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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Driving is an important activity that is affected by various motor and cognitive deficits after stroke.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standard screening tool to evaluate the sitting asymmetry during driving, which is the stereotyped postural characteristic observed in 
patients with stroke. Therefore, this study compared the buttock pressure during simulated driving between healthy adults and patients 
with stroke.     
Methods: Ten post-stroke patients and ten healthy subjects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simulated driv-
ing of 6.1 km during approximately 5 minutes for adaptation. The driving scenario consisted of 3.5 km urban traffic conditions, 10 km 
straight highway, and 7 km curved or hilly rural roads. Force sensitive application (FSA) was used to analyze the distribution of the but-
tock pressure on the driver’s seat. The symmetry index (SI) was determined using the average buttock pressure of each side of the but-
tock. The closer SI is to zero, the higher the symmetry of buttock pressure. 
Results: These studies showed that the SI of healthy subjects was significantly closer to zero than that of the stroke patients. 
Conclusion: The buttock pressure of the stroke patients showed more asymmetry than that of the healthy subjects during simulated 
driving. Therefore, a therapeutic approach is needed for symmetrical sitting to improve the driving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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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뇌졸중은 뇌의 손상된 위치와 정도에 따라 편마비, 감각과 운동의 소

실, 인지 장애, 시지각, 언어 장애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운

전 능력의 감소 또는 소실은 뇌졸중 환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장애 

요인 중의 하나이다.1 

안전한 자동차 운전은 신체적, 인지적, 지각적, 심리적 기술과 능력

들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요구하는 활동인데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

들은 위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손상되기 때문에 운전을 하기가 어

렵다.2 몇몇 연구에서는 운전 수행 능력의 감소가 인지의 감소, 환경의 

부정확한 인식, 산만함, 주의력 결핍, 판단 문제, 위급 상황에서의 늦

은 반응 등의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뇌졸중 환자들의 운전 재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지 않고 있으나, 최근 들어 운전재활에 인식 또는 요구도 조사, 운

전재활을 위한 인지기능 평가,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운전 능력 평가

에 관한 연구들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4 

신체 장애인의 운전 능력 평가 항목은 크게 기능적 평가, 차량내 

평가, 인지 및 지각 평가로 나누어질 수 있다.5 첫째, 기능적 평가는 팔, 

다리, 목, 몸체의 근력, 운동범위 반응시간, 속도, 지구력, 협응, 긴장도 

등을 평가하게 된다. 둘째, 차량내 평가는 이동과 준비, 시동, 운전 단

계로 나누어진다. 이동 및 준비는 문열기, 자동차로의 이동, 휠체어 탑

재, 운전석으로의 이동, 문닫고 잠그기, 좌석위치 수정, 거울위치 수

정, 좌석벨트 조이기, 운전대 조정, 착석자세, 균형감이 포함되고, 시

동 단계에서는 열쇠 넣기, 열쇠 돌리기, 주차브레이크 작동, 변속기어, 

발브레이크, 계기판, 방향지시등, 엑설레이터 작동 등이 포함된다. 그

리고 운전 단계에서는 가속, 제동, 일반적인 우회전, 좌회전, 차선변경, 

교통 상황, 주차, 기타(날씨 등)를 포함한다.6 셋째, 인지 및 지각 평가

는 인지, 언어, 시각 및 반응시간, 행동 검사를 포함한다. 그러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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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경우에는 핸들, 발브레이크, 수동식 브레이크, 엑셀레이터, 수

동식 엑셀레이터, 사이드브레이크의 조작 능력에 있어서 힘과 지속 

시간을 주로 평가하는 등 단순 운동능력 위주의 운전 능력 평가가 이

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7

좌압이란 앉을 때 엉덩이에 가해지는 압력을 의미한다. 운전을 하

기 위해 운전석 시트에 앉을 때 체중의 약 75%정도가 엉덩이에 의해 

지지되며, 균형을 잡기 위해 엉덩이에 가해지는 좌압의 균형이 중요

하다. 만약 좌우 좌압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신체 조절이나 운전 같은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워진다.8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운전 

시 뇌졸중 환자와 건강한 성인의 좌압 분포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뇌졸중 환자의 운전 능력 평가와 치료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G병원에 입원 또는 외래 진료 

중인 뇌졸중 환자들과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뇌졸중 환

자들은 모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MMSE 점수의 평균은 

28.1점/30점이며, 오른쪽의 manual function test (MFT)점수의 평균은 

28점/32점이었다. modified Ashworth scale (MAS)정도는 G0이었고, 관

절의 구축학적 결함이 없었다. 건강한 성인군은 근골격계 질환이나 

관절의 구축학적 결함이 없으며,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들 10명

을 임의로 추출했다.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는 뇌졸중 환자 10명(좌측 

편마비 9명, 우측 편마비 1명), 건강한 성인 10명이 참가하였으며, 두 

집단 모두 3년 이상의 운전 경험이 있는 운전자들이 참여하였다. 건

강한 성인의 평균 연령은 45.5 ± 9.5세, 뇌졸중 환자의 평균 연령은 

50.05 ± 9.9세이었다. 키는 뇌졸중 환자는 169.1± 4.04 cm, 건강한 성인

은 171.9 ± 4.07 cm이었다. 체중은 뇌졸중 환자는 71.5 ± 5.82 kg, 건강한 

성인은 71.3 ± 6.45 kg이었다. 뇌졸중 환자의 평균 발병 기간은 28.1 ±

13.08개월이었다(Table 1).

2. 실험방법

1) 자동차 운전 시뮬레이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HumanLA가 보유한 자동차 시뮬레이터를 이

용하여 뇌졸중 운전자 집단의 운전수행 능력을 평가하였다(Figure 1). 

시뮬레이터의 차체는 Smart 차량을 사용하였으며, 주행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는 STISIMDriveTM (System Technology)를 사용하였다. 도

로와 차량 영상은 스크린 화면(2.5× 2.5 m)에 30 Hz 주사율로 1,024 ×

768의 해상도에서 제시되었다. 운전자가 뇌졸중 운전자임을 감안하

여 시뮬레이터에 대한 적응 시간, 실험 시간, 휴식 시간을 적절히 배

분하여 주행 시나리오를 설계하였다. 도로의 종류는 직선 구간이 대

부분인 고속도로구간, 주변차량 및 건물이 복잡하게 구성된 도심구

간, S곡선 등이 많은 지방 국도구간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주행 시

나리오를 이용하여 도로의 특성을 고려한 뇌졸중 운전자의 운전수

행 능력을 측정하였다. 주행 시나리오를 실제 운전상황과 가능한 유

사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주변 차량의 위치, 표지판 등과 같은 주행 중 

시각적 요소와 제한 속도 규정, 신호등, 차선 유지, 선행 차량과의 간

격 유지 등과 같은 주행에 제한을 주는 요소, 급 차선의 변경과 같은 

위험요소 등을 시나리오에 적절히 배치하여 뇌졸중 운전자가 실제 

운전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반영

하도록 설계하였다. 주행 구간은 자동차 시뮬레이터 적응을 위한 연

습국도 구간(3 km)과 도심 구간(3.5 km), 국도 구간(7 km), 그리고 고속

도로 구간(10 km)의 총 4구간으로 나누었으며, 총 23.5 km를 주행하도

록 하였다. 뇌졸중 운전자와 건강한 성인의 운전 수행능력을 비교하

기 위하여 주행 시간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2) 좌압 측정 시스템 및 측정 방법 

앉은 자세에서 엉덩이에 가해지는 압력의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force sensitive application (FSA) 시스템(Vista Medical, Winnipeg, Cana-

da)을 사용하였다. FSA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감지 매트(압력 또는 온

도), 또는 개별 센서, 인터페이스 모듈, 연결 케이블(보조), 컴퓨터 소프

트웨어, 수동 교정 키트로 구성된다(Figure 2). FSA는 컴퓨터에 연결되

Table 1.�General�characteristics�of�subjects�� �

Stroke�Patients�
(Mean±SD)

Healthy�Subjects�
(Mean±SD)

Gender�(M/F) 10/0 9/1

Height�(cm) 169.10±4.04 171.90±4.07

Weight�(kg) 71.50±5.82 71.30±6.45 Figure 1.�Driving�s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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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모듈과 256 (16 × 16)개의 센서들이 들어있는 유연성 있는 압

력감지 매트(48× 48 cm)이다. 매트 센서와 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 

모듈은 시스템과 함께 제공되는 USB 케이블을 통해 컴퓨터와 연결된

다. 센서를 통해 최대 압력, 최소 압력, 평균 압력, 분산, 표준편차, 압

력중심(center of pressure, COP)의 이동 등을 알 수 있으며, FSA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센서가 수집한 정보들을 스캔, 저장, 주석, 파일 그리고 

공유하도록 허용한다. 데이터는 10 Hz로 수집했다. 매트의 두게는 

0.36 mm이고 유연성이 있어 둔부의 압력을 최소한의 오류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다.

좌압 측정을 위해 FSA 매트를 편평하게 차량 시트에 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출발 직전 핸들은 중앙에 위치시키도록 하였다. 실험 전 움

직임 없이 앉은 자세에서 좌압을 측정하여 좌압의 기초선을 정하였

다. 실험 대상자는 6.1 km의 2차선 구간에서 횡단보도나 장애물 없이 

가속페달과 감속 페달, 핸들의 감도를 느껴보고 적응하는 준비 기간

을 가진 후 본 실험에 들어갔다. 본 실험의 시나리오는 모의 테스트와 

달리 횡단보도, 지나가거나 주차되어 있는 차들, 고속도로, 도심구간, 

커브길, 돌발 상황 같이 일반적으로 실제 운전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되었으며, 총 길이는 23.4 km이다(Figure 3). 뇌졸중 환

자의 운전 시 좌우 좌압을 비교하기위해 궁둥뼈결절을 중심으로 왼

쪽 3셀× 3셀, 오른쪽 3셀× 3셀으로 나누어 그 구간내의 평균 압력을 

구하였다. 측정 전후 2초간의 값들은 제외하였다. 

대상자들의 좌우 좌압의 대칭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칭지수 

공식을 이용하였다. 건강의 성인과는 달리 뇌졸중 환자들에서 밀기 

증후군이나 자세, 운전 습관에 따라 마비 측의 압력이 오히려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절대값 처리를 함으로써 방향성을 배

Figure 3.�Scenario�for�driving�simulator:�(A-F).�(A)�highway�section,�(B)�
narrow�section,�(C)�crosswalk�section,�(D)�incident�section,�(E)�rural�
section,�(F)�curve�section.�

A B

C D

E F

Figure 2.�FSA�for�the�distribution�of�buttock�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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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대칭성의 정도만을 비교하였다 그러므로, 좌압의 대칭지수는 0

에 가까울수록 좌우가 대칭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건강한 성인도 좌

우 좌압의 차이값을 절대값 처리하여 분석을 위한 값으로 사용하였

다.9 

Symmetry Index (%) = |Variables (non-paretic side)-Variables (paretic 

side)/Variables (non-paretic side)+Variables (paretic side)|× 2 × 100

3) 통계 분석  

환자와 정상인의 대칭 지수와 주행 시간을 비교하기 위해 Mann-

Whitney U검정을 사용하였다. 유의수준은 0.05로 정하였다. 모든 통

계분석을 위하여 SPSS version 17.0을 사용하였다. 

결 과

연구 결과, 뇌졸중 환자와 건강한 성인 사이에 최고 좌압과 최저 좌압

은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p> 0.05). 그러나 0에 가까울수록 좌우 

대칭을 의미하는 대칭 치수는 뇌졸중 환자가 건강한 성인에 비해 유

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05) (Table 2). 또한 운전 시뮬레이터를 이

용하여 23.5 km의 거리를 운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건강한 성인과 

뇌졸중 환자들 사이에 통계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는 않았으

나(p> 0.05), 뇌졸중 운전자가 지연되게 나타났다. 

고 찰

운전은 개인의 이동권 측면에서 필수적이며, 직업, 쇼핑, 건강 관리, 사

회적인 활동 등에 접근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10,11 뇌졸중 후 대부분

의 운전자들은 다시 예전처럼 운전하기를 원한다.12 뇌졸중 환자들은 

마비측 감각 및 운동 기능의 손상으로 인해 자세 비대칭이 흔히 나타

나게 된다.13 자세 비대칭은 일반적으로 편측무시, 밀기증후군, 척추

측만증과 같은 2차적인 장애를 유발시키므로 비대칭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임상에서 시도되고 있다.14 특히, 운전은 

편마비 환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과제 중의 하나이지만, 임

상적으로 운전 과제의 수행 시 비대칭에 관한 평가와 치료에 관한 연

구는 드물다.7 그러므로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운전 수행 시 좌압

의 대칭성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편마비 환자의 좌우 대칭성을 양적화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의 대

칭 지수의 공식을 절대값 처리하여 양수화하였다. 변형된 대칭지수

는 0에 가까울수록 앉기 자세에서의 좌우 대칭성이 높다고 볼 수 있

다. 연구결과, 건강한 성인에 비해 뇌졸중 환자의 좌압 대칭지수는 유

의하게 크게 나타났다. 이는 앉은 자세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자세 안

정성의 부족과 이로 인해 안전 운전에 대한 위험 요소가 증가하는 것

을 의미할 수 있다. 또 운전 시뮬레이터를 통한 거리 23.5 km를 운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건강한 성인과 뇌졸중 환자들 사이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는 않았으나, 뇌졸중 환자가 약 2분 정도 지

연되었으며, 시뮬레이터 운전 동안 충돌 및 도로에서 벗어나는 빈도

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뇌졸중 환자의 비대칭성은 운전 시 좌압

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운전 수행 능력을 저하시키게 된다고 볼 수 있

다. 최근 휠체어 자세 교육이 편마비 환자의 앉은 자세 및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올바른 휠체어 자세 교육을 통해 비마비

측의 과도한 압력이 감소하였고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15 따라서 임상에서 운전자들에게 초기에 올바른 앉기 자

세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요즘 식습관의 변화와 운동 부족 등으로 뇌졸중 환자들이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운전에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데 운전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신체 능력과 인지가 필요하기 때문이

다. 그와 함께 운전에 어려움을 가지는 또 다른 요소는 교통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더 높은 정보 처리능력을 원하고 더 빠르게 결정을 해

야 하는 등 운전이라는 과제가 점점 어렵게 변화하고 있는데 뇌졸중 

환자들은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가기가 힘들다. 많은 뇌졸중 환자들

은 몇 년 혹은 몇 십 년 동안 운전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예전처럼 운전을 하기를 원한다.4 운전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사

회적으로 보았을 때 필수적인 것이고 이로 인해 일, 쇼핑, 건강 관리, 

사회적인 활동 등에 접근할 수 있다. 다시 운전하기를 원하는 많은 환

자들을 위해 운전자 재활이 필요하다.6 운전 재활이란 현재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고, 운전 가능한 수준의 환자들을 선별하여 재교육 하

는 재활의 한 분야인데 아직까지 선진 외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현실

이다.7 앞으로 뇌졸중 환자의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 요인

들에 대한 연구와 함께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자의 수가 적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

약이 있으며, 좌압 외에 운전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다른 변수

Table 3.�Comparison�of�travel�time�between�stroke�patients�and�
Healthy�subjects�

Stroke�patients� Healthy�subject p

Travel�time�(min) 22.02±3.33 20.00±2.42 0.39

Table 2.�Comparison�of�symmetry�and�pressure�between�stroke�pa-
tients�and�normal�subject� � �

Highest�pressure�
(mmHg)

lowest�pressure�
(mmHg)

Symmetry�index�
(score)�

Stroke�patients 147.79±44.56 105.31±33.69 33.71±20.89

Healthy�subjects 139.60±23.87 120.30±23.43 15.02±11.26

p 0.496 0.326 0.02*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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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재 뇌졸중 운전자의 운전 능력은 단

순한 운전 수행 능력의 양적인 평가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의 장애의 특성인 좌압 비대칭과 함께 앉기 균형 저하, 환측 무

시, 반응시간 감소와 같은 질적 평가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 운전 과제 시 뇌졸중 환자의 좌압의 비대칭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치료적 접근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운전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브레이크 반응 속도, 주행 속도, 충돌 횟수, 

차선 변경, 장애물 피하기와 같은 다양한 운전 변수들에 대한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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