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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balance training using virtual reality program on sitting balance ability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in stroke patients. 

 Method : In the study, 20 patients with hemiplegia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experiment group (EG) of 10 patients and 

control group(CG) of 10 patients. The two groups received general occupational therapy for 30 minutes, per day, at a rate of 

5 times per week for 6 weeks. The EG was additionally conducted which was performed virtual reality balance training and 

the CG was conducted general occupational therapy balance training for 30-minutes, once a day, 3 times a week for 6 weeks. 

 Result : The evaluations of this study included: limit of stability(LOS), modified Functional Reach Test(mFRT), and modified 

Barthel Index(MBI). The patients were evaluated before and after their six week training programs.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OS, mFRT, MBI were found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scores in both the EG and CG groups(p<.05). Also, LOS, 

mFRT, MBI were significant different between the groups at post-test(p<.05). 

 Conclusion : The study findings suggest that virtual reality balance training can improve sitting balance and ADL ability in 

strok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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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뇌졸중(stroke) 환자의 85 %에서 편마비가 나타나고, 

마비측으로 체중을 이동시키는 능력이 감소되어 자세 균

형의 제어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Saposnik 등, 

2010). 자세 조절 능력의 저하는 운동, 감각 및 인지 기능

의 상호작용의 문제로 발생하며, 뇌졸중 환자의 가동성

에 큰 영향을 미친다(De Harrt 등, 2004). 특히 편향된 자

세조절로 인한 골반의 비 칭성은 체간의 회전, 체간과 

사지의 분리운동, 앉은 자세에서의 정적 및 동적 균형 능

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Harley 등, 2006).

실제로 뇌졸중 환자는 옷 입기, 화장실 이용, 이동하기

(transfer) 등 부분의 일상생활활동(activity of daily 

living)을 휠체어나 침 에 앉은 자세에서 수행하므로, 앉

기 균형 능력은 독립적인 일상생활의 유지에 매우 중요

하다(Bonan 등, 2006). 또한 앉은 자세 균형 능력이 감소

된 뇌졸중 환자들은 일어서기(standing), 걷기(ambulation), 

계단 오르기(stair climbing)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서도 많은 제한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의 

앉기 균형 능력과 체간 조절기능은 신체 기능 조절에 있

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Sprigle 등, 2003). 

앉은 자세에서의 균형 훈련은 마비측의 근력 증가 등

을 유도함으로써 선 자세의 정적 및 동적 안정성을 포함

한 균형능력에 영향을 미친다(Dean 등, 2007). 임상적으

로 뇌졸중 환자의 앉기 균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앉은 

자세에서 수행하는 과제 지향적 균형 훈련(Bromley, 

2006), 불안정한 지지면 위에 앉기(van der Burg 등, 

2006), 앉은 자세에서 물건 옮기기(Dean 등, 2007) 등과 

같은 다양한 훈련방법들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임상

적 접근법들은 시간적 한계, 환자의 기능수준과 피로도 

및 부족한 동기화 등으로 인해 적용에 있어서 다소의 어

려움이 있다. 또한, 안정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경학적으로 시각정보, 전정감각, 체성감각, 고유수용성

감각, 근육골격계통 및 인지기능의 상호적인 협응

(coordination) 능력이 요구되지만, 이러한 감각들을 복합

적으로 활용하는 훈련 프로그램은 다양하지 않다

(Partridge, 2002; Boswell-Ruys 등, 2010).

그러나 최근에 뇌졸중 환자를 상으로 이러한 상호작

용을 유도하기 위해 수중환경(박승규와 박삼헌, 2016)이

나 가상현실 환경(Lohse 등, 2014; Molina 등, 2014) 등과 

같은 특수한 치료적 조건을 이용한 다양한 재활 훈련 프

로그램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가

상현실 훈련은 다양한 과제 수행 시 힘 판(platform) 위에 

앉아서 상자가 실제적인 반응을 경험하며, 움직임의 

오류를 인식하도록 재교육함으로써 효과적인 움직임의 

조절이 가능하게 되고(Weiss와 Katz, 2004), 효율적인 감

각정보의 활용으로 환자의 정적 및 동적 자세 조절이 향

상되어 체간 조절 및 균형 능력이 증가되는 운동 방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발되고 있다(Adamovich 등, 

2009). Sheehy 등(2016)은 10명의 뇌졸중 환자들에 한 3

주간의 가상현실 훈련으로 앉기 균형능력이 유의하게 증

가되었다고 보고하였고, Li 등(2016)도 시각적 피드백

(visual feedback)을 이용한 가상현실 훈련이 뇌졸중 환자

의 체중 이동 능력을 증가시켜 자세조절 기능의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Betker 등(2006)도 

비디오 게임 형태의 가상현실 치료를 통해서 환자의 동

기가 유발되고 앉은 자세의 동적 균형능력이 증가하였음

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파킨슨병(김용균과 강순희, 

2016), 뇌성마비(이효정과 고지은, 2016) 환자를 상으로

도 가상현실 훈련 프로그램이 보행, 균형 등과 같은 신체 

기능의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해 다양한 연구들이 이

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가상현실을 활용한 재활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증명한 선행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선 자세 

등 특정 조건의 훈련 효과에 집중된 경향이 있고, 앉기 

자세와 같은 다양한 임상적 조건에서 가상현실 균형훈련

의 영향에 하여 보고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균형 능력은 인간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목적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적 필

수 요소이므로(Cabanas-Valdes 등, 2016), 이와 관련된 연

구의 임상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를 상으

로 앉기 자세에서 균형능력 향상을 위한 가상현실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균형능력과 일상생활활동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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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 까지 3개월 동

안 OO광역시 소재 OO병원에서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로 진단 받고 일반적 작업치료를 적용받고 있는 20명의 

입원환자를 상으로 가상현실 훈련을 적용한 실험군과 

일반적 작업치료만 적용받는 조군으로 각각 10명씩 무

작위로 배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상자의 선정 조건은 1) 뇌졸중 편마비로 진단 

받고 발병한지 6개월 이상 경과된 자 2) 한국판 간이 정

신 상태 검사(MMSE-K)상 21점 이상으로 의사소통이 가

능한 자 3) 지지 없이 독립적으로 1분 이상 앉은 자세를 

유지 할 수 있는 자로 하였고, 연구 제외 상은 1) 시야 

결손 및 편측 무시(unilateral neglect)가 있는 자. 2) 허리

나 어깨의 통증이 있는 자. 3) 신경학적 및 정신과적 문

제로 운동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없는 자로 하였다. 본 연

구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연구 

상자에게 연구목적 및 방법에 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실험적 중재의 적용

두 그룹의 상자들은 모두 기존의 일반적 작업치료를 

동일하게 받았으며,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에 하여 가

상현실 균형훈련을 1일 30분씩 주 3회로 총 6주 동안 적

용하였고, 조군은 실험군과 실험적 중재의 적용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일반적 작업치료

를 1일 30분씩 주 3회로 6주 동안 적용하였다. 일반적 작

업치료는 신체의 유연성 증진을 위한 관절운동과 마비측 

사지의 움직임을 유도함으로써 자세조절 능력을 향상시

키기 위한 신경발달치료가 포함되고, 앉은 자세에서 물

건 옮기기(Dean 등, 2007), 앉은 자세 균형능력 향상을 

위한 불안정한 지지면 위에 앉기(van der Burg 등, 2006)

를 포함하는 훈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치료사

의 통제 하에서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에 한 중재를 위해 사용한 가상

현실 균형훈련 장비인 BioRescue 시스템(RM Ingenierie,  

French)은 610 ㎜×580 ㎜×10 ㎜ 크기의 감압 플랫폼

(pressure sensitive platform)과 안전 지지 , 컴퓨터 및 

LCD 모니터로 구성되어 있고, 감압 플랫폼과 3D 모션 

센서를 통해 시각적, 청각적 되먹임을 제공할 수 있는 장

비이다(그림 1). 본 연구에서 실험군의 상자들은 고관

절과 슬관절을 90° 굴곡시킨 상태에서 감압 플랫폼 위에 

앉은 자세로 모니터 앞에 1∼1.5 m의 거리를 유지하며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피드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시켰다. 실험군의 상자는 화면을 보면서 자신의 

움직임이 가상현실 안에서 아바타와 일체가 되어 주어진 

훈련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

며 체중이동, 움직임, 앉기 자세의 좌우 균형을 증진시키

기 위한 총 4가지 균형훈련 프로그램인 자동차 경주(rally 

driving), 플라스크 채우기(fill a flask), 스키 활강(downhill 

ski), 미로 통과하기(maze passing)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자동차 장애물 피하기(rally driving)는 환자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는 아바타(avatar) 자동차를 전, 후, 좌, 우로 

움직여 장애물을 통과하는 게임이다. 이 게임은 체간 조

절 및 앉기 균형감각, 공간 지각력(space perception)과 섬

세한 동작 기술이 요구된다. 시험관 채우기(fill a flask)는 

양쪽의 시험관에 표시된 높이만큼 체간의 좌, 우 체중이

동을 통해 채우는 방식이다. 이 게임은 체간 조절 및 앉

기 균형감각과 지구력 등이 요구된다. 스키 활강은 모니

터 상의 아바타가 360°로 움직여 장애물을 통과하는 프

로그램으로서 상 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게임으로 체간 

조절의 섬세한 동작 및 속도 조절 기술이 요구된다. 미로 

통과하기는 복잡한 미로를 체간 조절을 통해 통과하는 

방식이며, 좌, 우 체중이동 능력과 지구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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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ioRescue 시스템

3. 기능적 평가

가상현실 균형훈련의 적용에 따른 앉기 자세 균형능력

과 일상생활활동 능력에 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정성 한계, 수정된 기능적 팔 뻗기 검사, 수정된 바델

지수를 실험적 중재 전과 후에 각각 측정하였다.   

1) 안정성 한계(Limit of stability, LOS) 

환자가 앉은 자세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여 안정성을 유

지할 수 있는 최  안정성 한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감압 

플랫폼이 포함된 BioRescue시스템(BioRescue force-plate, 

RM Ingenierie, France)을 사용하였다. 상자는 플랫폼 

위에 선 상태에서 모니터에서 지시되는 방향으로 체간을 

움직여 균형을 잃지 않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최 의 

범위로 체중을 이동하도록 하여 압력중심의 전, 후, 좌, 

우 방향의 이동량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측정 전, 상

자에게 시범과 함께 체중 이동방법을 설명하였고, 측정

을 3회 반복 실시하여 평균값을 기록하였다.

2) 수정된 기능적 팔 뻗기 검사(modified Functional Reach 

Test: mFRT)

앉은 자세에서의 동적 균형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수

정된 기능적 팔 뻗기 검사를 적용하였다(Duncan 등, 

1990). 이 검사 앉은 자세에서 기저면을 유지하면서 팔을 

뻗어 수평으로 최 한 닿을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하는 방

법으로서, 뇌졸중 환자를 상으로 선행 연구에서도 높

은 검사자간 신뢰도가 확인된 유용한 방법이다(Katz- 

Leurer 등, 2009). 본 연구에서는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기록하였다.

3) 수정된 바델 지수(Modified Barthel Index)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의 자립도를 평가

하기 위한 도구인 수정된 바델 지수는 기능적 변화의 평

가에 있어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다. 개인위생, 혼자 목

욕하기,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 계단 오르기, 옷 입고 벗

기, 배변조절, 배뇨조절, 보행/휠체어, 의자/침  이동을 포

함한 총점 100점 만점의 10가지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

어 있고, 각 항목은 5단계로 차등 점수화하며 항목별 비중

에 따른 가중치가 적용된다(Fricke & Unsworth, 1997). 본 

연구에서는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4.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1.0을 이용하여 통계 처

리하였다. 상자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이용한 빈도분석을 하였다. 모집단에 관하여 정규분포

(Normal distribution)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Shapiro-Wilk 

검정을 실시하여 분포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고, 상자

의 동질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앉기자세에서 실시한 가상현실 균형훈련이 뇌졸중 환자의 앉기 균형 및 일상생활활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

 15 

두 집단 간 중재 전 기능 수준에 한 동질성 검사를 위

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다. 실험

군과 조군의 치료 전, 후 기능적 변화를 각각 비교하기 

위하여 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고, 중재 

후 실험군과 조군 사이의 집단 간 변화량을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

준 ⍺는 0.05로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실험군과 조군으로 분류된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

성은 표 1과 같다.

2. 기능적 평가

실험적 중재 적용 전 실험군과 조군의 안정성 한계

(LOS), 수정된 기능적 팔 뻗기 검사(mFRT), 수정된 바델

지수(MBI) 점수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에 통계학적

으로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p＞.05)(표 2). 실험군과 

조군 모두에서 실험적 중재 전에 비해 실험적 중재 적

용 후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LOS, mFRT, MBI 점

수를 나타냈다(p＜.05)(표 3). 실험적 중재 적용 후 집단 

간 비교에서는 실험군이 조군에 비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LOS, mFRT, MBI 점수를 나타냈다

(p<.05)(표 4).

General characteristics Division Experimental group(n=10) Control group(n=10)

Sex Male 8(80.0) 7(70.0)

Female 2(20.0) 3(30.0)

Age(years) 54.19±12.08 55.37±10.62

Lesion type Hemorrhagic 6(60.0) 3(30.0)

Ischemic 4(40.0) 7(70.0)

Affected side
Right 4(40.0) 5(50.0)

Left 6(60.0) 5(50.0)

Time since stroke

(months)

7-12 3(30.0) 4(40.0)

13∼24 3(30.0) 2(20.0)

25 and above 4(40.0) 4(40.0)

표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Unit: Person, %)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p

LOS score 4050.20±1083.33 3578.70±1146.25 0.35

mFRT score 11.90±1.66 11.20±2.30 0.44

MBI score 59.80±9.04 56.50±7.18 0.37

Note: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LOS: Limit of stability, mFRT: modified Functional Reach Test, MBI: Modified Barthel 

Index. 

표 2. Comparison of the baseline in the two groups (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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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Pre Post p Pre Post p

LOS score 4050.20±1083.33 5356.40±1264.54 0.001** 3578.70±1146.25 4224.90±1109.22 0.01*

mFRT score 11.90±1.66 15.03±1.75 0.002** 11.20±2.30  12.80±2.57 0.00**

MBI score 59.80±9.04 70.10±6.69 0.000** 56.50±7.18  64.30±5.31 0.00**

Note: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LOS: Limit of stability, mFRT: modified Functional Reach Test, MBI: Modified Barthel Index, 
*p<0.05, **p< 0.01 

표 3. Changes in parameters before and after training (N=20)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p

LOS score 1306.20±799.98 646.20±623.46 0.04*

mFRT score  3.10±2.23 1.60±1.50 0.03*

MBI score 10.30±5.05 7.80±5.28 0.04*

Note: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LOS: Limit of stability, mFRT: modified Functional Reach Test, MBI: Modified Barthel 

Index. *p<0.05, **p < 0.01. 

표 4. Comparison of the differences after training in the two groups (N=20)

Ⅳ. 고 찰

뇌졸중으로 인한 운동 및 감각기능 손실과 근력약화는 

앉은 자세의 균형 능력을 손상시킨다(Larson 등, 2010). 

이러한 앉기 균형은 샤워하기(bathing), 옷 입기(dressing), 

이동하기(transfer)와 같은 다양한 일상생활활동의 독립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Morishita 등, 2009). 가상현실을 

이용한 치료적 중재는 가상적 환경과 환자의 체성감각 

되먹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세 및 균형 조절이나 

운동기능 향상을 유도하고, 신체기능의 손상을 회복시키

며, 일상생활활동의 기능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사회적 상

호작용을 증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Halton, 2008; Weiss & Katz, 2004; Adamovich 

등, 2009).

앉기 균형 기능은 실험군과 조군 모두에서 훈련 전·

후의 변화량 비교에서 유의한 향상을 나타냈고, 두 집단 

간 비교에서는 실험군의 mFRT, LOS 점수 변화량이 

조군에 비해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가상현실 균형훈련을 시행한 실험군이 일반적 작업치료

를 시행한 조군보다 균형 능력을 향상시키고 유지시키

는 데 있어서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뇌졸중 환

자를 상으로 균형 수행 가상현실 프로그램(balance 

performance monitor feedback training)을 적용하여 기능적 

앉기 균형 능력이 증가되었다고 보고한 Mudie 등(2002)

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된다. 그리고, Na 등(2003)의 연구

에서 12명의 뇌졸중 환자를 상으로 앉기 균형 증진을 

위한 시지각 바이오피드백 중재 후 안정성 한계와 일상

생활활동에 한 평가에서 유의하게 향상된 결과를 나타

냈다. 본 연구에서도 Na 등(2003)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Dursun 등(1996)도 

11명의 뇌졸중 환자에게 가상현실을 이용한 바이오피드

백 훈련을 적용한 결과 앉기 균형과 체간 조절능력이 향

상되어 보행기능에 유의미한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하였

으며, Betker 등(2007)도 게임에 기반한 훈련 프로그램이 

치료적 목표달성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동적 앉기 균형능력 증진에 유용한 도구

라고 보고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으

며, 본 연구에서 적용한 가상현실 훈련 프로그램도 뇌졸

중 환자의 앉기 균형조절 능력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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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과제 지향적 바이오피드백 훈련을 통해 경험하는 움직

임은 뇌피질(cerebral cortex)의 일차운동영역(primary 

motor area)과 전운동영역(premotor area)에서 활성도를 증

가시킴으로써, 동적 움직임에서 운동조절 계통을 자극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Jang 등, 2005), 본 연구에

서 사용한 균형훈련 프로그램은 가상현실 환경에서 목적

있는 균형조절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각적 및 청각

적 피드백과 전정계통과 고유수용기로부터 입력된 자극이 

통합되어 활용됨으로써 균형 조절 능력의 향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Zhang 등 2001; Li 등, 2016).

가상현실 균형훈련의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에 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한 MBI 평가에서는 실험군

과 조군 모두에서 훈련 전·후의 MBI 점수 변화량 비교

에서 유의한 향상이 나타났고, 두 집단 간 비교에서 실험

군의 MBI 점수 변화량이 조군에 비해서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에 적용되어온 일반적 

작업치료와 비교하여 시지각 바이오피드백 훈련이 뇌졸

중 환자의 앉기 균형을 향상시켜 일상생활활동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일상생활활동 평가(MBI)에서 보행(ambulation)과 

이동하기(transfer) 영역이 다른 항목보다 더 큰 호전을 보

여, 앉기 균형능력이 기립과 보행 기능의 향상에 효과적

이라고 보고한 Dean 등(2007)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

다. 이와 함께, 가상현실 균형훈련이 보행기능을 향상시

켜 뇌졸중 환자의 낙상에 한 위험과 두려움을 감소시

키는 효과가 입증되었고(Singh 등, 2012), 체간 조절 훈련

이 일상생활활동 능력을 완전의존(complete dependence)에

서 약간의존(assisted independence)으로 향상되었음을 보

고한 선행 연구들(Da Fonseca, 2017; Cabanas-Valdés 등, 

2016)을 통해서도 독립적인 일상생활활동의 효과적인 수

행을 위해서는 체간 조절 능력이 필수적이고, 특히 앉기 

자세의 균형기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체간 조절 능력은 보행, 균형, 상지의 

기능적 사용 등과 같이 일상생활활동의 기능 수준과 관

련성이 매우 높으므로(Verheyden 등, 2004), 이에 한 고

려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뇌졸중 환자의 균형 훈련에 

있어서 앉기 자세는 선 자세에 비해서 신체 비 칭성에 

따른 기능적 요구를 감소시킨 상태에서 적용이 가능하

고, 앉기 자세에서 수행된 균형훈련의 효과가 신체 전체

의 종합적인 균형능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므로 임상적 적용의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이용한 균형

훈련이 뇌졸중 환자의 앉기 균형 능력을 향상 시키고 일

상생활활동 수행 능력의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뇌졸중 환

자의 치료에 유용한 중재도구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 20명의 비교적 적은 수

를 상으로 수행하였고, 치료시간 이외의 환경에서 균

형과 일상생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

았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다소 어려움

이 있다. 그러나, 앉은 자세에서 가상현실을 적용하여 진

행된 연구가 국내에서는 전무하기 때문에 임상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고, 향후에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상자 

수를 확 하고 장기간의 가상훈련을 적용한 연구가 계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에게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적용

하여 앉기 균형능력과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가상훈련 프로그램

을 적용한 실험군에서 일반적인 작업치료를 적용한 조

군에 비해 균형능력 및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이 유의하

게 높은 향상이 나타났다. 이는 가상현실 균형훈련 프로그

램이 뇌졸중 환자의 앉기 균형과 일상생활활동을 향상시

키기 위한 유용한 중재도구로 사용 가능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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