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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Compared with normal people, stroke patients have decreased voluntary cra-
niocervical motion, which affects their balance.

Object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s of active craniocervical 
movement training using a cognitive game on stroke patient’s cervical movement control abil-
ity, balance, and functional mobility.

Methods: The subject of this study were 29chronic stroke patients who were randomly al-
located to either an experimental, cognitive game group (n = 15), or control group (n = 
14), to which only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NDT) was applied. The intervention was 
conducted 5 times per week, 30 minutes per each time, for a total of 4 weeks. Active angle 
reproduction test, static stability test, limits of stability test, and Time up and Go (TUG) test, 
respectively, were carried out in order to evaluate cervical movement control ability, static bal-
ance, dynamic balance, and functional mobility. Paired t-test was used in order to compare 
differences between prior to after the intervention, along with an independent-test in order to 
compare prior to and after-intervention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Results: After the craniocervical training with a body-driven cognitive game,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flexion, extension, and lateral flexion on the affected 
side, and rotation on the affected side in the active angle reproduction test. The experimental 
group indicat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sway length both with eyes-open and with eyes-
closed in the static stability test and in limits of stability test and TUG test. The control group to 
which NDT was applied had significant differences in flexion in the active angle reproduction 
test and in limits of stability test and TUG test.

Conclusion: The above results mean that craniocervical training using a body-driven cogni-
tive game positively influences stroke patient’s cervical movement control ability and as a 
result their balance and functional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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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수의적인 두경부의 움직임은 시각과 청각적 환경을 정상적으로 탐구

하는 행동으로[1], 일상생활에서 서 있거나 보행 중 자주 수행된다[2]. 

두경부의 움직임은 주변 환경에 대해 신체의 기준을 설정해주며 머리

와 시각계, 전정계를 위한 안정된 지지 기저면을 제공하고[3] 시각, 전

정기관, 체성감각 시스템을 자극시키면서 목과 머리에 위치한 감각수

용기들을 자극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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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부의 고유수용감각은 자세조절과 시각운동조절에 주로 관여한

다[5,6]. 정상인에서도 자세 유지 시 두경부의 동적 움직임은 자세 불안

정성을 유발하여 균형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7]. 정적 선 자세

의 유지와 관련된 자세조절 시 수의적인 머리 회전의 효과에 대한 연구

에서 건강한 사람과 전정계의 병변이 있는 사람 모두에게서 머리가 회

전하는 동안 신체의 흔들림이 증가한다고 하였다[8,9]. Koceja 등[10]

은 머리의 수평 회전은 건강한 노인들에게서 신체의 흔들림을 증가시

켰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경추부의 고유수용감각이 저하된 만성 경부 

통증 환자들은 서 있는 자세에서의 정적, 동적 균형이 저하된다고 하였

다[11,12].

뇌졸중 환자는 균형조절 능력이 감소되는데[13], 선 자세에서 수의적

인 머리 움직임 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감각운동 기전을 

통합하는 자세 제어 형태가 나타난다[2]. 뇌졸중 환자들은 선 자세에서 

주위를 탐색하는 자연스러운 움직임 시 체간의 동요가 증가되며, 머리 

움직임은 감소된다[14]. 또한, 보행 시 정상인에 비해 수의적 두경부 회

전에 대한 조절 능력이 저하되고[15], 동요가 머리에 직접적으로 적용

될 때 하지와 체간근에 더 큰 자세 제어가 나타나는데[16] 이는 머리 회

전이 동적 균형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17].

최근 컴퓨터 프로그램의 발달로 인해 컴퓨터 게임 기반의 체감형 훈

련프로그램이 뇌졸중 환자의 재활치료에 사용되고 있다[18]. 게임 프

로그램을 이용한 훈련은 안전한 환경에서의 자가 학습을 통해[19] 과

제 수행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감각 되먹임 제공한다[20]. 또한, 게

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황 판단력과 순발력 등 인지적인 요소가 포

함되어 있어 환자의 치료 흥미와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21,22].

뇌졸중 환자의 선 자세에서의 머리 움직임은 정상인에 비해 저하되

었고, 보행 시 수의적 두경부 회전에 대한 조절이 저하된다. 또한, 주변

을 탐색하기 위한 두경부의 움직임 시 균형능력이 감소되는 등 균형에

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많이 있다[14,15]. 하지만 두경부 움직임을 

훈련으로 제시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고, 더욱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신체를 사용하여 인지적 요소가 포함된 능동적 과제를 통한 두경부의 

훈련이 자세조절 및 경추부 움직임 조절과 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지적 게임을 이용한 능동적 두

경부 움직임 훈련이 뇌졸중 환자의 경추 움직임 조절 능력과 이를 통한 

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대전의 D병원에 입원 중인 뇌졸중 환자 176명을 대상으

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선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발병기간이 6개

월 이상인 환자, (2) 독립 보행이 가능한 환자, (3) 하지 및 척추에 정형

외과적인 질환이 없는 환자, (4) 시각적인 문제나 편측무시가 없는 환

자[23], (5)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

tion, MMSE-K)가 24점 이상인 환자[24]. 선정조건에 해당하는 76

명 중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하는 대상자 32명은 무작위로 인지적 

게임을 이용한 능동적 두경부 움직임 훈련군(Active Craniocervical 

Movement Training, ACMT) 16명과 일반적 중추신경계발달치료군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NDT) 16명으로 배정되었다. 무

작위 방법은 제비뽑기로 하였고, 치료에 참여하지 않는 평가자가 시행

하였다. 실험군 중 1명은 치료기간 중간에 퇴원하였고, 대조군 중 1명

은 치료기간 중간에 퇴원, 1명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실험기간을 완

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탈락하여 실험군 15명, 대조군 14명의 측정값이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Figure 1). 모든 실험 및 절차는 생명윤리 규정 

및 헬싱키 선언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모든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에 대

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실험 참여에 동의한 후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측정 방법 및 도구

평가는 중재 전과 4주간의 중재 후 총 2회 실시하였고 3회 반복 측정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모든 평가에서 치료에 참여하지 않고 평가에 

대한 동일한 능력이 검증된 임상 5년 차의 동일한 경력수준을 가지고 

있는 세 명의 치료사가 측정하였다.

1) 경추 움직임 조절 능력 평가

경추 움직임 조절 능력 평가를 위해 동작 분석 시스템 장비(Bioval; 

RM Ingenierie, Rodez, France)를 이용하여 능동 각도 재현 검사

(active angle reproduction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바르게 앉

아 벨트로 몸통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이마에 밴드를 이용하여 

장치를 고정하였다. 머리가 중립에 위치한 자세를 시작 자세로, 검사자

가 수동적으로 대상자의 머리를 움직여 목표 위치에 놓은 후 10초 동안 

유지하고 위치를 기억하라고 지시하였다. 수동적으로 목표위치에서 시

작 자세로 돌아온 후, 대상자가 능동적으로 두경부를 움직여 바로 전에 

Figure 1.Figure 1. Study design. ACMT, active craniocervical movement training; 
NDT,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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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했던 관절 위치에 가도록 하였다. 목표 위치는 정상인의 정상범주

로 제시되는 표준 각도의 50%가 되는 위치인[25,26] 굴곡, 신전 30°, 

측방 굴곡 20°, 회전 30° 위치로 설정하였다[27-29]. 측정 각도는 목표 

각도에 미달 시 음의 각도로, 목표 각도를 지나친 경우 양의 각도로 기

록하였고, 자료분석 시에는 측정값의 절대값을 이용하였다. 오차값이 

클수록 움직임 조절 능력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2) 정적 균형능력 평가

대상자의 선 자세에서의 정적 균형능력 평가를 위하여 균형 평가 시

스템 장비(Biorescue; RM ingenierie)를 이용하여 정적 안정성 검사

(static balance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장비의 발판 위에 바르

게 서고 팔은 체간 옆에 편안하게 놓고 다리는 30도 정도 벌린 후 전방

을 주시하도록 하였다. 눈을 뜨고 1분간, 눈을 감고 1분간 서 있는 자세

를 유지하도록 하고 압력 중심의 총 동요거리를 측정하였다. 동요거리는 

cm로 측정되었고 값이 작을수록 정적 균형능력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3) 동적 균형능력 평가

대상자의 동적 균형을 평가하기 위해 Time up and Go test (TUG)

를 시행하였다[30]. 팔 받침이 있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신호 소리를 듣

고 일어나 3 m를 안전한 범위 내에서 빨리 걷고 돌아와서 앉을 때까지

의 보행 속도를 초 단위로 측정하고, 지팡이와 같은 보행보조기가 있

는 사람은 보조기를 갖고 측정하였다. 본 평가는 측정자 내 신뢰도 r = 

0.99, 측정자간 신뢰도 r = 0.98로 높은 신뢰도와 내적 타당도를 가지

고 있다[31]. 

3. 중재방법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게임을 이용한 능동적 두경부 움직임 훈련을 

구현하기 위해 두경부의 움직임을 인식하여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

는 동작 분석 시스템 장비(Bioval; RM Ingenierie)를 사용하였다. 대

상자의 능동적 움직임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3종류의 인지적 게임 

프로그램(Rally, Speed boat, Squirrel)이 사용되었다. 환자는 이마에 

동작 인식이 가능한 장치를 고정해 놓은 후 화면을 바라보고 바르게 앉

은 자세를 유지하게 하였다.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화면을 주시하고 각 

단계의 게임마다 머리의 굴곡, 신전, 좌우 측방굴곡, 좌우 회전 등의 움

직임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장애물을 피하거나 이동을 하여 점수를 얻

는 게임 훈련을 시행하였다. 실험군에서는 인지적 게임을 이용한 능동

적 두경부 움직임 훈련을 30분간 주 5회, 총 4주간 적용하였다. 추가적

으로 자세 및 움직임 조절 향상을 위한 앉은 자세 및 선 자세에서의 균

형훈련, 일어서기 훈련을 중심으로 한 신경발달치료를 30분간 적용하

였다. 대조군에서는 신경발달치료만 60분간 주 5회 4주간 적용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윈도우용 SPSS version 25.0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기술분석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

였다. 각 군에서 실험 전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짝비교 t-검정을 실시

하였고, 두 군에서 전후 시점별 변화량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 t-

검정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검증을 위한 유의 수준은 0.05로 하였다.

RESULTS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되었다. 두 군간 일반적 특

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05).

2. 경추 움직임 조절능력 비교

경추 움직임 조절 수준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능동 각도재현 검사에

서 실험군은 굴곡, 신전, 마비측 측방굴곡, 마비측 회전에서 실험 전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대조군은 신전에서 실험 전후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5). 두 군간 능동 각도 재현 변화량은 

신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5) (Table 2). 

3. 균형능력 비교

정적 안정성 능력에서 실험군에서만 눈뜬 상태에서의 동요거리, 눈 

감은 상태에서의 동요거리 측정값이 실험 전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5). 두 군간 정적 안정성 변화량은 눈감은 상태에서의 

동요거리에서 통계학적을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5). 동적 안정성 

능력에서 두 군 모두 일어나 걷기 검사 측정값은 실험 전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5). 두 군간 동적 안정성 변화량은 통계학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5) (Table 3).

DISCUSSION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4주간의 인지적 게임을 이용한 

능동적 두경부 움직임 훈련을 적용하여 경추 움직임 조절 능력과 균형

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인지적 게임을 이용한 

능동적 두경부 움직임 훈련은 경추의 움직임 조절 능력과 균형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추의 고유수용감각은 자세조절과 시각운동조절에 주로 관여하는

Table 1.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Experimental group

(n1 = 15)
Control group

(n2 = 14)
p-value

Sex (M/F) 10 (66.7)/5 (33.3) 8 (57.1)/6 (43.0) 0.61
Age (y) 58.07 ± 6.72 59.07 ± 4.36 0.64
Paretic side (left/right) 7 (46.7)/8 (53.0) 7 (50.0)/7 (50.0) 0.86
Time since onset (mo) 19.00 ± 9.50 19.50 ± 8.49 0.88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 ± standard deviation. p-
value, difference between th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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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6], 경추의 감각운동 기전의 변화를 통해[32,33] 관절위치감각 능력

의 향상이 가능하다[5,6]. Humphreys와 Irgens [34]는 만성 경부통이 

있는 환자에게 눈-머리-경추의 협응을 유도하는 두경부 운동프로그램

을 시행한 결과 경추의 고유수용감각이 향상되었다고 하였고, Jull 등

[35]은 경추의 굴곡, 신전, 측방굴곡, 회전 등의 능동적 움직임을 포함

한 훈련의 결과 회전 시 능동 재위치감각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경추의 움직임 조절 능력 측정을 위한 능동 각도재현 검사에 

대한 전후 비교 결과 실험군에서 굴곡, 신전, 마비측 측방굴곡, 마비측 

회전에서의 능동 각도재현 오차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서 관절각도조절능력에 향상이 있었다. 신전에 대한 능동 각도재현 오

차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변화량을 비교해 본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향상된 능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인지적 게임을 이용한 두경부 훈련은 상황을 판단하여 능동적으로 

두경부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경추부의 움직임 조

절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Paloski 등[7]은 능동적 머리 움직임에 따라 선 자세에서의 동요가 

증가하였고, 특히 속도에 따라 자세 불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Sjöström 등[11]은 경추부의 고유수용감각이 저하되면 

정적, 동적 선 자세에서의 균형이 저하된다고 하였다. 또한, Lamon-

tagne 등[2]은 뇌졸중 환자의 두경부의 움직임은 강한 감각자극을 유

도하여 감각운동 기전 통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

의 균형능력 중 정적 안정성 검사에서 실험군은 중재 전후 향상된 것으

로 나타났고, 눈감고 동요거리의 변화율에서 두 군간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van Nes 등[36]은 눈을 감고 있을 때 시각적 정

보의 차단으로 인하여 고유수용감각에 더욱 많이 의존하게 된다고 하

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눈 감고 동요거리에 대한 전후 비교결과 값과 

일치했다. 인지적 게임을 이용한 능동적 두경부 움직임 훈련으로 경추

의 고유수용감각이 증가되었고 그로 인해 균형능력이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원활한 보행과 균형의 유지를 위해서는 머리, 체간, 골반의 협응

이 필수적이다[37,38]. 일상생활에서 서 있거나 보행 시 나타나는 수

의적인 두경부의 움직임은 공간에서의 다양한 방향의 움직임을 통해 

환경을 탐색하거나 외부적 청각자극에 반응하기 위해 자주 수행된다

[1,2,38]. 이러한 두경부의 움직임은 시각, 전정기관, 경추의 고유수용

감각 등 감각정보들의 통합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넘어짐 없이 지속적

인 보행을 가능하게 한다[2]. Lamontagne 등[15]의 보고에 의하면 뇌

졸중 환자는 보행 시 수의적 두경부 회전 조절 능력이 저하되었는데, 

이는 근육의 약화나 고유수용감각의 저하로 인해[39,40] 보행 시 균형

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41]. 본 연구의 동적 안정성에 대한 

일어나 걷기 검사에 대한 전후 비교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어나 걷기 검사의 변

화량을 비교에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된 결과를 나

타냈다. 실험군은 능동적인 두경부의 움직임 훈련을 통해 경추의 움직

임 조절 능력이 향상되었고, 특히 마비측으로의 회전에 대한 조절 능력

이 향상으로 인해 기능적 보행 능력 또한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수

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편마비 환자에게 일반화

Table 2.Table 2. A comparison of cervical movement control ability between groups

AART
Experimental group (n1 = 15) Control group (n2 = 14)

p-value
Pre-test Post-test Pre-test Post-test

Felxion 9.49 ± 5.50 4.76 ± 3.74a 6.58 ± 3.87 5.32 ± 2.13 0.06
Extension 10.16 ± 6.15 4.88 ± 2.77a 7.26 ± 3.48 5.57 ± 2.80a 0.04b

Paretic side lateral flexion 5.52 ± 3.39 3.12 ± 2.83a 4.35 ± 3.16 2.77 ± 1.30 0.54
Non-Paretic side lateral flexion 4.90 ± 2.88 4.16 ± 2.92 5.12 ± 2.70 3.71 ± 2.10 0.65
Paretic side rotation 15.08 ± 8.81 10.07 ± 5.60a 10.19 ± 6.61 7.99 ± 5.49 0.21
Non-Paretic side rotation 12.81 ± 9.98 10.37 ± 7.29 11.49 ± 5.69 8.32 ± 5.35 0.7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AART, active angle reproduction test. ap< 0.05 by paired t-test within the group, bp < 0.05 by indepen-
dent t-test between group.

Table 3.Table 3. A comparison of balance between groups

Outcome measure
Experimental group (n1 = 15) Control group (n2 = 14)

p-value
Pre-test Post-test Pre-test Post-test

Static stability
   Eye open 44.97 ± 11.65 39.73 ± 10.30a 41.65 ± 11.61 38.19 ± 10.09 0.44
   Eye close 56.15 ± 22.88 44.01 ± 13.82a 50.66 ± 20.20 47.37 ± 19.73 0.05b

Dynamic stability
   TUG 27.43 ± 9.82 20.90 ± 7.05a 29.19 ± 18.27 26.77 ± 17.10a 0.00b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TUG, time up and go test. ap < 0.05 by paired t-test within the group, bp < 0.05 by independent t-test 
betwee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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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4주간의 치료를 통해 그 효과를 평가한 

것이므로 본 연구를 통해 인지적 게임을 이용한 능동적 두경부 움직임 

훈련에 대한 장기 효과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많은 대상자를 포함시켜 장기간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연구들이 지

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며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인지적 게임을 이

용한 능동적 두경부 움직임 훈련의 효과를 규명할 수 있는 연구들이 계

획되어야 할 것이다.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지적 게임을 이용한 능동적 두경

부 움직임 훈련과 같이 능동적으로 두경부를 움직이는 훈련이 실제 임

상치료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지속

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CONCLUSIONS

본 연구는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들에게 인지적 게임을 이용

한 능동적 두경부 움직임 훈련이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로 인지적 게임을 이용한 능동적 두경부 움직임 훈

련은 경추 움직임 조절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해 정적 및 동적 균형이 

향상되어 기능적 이동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그러므로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지적 게임을 이용한 능

동적 두경부 움직임 훈련과 같이 능동적으로 두경부를 움직이는 훈련

이 실제 임상 치료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이와 관련된 많은 연

구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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