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Article
Phys Ther Rehabil Sci
2022, 11(3), 344-349
www.jptrs.org

https://doi.org/10.14474/ptrs.2022.11.3.344
eISSN 2287-7584
pISSN 2287-7576

The Effect of Sit to Stand Training Combined with Ultra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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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sit to stand training combined with ultrasound improves the
spasticity, muscle strength and gait speed in stroke patients
Design: Randomized controlled study
Methods: The current study included 40 stroke patients, who were randomly divided into two groups: the sit to stand training with
ultrasound (USTS) group (n＝20) and the sit to stand training (STS) group (n＝20). All the participants underwent 30 sessions of
STS training (thirty minutes, five days per week for six weeks). Additionally, the USTS group received ultrasound therapy. The
present study evaluated the spasticity of ankle plantar-flexors by the composite spasticity score. The muscle strength and gait
speed were evaluated using the handheld dynamometer and the 10-meter walk test, respectively.
Results: The USTS group and the STS group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spasticity, muscle strength and gait speed after
the intervention (p＜0.05).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spasticity, muscle strength, and gait speed were observed in the USTS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p < 0.05).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imply that sit to stand training combined with ultrasound is a beneficial and effective
therapeutic modality that can be employed to improve the spasticity, muscle strength and gait speed in stroke patients.
Key Words: Stroke, Spasticity, Ultrasound

서론
뇌졸중 환자는 자세 조절의 어려움이 있으며[1], 하지
근력의 약화와 감각 소실로 인해 앉거나 일어설 때 대
부분의 체중을 건측에 의존해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2].
기립은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며[3], 앉
았다 일어서기는 무게중심이 증가하고 기저면이 좁아지
는 특징을 가진다[4]. 뇌졸중 환자는 건강한 성인보다
앉고 일어서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낙상의 위험이
높다[5].
앉았다 일어서기는 뇌졸중 환자의 하지의 근력과 균
형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임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훈련방법이다.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앉았다 일어서
기 훈련이 체중분포[6], 자세 조절[7]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Tung(2010) 등은 뇌졸중 환자의 자세
조절과 하지 근력이 앉았다 일어서기 훈련 후에 유의하
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8]. 앉았다 일어설 때 체중
의 분포는 양발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며, Roy(2006)등
은 뇌졸중 환자가 앉은 자세에서 환측 발을 뒤로 하고
앉았다 일어서기 훈련을 했을 때 환측의 체중분포가 유
의하게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9].
그러나 뇌졸중 환자의 경우 발바닥 굽힘근에 강직이
있을 때 발등굽힘이 제한되어 환측 발을 뒤로 했을 경
우 발뒤꿈치가 지면에 닿지 않아, 앉은 자세에서 일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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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양발에 균등하게 체중분포가 어려워진다. 강직은 상
위운동신경원의 손상으로 신장반사가 과흥분되어 수동
적 신장에 대한 저항이 증가하는 운동장애이다[10]. 하
지 강직은 뇌졸중 환자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며, 낙상
의 중요한 예측 인자로 알려져 있다[11]. 또한, 뇌졸중
환자의 발목 강직의 감소가 기립 균형 조절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12]. 발바닥굽힘근의 강직이 심할 경우
보행 시 비대칭 자세, 균형 장애, 보행능력 감소 등 운
동조절 능력의 상실을 야기시킨다 [13]. 뇌졸중 환자의
강직을 완화하기 위해 약물[14], 경피신경전기자극[15],
테이핑[16], 기능적 전기자극, 체외충격파, 신장운동 등
이 있다[17].
최근에는 장딴지근의 강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초음
파를 이용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발목 강직이 있
는 뇌졸중 환자에게 초음파 치료를 적용하였을 때 발목
관절의 가동범위와 균형 능력이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
[18]. Ansari 등[19]은 발목 강직이 있는 뇌졸중 환자에
게 초음파 치료를 적용하였을 때 근 긴장도가 감소된다
고 보고하였다. 다양한 연구에서 초음파 치료가 강직이
나 균형조절, 보행능력에 미치는 보고되었지만, 대부분
의 단일 중재에 국한되어 있고, 장기간 적용에 따른 효
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초음파를 병
행한 앉았다 일어서기 훈련이 뇌졸중 환자의 강직이나
보행능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6주간의 초음파를 병행한 앉았다 일어서기 훈련이
뇌졸중 환자의 발목 강직, 근력, 보행속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H 재활병원에 입원한 뇌졸중 환
자 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독립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MMSE가 24점 이상인 자), 뇌졸중 진단을
받은 지 6개월 이상인 자, 1분 이상 독립적으로 서 있
을 수 있는 자, 발바닥 굽힘근에 대한수정된 애쉬어스
척도(modified ashworth scale, MAS)의 등급이 1, 1＋,
2등급 인 자, 하지Brunnstrom 회복 3단계에 해당하는
자, 또한 선정 기준을 충족한 환자 중 본 연구에는 연
구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설명을 듣고 참여에 동의한
환자로 하였다. 연구를 위한 모든 절차는 헬싱키선언에
따른 윤리기준을 준수하였다.하지에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자, 심한 감각 및 시각의 결손이 있는 자는 제외
하였다[20].

연구절차
예비 실험(8명 대상)에서 일차 측정변수인 강직 검사
결과를 토대로 G*power(version 3.1.9.4, Heinrich-HeineUniversity Düsseldorf, Germany)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표본크기를 계산한 결과 총 40명이 나왔다(α유의수준:
0.05, 검정력: 0.8, 효과크기: 0.83). 탈락자를 감안하여
표본크기의 10%를 더한 44명을 모집하였으나, 2명이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42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선정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정번호가 담긴 밀봉된
봉투를 사용하여 무작위로 초음파를 병행한 앉았다 일
어서기 훈련군(USTS, n＝21)과 앉았다 일어서기 훈련
군(STS, n＝21)으로 나누었다. 훈련 전후에 발목의 강
직,근력 보행 속도를 평가하였다.

중재방법
두 그룹 모두 앉았다 일어서기 훈련을 주 5회, 하루
30분, 6주간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높이가 조절되는 의자
에 엉덩이와 무릎관절이 90∘굽힘 자세로넙다리뼈 전체
길이 중 절반이 의자에 지지되도록 앉아서 훈련을 실시
하였다. 환측 엄지 발가락을 건측 발의 중앙에 위치시킨
후 팔 지지 없이 앉았다 일어서기를 수행하였다. 10회 수
행 후 1분간 휴식을 취했다. USTS 그룹은 6주 동안 앉았
다 일어서기 훈련을 하기 전 10분간 초음파를 적용하였
다. 치료용 침대에 편안하게 엎드린 자세를 취한 후 마비
측 장딴지근을 노출시킨 후 장딴지 근육의 안쪽 머리를
1MHz, 2W/cm2로 근 섬유의 방향을 따라 2cm/sec의 속
도로 적용하였다[21]. 적용 중 대상자의 장딴지근의 긴장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목 밑에 수건을 대고 실시하였
으며 6주간 주 5회씩, 총 30회 실시하였다.

측정방법및도구
복합강직점수(Composite Spasticity Score, CSS)
발바닥 굴곡근의 강직을 테스트하기 위해 복합강직점
수를 사용하였다. 복합강직점수는 아킬레스건의 반사,
수동적 등측굴곡에 대한 저항 및 발목 간대성으로 구성
되었다. 아킬레스건 반사 검사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
을수록 반사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수동적 발등 굽힘 검
사는 최대 범위 수행 시 저항을 평가하는 검사로 5점
척도인 수정된 애쉬워스척도(modified ashworth scale,
MAS)에서 점수를 2배로 하여 평가하는 검사이다. 간대
성 경련은 최소 1점에서 최대 4점까지 부여할 수 있으
며, 1점은 간대성 경련이 발생하지 않음, 4점은 간대성
경련이 계속 발생함을 의미한다. 총점에서 9점 미만은
경미한 강직, 10∼12점은 중등도 강직, 13∼16점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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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강직을 의미한다.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ICC＝0.97)[22].

근력(Hand-held dynamometer)
발바닥 굽힘근의 근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휴대용 동
력계(Model 01163, Lafayette Inc, USA)를 사용하였다.
발바닥 굽힘근의 근력을 평가하기 위해 엉덩관절과 무
릎관절을 곧게 펴고 엎드린 자세에서 휴대용 동력계에
대해 발바닥 굽힘을 시행하였다. 휴대용 동력계는 신경
계 손상 환자에서 높은 미터 내 신뢰도와 미터 간 신뢰
도를 나타내었다(r＝0.84∼0.99)[23]. 3회 측정후 평균
값을 사용하였다.

차이는 독립t검정(Independent t-test), 집단내의 비교는
대응t검정(Paired t-test)을 사용하였다. 범주형 변수의
비교를 위해 카이제곱검정(X2－검정)을 사용하였다. 모
든 자료의 통계적 유의 수준은 0.05이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는 훈련기간 동안 각 군에서 한명씩 퇴원
으로 인해 중도탈락하였으며, 뇌졸중 환자 40명이 사후
검사를 완료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으며,
사전검사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0.05).

보행속도(10-meter walk test, 10MWT)
보행능력 평가는 10미터
미터 보행검사는 측정자 내
(r＝0.96－0.98)가 높으며,
사용되는 평가도구이다[24].
하였다.

보행검사를 사용하였다. 10
신뢰도와 측정자 간 신뢰도
보행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3회 측정 후 평균값을 기록

두 군에서 중재 전과 후의 강직에 미치는 차이
강직 점수에 있어 두 집단 모두 훈련 전후 유의한 변
화가 있었으며(p＜0.05), 훈련 전 ∙ 후 변화량에 있어서
는 USTS군이 STS군보다 더 많이 감소되었다(p＜0.05).
Table 2와 같다.

자료분석

두 군에서 중재 전과 후의 근력에 미치는 차이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프로그램(Version 20.0, IBM
Corp, USA)을 이용하였으며, Shapiro-Wilk 검정 방법
을 통해 변수들의 정규성 검정을 시행하였다. 집단 간

근력 점수에 있어 두 집단 모두 훈련 전후 유의한 변
화가 있었으며(p＜0.05), 훈련 전 ∙ 후 USTS군이 STS군
보다 더 많은 증가되었다(p＜0.05). Table 3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40)

USTS group (n＝20)

STS group (n＝20)

p

Gender (Male/Female)

13/7

14/6

0.56b

Age (years)

43.9±6.0a

45.4±7.4

0.37c

Height (cm)

164.9±7.5

165.1±8.1

0.72c

Weight (kg)

62.9±10.1

63.5±9.2

0.42c

a.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b. Chi-square test, c. Independent t- test.
USTS group: Ultrasound＋ sit to stand training group, STS group: sit to stand training group.

Table 2. Comparison of spasticity between two groups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Group

CSS (score)

USTS group (n＝20)

STS group (n＝20)

Pre

11.1 ± 1.8

10.5 ± 1.4

Post

8.7 ± 1.7

10.1 ± 1.8

－2.4 ± 1.1

－0.4 ± 0.9

Change

(n＝40)
p

1.52
0.03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SD).
*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re and post test (p＜0.05). USTS group: sit to stand training with ultrasound, STS
group: sit to stand train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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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muscle strength between two groups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Muscle strength (kg)

(n＝40)

Group

USTS group (n＝20)

STS group (n＝20)

p

Pre

13.1 ± 2.3

13.5 ± 2.4

0.81

Post

18.9 ± 3.0

16.1 ± 2.0

5.8 ± 2.9

2.6 ± 1.9

Change

0.04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SD).
*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re and post test (p＜0.05). USTS group: sit to stand training with ultrasound,
STS group: sit to stand training group.

Table 4. Comparison of gait speed between two groups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Group

10MWT (s)

USTS group (n＝20)

STS group (n＝20)

Pre

23.5 ± 3.8

22.5 ± 2.9

Post

18.6 ± 3.0

20.8 ± 3.5

－4.9 ± 1.3

－1.7 ± 0.8

Change

(n＝40)
p

1.04
0.01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SD).
*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re and post test (p＜0.05). USTS group: sit to stand training with ultrasound,
STS group: sit to stand training group.

두 군에서 중재 전과 후의 보행속도에 미치는 차이
보행속도에 있어 두 집단 모두 훈련 전후 유의한 변
화가 있었으며(p＜0.05), 훈련 전 ∙ 후 USTS군이 STS군
보다 더 많이 향상되었다(p＜0.05). Table 4와 같다.

고찰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 치료를 병행한 앉았다가 일어
서기 훈련이 뇌졸중 환자의 발목 강직,근력 및 보행능력
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USTS
그룹에서 STS 그룹보다 발바닥굽힘근에 대한 강직이 유
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초음파는 임상에서 심부투
열 이용한 치료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초음파
에너지는 음파가 조직에 전달되어 열에너지로 전환된다
[25]. 초음파 에너지에 의한 조직 온도의 상승은 조직을
신장시키고 탄력성을 변환시킴에 따라 교원조직이 이완
된다고 보고하였다 [26]. Ansari 등[19]의 연구에서 뇌졸
중 환자를 대상으로 발바닥 굽힘근 강직에 초음파 치료
시 초음파 치료군에서만 치료 전후 유의한 강직 감소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USTS 군에서 강직이 감소한 것
은 초음파의 원리를 이용하여 장딴지근에 조직의 온도를
상승시켜 강직 감소를 유도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훈련 후 발바닥 굽힘근의 근력을 측정
한 결과 USTS군이 STS군보다 유의한 개선효과를 보였
다(p＜0.05). 황명하는 8주간 발목에 테이핑을 했을 때

뇌졸중 환자의 환측의 강직, 수동적 배굴각, 체중지지율
이 유의하게 개선되었다고 하였다[27]. 또한 테이핑의
부착으로 인해 종아리 근육의 근활성도가 증가하여 발
목관절 주변의 무게중심을 안정된 위치로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28]. 본 연구에서,
훈련 후 발바닥 굽힘근 근력의 증가는 강직 완화로 인
한 발목 움직임의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
한 변화는 앉았다 일어설 때 발뒤꿈치가 지면에 닿아
마비측의 체중지지를 증가시킴에 따라 하지에 위치한
신근의 활동을 촉진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강직은 작용
근과 반대근의 부조화를 특징으로 하며, 발바닥 굽힘근
에 강직이 있는 경우, 선 자세에서 지지면이 감소하고,
발목 전략을 사용하기 어려워진다[29]. 본 연구에서는
훈련 전 ∙ 후 발등 굽힘 가동범위에 대해 측정하지는 않
았지만, 중등도의 발바닥 굽힘근 강직이 있는 환자를 대
상으로 초음파를 병행한 앉았다 일어서기 훈련 후, 강직
이 유의하게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10 미터 검사에서는 군 내 치료 전, 치료
6주 후 비교에서 USTS군은 TUG 시간이 감소하여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STS군에서는 TUG
시간이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 그룹 간 비교에서는 치료 전, 치료 6주 후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강직은 근력
을 약화시키고, 관절가동범위를 제한하며 주동근과 길
항근 근 수축 협응을 어렵게 만든다[30]. Lamb 등[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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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반적으로 뇌졸중 환자는 장딴지 근육 강직으로 인
해 신체의 비대칭 정렬을 유발하고 신체의 균형 유지를
방해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장딴지근의 근 긴장도가 감
소함에 따라서 발목전략의 보다 원활한 사용으로 인해
보행능력이 개선되었다고 사료된다. 이상호의 연구에서
도 뇌졸중 환자의 장딴지근육에 정적신장을 동반한 초
음파 치료를 적용하였을 시 기능적 팔 뻗기 검사와 일
어서서 걷기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18]. 본 연구에서 훈련
후 USTS군의 보행능력이 더 유의하게 개선된 다른 이
유는 발바닥 굽힘근의 근력의 증가때문일 것이다. 뇌졸
중 환자의 보행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연구한 결
과에서 보행속도는 발바닥굽힘근 강도와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1].
이 연구는 초음파와 함께 앉았다 서기 훈련이 뇌졸중
환자의 발목 강직, 하지 근력, 보행 속도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했다. 그 결과 초음파를 실시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강직과 보행 속도가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대상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치료 효과
를 일반화하기 어렵고 고유수용감각 및 근육활성패턴에
대한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초음파
와 병행하여 앉았다 일어서기 훈련 후 근육 활성화 패
턴을 비롯한 다양한 변수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
하며, 장기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
본 연구는 초음파를 병행한 앉았다 일어서기 훈련이
뇌졸중 환자의 강직과 근력, 보행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 결과 초음파를 병행한 앉았다 일어
서기 훈련군이 초음파를 적용하지 않은 훈련군에 비해
강직과 근력 및 보행능력에 유의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
다. 따라서 초음파를 병행한 앉았다 일어서기 훈련은 임
상에서 뇌졸중 환자의 강직과 보행속도를 증진시키기 위
한 중재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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