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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VR training with FES on improving the muscle strength, 

AROM, and function of the upper limb joints in patients with chronic stroke.

Methods : The present study makes use of a pre-post control group design. Thirty patients with chronic stroke were randomly 

assigned to two groups according to treatment method – the VRFES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he VRFES group received 15 

minutes of VR training and 15 minutes of FES treatment. The control group received 15 minutes of conservative physical therapy 

and 15 minutes of VR training. All subjects received 30 minutes of treatment, three times a week, for eight weeks, which amounted 

to 24 sessions of training. The muscle strength, AROM, and function of the upper extremities were measured before the training 

and eight weeks after. Upper limb muscle strength was tested using the Digital Manual Muscle Tester while AROM was measured 

using the Digital Dual Inclinometer. The clinical assessment tools for upper extremity function included the use of the Manual 

Function Test and the 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 

Results : Both groups exhibited great improvements in muscle strength and upper extremity function during the intervention 

period. The VRFES group exhibit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muscle strength, AROM, and function of the upper extremities in 

comparison with the control group(p<.05). Our results reveal that VRFES is more effective for the muscle strength, AROM, and 

function of the upper extremities in patients with chronic stroke. 

Conclusion : VRFES treatment will be used as an important intervention for improving the muscle strength, AROM, and function 

of the upper extremities in patients with chronic stroke and achieving the functional recovery of the upper extrem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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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뇌졸중은 뇌 영역의 혈류가 차단되어 발생하며, 이때 

뇌세포는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죽기 시작하며, 이로 인

한 세포의 죽음은 기억과 근육 조절같이 뇌 영역에서 통

제되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다(American Stroke 

Association, 2020).

미국의 경우 뇌졸중 사망은 사망원인의 5번째이며, 매

년 800,000명 정도가 보고되고 있으며(Benjamin 등, 

2017), 뇌졸중 환자 중 약 70 %는 상지기능 손상으로 인

해 독립적인 일상생활활동의 제한과  삶의 질 또한 저하

를 경험한다(Meadmore 등, 2014). 편마비 환자의 위팔 기

능의 저하는 일상생활활동에 독립적인 참여를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Joo 등, 2014).

위팔 움직임은 먹기, 씻기, 쓰기, 옷입기 등과 같은 다

양한 과제 수행을 위해 소단위 운동기술(fine motor skill)

와 기기, 걷기, 균형유지하기 등의 단위 운동기술

(Gross motor skill)을 분류하며 상지의 움직임에서 중요

한 역할을 말한다(Shumway-Cook & Woollacott, 2007). 현

재 뇌졸중 환자의 편마비 위팔 움직임 조절과 기능을 회

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치료법으

로는 감각자극을 이용한 훈련(Kiper 등, 2015), 기능적 전

기자극을 이용한 훈련(Ring과 Rosenthal, 2005), 가상현실 

훈련(Kim 등, 2019), 동작관찰(action observation), 상상훈

련(imagery training)(Braun 등, 2006; Saito 등, 2013) 등이 

있다. 그 중 적절하게 난이도를 사용하여 가상현실 기반 

재활을 적용하면 뇌졸중 환자의 상지기능 및 일상생활

활동이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났다(Nanji 등, 2015). 가상

현실을 통해 실제 상황과 비슷한 환경 속에서 환자는 다

양한 경험을 획득할 수 있으며 가상현실 화면을 통해 다

양한 상호작용과 내적인·외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면서 

운동재활, 인지재활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재활훈련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Maggio 등, 2019; Tieri 등 2018).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로봇 중재방법이 두되고 있

다.

가상현실훈련(virtual reality training)이란 컴퓨터를 통

하여 ‘특정한 환경, 상황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실제 상황·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는 인간-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라고 정의

할 수 있다(Holden & Dyar, 2002). 가상현실훈련의 신경

학적인 배경으로 거울뉴런(mirror neuron)을 사용하는데, 

이는 원숭이가 행동을 관찰했을 때, 실제수행을 했을 때

와 비슷하게 앞운동겉질(premotor cortex)에서 활성화가 

된다고 하였다(Rizzolatti 등, 1999). 가상현실은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TBI), 척수손상(SCI), 파킨슨 질환(PD), 다

발성경화증(MS), 인지저하 환자 등 다양한 질병을 개선

시킬 목적으로 기능훈련 분야에 도입되어 환자 치료에 

한 연구가 진행 되었으며(Broeren 등, 2004; 

Christiansen 등, 1998), 현재 재활영역에서 치료적인 목적

으로 가상현실시스템을 이용한 의료용 프로그램이 다양

하게 개발되어 실제 임상에 적용되고 있다(Carregosa 등, 

2018; Perez-Marcos 등, 2017). 

기능적 전기자극(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FES)

은 환자에게 근육의 근 재교육을 통해 훈련을 진행하여 

운동 재학습을 최 로 올릴 수 있도록 제공하는 치료법

으로(Chae와 Yu, 2000), 뇌졸중 환자의 기능 회복을 위해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마비 혹은 약화된 근육에 해 

전기자극을 통해 근 수축을 유발시켜 근위축의 방지, 근

육 내성 유지, 근력강화, 기능적 움직임의 재교육을 시킬 

수 있다(Kapadia 등, 2014). 또한 손상 부분 이후의 잔여 

신경전도로를 통하여 중추 신경계의 침해를 받은 환자

들에게 해당 부분의 기능 회복을 도와준다(Thompson 등, 

2005).

기능적 전기적 자극과 가상현실훈련의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뇌졸중 환자를 상으로 감각자극 훈련과 가

상현실 훈련이 위팔의 기능과 인지기능에 증진을 보였

다(Kim 등, 2019), Kim과 Lee(2015)의 연구에서는 거울치

료와 기능적 전기자극을 병행한 훈련을 뇌졸중 환자에

게 적용한 결과, 경직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

러나 Kojima 등(2014)은 뇌졸중 환자의 비마비측의 근전

도 바이오피드백 훈련을 통한 마비측 기능적 전기자극

과 거울치료 훈련이 위팔 기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뇌졸중 환자의 위팔 기능 증진을 위

해 가상현실훈련, 그리고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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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해 보고하는 연구들이 있지만, 현재 뇌졸중 환자

의 위팔 치료에 있어 가상현실훈련을 통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단순 수동적 반복의 기능적 전기

자극의 치료는 뇌졸중 환자의 위팔 재활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운동 재학습 효과가 저하된다는 보고가 있다

(Cauraugh 등, 2000).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상현실훈련

과 기능적 전기자극의 병행을 통한 중재방법이 중요하

다고 생각된다. 또한 뇌졸중 환자를 상으로 가상현실

과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를 적용한 중재방법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가상현실훈련과 기

능적 전기 자극치료가 만성 뇌졸중 환자의 위팔 근력, 

능동관절운동과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N 재활병원에 뇌

졸중 환자 30명을 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상자

들은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연구진행에 

해 충분하게 설명을 실시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

명을 받았다. 선정조건은 연구 목적에 하여 충족되는 

상자 30명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Yang 등, 2019). 선

정 조건은 처음으로 뇌졸중으로 진단받고 6개월 이상 경

과된 환자,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Korean version, MMES-K)의 24점 보다 높은 

점수로 인지적 손상이 없는 자(Yang 등, 2019), 위팔에 

정형외과적 손상이 없는 자, 기타 신경학적 손상이 없는 

자, 마비측 위팔의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 

MMT)에서 gradeⅡ 이상이며, 마비 측 손목관절의 관절

가동범위가 최소 20° 폄, 손허리손가락관절

(Metacarpophalangeal joint, MP joint)과 손목뼈사이관절

(carpal joint)을 최소 10 ° 이상 폄시킬 수 있는 자로 선정

하였다. 제외 조건은 편측 무시와 반맹증이 있는 환자, 

시각과 청각, 전정감각에 문제가 있는 자, 고혈압과 심혈

관계의 문제가 있는 자, 발작의 약물을 먹고 있는 자, 파

킨슨병 또는 말초신경장애와 같이 신경 병변이 있는 환

자, 위팔의 감각소실 및 감각 과민증이 있는 자는 제외

하였다. 연구 상자의 수 산정은 G-power software를 사

용하여 effects d=0.8, alpha 레벨은 0.60~0.50으로 설정하

여 30명을 상자로 선정하였다.

2. 연구 설계

본 연구 상자는 제비뽑기를 이용하여 가상현실 훈

련을 병행한 기능적 전기자극군 15명, 보존적 물리치료 

훈련군 15명으로 나누어 두 그룹으로 배정하였다. 모든 

상자들은 주어진 훈련을 하루 60분, 주 3회, 8주간 훈

련을 실시하였다. 연구 시작 전에 서면을 통해 연구의 

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그리고 비 유지에 해 충분

히 설명하였다. 상자들은 원한다면 원하는 시기에 언

제든지 중도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3. 실험방법

1) 가상현실훈련과 기능적 전기자극군

VRFES군은 15분간 가상현실훈련 시행 한 후 15분간 

기능적 전기자극을 각각 시행하였다. 가상현실훈련은 몰

입형 가상현실프로그램으로 RAPAEL Smart Glove™ 

(Neofect, Korea)를 장비를 사용하여 훈련을 하였다. 이 

장비는 위운동신경세포병변 환자의 위팔 재활훈련의 목

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장갑 모양의 센서가 부착된 장비

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루어졌으며 바이오

피드백 장비이다. 센서 장비는 환자의 아래팔의 엎침/뒤

침, 손목관절의 굽힘/폄, 노측/자측 치우침, 손가락 굽힘/

폄과 같이 먼쪽 지절에 한 움직임을 추적한다. 5개의 

굽힘에 한 센서는 손가락의 굽힘에 해 측정이 가능

하며 장갑 내 관성 측정 장치는 먼쪽 손가라관절의 3차

원 방향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데이터는 블루투스 기능

을 통해 시스템에 수신된다. 움직임은 PC의 모니터를 통

하여 상자에게 시·청각적 피드백을 제공하였으며, 소

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은 수신되는 데이터를 따라 가상

의 손, 물체를 조작하여 훈련하게 된다. 그리고 기능적 

움직임에서 능동관절가동범위, 수동관절가동범위의 움

직임에 해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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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glove various movement component

Forearm Pronation/supination

Wrist Flexion/extension, ulnar deviation, radial deviation

Finger Flexion/extension, other complex movements

Perform various tasks
Turning page a book over, squeezing an orange, painting, catching a butterfly or balls, pouring 
wine, cleaning the floor, fishing, cooking

Smart Glove의 훈련 게임은 Jung 등(2017)의 연구를 바

탕으로 수정 보완하였으며, 위팔의 다양한 움직임을 포

함하는데 움직임에 요소로는 아래팔의 엎침/뒤침, 수직

면 손목관절의 굽힘/폄, 수평면(중력을 제거한 상태) 손

목관절의 굽힘/폄, 수직면 손목관절의 노측/자측 치우침, 

수평면(중력을 제거한 상태) 손목관절 노측/자측 치우침, 

손가락 굽힘/폄 그리고 그 외에 복합적 움직임 등이 있

다(Jung 등, 2017)(Fig 1). 상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험하였다. 책장 넘기기, 오렌지 짜기, 페인

트, 나비나 공 잡기, 와인 따르기, 바닥 청소하기, 낚시, 

요리하기 등과 같이 일상생활동과 관련된 항목들을 통

해 상자의 동기부여와 프로그램 적응할 수 있도록 구

성하였다.

기능적 전기자극은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기 Microstim 

(Medel GmbH, Germany)을 사용하여 위팔의 폄근에 실

시하였다. 주파수는 40 ㎐, 펄스폭은 250 ㎲로 적용하였

다. 상자는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 똑바른 앉은 자세를 

취하였다. 손목관절 폄근, 팔꿉관절 폄근에 부착하여 기

능적 전기자극을 주었다. 자극의 강도는 근수축이 일어

나도록 하면서 통증은 유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절

하였다(Kesar 등, 2009).

2) 보존적 물리치료 훈련군

보존적 물리치료 훈련군은 15분간 보존적 물리치료를 

시행 후 15분간 가상현실훈련요소(앞팔의 엎침/뒤침, 손

목관절의 굽힘/폄, 노측/자측 치우침 손가락 굽힘/폄)와 

동일한 방향으로 치료사와 함께 말초관절의 관절 움직

임을 시행하여 두 군 간에 관절 움직임 요소를 일관되게 

하였다. 중재 과정에서 움직임 어려움이 있으면 치료사

에 의해 조절하였다(Kim 등, 2019).

Fig 1. Smart glove training

Table 1. Smart glove training

4. 측정 방법 및 도구

1) 위팔 근력

상자의 위팔 능동적 근력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도수 근력계(The Commander Muscle Tester, Jtech-Medical, 

USA)를 이용하였다. 팔꿉관절의 굽힘근에 한 측정 시 

상자의 아래팔을 뒤침으로 유지시킨 다음 아래팔의 

먼 쪽에 센서를 위치하여 팔꿉관절 굽힘을 시행하는 동

안 근력을 측정하였고, 팔꿉관절의 폄근 측정 시에는 

상자를 매트에 엎드린 자세에서 아래팔을 침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측정 센서를 아래팔의 먼 쪽으로 위치하

여 폄 움직임을 하는 동안 근력을 측정하였다. 손목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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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힘근과 폄근 측정 시 상자의 두 팔을 책상 위에 올

리고, 도수 근력계의 센서를 상자의 손허리뼈에 위치

하여 손목을 굽힘, 폄하는 동안 나타나는 근력을 측정하

였다. 모든 측정은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

였다. 측정자 내 신뢰도 r=.90~.96, 측정자간 신뢰도는 

r=.76~.97이다(Koblbauer 등, 2011).

2) 능동관절가동범위

팔꿉관절과 손목관절의 굽힘과 폄의 능동적 관절가동

범위 측정을 위해 듀얼 경사계(Dualer IQ Inclinometer, 

Jtech-Medical, USA)를 사용하였다. 팔꿉관절의 굽힘과 

폄의 가동범위 측정 시 한 쪽 센서는 아래팔에 부착하고 

다른 쪽 센서는 벨크로를 이용하여 위팔에 부착하였다. 

팔꿉관절의 굽힘 측정 시 의자에 상자는 앉고, 어깨관

절을 90 °로 굽힘 상태에서, 팔꿉관절은 중립상태에 위

치한 후 측정하였고, 팔꿉관절 폄 측정 시 매트에 상

자는 엎드린 자세로 팔꿈치가 밖으로 나온 상태로 측정

하였다. 손목관절의 굽힘과 폄 측정을 위해 의자에 상

자는 앉은 상태로 한 쪽의 센서는 손목의 배측에 부착하

고, 다른 쪽 센서는 아래팔에 부착하여 치료사의 지시를 

통해 굽힘, 폄을 측정하였다. 모든 측정은 3회 반복 측정

하고 평균값을 사용하였다(Scibek & Carcia, 2014).

3) Manual function test (MFT)

MFT는 일본 동북 학의 리하연구명자원에서 개발되

었으며(Sakai Rehabilitation Instrument, Japan), 뇌졸중 환

자의 위팔기능과 위팔 동작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이다. 위팔의 운동(4항목), 파악(2항목), 손가락 조작

(2항목)으로 구성되며 검사마다 수행 시 1점, 불가능 시

는 0점으로 총 점수는 32점 만점으로 구성되었으며, 평

가-재평가 신뢰도와 평가자간 신뢰도는 모두 r=.95이다

(Miyamoto 등, 2009). 이 평가도구의 검사-재검사

(test-retest reliability), 검사자 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는 r=0.95이며 Cronbach’s a 계수는0.95이다

(Miyamoto 등, 2009).

4) 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 (JTT)

시각에 불편함이 없는 밝은 곳에서 상자는 측정자

와 책상을 두고 의자에 편안히 앉는다. 상자에게 각 

측정 과제에 해 충분히 설명한 후 검사를 시작하였다. 

측정은 디지털 초시계를 사용하여 7개 항목에 해 검사

를 실시하였다. 우세손(비마비측)을 통해 방법을 인지시

키고 비우세(마비측)을 측정하였다. 각 항목마다 10회의 

훈련을 거쳐 3회 측정값의 평균값을 결과값으로 사용하

였다(Boggio 등, 2006). 평가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0.98이

며, 검사자간 신뢰도는 r=0.90~0.99이다(Artilheiro 등, 

2018). 

5. 자료처리

본 연구의 모든 통계적 분석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PASW statistics 21.0을 사용하였다. 참여 상자의 일반

적 특성 중 마비 측, 성별, 뇌졸중 유형은 카이제곱 검정

을 나이, 두 집단의 훈련 이전의 종속변수의 동질성은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검정하였다. 집단 내 치료 전·후

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응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

으며, 집단 간 차이의 변화량을 알기 위해서 독립표본 t-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학적 유의수준 α=.05로 

하였다.

Ⅲ. 결 과

본 연구에 참여한 30명의 상자를 VRFES군, CON군

으로 무작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상자의 일반적 특

성에서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 뇌

졸중의 유형, 마비 측에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 중재에 따른 종속변수에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VRFES군과 CON군 모두 실험 전·후 집

단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위팔 근력, 위팔 관절

가동범위, MFT, 그리고 JTT에서 두 군간 변화량 비교에

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한통합의학회지 제8권 제2호

216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Vol.8 No.2

VRFES CON F p

Age (years) 57.8±13.30 57.6±9.38 1.82 NS

Height (㎝) 166.07±6.07 164.07±6.32 .37 NS

Weight (㎏) 60.8±7.78 62.07±7.1 .35 NS

MMSE-K (score) 27.2±1.90 28.07±1.22 2.19 NS

Gender

Male (%) 9 (60) 8 (53.3)
1.000 NS

Female (%) 6 (40) 7 (46.7)

Diagnosis

Infarction (%) 7 (46.7) 9 (60)
.715 NS

Hemorrhage (%) 8 (53.3) 6 (40)

Affected side

Left (%) 7 (46.7) 6 (40)
1.000 NS

Right (%) 8 (53.3) 9 (60)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standard deviation, VRFES; virtual reality training and FES group, CON; control group, 
NS; not significant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0)

Variables
VRFES CON

p
Pre Post Pre Post

EFMT (㎏) 1.71±0.39 2.26±0.48* 1.67±0.46 1.92±0.49* .001†

EEMT (㎏) 1.74±0.34 2.15±0.45* 1.69±0.39 1.90±0.38* .001†

WFMT (㎏) 0.97±0.35 1.37±0.44* 0.95±0.35 1.22±0.30* .008†

WEMT (㎏) 0.89±0.39 1.28±0.60* 0.91±0.32 1.10±0.31* .014†

EFROM (°) 107.6±6.42 113.67±6.75* 105.33±4.69 108.8±4.80* .003†

EEROM (°) -32.07±8.56 -27.07±7.78* -32.07±5.93 -28.82±5.27* .003†

WFROM (°) 24.6±4.22 29.4±5.08* 24.87±4.34 27.53±4.34* .012†

WEROM (°) 22.07±3.71 27.73±4.03* 21.53±4.12 24.4±4.42* .001†

MFT (Score) 14.07±2.55 17.47±2.45* 13.07±3.69 15.33±3.89* .013†

JTT (Score) 14.2±2.78 17.67±2.85* 12.93±3.43 14.8±3.86* .003†

*p<.001.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with CON group. EFMT; elbow flexion muscle test, EEMT; elbow extension muscle test, 
WFMT; wrist flexion muscle test, WEMT; wrist extension muscle test, EFROM; elbow flexion ROM, EEROM; elbow extension ROM, 
WFROM; wrist flexion ROM, WEROM; wrist extension ROM, MFT; manual function test, JTT: 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

Table 2. Comparison of the upper extremity Strength, ROM, and function between the two groups (n=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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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는 만성 뇌졸중 환자에게 가상현실 훈련을 통

해 위팔 가상현실 훈련과 기능적 전기자극을 병행한 군

(15명)과 보존적 치료와 유사 관절 운동을 시행한 조

군(15명)을 통해 위팔의 근력, 능동 관절 각도, 기능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VRFES

군이 위팔 근력, 능동관절운동과 기능에서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악력검사의 선행 연구에서 Hara 등(2013)은 뇌졸중 환

자에게 다양한 기능적 과제들을 수행 후 시행한 악력 검

사에서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으며, Yun 등(2011)은 기능

적 전기자극을 시행한 거울치료가 뇌졸중 환자의 손가

락 폄근의 근력변화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

다. 그리고 Powell 등(1999)은 손목관절 폄근에 전기자극

을 적용하여 근력변화의 유의성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

에서도 위팔 근력의 변화는 두 군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

였고, 군간 비교에서는 VRFES군에서 더 유의한 증진을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가상현실 프로그램의 훈련 

방법이 다양한 과제 지향적인 운동프로그램으로 운동감

각 피드백을 강화시킨 것(Teasell 등, 2008)으로 사료되

며, 헤비안 연접(hebbian synapse)은 위운동신경세포와 아

래운동신경세포가 연접을 이루는 부분으로 척수 수준의 

역행성 신경 전도성 증가, 겉질 재조직화와 함께 FES의 

효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활동 의존적인 겉질 재조직화

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Liepert 등, 2000; Thomas 등, 

2002), 본 연구의 기능적 전기자극은 말초신경 활동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헤비안 수준의 가소성 변화를 증진 

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능적 전기자극이 감각 

운동피드백 회로를 향해 강한 편심성 자극으로 들어와 

재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뇌졸

중 환자에 위팔 근력에 유의한 차이를 발생한 것으로 생

각된다(Thieme 등, 2013). 

위팔 능동관절가동범위는 관절의 해당 가동범위에 따

라 위팔 기능과 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Yun 

등(2011)의 연구에서 뇌졸중 환자들의 위팔에 중재 효과

를 보기 위해 능동관절가동범위를 측정하였다. 

Massimiliano 등(2017)은 로봇 보조장치를 통한 손의 수

동적 움직임 훈련에서 손의 경직이 감소하였다고 하였

으며, Summers 등(2007)은 뇌졸중 환자에게 나무 블록 

옮기기 위팔 훈련을 한 결과 팔꿉관절의 가동범위가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팔꿉관절 및 손목

관절의 능동관절가동범위의 변화는 두 군 모두 훈련 전 

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군간 비교에서 VRFES군

이 더 유의한 증진을 보였다. 이는 가상현실 기기와 함

께 반복된 움직임과 말초 관절의 순환에 증진이 관절 각

도에 변화를 준 것으로 생각되며, 전기자극이 근육에 가

해지면서 고유수용성 되먹임 작용으로 인해 체성감각겉

질에 전달되어 감각운동회로가 증진되며 이러한 기전으

로 능동 관절가동범위가 증가되었다고 생각된다.

뇌졸중 환자의 위팔기능 평가에 높은 신뢰도를 가지

는 MFT는 위팔 운동 및 파악, 손가락 조작 등의 항목을 

평가할 수 있다(Miyamoto 등, 2009). 본 연구의 가상현실 

훈련과 기능적 전기자극의 위팔 기능을 알아보기 위한 

MFT와 JTT의 변화에서 두 군 모두 증진이 있었으며, 그 

중 VRFES군이 더 향상이 있었다. Dos 등(2013)은 뇌졸

중 환자를 상으로 한 말초신경 자극 훈련을 한 결과, 

JTT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논문과 일치한다. 또한 가

상현실을 중재한 Combs 등(2012)은 만성 뇌졸중환자를 

상으로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위팔 기능에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으며, Carr와 Shepherd(2003)는 능

동적 운동과 과제지향적 훈련의 강조는 기능적 수행력

을 최 화 시킨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와 

같이 뇌졸중 환자들에게 가상현실훈련과 기능적 전기자

극을 통해 팔의 반복적 사용을 강조하였으며 가상현실 

프로그램의 다양한 과제를 제공한 과제지향적 접근법으

로 뇌졸중 환자의 위팔 기능의 증진을 이끌어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 상자를 선정기준을 사

용하여 기준을 충족한 상자를 통해 연구를 실시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만성 뇌졸중 환자에게 일반화하

여 해석하는 것은 제한점이 있으며, 가상현실 과제의 다

양성 및 상자에게 부착하는 전기자극의 개인적 적응

성에 한 고려가 적었고, 상자들의 일상생활에 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어 중재 이외에 외부 요인이 상

자의 위팔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는 것이다.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가상현실 과제훈련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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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상자의 기능에 따른 난이도의 차이, 개인의 전기자

극에 따른 적응성, 위팔 평가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는 

등의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 만성 뇌졸중 환자의 위팔 근력, 능동관절

범위, 기능 회복에 미치는 효과에 해 알아보기 위해 

가상현실훈련을 병행한 기능적 전기자극을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 만성 뇌졸중 환자의 위팔에 긍정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만성 뇌졸중 환자에게 위팔 기능의 회복은 

독립적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임

상에서 실제 재활과정에서 회복하는 것은 많은 장애가 

있는 실정이다. 뇌졸중 환자에게 가상현실훈련을 병행한 

기능적 전기자극을 통해 뇌졸중 환자가 보다 쉽고 안정

적이며, 뇌 가소성에 자극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

구는 만성 뇌졸중 환자의 위팔 기능 증진을 위한 하나

의 중재 방법을 제시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될 수밖

에 없는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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