 일상생활 동작 수행점수(MBI) 및 운동기능(MAS) 평가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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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후 대조군은 4 주간의 물리치료 및 치료사에 의한 고식적인 균형 훈련을

받았으며, 실험군은 4 주간의 물리치료 및 Balance Master 를 이용하여 주 당 3

회씩 30 분간의 시 지각적 바이오 피드백 균형 훈련(모니터상에 표시되는 신체

의 압력중심의 변화를 보면서 앉은 자세에서 몸의 중심을 전후 및 좌우로 훈

련)을 받았다. 또한 4 주간의 훈련이 끝난 후 Balance Master 를 이용하여 정적

및 동적 균형 평가와 일상생활 동작 수행점수(MBI) 및 운동기능(MAS) 평가를

시행하였다.

2) 평가

  

① 정적 자세 균형 제어력의 측정

가. 체중 지지율(weight bearing) 검사(%)

Balance Master 의 힘판(force platform) 위에 피검사자가 앉을 수 있는 정

육면체의 보조대를 올려놓고 피검사자를 앉게 한 후 양손을 각각 반대편의 주

관절 부를 감싸게 한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앉은 자세에서의 환측및 건측의

체중지지율을 측정하였다.

나. 균형 감각 자세유지(modified CTSIB) 검사

Balance Master 의 힘판(force platform) 위에 피검사자가 앉을 수 있는 정

육면체의 보조대에 견고한(firm) 물체와 부드러운(foam) 물체를 올려놓고 그 위

에 피검사자를 앉게 한 후 양손을 각각 반대편의 주관절 부를 감싸게 한 자세

를 10 초간 지속하게 하여 3 회 측정한다. 이때 힘판에 가해지는 신체 압력중

심(center of gravity)의 변화를 모니터상에서 추적하고 동요의 폭과 높이를 기준

으로 하여 눈을 뜬 상태(eyes open)와 눈을 감은 상태(eyes closed)의 자세에서

신체 압력중심의 평균 변화속도(mean COG sway velocity)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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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적 자세 균형 제어력의 측정

가. 안정한계(limit of stability) 검사

Balance Master 의 모니터상에 시계방향으로 8 개의 목표물을 표시하고

중심에 피검사자의 압력중심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피검사자가 자신의 무게중

심을 이동하여 시계방향으로 모니터상의 압력중심이 표시된 8 개의 목표물을

향하여 이동하도록 하는데 이때 한 목표물을 향하여 이동하는 시간은 10 초간

으로 검사한다. 각 방향의 목표물에 대하여 반응시간, 이동속도, 이동거리(정점,

최대), 방향조절력을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반응시간(reaction time)은 모니터

상에 움직이라는 지시신호가 떨어진 순간부터 피검사자가 처음 움직일 때까지

의 시간을 초(sec)로 나타내고, 이동속도(movement velocity)는 신체의 압력중심

이 중심부에서 목표물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초당 각속도(deg/sec)로

나타냈으며, 이동거리(end point & maximal excursions)는 신체의 압력중심의 주행

경로가 중심에서 목표물을 향하여 처음 움직일 때의 거리(end point excursion)와

목표물에 도달하는데 소요된 최대거리(maximal excursion)를 백분율(%)로 표시

하였다. 또한 방향조절력(directional control)은 신체의 압력중심이 중심부에서 목

표물까지 일직선으로 도달하는데 동요된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나게 하였다.

나. 동적 체중이동(rhythmic weight shift) 검사

동적 체중이동(rhythmic weight shift) 검사는 좌우(left/right), 전후

(front/back)로의 신체 중심점을 이동하는 검사로서 이동속도(slow, medium, fast)

에 따른 구간속도와 방향조절력을 측정하였다. 이때 느린 속도(slow)는 3 초당

한 축으로의 이동(3 second transitions), 중간 속도(medium) 2 초당 한 축으로의 이

동(2 second transitions), 빠른 속도(fast)는 1 초당 한 축으로의 신체 중심점을 이

동(1 second transitions)하는 검사이다. 구간속도(on-axis velocity)는 운동 방향으로

동적 체중을 이동하는 것으로서 초당 각속도(deg/sec)로 나타내며, 방향조절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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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운동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도달하는데 동요된 정도를 백분율(%)로 표시되

게 하였다.

               

3. 연구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부호화 한 후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균형

훈련 전후의 정적 및 동적 자세 균형 제어력과 일상생활 동작 수행능력(MBI),

운동기능(MAS)의 변화를 Mann–Whitney U test 로 실시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

에서 균형 훈련 전후의 정적 및 동적 자세 균형 제어력과 일상생활 동작 수행

능력(MBI), 운동 기능(MAS)의 변화를 Wilcoxon sign rank test 로 비교 분석하였

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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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분석의 틀

그림 1. 연구분석의 틀

Balance master 를 이용한

균형훈련(훈련 전)

고식적인 균형훈련
(훈련 전)

Mann-Whitney U test
 Wilcoxon sign

rank test
Wilcoxon sign

rank test

Balance master 를 이용한

균형훈련(훈련 후)

고식적인 균형훈련
(훈련 후)

Mann-Whitney U test

일 상 생 활 동 작
수 행 평 가 (MBI)

&
기능적 수행 능력

(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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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연구대상자의 연령 및 성별분포

연구대상자의 나이는 32 세에서 76 세까지로 평균 55.46 ± 13.29 세였고,

전체 24 명 중 성별 비율은 남자가 14 명, 여자가 10 명이었다. 대조군의 나이는

32 세에서 73 세까지로 평균 55.50 ± 14.53 세였으며 남자가 7 명, 여자가 5 명이

었고, 실험군은 35 세에서 76 세까지로 평균 55.42 ± 13.19 세였으며 남자가 7 명,

여자가 5 명이었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연령 및 성별 분포

나이 (세) 대   조   군
남       여

실   험   군
남       여

계

30 ~ 39
40 ~ 49
50 ~ 59
60 ~ 69
70 ~

1
1
2
1
2

2

1
1
1

1
1
3
1
1

2

1
2

6
2
7
5
4

계 7         5 7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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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의 마비부위

연구대상자의 전체 24 명 중 우측 편마비 뇌졸중 환자는 11 명, 좌측 편

마비 뇌졸중 환자는 13 명이었고, 대조군의 우측 편마비 뇌졸중 환자는 5 명,

좌측 편마비 뇌졸중 환자는 7 명이었으며 실험군은 좌, 우측 각각 6 명이었다

(표 2).

표 2. 연구대상자의 마비 부위

마비 부위 대   조   군
남        여

실   험   군
남        여

계

우   측

좌   측

5

2 5

5         1

2         4

11

13

계 7 5 7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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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적 자세 균형 제어력의 측정

연구대상 환자에서 실험 전 체중지지율 검사와 균형 감각 자세 유지 검

사에 대하여 각 자세에서 10 초간 자세동요(path sway)의 정도를 신체 압력중심

의 평균 변화속도로 측정하고 이를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p> 0.05).

균형 훈련 전후의 정적 자세 균형 제어력을 비교하였을 때 체중지지율

검사에서는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

0.05), 실험군의 경우 환측과 건측의 체중지지율이 거의 균등하게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었고 대조군의 경우 환측과 건측에서 변화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균

형 감각 자세 유지 검사에서는 실험군의 경우 안정 좌위 폐안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 0.05), 다른 자세에서는 자세 동요의 감소를 볼 수 있

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0.05). 대조군의 경우 모든 자세

에서 훈련 전후의 차이가 없었다(p> 0.05).

  Balance Master 를 이용한 시 지각적 바이오 피드백 균형 훈련의 유용성

을 보기 위해 대조군과 실험군 간에 훈련 후의 체중지지율 검사와 균형 감각

자세 유지 검사에서는 안정 좌위 개안 및 폐안시를 제외하고 모든 자세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5).



- 13 -

표 3. 훈련 전후의 정적 자세 균형 제어력

Control  group
Before        After

Study  group
Before         After

Weight bearing (%)
Affected
Unaffected

mCTSIB (deg/sec)
Firm Eye opened
    Eye closed

Foam Eye opened
       Eye closed

48.33 ± 2.10
51.67 ± 2.10

0.17 ± 0.08
0.17 ± 0.08
0.23 ± 0.09
0.18 ± 0.08

48.67 ± 1.61
51.33 ± 1.61

0.18 ± 0.11
0.16 ± 0.07
0.26 ± 0.07
0.24 ± 0.11

48.83 ± 2.62
51.17 ± 2.62

0.17 ± 0.07
0.18 ± 0.08
0.21 ± 0.05
0.20 ± 0.09

49.75 ± 0.75†
50.25 ± 0.75†

0.16 ± 0.11
0.13 ± 0.10*
0.19 ± 0.08†
0.16 ± 0.10†

* P< 0.05,  †P< 0.05

mCTSIB : modified Clinical Test Sensory Interaction Balance

* ; 실험군과 대조군의 훈련 전 후 비교

†; 실험군과 대조군의 훈련 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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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적 자세 균형 제어력의 측정

1) 안정한계(limit of stability)검사

훈련시작 전 각 방향(전측, 후측, 환측, 건측)에 대한 반응시간, 이동속도,

진로오차(정점, 최대), 방향 조절력을 측정하고 이를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나누

어 비교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0.05).

실험군에서 훈련 전후의 안정한계(limit of stability)검사로 동적 자세 균형

제어력을 비교하였을 때 모든 방향에서 반응시간, 이동속도, 이동거리(정점, 최

대), 방향조절력이 훈련 후에 안정화되어 가는 변화를 보였는데, 반응시간

(reaction time), 이동속도(movement time), 정점 이동거리(end point excursion)는 모

든 방향에서 통계학적인 의의가 있었고, 최대 이동거리(max excursion)는 환측과

건측에서 의의 있는 증가를 보였으며(p< 0.05, p< 0.01), 방향조절력(directional

control)에서는 환측과 건측, 전측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5, p< 0.01) (표 4).

대조군에서는 반응시간(reaction time)이 전측과 후측, 환측에서 의의 있는

감소를 보였으며 (p< 0.05), 이동속도에서는 후측, 최대 이동거리(max excursion)

는 건측, 방향조절력에서는 전측 방향에서만 의의 있는 증가를 보였다(p< 0.05)

(표 4).

Balance Master 를 이용한 시 지각적 바이오 피드백 균형 훈련의 유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대조군과 실험군간에 훈련 후의 안정한계 검사에 대한 동적 자

세 균형 제어력을 비교하여 본 결과 반응시간(reaction time)은 전측과 건측에서,

이동속도(movement velocity)에서는 모든 방향에서, 정점 이동거리(end point

excursion)는 환측과 건측 및 후측 방향에서 통계학적인 의의가 있었고, 최대

이동거리(max excursion)와 방향조절력(directional control)에서는 환측 및 건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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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0.05, p< 0.01) (표 4).

표 4. 안정한계(limit of stability)검사

Control   group
Before          After

Study   group
Before         After

Reaction
Time(sec)

Forward
Backward
Unaffected side
Affected side

1.44 ± 0.52
1.27 ± 0.64
1.30 ± 0.54
1.41 ± 0.64

 1.13 ± 0.32*
 0.81 ± 0.30*
1.07 ± 0.42

 1.09 ± 0.47*

1.34 ± 0.35
1.10 ± 0.44
1.26 ± 0.36
1.33 ± 0.41

0.73 ± 0.25**‡
0.62 ± 0.37**
0.63 ± 0.35**‡
0.76 ± 0.20**

Movement
Velocity
(deg/sec)

Forward
Backward
Unaffected side
Affected side

3.79 ± 3.80
2.01 ± 1.22
2.55 ± 1.74
2.48 ± 1.54

3.78 ± 2.05
 2.81 ± 1.41*
3.41 ± 1.60
2.34 ± 1.23

3.98 ± 2.33
2.65 ± 1.07
3.10 ± 1.52
2.61 ± 1.27

6.61 ± 2.73*‡
4.07 ± 1.35**‡
5.08 ± 1.91*†
4.63 ± 1.55**‡

End point
Excursion
(%)

Forward
Backward
Unaffected side
Affected side

81.25 ± 34.66
64.42 ± 27.50
53.50 ± 21.17
53.25 ± 24.37

95.83 ± 20.40
71.58 ± 22.85
63.50 ± 14.65
54.08 ± 16.51

89.25 ± 21.96
76.25 ± 22.60
70.17 ± 19.60
64.92 ± 22.93

107.67± 16.62*
90.00 ± 16.14*†
91.17 ±15.09**‡
86.83 ± 14.66**‡

Max
Excursion
(%)

Forward
Backward
Unaffected side
Affected side

100.67±28.48
78.17 ±23.97
69.67 ±20.73
67.00 ±24.10

111.33± 16.40
85.50 ± 22.94

 80.83 ± 14.27*
70.67 ± 15.65

110.33± 23.75
84.75 ± 21.12
85.33 ± 22.34
78.67 ± 20.83

113.83 ± 10.68
95.67 ± 10.24

100.92 ± 7.63*‡
93.83 ± 9.52**‡

Directional
Control
(%)

Forward
Backward
Unaffected side
Affected side

82.75 ± 6.36
81.42 ±12.30
67.92 ±11.90
71.92 ±18.43

85.58 ± 3.75*
75.08 ± 18.34
69.50 ± 19.98
70.25 ± 16.27

83.83 ± 8.36
80.17 ± 15.00
76.25 ± 12.63
71.50 ± 18.59

88.58 ± 4.87*
85.50 ± 7.89
84.17 ± 9.21**‡
82.50 ± 7.03*†

*† P< 0.05, ** ‡ P< 0.01

* ; 실험군과 대조군의 훈련 전 후 비교

†; 실험군과 대조군의 훈련 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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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적 체중이동(rhythmic weight shift) 검사

훈련시작 전 이동속도(slow, medium, fast)에 따른 좌우(left/right) 및 전후

(front/back) 방향으로의 구간속도(on-axis velocity)와 방향조절력(directional control)

을 측정하고 이를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p> 0.05).

실험군에서 훈련 전후의 동적 체중이동 검사로 동적 자세 균형 제어력을

비교하였을 때 모든 방향에서 구간속도와 방향조절력이 안정화 되어가는 변화

를 보였는데 좌우 방향으로의 방향조절력은 이동속도에 관계없이 통계학적인

의의가 있었고, 전후 방향으로의 체중이동에서는 빠른(fast) 방향조절력에서 통

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p< 0.05, p< 0.01) (표 5).

Balance Master 를 이용한 시 지각적 바이오 피드백 균형 훈련의 유용성을

보기위해 대조군과 실험군 간에 훈련 후의 동적 체중이동 검사로 동적 자세

균형 제어력을 비교하여 본 결과 좌우 방향으로는 느린(slow) 구간속도와 느린

(slow) 방향조절력 및 중간(medium) 방향조절력에서 통계학적인 의의가 있었고,

전후 방향으로의 체중이동에서는 빠른(fast) 방향조절력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

하였다(p< 0.05, p< 0.01)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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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동적 체중이동(rhythmic weight shift) 검사

Control group
Before         After

Study group
Before         After

L

/

R

On-axis
Velocity
(deg/sec)
    Direct
ional
Control
(%)

Slow
Medium
Fast

Slow
Medium
Fast

2.42 ± 1.05
3.33 ± 1.39
5.92 ± 3.35

61.50±13.23
72.17± 10.75
72.25±12.89

2.33 ± 0.68
3.57 ± 1.13
5.48 ± 2.72

63.58± 16.46
70.08± 8.72
74.25± 13.33

2.52 ± 0.67
3.95 ± 0.98
5.83 ± 2.73

62.25± 22.96
75.25± 8.28
70.17± 17.58

2.80 ± 0.37†
4.10 ± 0.30
7.08 ± 1.28

77.00±5.54**‡
81.08± 3.82*‡
82.67± 5.11*

F

/

B

On-axis
Velocity
(deg/sec)

Directional
Control
(%)

Slow
Medium
Fast

Slow
Medium
Fast

2.32 ± 0.57
3.06 ± 0.91
5.28 ± 2.47

67.42± 16.22
74.00± 11.00
77.17± 13.88

2.53 ± 0.50
3.61 ± 0.88
5.17 ± 1.89

75.08± 8.30
74.92± 9.84
76.83± 10.06

2.35 ± 0.38
3.31 ± 0.87
4.80 ± 2.26

71.08± 19.48
73.17± 18.58
71.25± 28.30

2.31 ± 0.42
3.26 ± 0.46
5.97 ± 1.12

78.42± 8.52
82.67± 5.31
85.33± 4.89*†

*† P< 0.05, ** ‡ P<0.01

* ; 실험군과 대조군의 훈련 전 후 비교

†; 실험군과 대조군의 훈련 후의 비교

L: Left, R: Right, F: Front, B: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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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S(motor assessment scale)평가

훈련 시작 전 MAS(motor assessment scale)를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0.05)(표 6).

실험군에서 훈련 전후의 MAS 를 비교하였을 때 모든 항목에서 통계학적

인 의의가 있었고(p< 0.05, p< 0.01), 대조군에서는 누운 상태에서 앉기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5). 또한 모든

항목에서 실험군의 변화 값이 더 의의 있게 나타났다.

Balance Master 를 이용한 시 지각적 균형 훈련의 유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대조군과 실험군간에 훈련 후의 MAS 를 평가 하였을 때, 앉기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5)(표 6).

표 6. MAS(motor assessment scale) 측정

Control group
Before         After

Study group
Before          After

MAS
Supine to
Sidelying

4.25 ± 1.49 4.67 ± 1.37* 4.83 ± 1.19 5.75 ± 0.45*†

Supine to
Sitting

4.17 ± 1.70 4.42 ± 1.73 4.92 ± 1.17 5.75 ± 0.45*†

Balanced
Sitting

4.25 ± 1.55 4.75 ± 1.36* 4.75 ± 0.97 5.42 ± 0.52*

Sitting to
Standing

3.92 ± 1.68 4.42 ± 1.51* 4.33 ± 1.30 5.33 ± 1.16**†

Walking 3.50 ± 1.24 4.08 ± 1.44* 3.75 ± 1.06 5.08 ± 0.90**†

* P< 0.05,  † P< 0.05,  ** P< 0.01

* ; 실험군과 대조군의 훈련 전 후 비교

†; 실험군과 대조군의 훈련 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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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BI(modified barthel index)평가

훈련 시작 전 MBI(modified barthel index)를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0.05)(표 7).

실험군에서 훈련 전후의 MBI 를 비교하였을 때 신변처리(self care)와 보행

(ambulation) 항목에서 통계학적인 의의가 있었고(p< 0.05, p< 0.01), 대조군에서는

신변처리(self care) 항목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5).

Balance Master 를 이용한 시 지각적 균형 훈련의 유용성을 알아보기 위

해 대조군과 실험군간에 훈련 후의 MBI 를 평가하였을 때, 모든 항목에서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0.05)(표 7).

표 7. MBI(modified barthel index)측정

Control group
Before          After

Study group
Before          After

MBI

Self care

Transfer

Ambulation

25.92 ± 8.02

11.08 ± 4.56

8.67 ± 4.34

29.08 ± 6.57*

12.17 ± 3.59

9.83  ± 3.54

26.83 ± 9.72

11.67 ± 5.25

9.42 ± 5.42

32.17 ± 6.37**

13.67 ± 2.23

12.08 ± 2.31*

* P< 0.05, ** P< 0.01

* ; 실험군과 대조군의 훈련 전 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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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신체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감각의 정상적인 입력과 고위중추

에서의 적절한 통합조절이 요구되는데 이는 신체의 생역학적 측면인 근 골격

계의 지지작용(biomechanical support)과, 협응 운동을 포함한 운동기능(motor

coordination), 감각기능의 통합적 작용(sensory integration)이 필요하다(Horak,

1987).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고전적인 재활치료 방법은 치료자의 지시에

따른 훈련으로 인지 및 지각기능 장애를 동반한 뇌졸중 환자나 노인에게 효과

적이지 못하며 치료의 효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Horak, 198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객관성이 높고 측정 방법도 비교적 간단하며 정량

적 평가가 가능한 Balance Master 를 이용하여 뇌졸중 환자에서 시지각적 바이

오 피드백을 통한 좌위 균형 훈련과 고식적인 좌위 균형 훈련의 균형 제어력

을 비교하였다. Balance Master (version 7.0)는 체중의 중심선(COG) 이동에 대한

안정한계(LOS)를 시지각적 바이오 피드백을 통해 신경학적 및 운동 장애, 전

정기관 장애, 노인 질환, 근 골격계 질환 및 스포츠 의학에서 광범위한 환자들

을 평가하고 훈련하는데 효과적인 장비이다. Balance Master 의 정상범위의 기준

은 미국의 Oregon state university와 California state university 의 Ruby Gerontology

center 에 있는 20~79 세의 170 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데이터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균형 제어력은 정적 및 동적 자세 균형 제어력으로 평가

하였는데 정적 자세 균형 제어력은 체중지지율(weight bearing)검사와 균형 감각

자세유지(mCTSIB)검사, 동적 자세 균형 제어력은 안정한계(LOS)검사와 동적

체중 이동(rhythmic weight shift)검사로 실시하였다. 또한 Balance Master 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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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시지각적 바이오 피드백을 통한 좌위 균형 훈련이 일상생활 동작 수행능

력과 운동 기능적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Modified Barthel

Index(MBI)와 Motor Assessment Scale(MAS)를 사용하였다. MBI 는 Mahoney 와

Barthel 이 일상생활 동작의 자립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한 것으로 환자의

기능 호전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평가 방법이고 기능의 변화에 민감

한 평가도구라고 하였으며(Granger 등, 1979: 신정빈 등, 1987), MAS 는 뇌졸중

환자에서 주로 운동 기능적 회복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는데 도움이 되는 평

가도구라고 하였다(Loewen 등, 1988). 본 연구에서 MBI 는 신변처리(self care),

이동하기(transfer), 보행(ambulation)항목, MAS 는 옆으로 눕기(supine to sidelying),

앉기(supine to sitting), 앉은 상태에서 중심잡기(balance sitting), 앉은 상태에서 서

기(sitting to standing), 걷기(walking)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평가하고 훈련시켰으며 분석 방법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균형 훈련 전후의 정적 및 동적 자세 균형 제어력과 MBI 및

MAS 의 변화를 Mann-Whitney U Test 로 측정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균형

훈련 전후의 정적 및 동적 자세 균형 제어력과 MBI 및 MAS 의 변화를

Wilcoxon sign rank test 로 비교 분석하여 뇌졸중 환자에서 Balance Master 를 이용

한 좌위 균형 훈련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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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뇌졸중 환자에서 마비측의 감각이상 및 지각장애와 근력의 약화로 인해

자세 균형 제어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세동요(postural sway)가 커지고 체중이동

능력의 저하가 초래되며 비정상적인 자세반응이 나타난다(Shumway-Cook 등,

1988: Goldie 등, 1996: Badke 등, 1983).

Hamman 등(1992)과 Wolfson 등(1996)은 정상적인 노인을 대상으로

Balance Master 를 이용하여 압력중심의 변화를 시각적 바이오 피드백을 통한

균형 훈련이 단순한 하체의 근력증강 훈련 보다 균형 제어력의 증진에 더 효

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Shumway-Cook 등(1988)과 Winstein 등(1987)은 뇌졸중으

로 인한 편마비 환자에서 시각적 바이오 피드백 균형 훈련이 기립위 안정성

및 보행능력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Lehmann 등(1990)

은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서 힘판을 이용하여 자세동요를 측정하고 시각적 바

이오 피드백을 활용한 자세 균형 제어 훈련을 실시한 결과 이러한 측정 방법

이 신뢰성 있는 방법이며 시각적 바이오 피드백을 이용한 훈련이 고전적 치료

방법보다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정적 및 동적

자세 균형 제어력이 고식적인 치료군에 비해 시지각적 바이오 피드백 균형 훈

련을 받은 실험군에서 의의 있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Nashner 등(1982)은 정적 자세 균형 제어에서 체성 감각기관의 역할이

가장 크며, 체성 감각과 시각적 정보 유입이 소실된 경우에는 자세 균형 유지

에 큰 동요를 보인다고 하였고, Shumway 등(1988)은 자세의 안정성을 위해 시

각적 바이오 피드백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적 자세 균형 제어력을 비교하였는

데 고식적인 방법보다 자세동요를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체중지지율 검사에서 대조군의 경우 환측과 건측에서 체중지지율

의 변화가 없었던 것에 비해 실험군에서는 환측과 건측의 체중지지율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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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하게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균형 감각 자세유지 검사에서는 안

정 좌위 폐안시 의의 있는 감소가 있었고, 다른 자세에서는 자세동요의 감소가

나타났으며 시지각적 바이오 피드백 좌위 균형 훈련이 고식적인 좌위 균형 훈

련에 비해 정적 자세 균형 증진의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적 자세 균형 제어력은 이동(transfer) 및 보행 등의 일상생활에서 환자

의 기동성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Ledin 등(1991)은 Dynamic Posturograph를 이용한 시각적 바이오 피드백

의 효과가 자세 균형 제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Winstain 등(1989)

은 시각적 정보가 환측 및 건측의 체중 분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고식적인

치료보다 시각적 바이오 피드백 균형 훈련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안정한계(LOS)검사에 대한 동적 자세 균형 제어력이 Balance

Master 를 이용한 시지각적 바이오 피드백  균형 훈련 결과 훈련 전에 비해 훈

련 후의 반응시간, 이동속도, 정점 이동거리가 모든 방향에서 의의 있는 향상

을 보였으며, 최대 이동거리는 환측 및 건측에서, 방향조절력은 환측 및 건측

그리고 전측에서 의의 있는 향상을 보여 고식적인 균형 훈련 보다 시지각적

바이오 피드백 균형 훈련에서 민첩성이 증가되고, 신체 압력중심의 조정능력

이 향상되며, 동적 자세 균형증진의 효과가 더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적 체중이동(rhythmic weight shift) 검사에 의한 동적 자세 균형 제어력

은 실험군의 경우 좌우 방향으로의 방향조절력에서 이동속도에 관계없이 의의

있는 증가를 보였으며, 전후 방향으로의 체중이동에서는 빠른 방향조절력에서

의의 있는 증가를 보였다. 좌우 방향으로의 구간속도와 전후 방향으로의 구간

속도 및 느린(slow) 방향조절력과 중간(medium) 방향조절력에서는 통계학적으

로 의의 있는 증가는 아니었지만 이동속도에 관계없이 모든 방향에서 안정화

되어가는 변화를 보여 자세동요의 감소 및 조정능력의 향상으로 여겨진다.

균형 훈련 전후의 MBI 와 MAS 비교에서는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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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향상을 보여 이는 균형 훈련의 효과보다는 포괄적인 재활치료 과정을 통

한 기능적 회복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시지각적 바이오 피드백 좌위 균형 훈련을 통해 적

절한 체중의 분배, 자세동요의 감소, 민첩성의 증가 및 조정능력의 향상으로

정상 노인 및 편마비 환자에게 일상생활 도중 움직임의 부족과 갑작스럽게 발

생되는 균형의 상실로 인해 낙상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제한점이 있었다.

첫째, 환자의 표본이 적어 우측 편마비와 좌측 편마비의 마비부위에 따

른 균형 훈련 효과를 비교 관찰하지 못하였다. 향후 마비부위에 따른 대상자

를 선별하여 부위별 특징을 분석하고 차이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뇌졸중 초기상태가 지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였

는데 앞으로 뇌졸중 환자에서 발병 후 어느 시기에 균형 훈련을 시행하는 것

이 가장 효과적으로 균형을 증진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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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객관성이 높고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Balance Master 를 이용

하여 인제대학교 일산 백병원에 입원 및 외래로 재활치료를 받았던 환자 24

명을 대상으로 시 지각적 좌 위 균형 훈련과 고식적인 좌 위 균형 훈련의 균

형 제어력을 평가하고 운동 기능과 일상생활 동작 수행능력을 측정한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균형 훈련 전 정적 및 동적 자세 균형 제어력과 운동기능, 일상생활

동작 수행능력 평가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0.05).

2) 실험군에서 균형 훈련 전후의 정적 자세 균형 제어력을 비교하였을

때 체중지지율 검사에서는 환측과 건측의 체중지지율이 거의 균등하게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었고, 균형 감각 자세 유지 검사에서는 모든 자세에서 자세동요

의 감소가 있었으며 안정 좌 위 폐안시 정적 자세 균형 증진의 효과가 있었다

(p< 0.05). 대조군과 실험군간 훈련 후의 비교에서는 안정 좌 위 개안시를 제외

하고 모든 자세에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정적 자세 균형증진의 효과가 있

었다(p< 0.05).

3) 균형 훈련 전후의 안정한계 검사에 대한 동적 자세 균형 제어력을

비교하였을 때 실험군에서는 모든 방향에서 반응시간, 이동속도, 이동거리(정

점, 최대), 방향조절력이 훈련 후에 의의 있는 변화를 보여 실험군에서 동적

자세 균형 증진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p< 0.05, p< 0.01). 대조군과 실험군

간 훈련 후의 비교에서는 반응시간이 전측과 건측, 이동속도는 모든 방향에서,

정점 이동거리는 환측과 건측 및 후측, 최대 이동거리와 방향조절력에서는 환

측과 건측에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동적 자세 균형증진의 효과가 있었다

( P< 0.05, P< 0.01).

4) 실험군에서 균형 훈련 전후의 동적 체중이동 검사로 동적 자세 균형



- 26 -

제어력을 비교하였을 때 좌우 방향으로의 방향조절력에서 이동속도에 관계없

이 의의 있는 증가를 보였으며, 전후 방향으로의 체중이동에서는 빠른 속도의

방향조절력에서 동적 자세 균형 증진의 효과가 있었다(p< 0.05, p< 0.01). 대조군

과 실험군간 훈련 후의 동적 자세 균형 제어력의 비교에서는 좌우 방향으로의

느린 속도의 구간속도와 느린 및 중간의 방향조절력, 전후 방향에서는 빠른

방향조절력에서 동적 자세 균형 증진의 효과가 있었다(p< 0.05, p< 0.01).

5) 균형 훈련 전후의 MAS 를 비교하였을 때 모든 항목에서 실험군의 변

화 값이 대조군 보다 더 의의 있게 컸으며, 대조군과 실험군간 훈련 후의

MAS 를 비교하였을 때, 앉기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운동 기능의 향상

을 볼 수 있었다(p< 0.05).

6) 실험군에서 훈련 전후의 MBI 를 비교하였을 때 신변처리와 보행 항목

에서 의의 있는 변화가 있었고(p< 0.05, p< 0.01), 대조군에서는 신변처리(self

care) 항목만 의의 있게 나타났다 (p< 0.05).

이상의 결과로 보아 Balance Master 를 이용한 시 지각적 바이오 피드백

좌위 균형 훈련이 고식적인 좌위 균형 훈련에 비해 균형 제어력의 증진 및 운

동 기능 향상에 유용한 치료 방법으로 여겨지며 향후 제한점을 보완하면 편마

비 환자와 균형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정적 및 동적인 자세 조절에 도움을 주

고 효과적인 치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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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표 8. 한국판 Mini - Mental State Examination (MMSE-K)

이 름 　 성별/나이  / 학  력 　

진단명 　 평가일 　

항  목 반  응 점  수

년         (1)
월         (1)
일         (1)
요일       (1)

시간

지남력
(  / 5)

계절       (1)
나라       (1)
시ㆍ도     (1)
무엇하는곳 (1)
현재장소명 (1)

장소

지남력
(  / 5)

몇  층     (1)
비행기     (1)
연필       (1)

기억등록
(  / 3)

소나무     (1)

100 - 7    (1)
- 7    (1)
- 7    (1)
- 7    (1)

주의집중 및
계산
(  / 5)

- 7    (1)
비행기     (1)
연필       (1)

기억회상
(  / 3)

소나무     (1)
이름대기   (2)
명령시행   (3)
따라말하기 (1)
오각형     (1)
읽기       (1)

언어

및

시공간

구성
(  / 9)

쓰기       (1)

총  점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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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Modified Barthel Index

Unit No.         Name          Age         Gender  

OT No.          Date           Dx

Item
Unable
To perform
task

Substatial
help
required

Moderate
help
required

Minimal
help
required

Fully
independent

Personal hygiene 0 1 3 4 5

Bathing self 0 1 3 4 5

Feeding 0 2 5 8 10

Toilet 0 2 5 8 10

Stair climbing 0 2 5 8 10

Dressing 0 2 5 8 10

Bowel control 0 2 5 8 10

Bladder control 0 2 5 8 10

Ambulation 0 3 8 12 15

or  Wheelchair 0 1 3 4 5

Chair/bed transfer 0 3 8 12 15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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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Motor Assessment Scale(MAS)

Motor Assessment Scale(MAS) Criteria for Scoring

성  명 　 성별/나이                 마비부위 　

Supine to side lying onto intact side
1. Pulls himself into side lying 　

2. Moves leg across actively and the lower half of the body follows 　

3. Arm is lifted across body with other arm. Leg is moved actively and body follows in a block. 　

4. Moves arm across body actively and the rest of the body follows in a block. 　

5. Moves arm and leg and rolls to side but overbalances. 　

6. Rolls to side in 3seconds. 　

Supine to Sitting over side of Bed
1. Side lying, lifts head sideways but cannot sit-up 　

2. Side lying to sitting over side of bed 　

3. Side lying to sitting over side of bed 　

4. Side lying to sitting over side of bed 　

5. Supine to sitting over side of bed 　

6. Supine to sitting over side of bed within 10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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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nced sitting

1. Sits only with support. 　

2. Sits unsupported for 10 seconds. 　
3. Sits unsupported with weight well forward and evenly distributed. 　
4. Sits unsupported, turns head and trunk to look behind. 　

5. Sits unsupported, reaches forward to touch floor and returns to starting position. 　

6. Sits on stool unsupported reaches sideways to touch floor and returns to starting position 　

Sitting to Standing

1. Gets to standing with help from therapist. 　

2. Gets to standing with stand-by help. 　
3. Gets to standing. 　

4. Gets to standing and stands for 5 seconds with hips and knees extended 　

5. Sitting to standing to sitting with no stand-by help 　

6. Sitting to standing to sitting with no stand-by help three times in 10 seconds. 　

Walking

1. Stand on affected leg and steps forward with other leg. 　

2. Walks with stand-by help from one person 　

3. Walks 3m(10ft) alone or uses any aid but no stand-by help 　

4. Walks 5m(16ft) with no aid in 15 seconds 　

5. Walks 10m(33ft) with no aid, turn around, picks up a small sandbag from floor, and walks back in 25seconds 　

6. Walks up and down four steps with or without an aid but without holding on to the rail three times in 35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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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영문초록

Effect of Sitting Balance Training using Balance Master

on Stroke Patients

                        Cheol-Geon Lee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Eun-Sook Park, M.D.)

This study is aimed to compare the effect of visuo-perceptual biofeedback sitting

balance training using Balance Master on stroke patients with that of conventional sitting

balance training program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it has on motor assessment scale

(MAS) and modified barthel index(MBI).

The subjects are twenty-four stroke patients who are receiving rehabilitation

therapy in Ilsan Paik Hospital and can maintain sitting posture by themselves. This study is

carried out from Jan. 8 to Apr. 20 in 2001.

These patients were divided to control group and study group randomly. In order to

compare the difference before and after the balance training, they were tested with Mann-

Whitney U test and in order to compared the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balance training,

they were tested with Wilcoxon sign rank tes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measured the ability of static posture balance control with 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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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Test Sensory Interaction Balance(mCTSIB) test and with weight bearing test

before and after balance training. there was an increasing improvement in the ability of

static posture balance control of the study group that had visuo-perceptual biofeedback

sitting balance control training using the Balance Master (p< 0.05).

Second, we measured the ability of dynamic posture balance control with limit of

stability(LOS) test and rhythmic weight shift test.  There was an increasing improvement

in the ability of dynamic posture balance control of the study group that had visuo-

perceptual biofeedback sitting balance control training using the Balance Master (p< 0.05,

p< 0.01).

Third, MAS and MBI before and after balance training showed overall increase in both

control group and study group. Thus, it is considered to be the effect of rehabilitation

therapy rather than the effect of balance training.

With regard to the results from above, compared to conventional sitting balance

training programs, visuo-perceptual biofeedback sitting balance control training using the

Balance Master is considered to be a more valuable therapy in balance control

improvement and physical function improvement. It is considered that if the weak points

are made up, the training with Balance Master will give help to stroke patients and to

patients with balance control disabilities and will furthermore contribute to successful

rehabilitation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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