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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s of Action-observational training program on gait and balance 

of patients with hemiplegia.

Method :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patients with hemiplegia; 10 patients who agreed with this research, were picked 

up. Participants were divided randomly into equal groups: experimental group that applied to action-observation training for at 

least 30 minutes/day for 6 weeks and control group that underwent general task-oriented training. Gait and balance were 

measured 10 meter walk test(10MWT), gait speed, berg balance scale(BBS) and timed up and go(TUG). The intervention were 

compared by measuring before and after.

Result : There were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he subscales of the gait and balance test of those who practiced with the 

Action-observational training program, while the control group showed no significant changes. 

Conclusion : Therefore, Action-observational training program is effective in improvement of to improve the gait and 

balance in patients with hemiple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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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 발전에 따라 평균 수명의 증

가와 함께 뇌졸중에 이환된 환자의 수는 점점 증가하면

서(김경태 등, 2003) 뇌졸중은 전 세계적으로 건강관리의 

문제와 성인의 장기적인 신경계 장애에 있어 주요 관심

사이다(Wolfe, 2000). 뇌졸중 환자들은 지각 및 인지장애, 

편마비, 근력약화, 조절된 움직임이 결여되어 보행 능력

의 상실로 인한 이동 제한이 되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Carr & Shepherd, 2003; Miller 

등, 2010; 권혁철과 이성란, 2003; 한태륜과 김진호, 

2002; Sohlberg & Mateer, 2017). 

뇌졸중 환자의 보행은 마비측의 짧은 입각기 시간과 

긴 유각기 시간의 특징을 보인다. 이로 인해 보행속도의 

감소와 함께 보행시 에너지 소모가 매우 큰 비효율적인 

보행 양상이 나타난다(Kizony 등, 2010). 

또한 균형 및 자세조절에서도 여러 변화가 나타나는

데, 이는 마비측 근육의 수축 시 동원되는 속도가 느려

지는 패턴으로 변하여 균형 장애가 나타난다(Kirker 등, 

2000). 특히, 뇌졸중 환자는 질량중심과 압력중심점이 마

비측으로 이동되지 못하고 비마비측으로 편중되어 선 

자세에서의 자세동요(postural sway)가 커지며(Laufer 등, 

2000; Eng과 Chu, 2002), 신체가 안정성한계(limit of sta-

bility)내에서 무게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 능력이 감

소된다. 균형능력의 저하는 운동회복을 방해하고 일상생

활로의 복귀를 어렵게 만들며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킨

다(Tyson 등, 2006).

최근 뇌졸중 환자들의 보행 및 균형능력을 향상시키

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임상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 

중 과제 지향 접근법은 신경학적 손상을 가진 환자의 재

활에 있어 시스템이론으로 환자가 과제 특이성(task-spe-

cific) 전략을 배워 변화해가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으로, 기능적 접근 방법의 모델이다. Kuberan 등(2017)

의 연구에서 만성 뇌졸중 환자에게 균형과 가동성에 초

점을 둔 과제 지향적 훈련이 균형능력에서 유의한 향상

을 보였다고 보고 하였다.

이는 마비측 사지의 반복적이고 능동적인 과제연습을 

하여 긍정적 신경 가역성의 효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

(Shepherd, 2001). 과제 지향 운동 중에서도 과제가 실제 

환경과 맞지 않거나 환자의 참여와 동기부여가 결여된 

훈련방법으로 인해 훈련 효과와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실제 환경에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과제를 통하여 연습하고, 환자 수준

에 맞추어 과제를 제시하여 자발적인 움직임을 통한 기

능의 향상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다(최진욱, 

2016).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과제지향훈련 시 치료사

의 구두설명과 시범을 보여주고 환자가 운동수정을 하

였기에 운동기술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운동기억을 형성

하기 보다는 치료사에 의존하여 행동수정하며 훈련하려

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재활 접근법들은 경험 의존적

인 신경 가역성을 일으킬 수 있는 감각입력을 저하시키

며, 잔존 신경회로를 강화하기 보다는 주변이나 관련 신

경회로들이 손상된 신경회로를 수행하는 간접적 회복을 

발생시키는 반면, 동작관찰 접근법은 이전에 존재하는 

네트워크의 재구성을 자극한다(Celnik 등, 2006; Cheng 

등, 2008; Friel & Nudo, 1998; Levy 등, 2001). 그러나 동

작관찰훈련은 관찰한 동작을 기억하고 연습을 통해 새

로운 운동기억을 형성한다(Stefan 등, 2005). 거울신경시

스템의 발견에 기초한 동작관찰훈련에서는 동작관찰-실

행 맞추기 방식을 사용하는데, 관찰하는 동안에 동작의 

수행과 관련된 특정한 효과기에 운동의 표상을 만들어

서 운동기능의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

인 인지적 중재로 작용되며, 재활에 한 동기부여를 증

진 시킬 수 있다(Dettmers 등, 2014; Heyes & Foster, 

2002).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여 거울신경세포시스템의 

활성화를 이용한 동작관찰훈련은 만성 뇌졸중환자의 퇴

원 후 가정에서 지속적인 재활훈련을 진행할 수 있으며, 

운동 연습을 위해 감각 운동계를 준비시키는 중재 중에

서도 경제-효율성면에서도 이점이 있는 방법이다(김신

균, 2003; 배선영과 국은주, 2012; Dettmers 등, 2014; 

Ertelt, 2007). 특히 Ewan 등(2010)은 일상생활 활동 중 환

자가 원하는 과제로 동영상을 구성하여 동작관찰훈련을 

하였을 때 기능적 향상을 확인하였으며, 뇌졸중 환자들

에게 개인과 관련된 동작관찰훈련이 뇌졸중 환자의 재

활에서 타당한 중재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최근 동작관찰을 적용한 신경계 재활의 중재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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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종수(2013)의 연구에

서는 마비측으로 상자를 나누어 24명의 뇌졸중환자의 

보행과 균형 점수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현민과 이정

아(2016)의 연구에서 단일과제와 이중과제를 통한 동작

관찰훈련 후 뇌졸중 환자의 보행속도와 동적보행지표 

점수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균형 및 보행 등과 같은 동

작관찰 훈련의 효과는 다양하게 보고(최효승과 남기원, 

2014; 이민영 등, 2014)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치료사가 과제를 수행할 때 마다 보여

주고 수정하였기에 환자는 그 동작을 기억하려 하기 보

다는 치료사에 의존하면서 훈련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만성 뇌졸중환자를 상으로 연구자가 고

안한 동작관찰훈련 운동프로그램의 무작위 임상실험을 

적용하여 형성된 운동기억에 의한 보행 및 균형에서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C시에 위치한 Y요양병원을 다니는 뇌졸중

환자 10명을 상으로 한다. 

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뇌졸중 발병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2) 한국형 간이 정신 상태 판별 검사(Korean version of 

Mini-Mentel State Exam)의 점수가 24점 이상인자

3) 동작관찰훈련 운동프로그램에 필요한 시력 및 청력

에 이상이 없는 자

4) 하지에 정형외과적 질환이 없는 자

5) 보조도구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10 m보행이 가능한 

자

6) 실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호흡계에 이상이 

없는 자(11≤RPE≤15)

7) 환자 본인과 보호자가 본 연구의 참여를 동의한 자

하지에 정형외과적 질환이 있는 자, 편측무시(neglect)

나 전정기관에 이상이 있는 자, 정신질환이 있거나 항정

신성 약물을 복용하는 자, 실험 6개월 이내에 하지의 

BOTOX 주사를 투여하였거나 정형외과적 수술을 받은 

뇌졸중 환자는 제외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보행 및 균형능력을 향상시

키기 위한 목적으로 Mudge 등(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과제를 수정 및 보완하여 8개의 과제지향 운동 프로그램

의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재 전․후 검사를 실

시하여 변화량을 비교하였다. 실험군과 조군의 과제지

그룹
동작관찰훈련 운동프로그램군

(실험군)

과제지향적 운동프로그램군

( 조군)

중재

8개의 과제지향적 활동으로 구성된 동영상을 관찰(동영

상 2분 관찰, 과제당 1분 30초 모방하여 12분 훈련, 2회

기 중재, 총 2분 휴식)

8개의 과제지향적 활동 훈련

(언어적 지시 2분, 12분 과제 훈련, 2회기 중재, 

총 2분 휴식)

과제

1. 일자서기

2. 한발서기

3. 발끝서기

4. 앞으로 걷기

5. 옆으로 걷기

6. 뒤로 걷기

7. 지그재그 걷기 

8. 계단 오르내리기

표 1. 운동프로그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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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운동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표 1).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보행에 필요한 능력은 10 m 걷기검사(10 

meter walk test, 10MWT)와 보행 속도를 이용하여 평가

하였고, 균형능력에 해서는 버그균형척도(Berg balance 

scale, BBS)와 일어서 걷기 검사(Timed Up and Go, TUG)

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1) 보행평가

(1) 10 m 걷기 검사

보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10 m 보행 검사(10 meter 

walk test; 10MWT)를 사용하였다(그림 1). 본 연구에서는 

Dean 등(2000)의 방법으로 총 14 m를 편안한 속도로 걷

게 하였으며 가속과 감속을 감안하여 처음 2 m와 마지

막 2 m를 측정에서 제외하였다. 이 검사 방법의 측정자 

내 신뢰도는 ICC=0.89 ∼1.00이고 측정자간 신뢰도는 

ICC=0.87이다(Dobkin, 2005). 이 검사 도구의 검사－재검

사 신뢰도는 ICC=0.87이다(Wade, 1992).

그림 4. 10 m 걷기 검사

(2) 보행 속도 검사

보행 속도의 평가는 10 m 보행 속도 검사를 이용하였

다. 이 검사는 14 m를 보행하게 하여 2 m의 가속구간과 

2 m의 감속구간을 뺀 10 m 구간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

정하는 것이다(Ng 등, 2012). 상자들이 이 검사를 정확

하게 완전히 수행하도록 만들기 위해 1회 연습 과정을 

거친 후 가능한 안전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2회 걷도록 

하였으며, 이 중 가장 빠른 보행 속도를 기록하였다(Ng 

등, 2012). 이 검사 도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ICC=.88.∼.97로 보고되었다(Flansbjer 등, 2005).

 

2) 균형평가

(1) 버그 균형 척도

버그 균형척도(Berg balance scale; BBS)는 앉기, 서기, 

자세변화 등을 통해 균형을 유지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

이며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항목에서 과제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 0점에서 독립적으로 

완벽히 수행할 경우에는 최고 4점으로 배점이 되고, 총

점은 56점이다. 20점 이하는 균형 장애로 본다. 이 측정

도구의 측정자내 신뢰도는 ICC=0.97이고 측정자간 신뢰

도는 ICC=0.98로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진 도구이

다(Berg 등, 1995). 이 척도는 뇌졸중 환자를 상으로 검

사 재검사 신뢰도 ICC=.95 ~ .98를 보였다(Blum & 

Korner-Bitensky, 2008).

(2) 일어서 걷기 검사

일어선 후 걸어 다녀오기 검사(timed up and go test; 

TUG)는 기능적 운동성과 이동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검

사방법으로,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출발 신호와 함께 일

어나 의자전방에 표시된 3m 지점의 반환점을 되돌아와 

의자에 다시 앉는 시점까지의 소요시간을 측정하는 방

법이다(Podsiadlo & Richardson, 1991). 본 연구는 환자들

에게 건측을 기준으로 반환점을 돌도록 지시하였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ICC=0.98로 높은 수준의 내적 타당도

를 가지고 있다(Morris 등, 2001; Shumway-Cook 등, 

2000; Tinetti 등, 1990).

4. 자료처리

본 연구의 분석은 SPSS/windows(ver. 21.0) 통계 프로

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중재전 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량은 평균가 표준편차를 구하여 제시하

였고, 맨 휘트니(Mann-Whitney) U 검정을 이용하여 군 

간 비교하였다. 또한 중재 전과 중재 후에 실험군과 

조군의 결과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비모수 검정 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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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콕슨 부호순위(Wilcoxon Signed-ranks) 검정을 이용하

였고, 두 군별 전후 측정 항목들의 검사 결과 비교와 두 

군간 각 측정 항목의 중재 전후 변화율을 비교하기 위해 

맨 휘트니(Mann-Whitney) U 검정을 이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기 위해 유의수준은 α=.05로 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이 연구는 동작관찰훈련프로그램의 적용에 따른 뇌졸

중 환자의 보행과 균형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

자 연구 목적에 따라 보행 및 균형능력에 한 변화를 

분석 및 기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에 설명되었다. 두 

군 사이에 상자들의 성별, 나이, 신장, 체중, 병력기간, 

K-MMSE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표 2). 

Experimental(n=5) Control(n=5) χ2 p

Sex
Male 3 3

.000 1.000
Female 2 2

Hemiside
Left 2 1

-.632 .545
Right 3 4

Age(year) 54.60±13.24 54.40±15.38 .022a .983

Height(cm) 163.48±7.71 163.89±6.20 -.093a .928

Weight(kg) 66.24±15.84 66.92±11.93 -.077a .941

Onset(month) 15.00±.4.35 15.00±6.55 .000a 1.000

K-MMSE(score) 27.00±1.58 27.00±1.22 .000 1.000

a 상자 양적변수의 동질성검정 t값

표 2. 상자 일반적인 특성  

2. 보행기능의 변화

실험군과 조군의 중재 전 10 m 걷기 검사(10MWT)

와 보행속도(Gait speed) 변수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 동질성검정을 실시한 결과 각 군에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군의 중재 전 평균 10 m 걷기 검사(10MWT)은 

26.10 sec이었고 중재 후 평균 10MWT은 19.17 sec으로 

유의차가 나타났다(p<.05). 조군의 중재 전 평균 

10MWT은 26.09 sec이었고, 중재 후 평균 10MWT은 

24.97 sec으로 유의차가 나타났다(p<.05). 실험군과 조

군의 전후 평균 10MWT의 변화량 차이를 살펴보면 실험

군은 6.93 sec 감소, 조군은 1.12 sec감소로 실험군이 

조군보다 변화량이 더 크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5)(표 3).

실험군의 중재 전 평균 보행속도(Gait speed)는 40.03 

㎝/sec이었고 중재 후 평균 보행속도는 52.92 ㎝/sec 유의

차가 나타났다(p<.05). 조군의 중재 전 평균 보행속도

는41.32 ㎝/sec이었고, 중재 후 평균 보행속도는 42.69 ㎝

/sec으로 유의차가 나타났다(p<.05). 실험군과 조군의 

전후 평균 보행속도의 변화량 차이를 살펴보면 실험군

은 12.89 ㎝/sec 증가, 조군은 1.37 ㎝/sec 증가로 실험

군이 조군보다 변화량이 더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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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n=5) Control(n=5) z p

10MWT

(sec)

Pre 26.10±6.53a 26.09±7.82 .002b .998

Post 19.17±2.80 24.97±6.93

Post-Pre -3.037 .016*

t 3.812 1.879

p .019* .133

Gait speed

(cm/sec)

Pre 40.03±8.78 41.32±12.67 -.187b .856

Post 52.92±6.51 42.69±12.06

Post-Pre 4.963 .001**

t -5.774 -2.170

p .004** .096
a평균±표준편차, b사전종속변수의 동질성검정 t값, *p<.05, **p<.01

표 3. 보행(10MWT)와 보행속도(Gait speed)의 비교                                

3. 균형능력의 변화

실험군과 조군의 중재 전 버그균형척도(BBS)와 일

어서서 걷기검사(TUG) 변수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동질성검정을 실시한 결과 각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실험군의 중재 전 평균 버그균형척도(BBS)는 34.00점

이었고 중재 후 평균 BBS는 40.40점으로 유의차가 나타

났다(p<.01). 조군의 중재 전 평균 BBS는 34.80점이었

고, 중재 후 평균 BBS는 36.40점으로 유의차가 나타났다

(p<.05). 실험군과 조군의 전후 평균 BBS의 변화량 차

이를 살펴보면 실험군은 6.40점 증가, 조군은 1.60점 

증가로 실험군이 조군보다 변화량이 더 크며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p<.01)(표 4).

실험군의 중재 전 평균 일어서서 걷기검사(TUG)는 

25.66 sec이었고 중재 후 평균 TUG는 22.32 sec으로 유의

차가 나타났다(p<.05). 조군의 중재 전 평균 TUG는 

25.60 sec이었고, 중재 후 평균 TUG는 24.12 sec으로 유

의차가 나타났다(p<.05). 실험군과 조군의 전후 평균 

TUG의 변화량 차이를 살펴보면 실험군은 3.34 sec 감소, 

조군은 1.48 sec감소로 실험군이 조군보다 변화량의 

차이가 더 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p>.05)(표 4).

Experimental(n=5) Control(n=5) z p

BBS

(score)

Pre 34.00±3.74a 34.80±5.80 -.259b .802

Post 40.40±4.87 36.40±5.59

Post-Pre 5.004 .001**

t -7.878 -3.138

p .001** .035*

TUG

(sec)

Pre 25.66±10.12a 25.60±8.51 .010b .992

Post 22.32±9.75 24.12±7.62

Post-Pre -3.34±1.97 -1.48±1.06 -1.850 .102

t 3.776 3.093

p .020* .036*

a평균±표준편차, b사전종속변수의 동질성검정 t값, *p<.05, **p<.01

표 4. 버그균형척도(BBS)와  일어서서 걷기검사(TUG)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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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상으로 동작관찰훈련프로

그램을 적용하여 만성 뇌졸중 환자의 보행과 균형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6주 동안 실험군 5명에게 동

작관찰훈련을 적용하였고, 조군 5명에게는 과제지향

적훈련을 적용하여 보행과 균형을 검사한 후 각 그룹간 

비교를 통해 동작관찰훈련의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 결과 실험군에서 보행능력은 10MWT 평가 결

과, 평균 6.93 sec감소하여 이동 기능이 유의하게 향상됨

을 보였고. 보행속도검사에서도 평균 12.89 sec 증가하여 

유의한 수준의 향상이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과제지향운

동치료를 적용한 조군은 10MWT, 보행속도 평가 항목

에서 평균의 증가는 있었지만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군과 조군의 변화량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10MWT 항목에서의 변화량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며, 보행속도 평가 항목에서 실험군의 변화량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더 많은 증가를 보였다.

이현민과 이정아(2016)는 뇌졸중환자 27명을 상으

로 과제와 관찰방법을 다르게 하여 세그룹으로 나누어 

동작관찰훈련을 실시하여 보행능력(10MWT)에서 세 그

룹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송요한(2016)은 만성 뇌졸

중환자 24명을 상으로 4주간 동작관찰훈련 영상을 기

준으로 두 그룹을 나누어 동작관찰훈련을 실시하여 

10MWT 평가항목에서 실험군과 조군 모두 감소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Bang 

등(2013)은 30명의 만성 뇌졸중 환자에게 동작관찰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보행속

도 검사항목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동작관찰훈련 프로그램이 

동작관찰과 모방을 결합하여 운동 상상으로 이전의 운

동 경험들을 상기하게 되며, 치료효과에 긍정적으로 작

용한다는 Page 등(2001)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제 특이적이며 상황 특이적으로 구

성 된 과제의 동작을 관찰하게 한 후 과제를 훈련하였

다. 따라서, 보행을 포함한 과제를 연습하였기 때문에 

상자들의 보행능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은 것으로 보

여진다.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균형능력이다. 

보행은 의도적인 균형의 상실과 회복의 반복이며, 걷는

다는 것은 앞으로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단

순한 행동이다(David, 2003). 만성 뇌졸중환자가 기립자

세에서 균형조절은 기능적인 움직임과 일어서기, 이동, 

걷기, 방향전환, 계단 오르기 등의 일상생활을 위해 필수

적인 요건이다(Eng & Chu, 2002). 

본 연구 결과 실험군에서 균형능력 평가 중 BBS와 

TUG 평가의 결과는 균형 조절 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

구 결과 실험군에서 균형능력은 BBS 평과 결과, 평균 

6.40점 증가하여 동작관찰훈련 프로그램 적용 후에 균형

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됨을 보였고(p<.01), TUG 평가 결

과 역시 실험군에서 평균 3.34 sec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05). 이에 반해 조군에서는 중재 후 TUG 

평가 항목에서 평균 1.48점 향상으로 유의한 향상이 나

타났으나(p<.05), 실험군의 변화량이 조군의 변화량보

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1). 실험군과 조군의 변화량을 비교하여 보았

을 때, BBS 항목에서의 변화량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며(p<.01), TUG 평가 항목에서 실험군이 조군보다 변

화량의 차이가 더 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p>.05).

김진영 등(2012)은 뇌졸중 환자 24명을 상으로 동작

관찰훈련을 4주간 적용한 후 균형 능력평가 중 BBS항목

에서 29.33± 7.80점에서 39.33±10.74점으로 유의한 증가

를 보여줬고 이는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TUG 평가 항목에서는 35.58±20.21 sec에서 

23.24±19.16 sec로 유의한 감소를(p<.01) 보여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Bang 등(2013)의 연구결과에서

도 TUG 평가항목에서 조군에 비해 17.51 sec에서 

12.94 sec의 감소를 보였고, 최효승과 남기원(2014)의 연

구에서도 뇌졸중환자 40명을 풍경사진관찰군과 동작관

찰군으로 나누어 6주간 훈련을 실시하여 동작관찰군에

서 43.16±14.72 sec에서 32.86±14.52 sec로 유의한 감소를

(p<.01) 보였다.

본 연구의 TUG 평가항목에서의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실험군과 조군의 효과 차이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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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훈련 방법이 같은 움직

임 과제들로 구성되었으므로 나중에 적용된 중재를 수

행할 때 상자들이 과제에 한 이해도가 높았고 더 많

은 연습효과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훈련 효과에

서는 유의하게 차이나지 않았지만, 훈련 전후 효과크기

는 동작관찰훈련이 과제지향훈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작관찰훈련이 임상적으로 뇌졸중환자

들의 기능 훈련에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

는 것이다.

비록 이 연구들은 모두 동일한 균형능력평가도구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기능적 평가 도구를 사용

해 동작관찰훈련 프로그램 중재 후 상자가 활동 시 신

체 조절과 균형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고,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준다. 이는 동작관찰훈련 프로

그램이 뇌졸중 환자에게 시각과 청각자극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균형능력과 연관된 공간감각, 안뜰감각, 고유

수용성 감각을 조절하며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통해 균형능력과 안정성 회복, 그리고 조절능력이 향상

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

해 보면,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한 동작관찰훈련 운동프

로그램은 과제수행을 위한 운동기억을 형성시켜 적극적

으로 치료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치료효

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작관찰훈련은 학습하고자 하는 과제를 동영상을 통

해 과제에 한 이해도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훈련

환경을 만들어주며(김진영 등, 2012) 수행능력을 증진시

켜 준다고 했다. 동작관찰훈련 프로그램이 뇌졸중환자에

게 동작을 관찰하면 실제 동작을 실행하는 동안 활성화 

되는 영역과 동일한 운동 투사영역이 활성화 된다는 연

구 결과(Binkofski와 Buccino, 2006; Fabbri-Destro와 

Rizzolatti, 2008; Ewan 등, 2010)를 통해서 동작관찰이 실

제 행동의 기폭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

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뇌졸

중 환자가 자신의 수준에 맞는 동작관찰훈련을 통해 관

찰 후 과제에 한 능동적인 참여와 실제 동작에 관여하

는 운동회로의 활성화로 신체 조절 능력 및 기능적인 수

행능력을 경험하여, 운동기능과 균형조절 능력의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에서는 소수의 만성 뇌졸중환자 10명만을 상으로 

한 사례연구이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워, 향

후 연구에서 더 많은 상자를 적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환자 중 가장 많은 만성 뇌

졸중환자를 상으로 진행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다

양한 유형의 뇌졸중환자를 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

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보행과 관련하여 보행과 균형능

력을 상으로 뇌졸중환자의 운동능력을 평가하였지만, 

추후의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방식의, 실질적인 보행을 

통한 평가나 일상생활과 연관되는 평가 방법을 통하여 

변화의 수준을 측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

에서는 보행과 균형능력의 평가에 해 기능적 평가도

구를 사용하였지만, 그 외에 표준화된 측정기계를 이용

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만성 뇌졸중환자에게 동작관찰훈련프

로그램이 보행과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만성 뇌졸중환자 10명을 상으로 4주 동안 실

험군 5명에게 동작관찰훈련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조군인 5명에게 일반적인 과제지향 운동프로그램을 적

용하여 비교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중재 후 실험군에서 보행능력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보행에 관련된 10 m 걷기 검사와 보행 속도 

검사에서 모두 유의한 수준의 변화가 있었다. 조군에

서는 중재 전과 중재 후의 운동기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후 변화량의 차이에서 실험군이 

조군보다 더 많은 변화를 보였으며, 유의한 수준의 차이

를 보였다. 

둘째, 중재 후 실험군에서 균형능력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조군에서는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4주간의 동작관찰 훈련

프로그램의 적용은 만성 뇌졸중 환자의 보행과 균형능

력의 향상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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