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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visual Auditory rhythmic 

stimulation(VARS) in gait ability and proprioception with chronic stroke patients. Twenty-one 

persons after six months post stroke participated in pre test-post test control.

 Method : The subjects were randomly assigned to a visual Auditory rhythmic stimulation(VARS) 

group (n=10) and control group (n=11). Training process was practiced with exercise on thirty 

minutes a day, three days a week for four weeks. To find out the effect, inspected the 

FRT(functional reach test) by static balance and TUG(timed up and go test) by dynamic balance. 

 Results : In static balance, FRT distanc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wo group. In dynamic 

balance, TUG tim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wo group. This study showed that the VARS 

training increase a balance by postural adjustment of chronic stroke patients more than control 

group. And so, the VARS training of hemiplegic patients was very important to successive 

rehabilitation.

 Conclusion : A continuous examination of VARS training could practical used of physical therapy 

with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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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VARS Control χ²/t
성별(명)

.909b 남  6(60.0)a 6(54.5)
 여 4(40.0) 5(45.5)

연령(세) 56.40±12.27  4.13±12.41 .364
신장(cm) 164.10±6.14c 166.52±9.31 .531
체중(kg)  64.80±9.68  4.72±12.48 .422

a 대상자수 (%)
b Pearson chi-square
c Mean±SD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정
(N=21)

Ⅰ. 서론

뇌졸중 환자의 운동장애로 인한 문제점은 

비 칭적인 자세, 비정상적인 신체의 균형, 

체중을 이동하는 능력의 결함과 섬세한 기능

을 수행하는 특수한 운동요소의 상실이며, 

이러한 문제로 편마비(hemiplegia) 환자는 

기립과 보행을 하는데 장애를 받으며(Carr 

등, 1985), 비 칭적 자세는 정상 운동패턴

의 학습을 방해하여, 독립적인 보행과 일상

생활동작 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Davies, 1985).

이러한 문제들은 운동치료를 통해 칭성

이 증가하면 보행패턴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보행의 증진을 가져온다

(Wall & Turnbull, 1986). 편마비 환자들의 

균등한 체중지지를 위해 시각, 전정감각, 고

유수용감각 되먹임 등을 통해 환측에 정상

적인 감각을 제공하여 균형 있는 기립자세

를 취하게 함으로서 결국에는 칭적인 보

행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Dickstein 등, 

1984; Hamman 등, 1992; 황병용, 2002).

리듬(Rhythm)은 이러한 불규칙적인 움직

임을 통제하고 자극하여(Michel, 1976), 조

화로운 움직임으로 자연스럽게 변화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Gö, 1975). 리듬은 또한 

동기제로서 힘들고 반복적인 오랜 시간을 요

구하는 보행훈련과 같은 신체 재활활동에 즐

거움을 증가시켜(Cohen, 1993; Creasman, 

1985; Cross 등, 1984; Dewson과 Whiteley, 

1987; Kearney와 Fussey, 1991)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끌어 준다.

적절한 균형조절을 위해서는 전정기능, 시

각정보, 고유감각, 근골격계 그리고 인지능력

의 상호작용이 요구된다(Wernick-Robinson 

등, 1999). 이러한 환자의 균형 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측방 체중 이동(Davies, 1985), 시

각적 피드백 훈련(Woollacott 등, 1986) 및 

청각적 피드백 훈련(Cheng 등, 2001)을 이용

한 운동학습 방법들이 있으며, 기립에 관한 연

구는 자세동요가 연령과 성별에 관계가 있으

며, 시각을 기립동작에 중요한 인자로 보고하

였다(Ekdahl 등, 1989). 

보행 향상을 위한 음악치료 중재기법 중에 

리듬 청각 자극(RAS, Rhythmic Auditory 

Stimulation)을 이용한 보행 향상이 보고되고 

있지만, 리듬 시각 자극(RVS, Rhythmic 

Visual Stimulation)에 한 연구는 드문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균형에 문제가 있는 만성 

뇌졸중 환자를 상으로 시 청각 리듬 자극

(VARS, Visual Auditory Rhythmic Stimul-

ation)을 적용하여 균형과 보행에 미치는 효

과를 규명함으로써 다른 치료들과 더불어 뇌

졸중 환자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해 알아

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전남 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평화재활병원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실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6개월 이상 경과한 만

성 뇌졸중 환자 중 본 연구의 내용을 이해하

고 실험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사람으로서 

21명을 선정하였다. 연구기간은 2009년 7월

27일부터 8월 28일 까지 약 4주간 실시하였

으며, 무작위로 두 군에 배정하였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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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시 청각 리듬 자극이 뇌졸중 환

자의 정적 균형과 동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시 청각 리듬 자극군 10

명과 조군 11명을 배치하여 훈련 전에 정

적 균형을 위해 기능적 팔뻗기 검사(FRT, 

functional reach test)(그림 1)와 동적 균

형을 위해 TUG 검사(timed up & go test)

(그림 2)를 실시하고, 각 군에 해서 준비

운동 5분, 14m의 보행로가 확보된 공간 내 

보행운동 20분, 정리운동 5분으로, 주 3회, 

4주간 12회 실시하였다.

그림 1. 기능적 팔뻗기 검사

그림 2. timed up & go 검사 

조군은 외부자극 없이 보행운동을 하였

고, 실험군은 보행운동 시 시 청각 리듬 자

극이 주어졌으며, 준비운동은 하지근력에 

한 근력강화와 가동범위 증진을 위해 고정

식 자전거를 실시하였고, 정리운동은 가벼운 

신장운동과 마사지를 실시하였다.

보행운동에 있어서 시각 리듬 자극은 자

체 제작한 시각 리듬 자극기(visual rhythm 

stimulator; VRS-1000)를 사용하였고, 실

험 상자의 보행속도에 맞게 메트로놈

(SMT2000TM, Samick, korea)으로 미리 

박자의 설정 후에 조절기(controller)를 통

하여 점멸기 통전시간(on time)과 단전시간

(off time)의 간격과 박자를 조정하였다. 

청각 리듬 자극(RAS)은 음악전공자가 직

접 제작한 MP3 형식의 음악파일을 이용하

였다. 상자는 무선 헤드셋(BT65NTM,  

Abe)으로 리듬 청각 자극이 주어졌으며, 블

루투스를 통해 연결된 컴퓨터(SENS45TM, 

SAMSUNG, Korea)의 윈도우 미디어 플레

이어(Window media player)의 재생속도를 

통해 연구자가 보행속도에 맞게 박자를 조

정하였다(그림 3).

그림 3. 시·청각 리듬 자극 도구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정적 균형과 동적 균형의 변화

를 SPSS 15.0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통계처리 방법으로 실험 전 후 차

이를 검증하기 위해 Wilcoxon 부호 순위 검

정(Wilcoxon rank sum test)을 실시하였

고, 조군과의 차이검정을 위해 공분산분석

(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실

시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유의수준 ɑ는 .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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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훈련 전 후의 FRT 거리 비교

실험 후 VARS군과 조군의 비교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VARS군에서 실험 

전 19.03±7.28 cm에서 실험 후 27.33± 6.98 

cm로 유의하게 거리가 증가하였다(표 2).

Group
Time VARS Control F

Pre 19.03±7.28 22.67±4.74
6.254*

Post 27.33±6.98 26.64±7.49
t -6.45* -2.09

* p<.05
VARS; Visual Auditory Rhythmic Stimulation

표 2. 훈련 전 후 각 군의 FRT 거리 변화
(cm)

2. 훈련 전 후의 TUG 시간 비교

실험 후 VARS군과 조군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특히, 두군 모두 유의하였는데 

VARS군에서 실험 전 20.20±10.30 sec에

서 실험 후 15.60±8.15 sec로 유의하게 감

소하였다(표 3).

 Group
Time VARS Control F

Pre 20.20±10.30 23.67±4.94
8.842*

Post 15.60±8.15 22.64±7.39
t 9.27* 3.19*

* p<.05

표 3. 훈련 전·후 각 군의 TUG 시간 변화
(sec)

Ⅳ. 고 찰

본 연구는 시 청각 리듬자극이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편마비 환자의 

회복은 신경학적인 회복과 기능적인 회복으

로 나누어 볼 때 기능적인 회복은 외부 환

경, 재활을 위한 치료의 정도, 본인의 의지

력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된다.

음악적 리듬이 임상 도구로 적용된 의료 

분야는 크게 정신의학, 생의학 그리고 재활

의학 분야이며, 음악의 리듬을 통해 편마비 

환자들의 균형적 보폭을 증가시키고 하지의 

보행 변인을 향상시켰다(Prassas 등, 1997). 

또한 뇌졸중 환자들(Prassas 등, 1997)과 파

킨슨씨 증후군(Thaut 등, 1996)의 보행 속

도와 박자, 보폭의 길이와 균형적이고 칭

적인 보행패턴을 향상시킴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시 청각 리듬자극 보행 훈련

이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기능

적 팔뻗기(FRT)를 시행하였다. Homer와 

Gage(2002)는 12주간의 운동 참여 후 기능

적 팔뻗기 능력이 15.03 cm에서 20.10 cm

로 증가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시 청각 

리듬 자극(VARS)군이 19.03 cm에서 27.33 

cm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기능적 팔뻗기 

검사에서 평균적으로 6인치에서 7인치(15.2 

cm~17.8 cm) 이하일 경우 기능적 균형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Duncan 등, 

1990).

또한 동적 균형을 나타내는 TUG를 평가 

하였다. 일반적으로 TUG 시간의 경우 15 

sec 이상은 낙상의 위험성이 높다고 하였다

(Shumway-Cook & Woollacott, 2000). 본 

연구에서는 실험 결과 군 간 변화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VARS군에서 실험 전 

20.20 sec에서 실험 후 15.60 sec에서 현저

한 변화가 있었다(p<.05). Walker 등(2000)

은 치료 전 50.9 sec에서 치료 후 24.9 sec로 

단축을 보였으며, Galati 등(2001)은 치료 전 

23.08 sec에서 치료 후 14.62 sec로 감소하

여 본 연구에서의 VARS군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고, 본 연구의 결과는 뇌졸중 환자의 동

적 균형능력 증진을 위해  시 청각 리듬 자극

이 집중력을 증진시킨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각 군의 표본 수

가 적고, 보행에 영향을 받는 심리적, 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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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요소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본 결과를 

모든 성인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또한 각 군

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

에 상자의 보행 요소와 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Ⅴ. 결 론

본 연구의 결과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해 

균형에 기능장애가 있는 환자들의 뇌 기재

를 자극하는 중재에 있어서, 시 청각 리듬 

자극으로 보행훈련을 한 후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시 청각 리듬 자극이 

조군보다 정적 균형과 동적 균형에서 긍정

적인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음

악적 요소인 시 청각 리듬이 균형 기능을 상

실한 뇌졸중 환자들의 재활치료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chnowledgment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2010년 서남 학

교 학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췌, 수

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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