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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감사의 감사의 감사의 글글글글

먼저 부족하나마 이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셨던 송파노인 종합복지

관의 정양숙 환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과의 약속을 6년이 지나서야 지키게 되

어서 죄송합니다. 또한 본 연구에 어려운 실험 과정을 불평 없이 적극적인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환자분들께 감사와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 논문이 나오기까지 부족한 저를 지도해 주신 이영희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

립니다. 연구실에서 교수님의 지도로 인해 재활의학에 대한 학문적 폭을 넓힐 수 있

는 많은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학원 생활을 불편함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부족한 논문의 심사까지 맡아주

신 박주영 교수님과 신경과 이성수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학위논문을 마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해부학교실의 강호석 교수

님, 학위에 대해 조언해 주셨던 조병필 교수님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양영철 교수님

과 최병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나긴 실험의 전 과정에서 함께 고생한 의공학부의 김사엽 선생님, 남은 자료를 

처리하시느라 밤늦은 시간까지 저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권은진 선생님께 감사드리

며, 편안하게 실험할 수 있도록 보행분석실을 기꺼이 내어주신 김영호 교수님께 감

사를 드립니다. 논문에 참여하실 환자분들을 섭외하시느라 고생하신 재활의학과 전

공의 선생님들, 석사과정 동안 가족같이 너무도 잘 보살펴 주셨던 36병동의 심복경 

수간호사 선생님, 심애영 선생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석사과정 입학

으로 인해 청년 대학부 사역의 빈자리를 메꾸어 주며 응원해주셨던 장완철, 임순희 

전도사님, 그리고 묵묵히 지켜보셨을 전경호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가난한 대학

원생의 밥값을 보내주고 교정까지 도와준 사랑하는 친구 정배와, 논문 시작부터 오

늘까지 한주도 거르지 않고 기도해주었던 친구 윤순과 순주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

니다. 해부학교실에서 논문 때문에 바쁜 저를 대신해 고생해 주신 송대용 선생님과 

꼼꼼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이진숙 선생님, 그리고 해부학 교실의 교실원 모든 분

들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저의 가장 큰 후원자요,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



작한 딸을 응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셨던 저의 부모님들께 너무도 감사드리고 석사

과정 동안 찾아뵙지 못하고 섬겨드리지 못함이 못내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사랑하고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안식처요, 피할 바위시요, 친구가 되어주시고, 기쁨의 근원되신 

그리고 모든 지혜의 근원되신, 논문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인도하시고, 포기하지 않

도록 저의 발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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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분절 피부분절 피부분절 피부분절 전기자극이 전기자극이 전기자극이 전기자극이 편마비 편마비 편마비 편마비 환자의 환자의 환자의 환자의 강직성 강직성 강직성 강직성 족하수 족하수 족하수 족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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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직성 족하수 보행(spastic drop foot)은 뇌손상에 의한 경직성 마비보행을 보

이는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보행양상으로, 환측 입각기(stance phase)시 발목관

절의 발등굽힘 감소와 유각기의 발끌림 현상과 함께 발의 안쪽번짐을 보이는 보행형

태를 말한다. 강직성 족하수 보행은 편마비 환자의 비대칭성 보행에 영향을 주며 이

는 편마비 환자의 보행기능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능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된다. 

족하수 보행을 개선하기위해 보조기 착용, 항경직성 약물 사용, 화학적 신경차단술, 

수술과 함께 전기자극을 이용하고 있다. 전기자극 방법으로 주동근에 직접 전기자극

을 실시하여 발등굽힘근을 수축시키거나 대상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을 자극하여 근

육을 수축시키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근 피로도가 쉽게 증가하고 센 

자극으로 인해 환자들은 불쾌감과 통증을 호소하여 장시간 사용이 어렵고, 근 수축

을 전기자극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자발적인 근 수축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의 제

한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피부분절전기자극이 시도되었는데 이는 

주동근을 직접 자극하지 않고, 주동근에 해당하는 피부분절에 전기자극을 적용해 길

항근의 강직을 감소시켜 주동근의 기능을 호전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즉각적인 

강직 감소효과가 있다는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상지에서는 이 방법을 이용하

여 근육의 자발적 수축을 개선시켜 기능이 호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이 

방법을 보행기능 개선을 위해 적용한 경우는 보고 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강직성 족하수 보행을 보이는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발바닥굽힘근인 장딴지근

의 근육분절에 해당하는 피부분절에 전기자극을 실시하였을 때 나타나는 강직의 즉

각적인 감소효과가 족하수 보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대상

은 뇌졸중 또는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강직성 족하수 보행을 보이는 환자로, 상기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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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을 제외하고 발목관절을 포함한 하지 관절의 구축이나 정형외과 질환을 가지고 있

지 않아야 하며, MAS(modified ashworth scale) 점수가 1이상 MMT(manual 

muscle test) 점수가 2+ 이상이며, 10m 이상 독립적 보행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

로 하였다. 실험방법은 장딴지근에 해당하는 S1 피부분절 부위에 자극범위 250㎲, 

자극주파수 35Hz, 자극의 세기는 근육이 가시수축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로 자극하

여 자극 전과 자극동안 초기 발뒤축접지기 발등굽힘각도, 중간입각기의 최대 발등굽

힘각도, 입각기 무릎관절 최대 폄각도, 유각기 최대 굽힘각도의 운동형상학적 자료

를 3차원 보행분석기(Vicon 612, VICON Motion Analysis System Ltd, UK)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전기자극 동안 비대칭성 보행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보장길이와 한다리 지지시간을 측정하여 보행의 비대칭 정도를 비교하였다. 위의 실

험을 통해 운동형상학적(kinematics), 시간-공간적 변수들의 변화를 가져왔다. 11

명의 환자들에게서 전기자극전에 비해 전기자극동안 환측의 발뒤축접지기의 발등굽

힘각도가 증가하였고 13명의 환자들에게서 최대 발등굽힘각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운동형상학적 자료를 분석하기 어려운 4명의 환자를 제외한 12명의 환자에서 무릎

관절 최대 폄각도가 감소하고 최대무릎관절 굽힘각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환측과 건

측의 보장길이를 나눈 보장 비율이 감소하였고, 환측과 건측의 한다리 지지시간 비

율이 감소하였다. 비대칭 비율의 감소는 환측과 건측의 대칭성이 증가함을 상대적으

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피부분절 전기자극이 강직으로 인해 억제

된 근육의 자발적 수축을 활성화 시켜 강직성 족하수 보행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이는 

뇌손상 환자의 근 재교육 및 보행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된다. 

핵심되는말 : 강직성 족하수, 보행, 운동형상학, 편마비, 피부분절 전기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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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이 이 이 이 영 영 영 영 희 희 희 희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이 이 이 지 지 지 지 용용용용

제제제제 1 장장장장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허혈 혹은 출혈로 인한 뇌졸중 환자의 발생은 국내에서 매년 30,000명 정도에 

이르며, 그 중 20%는 사망하고, 20%는 완전히 회복되며 나머지 60%의 환자들은 

영구히 기능장애를 가진다(Voigt, and Sinkjaer 2000; Johnson et al. 2004). 강

직성 족하수 보행(spastic drop foot)은 뇌손상에 의한 경직성 마비보행을 보이는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보행양상으로, 환측 입각기(stance phase)시 발목관절의 

발등굽힘 감소와 유각기시 발끌림현상과 발의 안쪽번짐을 보이는 보행형태를 말한

다. 이는 앞정강근의 근력약화, 운동조절감소 그리고 발꿈치힘줄 구축을 가져오며 

보행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운동역학을 변화시켜 편마비 환자의 비대칭 보행을 초

래하거나 증가시킨다(Hus et al. 2003). 편마비 환자의 비대칭 보행은 낙상의 위험

을 증가시키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며 감각-운동 재교육

(sensory-motor relearning)을 포함한 포괄적인 기능회복을 방해하게 된다는 점

에서 뇌손상 환자들의 기능회복예후 측정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Voigt, and 



- 2 -

Sinkjaer. 2000). 강직성 족하수가 영구적 장애를 가지는 이들 중 약 20% 의 적지 

않은 수의 환자들에게서 나타나고, 편마비 환자의 비대칭 보행을 증가시키며 운동 

재교육시 비정상 감각이 훈련되어 운동조절의 어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교정하는 것은 기능회복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Verdie et al. 

2003; Johnson et al. 2004). 강직성 족하수의 주된 원인은 크게 가자미근과 장딴

지근 그리고 뒤정강근의 과도한 강직과 계속된 강직으로 인해 나타나는 근정지성 구

축(myostatic contracture)으로 알려져 있는데(Perry 1992; Granat et al. 1996; 

Voigt, and Sinkjaer 2000; Johnson et al. 2004), 이로 인해 나타나는 보행 장애

를 개선하기 위해 서로 다른 기전을 가진 다양한 치료가 시도되고 있다(Hesse et 

al. 1995; 백남종 외 1997; 장순자 외 1999; Teasell et al. 2003; Neris et al. 

2003; Kottink et al. 2004;  Pierce et al. 2004). 그 중 대표적인 방법이 발등굽

힘을 강제적으로 유도하여 족하수를 교정하는 방법을 통해 보행속도, 활보장(stride 

length), 보장(step length), 발목관절각 증가, 비대칭성(asymmetry)등의 보행인

자를 개선하는 것이다. 강제적인 발등굽힘을 유도하는 방법에는 고전적이고 보편적

인 단하지보조기의 착용과 전기자극에 의한 교정방법이 있는데, 이 중 전기자극에 

의한 족하수 교정효과는 1961년 처음으로 Liberson 에 의해 소개되었다. Liberson 

등(1961)은 편마비 환자의 종아리신경을 전기로 자극하여 유각기시 족하수가 교정

됨을 보고하였다. Liberson의 보고 이래로 전기자극을 통한 족하수 보행 교정에 대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발등을 들어올리는 주된 근육인 앞정강근에 직접 전

기자극을 하거나, 종아리신경 혹은 온종아리신경에 표면전극이나 매식형전극을 이

용하는 등의 다양한 실험을 통해 보행을 개선하는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Waters et al. 1975; Bogataj et al. 1995; Teasell et al. 2003; Kottink et al. 

2004;  Pierce et al. 2004). 족하수 보행을 개선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발바닥

굽힘근의 강직을 감소시켜 족하수를 개선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알코올, 페놀, 보

툴리늄독소를 포함한 화학적 신경박리술, 말초신경절개술, 힘줄전이술, 전기자극 등

을 사용한다. 이 중 화학적 신경박리술은 발바닥굽힘근 강직을 감소시켜 발등굽힘각

도의 증가와 보행을 개선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시술 과정 중 통증이 심하고 화학물

질에 따라서는 비가역적 신경박리가 일어나기도 하며 근력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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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적인 방법은 보통 보존적 방법이 실패하였을 때 이용되는데 수술 후 감염, 호흡

기계 합병증, 마취후유증 등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Green 등(1991)은 뇌성마

비 환아에서 하지의 강직을 억제하기 위한 선택적후궁절세술을 실시한 후 오히려 보

행중 엉덩관절 및 허리부위의 불안정성을 가져올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1871년 Duchenne 이 처음으로 전기자극을 이용해 강직을 치료한 보고 이후 연

구자들은 다양한 자극 방법을 통해 강직을 감소시킨 연구와 함께 감소된 강직이 중

추신경 손상환자들의 기능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꾸준히 연구하였다. 전기자극에는 

강직의 주동근과, 길항근, 피부분절에 자극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Chan, and 

Tsang 1987; Potisk et al. 1995; King 1996; Weingarden et al. 1998; 김용욱 

2002; 이명예 2003), 이 중 주동근과 길항근에 전기자극을 하는 방법은 자극의 세

기가 대상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킬 수 있어야 하므로 환자는 불쾌감과 통증을 호소

하고, 근 피로가 쉽게 올수 있어 치료시간외에 장시간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제

기되었다(장순자 외 1999). 또 다른 방법으로 피부분절 전기자극이 있는데 Potisk 

등(1995)은 장딴지근육의 피부분절인 S1 부위에 전기자극을 실시하여 강직의 감

소효과를 보고하였고 Levin and Hui-chan(1992)와 Fung and Barbeau(1994)

는 피부분절 전기자극을 통해 H 반사의 억제가 나타남을 보였다. Chan and 

Tsang(1987)은 13명의 정상인을 대상으로 경피적 피부분절 전기자극을 시행했을 

때 하지에서 굴곡반사가 유의하게 감소한다고 하였다. 김용욱(2002)은 뇌손상환자

의 넓다리네갈레근의 근육분절에 해당하는 L1 피부분절에 전기자극을 실시하여 강

직이 유의하게 감소되는 효과를 보고하였고, 이명예(2003)는 뇌손상환자의 손가락 

굽힘근에 해당하는 C8 피부분절에 전기자극을 시행하여 동시수축비의 감소와 Box 

and Block Test 점수의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피부분절에 대한 전기자극은 자극의 

세기가 약해 환자들에 통증과 불편함 없이 강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김용

욱 2002; 이명예 2003), 기능적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강직을 억제하여 환자의 자

발적 근 수축의 활성을 가져온다고 보고하였다(Potisk et al. 1995; 이명예 2003). 

그러나 하지에 피부분절전기자극을 했을 때 강직이 감소되었다는 연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Levin, and Hui-Chan 1992; Fung, and Barbeau 1994; Postik et al. 

1995; 김용욱 2002) 피부분절전기자극이 환자의 기능적 동작에 미치는 영향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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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하지에서 일어나는 기능적 동작인 보행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부분절전기자극이 뇌손상 환자의 강직을 감소시킨다는 이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편마비 환자의 장딴지근육에 해당하는 피부분절에 전기자극을 실시하여 편마비 환

자의 족하수 보행 중 발목관절과 무릎관절의 시상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함께 시간

-공간적 보행인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장딴지근의 피부분절 전기자극은 편마비 환자의 보행주기내의 발뒤축접지시

와 중간입각기시 발목관절각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2) 장딴지근의 피부분절 전기자극은 편바비 환자의 보행 중 무릎관절각을 변화  

시킬 것이다.

3) 장딴지근의 피부분절 전기자극은 편바미 환자 보행의 비대칭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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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 장장장장  연 연 연 연 구 구 구 구 방 방 방 방 법법법법

2.1 2.1 2.1 2.1 실험대상 실험대상 실험대상 실험대상 및 및 및 및 실험기간실험기간실험기간실험기간

본 연구는 뇌졸중 또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진단을 받고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

학 원주기독병원과 원주의료원에서 치료중인 환자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가한 환자의 선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뇌혈관 질환이나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

2) 환측의 발바닥굽힘근의 강직이 Modified Ashworth Scale G1+인 자

3) 발바닥굽힘근과 발등굽힘근의 근력이 Manual Muscle Test 2+이상인 자

4)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10m 이상 보행가능한 자

5) 발목관절의 구축이 5도 이하로 무릎과 엉덩관절의 심한 관절구축이 없는 자

6)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심각한 인지장애가 없는 자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환자들은 기존의 물리치료, 약물치료등의 의학적 치료를 

계속해서 받았고 실험기간은 2005년 4월11일부터 8월 30일 까지 진행하였다.

2.2 2.2 2.2 2.2 실험기구실험기구실험기구실험기구

2.2.1 2.2.1 2.2.1 2.2.1 전기자극기전기자극기전기자극기전기자극기

본 연구에 사용된 전기자극기로는 Focus(Empi Co. USA) 이었고, 전극은 

5x5cm의 접착식 단일 전극이었다. 전극은 장딴지근의 근육분절인 S1에 해당하는 

피부분절에 부착하였다. 전기자극의 파형은 비대칭 이중파형이었고, 강도는 환자가 

편안하면서도 가시수축을 일어나지 않는 정도로 자극하였다. 자극의 주파수는 

35Hz, 자극 범위는 250 ㎲ 이었다(김용욱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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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2.2.2 2.2.2 2.2.2 동작분석기기동작분석기기동작분석기기동작분석기기

3차원 동작분석을 위해 1280x1024 픽셀의 고해상도 디지털cons센서를 가지고 

있는 6개의 적외선 카메라(MCam2, Vicon Motion Systems Ltd. UK)와 4대의 힘

측정판(BP400600, AMTI, USA)을 삼차원 동작분석시스템 (Vicon 612, VICON 

Motion Analysis System Ltd, UK)과 연동하여 사용하였다. 적외선 카메라는 

120Hz, 힘측정판(force plate)은 1080Hz의 샘플링률로 데이터를 획득하였다(황

성재 2004). 

그림 1. 보행분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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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 2.3 2.3 실험과정실험과정실험과정실험과정

2.3.1 2.3.1 2.3.1 2.3.1 마커셑 마커셑 마커셑 마커셑 및 및 및 및 전극위치전극위치전극위치전극위치

 동작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마커를 양쪽 앞위궁둥뼈가시, 뒤위궁둥뼈

가시, 양다리의 무릎뼈를 제외한 무릎관절의 앞 뒤거리의 1/2 위치에 마커를 부착하

고 그 지점에서 양쪽 넙다리뼈의 큰결절을 연결하는 선을 그어 선의 1/3 지점과 2/3 

위치한 지점에 각각 마커를 부착하였다. 발목관절의 양쪽 가쪽 복사지점과 무릎관절 

표식지점에서 가쪽 복사지점을 연결한 선의 1/3, 2/3 위치에 마커를 고정하였고, 발

에서는 두 번째 발허리뼈의 머리부분과, 발뒤꿈치힘줄의 중앙부, 양 발의 가쪽 복사

뼈에 마커를 부착하였다(그림 2). 마커의 위치로 인한 측정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한 

사람의 실험자가 마커를 부착하였고, 대상자들은 차렷자세에서 양발을 벌린 후 측정

된 정적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마커의 위치를 조정하였다. 전극의 위치는 S1 피부분

절 부위 중 전극 이탈이 적고 온종아리신경이나, 정강신경의 주행경로를 피해 오금

부위 3cm 가측 아래에 부착하고 각 전극간의 간격은 2cm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그

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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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마커의 위치

RASI - Right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LASI - Left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RPSI 

- Right posterior superior iliac spine, LPSI - Left posterior superior iliac Spine, RTHI - 

Right thigh, LTHI - Left thigh, RKNEE - Right knee, LKNEE - Left knee, RTBI - Right 

tibia, LTBI - Left tibia, RANK- Right ankle, LANK - Left ankle, RTOE - Right toe, 

LTOE - Left t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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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보행분석을 위한 마커와 전극위치

2.3.2 2.3.2 2.3.2 2.3.2 실험과정실험과정실험과정실험과정

실험에 들어가기 전 대상자들은 강직정도와 근력을 검사하고, 키, 몸무게, 다리길

이,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폭을 측정하였다. 측정 후 동작분석을 위한 마커를 부착

하고 동작분석기의 힘판위에 차려자세로 서서 정적자료를 구해 기본값으로 설정하

였다. 대상자들이 실험으로 인한 긴장 때문에 평상시와는 다르게 걸을 수 있으므로 

실험전 충분한 보행연습을 하여 대상자 내에서의 자료 변화를 줄이고자 하였다. 연

구대상자들은 전기자극을 하지 않고 반복 보행을 실시하고 20분 동안 휴식을 취한 

후 전기자극을 시행하면서 보행하였다. 전기자극으로 올 수 있는 근 피로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극동안의 각 보행마다 휴식을 취하였다. 전기자극전과 자극동안의 보행

에서 유효한 측정값 5개를 각각 수집하여 2SD를 벗어난 측정값은 버리고, 나머지 

측정값의 평균을 구하여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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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 2.4 2.4 자료의 자료의 자료의 자료의 처리 처리 처리 처리 및 및 및 및 분석방법분석방법분석방법분석방법

피부분절전기자극에 의한 자료값 중 발목관절과 무릎관절의 시상면에서 운동형

상학적 자료값과 보행주기동안의 시간-공간적 자료값을 Vicon polygon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구하였다.

2.4.1 2.4.1 2.4.1 2.4.1 발목관절과 발목관절과 발목관절과 발목관절과 무릎관절 무릎관절 무릎관절 무릎관절 시상면의 시상면의 시상면의 시상면의 운동형상학적 운동형상학적 운동형상학적 운동형상학적 분석분석분석분석

발목관절 시상면의 운동형상학적 분석은 보행주기 시작 지점인 발뒤축접지기시 

발목관절의 굽힘각도 차이와 중간입각기시 나타나는 최대 발등굽힘 각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Detrembleur et al. 2001; Johnson et al. 2004). 무릎관절의 경우 입

각기시 최대 폄각도의 값과 유각기의 최대 굽힘각을 구해 전기자극 전 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박준민 외 1998). 

2.4.2 2.4.2 2.4.2 2.4.2 비대칭 비대칭 비대칭 비대칭 보행분석보행분석보행분석보행분석

발목관절의 관절각 변화에 따른 보행 비대칭을 살펴보기 위해 건측과 환측의 한 

다리 지지시간 비율과, 건측과 환측의 보장길이 비율을 구해 분석하였다. 이 때 비율

이 0에 가까울수록 비대칭성이 줄어들게 된다(Wall, and Turnbull 1986; Hsu et 

al. 2003).

Single-Support-Time Single-Support-Time Single-Support-Time Single-Support-Time Asymmetry Asymmetry Asymmetry Asymmetry RatioRatioRatioRatio

 
 = 1-

single support time (affected)

single support time (unaffected)

Step-length Step-length Step-length Step-length Asymmetry Asymmetry Asymmetry Asymmetry RatioRatioRatioRatio

 = 1-
step length (affected)

step length (unaff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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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5 5 5 5 분석방법분석방법분석방법분석방법

피부분절 전기자극 전 후의 관절각, 비대칭 비율의 변화는 비모수 검정방법을 이

용하였고, 자료의 통계처리는 상용통계프로그램인 SPSS 12.0 for Windows를 사

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이하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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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3 3 3 3 장  장  장  장  결    결    결    결    과과과과

3.1 3.1 3.1 3.1 연구대상자의 연구대상자의 연구대상자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연구대상자 16명중 남자는 11명(70%), 여자는 5명(30%) 이었다. 연령분포는 

34세에서 64세 였으며, 유병기간은 평균 26.25개월 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진단명별 분포는 뇌혈관질환 환자가 15명(93.5%), 외상성 뇌손

상 환자가 1명(6.5%) 이었고, 마비의 유형은 좌측마비 6명(37.5%) 우측마비가 10

명(62.5%) 이었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a: Modified ashworth scale, b: Manual muscle testing, c: Cerebrovascular accident,

d: Traumatic brain injury 

(N=16)

No. Age Sex Dx
Type of 
Paralysis

Months after 
Injury

MASa MMTb Height(cm)

1 44 F CVAc Lt 21 G2 P 158

2 54 F CVA Rt 22 G2  P- 162

3 59 M CVA Rt 72 G2  F- 170

4 44 M CVA Lt 41   G1+  F- 165

5 38 M CVA Lt 56   G1+  P+ 164

6 50 M CVA Rt 24 G1  P+ 172

7 37 M TBId Lt 50 G2  F- 175

8 34 F CVA Rt 3 G1  P+ 162

9 48 M CVA Lt 6 G1  F- 158

10 64 M CVA Rt 35 G2  F- 163

11 62 F CVA Lt 8   G1+  F- 155

12 38 M CVA Rt 7   G1+ F 170

13 44 M CVA Rt 11   G1+ F 162

14 54 F CVA Rt 22 G2  P- 173

15 48 M CVA Rt 10 G2 P 171

16 57 M CVA Rt 32   G1+  P- 173

Ave 48.44 　 　 　 　26.25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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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 3.2 3.2 발목관절 발목관절 발목관절 발목관절 각도의 각도의 각도의 각도의 변화변화변화변화

3.2.1 3.2.1 3.2.1 3.2.1 초기발뒤축 초기발뒤축 초기발뒤축 초기발뒤축 접지시 접지시 접지시 접지시 발목관절 발목관절 발목관절 발목관절 각도 각도 각도 각도 변화변화변화변화

보행주기의 초기발뒤축접지시 발목관절의 굽힘각은 전기자극 전에 비하여 전기

자극 동안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4의 a). 

전기자극전 초기발뒤축접지기의 발바닥굽힘각도는 평균 -7.88±2.44도 에서 

전기자극동안은 -5.82±1.98도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표 2). 이 중 5명

의 대상에서는 전기자극 전보다 전기자극동안에 관절각이 감소하였고, 11명 에서 

관절각도가 증가하였다(그림 5). 

표 2. 전기자극에 의한 초기 발뒤축접지시 발바닥굽힘각도 비교                    

(N=16)

Mean±SD(∘) Min(∘) Max(∘)

Without EST -7.88±2.44 -18.50 0.80

With EST -5.82±1.98* -17.92 2.24

* : p<0.05



- 14 -

3.2.2 3.2.2 3.2.2 3.2.2 중간입각기시 중간입각기시 중간입각기시 중간입각기시 최대 최대 최대 최대 발등굽힘각도 발등굽힘각도 발등굽힘각도 발등굽힘각도 변화변화변화변화

중간입각기시의 최대 발등굽힘각도는 전기자극전에 비하여 전기자극동안 증가

하였으며(그림 4의 b),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중간입각기시

의 발목관절의 발등굽힘 각도는 전기자극을 하지 않았을 때 7.95±1.97 도 에서 전

기자극을 주는 동안 10.04±1.74 도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표 3). 3명

의 대상자에서는 전기자극전과 자극동안 관절각의 증가를 보이지 않았고 13명의 대

상자에게서만 관절각이 증가하였다(그림 6).

표 3. 전기자극에 의한 중간입각기 최대 발등굽힘각도의 변화

(N=16)

Mean±SD(∘) Min(∘) Max(∘)

Without EST 7.95±1.97 -4.35 19.98

With EST 10.04±1.74* -2.51 23.80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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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기자극에 의한 발목관절 시상면의 전형적인 운동형상학적 변화

a : initial heel contact , b: maximal dorsiflexion

       그림 5. 전기자극에 의한 대상자내                그림 6. 전기자극에 의한 대상자내

                  발바닥굽힘각도 변화                                  최대발등굽힘각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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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 3.3 3.3 무릎관절각도 무릎관절각도 무릎관절각도 무릎관절각도 변화변화변화변화

3.3.1 3.3.1 3.3.1 3.3.1 입각기시 입각기시 입각기시 입각기시 최대 최대 최대 최대 폄각도폄각도폄각도폄각도

무릎관절의 자료가 분석 가능한 12명의 대상자에서, 입각기시 무릎관절의 최대 

폄각도를 비교한 결과 최대 폄각도가 감소하였다(그림 7의 a). 입각기시 무릎관절

의 최대 폄각도를 부호순위검정을 통해 비교한 결과, 전기자극전의 무릎관절의 폄각

도가 평균-2.99±6.56 도 에서 전기자극동안 -2.34±6.6 도로 무릎관절의 폄각도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표 4). 

표 4. 전기자극에 의한 입각기시 최대 폄각도 변화

(N=12)

Mean±SD(∘) Min(∘) Max(∘)

Without EST -2.99±6.56 -15.00 5.45

With EST -2.34±6.64* -14.20 7.06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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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3.3.2 3.3.2 3.3.2 유각기시 유각기시 유각기시 유각기시 무릎관절 무릎관절 무릎관절 무릎관절 최대 최대 최대 최대 굽힘각도굽힘각도굽힘각도굽힘각도

유각기시 무릎관절의 최대 굽힘각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그림 7의 b)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전기자극전과 전기자극동안의 최대무릎관절굽힘각

을 비교한 결과 1명을 제외하고 11명의 대상자에서 관절각도가 증가하였으며(그림 

9), 평균관절각은 26.78±6.87 도 에서 28.57±7.82 도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0.05)(표 5).

표 5. 전기자극에 의한 유각기시 최대 굽힘각도 변화

(N=12)

Mean± SD(∘) Min(∘) Max(∘)

Without EST 26.78±6.87 16.50 40.29

With EST 28.57±7.82* 15.93 40.57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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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전기자극에 의한 무릎관절 시상면의 전형적인 운동형상학적 변화

a: maximal knee extension, b: maximal knee flexion

      그림 8. 전기자극에 의한 대상자내                 그림 9. 전기자극에 의한 대상자내 

                무릎관절의 최대 폄각도 변화                       무릎관절 최대 굽힘각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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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 3.4 3.4 비대칭 비대칭 비대칭 비대칭 비율의 비율의 비율의 비율의 변화변화변화변화

3.4.1 3.4.1 3.4.1 3.4.1 건측과 건측과 건측과 건측과 환측의 환측의 환측의 환측의 한다리 한다리 한다리 한다리 지지시간의 지지시간의 지지시간의 지지시간의 비대칭 비대칭 비대칭 비대칭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변화변화변화변화

전기자극전과 전기자극동안 실시한 보행에서 환측과 건측의 한다리 지지시간 비

율은 유의하게 변화하였다(p< 0.05). 한다리 지지시간에 대한 비율 변화는 전기자

극전 보행시 환측과 건측의 비율이 0.52±0.20 에서 자극동안은 0.38±0.18 로 자

극전에 비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표 6, 그림 10). 

표 6. 전기자극에 의한 한다리 지지시간 비율의 변화

(N=16)

Mean±SD Min Max

Without EST 0.52±0.20 0.23 1.00

With EST 0.38±0.18* 0.01 1.00

* : p<0.05

그림 10. 환측과 건측의 한쪽다리 지지비율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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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3.4.2 3.4.2 3.4.2 건측과 건측과 건측과 건측과 환측의 환측의 환측의 환측의 보장 보장 보장 보장 비율의 비율의 비율의 비율의 변화변화변화변화

환측과 건측의 보장길이 비율을 비교하였을 때 자극전에 비해 자극동안의 비율

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보행중의 환측과 건측의 보장비율은 전기자극전

과 자극동안 변화하였는데, 자극전의 값이 0.27±0.41 이었으며, 자극동안은 

0.15±0.19 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표 7, 그림 11). 

표 7. 전기자극에 의한 양발의 보장 비율의 변화

(N=16)

Mean±SD Min Max

Without EST 0.27±0.41 0.00 2.74

With EST 0.15±0.19* 0.00 0.83

* : p<0.05

그림 11. 환측과 건측의 보장 길이 비율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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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4 4 4 4 장  장  장  장  고    고    고    고    찰 찰 찰 찰 

본 연구에서는 장딴지근육의 강직을 감소시키기 위해 피부분절 전기자극 방법을 

사용하였다. 중추신경장애로 인해 나타나는 강직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diazepam, baclofen 등의 경구약물, 선택적 후근절제술, 물리치료, 전기치료, 정형

외과적 수술, 페놀, 알콜, 보툴리늄독소를 이용한 화학적 신경차단술등 많은 연구와 

치료방법이 소개되고 있다. 이중 항경직성 약물은 진정효과 및 간독성과 같은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약물사용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음보다 강직이 증

가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김성우 외 1998; 박창일 외 1999). 수술적 방법은 보통 

보존적 요법이 실패하였을 때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마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마

취후유증과 호흡기계 합병증, 수술 후 감염 등 수술 자체의 위험성과 감각 소실 엉덩

관절과 허리부위의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Green et al. 1991; 박창일 1996). 

화학적 신경차단술의 경우 강직의 감소 효과는 보고 되고 있지만, 시술 과정 중 통증

이 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취를 요하는 경우가 있으며 화학물질에 따라서는 비가

역적 신경박리나 전신작용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고 장기간 동안 근력약화를 

초래하기도 한다(박창일 외 1999). 

전기자극을 통한 강직의 치료는 1871년 Duchnne에 의해 처음으로 실시된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었다(Levine et al. 1952). 강직에 대한 전기치료적 효과와 

기전은 매우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뇌손상환자를 대상으로 상지에 기능적 전기

자극을 적용한 Weingarden 등(1998)은 35Hz 의 자극주파수로 전기자극보조기를 

사용한 후 강직 감소이 감소되었다고 보고하고, 강직 감소의 기전을 길항근의 상호

억제와 주동근의 반복억제로 설명하였다. King(1996)은 강직이 있는 손목근육에 

자극 주파수 30Hz, 자극범위250㎲로 전기자극을 적용하여 강직의 감소를 보고하였

으며, 그 기전을 근피로도의 증가와 골지힘줄기관(golgi tendon organ)이 전기자극

이나 근장력의 증가로 힘줄이 늘어날 때 발생하는 구심성 신경섬유의 활성으로 인해 

비연접 억제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다. 

Potisk 등(1995)은 만성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S1의 피부분절신경인 장딴지 

신경에 직각이중파형(bi-phasic rectangular), 자극주파수는 100Hz, 자극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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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로 전기자극을 실시하여 유의하게 강직이 감소됨을 보고하였고, 김용욱

(2002)의 연구에서는 넙다리네갈래근의 근육분절인 L3에 해당하는 피부분절에 자

극파형 직각이중파형, 자극주파수는 35Hz, 자극범위는 250㎲의 전기자극을 실시하

여 넙다리네갈래근의 강직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피부분절 전기자극시에 나타나

는 강직 감소의 기전은 전기자극이 구심성 감각신경을 활성화시켜 강직근의 연접전 

억제와 길항근의 수의적 운동조절이 촉진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김용욱  

2002). 본 연구에 사용한 전기자극 주파수와, 자극범위, 자극파형은 김용욱(2002)

의 연구와 동일한 조건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피부분절 전기자극에 

의한 강직의 감소효과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선행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

의 가설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마커세팅으로 인한 피검자내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마커 위치의 설정은 한사람의 연구자에 의해 진행하였다. 동작분석기기의 자료수집 

설정은 황성재(2004)의 연구와 동일하게 하였다. 보행시의 운동형상학 분석에 있

어서 시상면의 변화는 관상면, 횡단면에 비해 반복 측정 시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이

므로(김봉옥 외 1996) 본 연구에서도 시상면의 운동형상학적 값을 이용하여 자료

를 분석하였다. 한편 보행주기에서 보장, 입각기 및 유각기, 양하지 지지기 등이 속

도에 의존적인 변수임에도 불구하고(김봉옥 외 1996; 박준민 외 1998) 본 연구에

서는 피험자의 반복 보행시 속도 차이에 의한 변수의 변화를 보정하지 못한 제한점

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피부분절 전기자극시 나타나는 강직의 감소 효과가 편마비환자의 

족하수 보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서 초기 발뒤축 접지시와 중간입각기 최대 발

목관절각도의 유의한 증가, 무릎관절의 최대신전각 감소와 최대 굽힘각의 증가 그리

고 보행 비대칭 비율(gait asymmetry ratio)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종아리세갈래근의 과도한 강직으로 인한 족하수는 중추신경계손상의 경우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초기접지시 발뒤꿈치가 접지하지 않고, 신전과 내번된 상

태로 보행을 수행하게 된다(Perry 1992). 족하수 보행은 앞정강근의 운동조절 저

하, 근력감소(Olney, and Richards 1996), 발 관절의 분절운동(isolated 

movement) 억제로 인한 초기라커와 발목라커의 소실, 넙다리네갈래근의 과도한 

모멘트 증가를 가져와 초기접지기 무릎관절의 과도한 신전을 야기하며, 발바닥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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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의 강직은 체중지지시 무릎관절의 굽힘을 방해하기도 한다(Waters 1975). 또한 

초기접지시 종아리세갈래근의 원심성 수축 저하는 발바닥굽힘근의 모멘트를 감소시

켜 보행의 추진력을 떨어뜨린다(Skinner 1985). 장딴지근육을 포함한 종아리세갈

레근과 뒤정강근은 보행의 전 주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Burridge et al. 

2001; Chen et al. 2003), 만일 초기발뒤축접지시 종아리세갈래근에서 적절한 이

완과 수축의 조절이 일어나지 않으면, 초기접지시 발뒤축이 아닌 발바닥접지부터 시

작되고, 이 결과로 인해 발의 초기라커 혹은 발뒤꿈치라커의 소실이 발생하게 된다

(백남종 외 1997). 종아리세갈레근은 초기접지기 부터 전유각기까지 발목관절의 

안정성과 신체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추진력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

다. 발목관절과 발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몸통과 무릎관절, 엉덩관절 보다 더 우선적

인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무시되기도 한다(Rose, and Gamble 

1993). 발목관절에서 일어나는 보행인자의 변화는 뇌손상환자의 정상적인 보행 회

복을 방해하고 비대칭성 보행을 가져오게 된며, 이러한 비대칭성 보행은 재활회복을 

지연시키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Verdie 2003). 

연구자들은 강직성 족하수 보행을 개선시키기 위해 단하지보조기의 착용, 기능

적 전기자극, 트레드밀을 이용한 치료, 바이오 피드백, 약물과 수술적 방법 등의 다

양한 접근과 서로 다른 기전을 보행에 적용시켜 보행인자의 변화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 보행형태의 개선을 가져왔다(Pease WS 1998; Teasell et al. 2003). 그 중 

전기자극으로 족하수 보행을 개선한 보고는 1961년 Liberson 등에 의해 처음으로 

보고 되었는데 Liberson 등(1961)은 마비성 족하수 보행을 보이는 뇌졸중 환자의 

온종아리신경에 기능적 전기자극을 실시하여 발등굽힘의 증가를 보고하였다. 

Waters 등(1975)은 표면전극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식형 전극을 종아리 신경

에 심는 방법을 통해 보행속도 증가를 보고하였고, 부가적으로 전기자극이후 종아리

세갈래근의 강직의 감소하였다. 이들은 강직 감소의 이유를 종아리신경에 대한 전기

자극이 장딴지근의 전운동신경을 상호억제 시켰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Pierce 

등(2004)은 매식형전극과 표면전극을 앞정강근의 운동점에 부착시키고 강제적인 

발등굽힘근의 수축을 유도하여 시상면에서 발목관절 각도의 증가와 전기자극 후 충

격 흡수 효율의 증가를 보고하였고, 그 기전에 대해 지속적인 전기자극이 발등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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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의 수축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장딴지근의 강직을 감소시켜 모멘트가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이들의 결과는 강직을 직접 감소시켜 얻은 효과는 아니었

다. 발등굽힘을 강제적으로 일으키는 경우 자극의 세기를 최대굴곡각에 도달할 정도

로 실시하기 때문에 발목관절각도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전기자극에 의존하는 수동적 방법이어서 환자 자신의 자발적 근 수축은 기대하기 어

렵고, 주동근의 근 피로 증가와 센 자극으로 불쾌감과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박창

일 외 1996; 이영희 2001)

최근에는 발바닥 굽힘근의 강직을 직접 억제하여 족하수 보행을 개선시키는 연

구들이 발표되었다. Hesse 등(1995)은 하지에 강직이 있는 환자들의 뒤정강근, 장

딴지근, 가자미근에 보툴리늄독소를 주사하고 앞정강근과 발바닥굽힘근에 전기자극

을 동시에 실시해 강직의 감소, 보행속도, 활보장 길이, 입각기와 유각기 비대칭 등

이 개선됨을 보고하였다. Detrembleur 등(2001)도 강직성 족하수 보행을 보이는 

뇌성마비 환아의 장딴지근, 뒤정강근, 오금위근육에 보툴리늄독소를 주사하고 동시

에 앞정강근의 운동점을 전기로 자극하여, 전기자극만을 실시한 경우와, 보툴리늄독

소 주사와 함께 전기자극을 적용한 그룹간의 비교에서 초기발뒤축접지시의 발목굽

힘각도, 중간입각기에서의 최대발목관절각도가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Johnson 등(2003)도 뇌졸중환자의 장딴지근, 뒤정강근육에 보툴리늄독소를 주사

하고 온종아리신경에 기능적 전기자극치료를 적용하여, 전기자극만을 실시한 그룹

에 비해 보툴리늄독소와 전기자극을 동시에 적용한 그룹에서 보행 속도가 증가하고 

Physiological Cost Index(PCI)가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Neris 등(2003)은 

편마비 환자의 요추에 Baclofen을 주입하여 강직을 감소시킨 후 보행속도, 활보장

의 증가, 무릎관절의 최대 폄각도의 감소, 최대발목관절각도의 증가를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장딴지근육의 강직을 감소시키기 위해 화학적 방법이 아닌 피부

분절 전기자극을 사용한 점이 선행 연구와 다른 점 이었다. 이를 통해 초기발뒤축접

지기 발목관절의 각도 증가와 중간입각기의 최대발등굴곡각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

고 무릎관절의 최대신전각 감소, 최대굽힘각 증가, 보행 비대칭율이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나 화학적 방법으로 강직을 감소시켜 보행인자의 변화를 가져온 선행연구들

과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 발목관절 굽힘각도가 증가한 것은 피부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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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극으로 인해 장딴지근육의 강직이 감소되어 발등굽힘근의 자발적 근수축이 

일어난 것으로 여겨지고 연구에 참여한 대상들의 근력의 범위가 poor+ 에서 fair 라

는 점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뇌손상환자

의 신경가소성을 통한 기능회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이영희 외 

2003).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발목관절각의 증가가 모든 대상자들에게서 일어나

지 않았는데, 5명의 대상자에게서는 전기자극 동안 오히려 초기 발뒤축접지시 관절

각이 감소하였고, 3명의 경우에서는 중간입각기의 최대 발목굽힘각도가 증가하지 

않았다. 이 들의 공통점은 MAS 값이 1+ 미만이었고 관절각이 증가한 경우는 MAS 

점수가 평균 1+ 에서 2 사이였다. 관절각이 감소된 경우 전기자극이 오히려 장딴지

근의 활성을 가져왔을 가능성과, 각도를 증가시킬 만큼 발등굽힘근의 근력이 충분하

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되나, 본 연구에서는 각도가 감소한 기전에 대해 알아보지

는 않아 이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가 없었으므로 보행변수를 선택하

기 위해 기전과 방법이 다른 유사연구에서 찾아 그 결과값을 비교하였다. 기능적 전

기자극기와 풋스위치를 적용한 연구들은 발뒤축접지시 자극이 중단되고, 발뒤축들

림기에 자극이 시작되는 기전을 사용하므로 유각기에서 나타나는 발목관절의 변화

는 보고하였지만 입각기 발목의 운동형상학적 변화는 드물게 보고하고 있어 입각기 

변화를 보려 했던 본 연구에 참고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보행속도, 대칭성, 보장 

등의 시간적 공간적 변수들은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었다. 보툴리늄독소

를 통해 강직을 감소시켜 보행개선을 보고한 연구의 경우 대상근육의 강직을 감소시

켰다는 점과 입각기의 변화를 연구했다는 점이 본 연구와의 유사점으로 생각되어 이

들의 연구를 참고하여 보행변수를 선택하였고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무릎관절의 운동형상학적 결과는 분석이 가능한 12명의 자료를 처리하여 입각기

시 무릎관절 최대 폄각도의 유의한 감소와 유각기시 최대 굽힘각도의 유의한 증가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론적으로 강직성 족하수가 개선되는 경우 유각기에서의 발

끌림 현상이 개선되어 무릎관절의 굴곡각도가 감소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채

택된 대상자들은 강직성 족하수 보행뿐만 아니라 뻐정다리보행을 동반한 경우가 대

부분이었기 때문에 유각기의 무릎관절의 각도가 오히려 증가한 것이라 생각된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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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민 등(1998)은 단하지 보조기의 발목관절 각도를 각각 85도, 90도, 95도로 저측

굴곡을 제한하여 보행 양상의 변화를 확인하고 발목관절각이 증가할수록 무릎관절

의 최대 폄각도와 최대 굴곡각도가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이 때 입각기와 

유각기의 무릎관절각의 증가는 무릎관절에 작용하는 최대 굴곡 혹은 신전 모멘트의 

변화 때문이라고 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무릎관절각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결

과적으로 전기자극으로 감소된 강직이 발목관절 각도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무릎

관절각도에도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Neris et al. 2003).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기자극전과 전기자극동안의 보행 비대칭성 비율을 비교하

였는데 전기자극전 보다 전기자극동안 보행에서 비대칭성이 개선되었다. 일반적으

로 편마비 환자의 보행에서는 건측의 보장길이가 환측의 길이보다 짦아진다고 알려

졌다(Olney, and Rechards 1996). 비대칭의 원인은 체간과 하지의 근력약화, 운

동조절능력 감소, 고유감각의 소실, 체중지지의 비대칭, 발목과 발의 기능적 구조적 

변이로 설명하고 있다(Wall, and Turnbull 1986). 편마비 환자에서 나타나는 발바

닥굽힘근의 과도한 강직은 초기발뒤축접지가 발바닥 혹은 발끝에서 시작되어 초기

라커 혹은 발뒤꿈치라커가 소실되고, 발목라커가 최초접지부터 바로 나타나게 된다

(백남종 외 1997). 또한 발바닥굽힘근의 과도한 강직은 중간입각기에서 나타나는 

발목라커의 생성을 방해하게 되며(Perry 1992), 이는 편마비 환자의 비대칭성 보

행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Hesse 등(1995)은 강

직을 나타내는 발바닥굽힘근에 보툴리늄 주사와, 전기자극을 실시해 강직이 감소하

고 발등굽힘각도가 증가하여 그 결과로 환측의 한다리 지지비율 대칭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Hsu 등(2003)은 발목관절 강직의 정도와 환측의 한다리 

지지비율의 상관관계를 조사함으로써 편마비 환자의 발목관절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발바닥굽힘근의 강직이 환측과 건측의 한 다리 지지비율을 다르게 하는 주된 원인이

라고 보고하였다. 강직성 족하수가 있는 환자들은 유각기시 강직이 있는 환측 발끝

이 땅에 끌리는 현상을 방지하려고 보상운동을 하는데 이 때문에 환측의 유각기가 

증가하고 건측의 한다리 지지기가 길어지게 된다(Brandstater et al 1983). Olney 

and Rechards(1996)는 발목관절의 과도한 발바닥굽힘근의 강직이 환측의 보장비

율 비대칭의 주된 결정요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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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osoussan(2004)는 발목관절의 과도한 발바닥굽힘근의 강직이 중간입각기

시 정강뼈가 발의 중심을 지나는 운동을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건측의 보장길이

가 짧아져 건측과 환측의 비대칭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피부분절 전기자극을 통한 발바닥굽힘근의 강직 감소가 발등굽힘

각도를 증가시켰으며, 자극동안 초기발뒤축접지기에 소실되었던 초기라커 혹은 발

뒤꿈치라커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위와 같은 결과는 발바닥굽힘근의 강

직이 편마비 환자의 비대칭 보행을 가져온다는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전기자극

에 의한 발바닥굽힘근의 강직 감소가 관절각의 증가뿐만 아니라 한다리지지 비대칭 

비율 감소와 환측과 건측의 보장 비대칭 비율을 감소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에서는 연구대상자의 강직의 정도가 셀수록 전기자극시 발목관절의 각도 변화량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발바닥굽힘근의 강직이 전기자극을 통해 감소하여 발등굽

힘근 수축이 활성화되어 관절각이 변했다고 생각한다(Potisk, and Gregoric 1995; 

이명예 2003).

본 연구에서는 뇌손상 후 편마비 환자의 족하수 보행을 유발하는 장딴지 근육에 

해당하는 피부분절에 전기자극을 실시하여 발목관절각도의 증가와 무릎관절 폄각도

가 감소하고 최대 굽힘각도가 증가하였으며, 한 다리 지지비율의 감소와 환측과 건

측의 보장 비율이 감소하였다. 이는 강직성 족하수 보행 교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어 향후 강직성 족하수 보행을 보이는 환자들의 보행훈련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발적이고 반복적인 근 수축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신경가소성을 통한 기능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개인의 보행변수에 영향

을 미치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하였고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서 강직

의 감소효과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었다. 강직과 근력의 정도가 관절각 

변화량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MAS 1+ 미만의 대상에서 나

타난 발목관절각도 감소 결과를 설명할 수 없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기자극전

과 전기자극동안의 즉각적인 효과만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가 

치료적으로 의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보행 검

사전 강직의 감소효과를 직접 확인하고 강직과 근력의 차이에 따른 관절각의 변화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피부분절 전기자극 적합한 대상군을 선별하고, 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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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전기자극을 치료적으로 적용하여 그 효과와 함께 자극의 이월효과(carry-over 

effect)도 같이 비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강직근의 피부분절전기자극을 실시

하는 것 외에도, 발등굽힘근에 전기자극을 동시에 실시하여 다양한 보행변수들의 변

화를 살펴보고 그 효과를 비교, 연구한다면 편마비 환자의 강직성 족하수 보행을 개

선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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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5 5 5 5 장  장  장  장  결    결    결    결    론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뇌손상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 16명을 대상으로 피부분절전기자극

을 장딴지근육의 피부분절 S1 부위에 실시했을 때 나타나는 강직의 감소효과가 편

마비 환자의 족하수 보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보행주기 중 초기접지기시 발목관절의 발바닥굽힘각도가 유의하게 감소하

였으며(p<0.05), 중간입각기의 최대 발등굽힘각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0.05)

둘째, 전기자극에 의해 입각기시의 무릎관절의 최대 폄각도는 유의하게 감소하

였고, 유각기시 최대 굽힘각도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셋째, 보행시 건측과 환측의 한다리지지 비율이 전기자극전에 비해 자극동안 유

의하게 감소하였고, 건측과 환측의 보장 비대칭 비율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0.05).

이상의 결과는 족하수 보행을 보이는 편마비 환자에게 피부분절 전기자극을 가

했을 때 나타나는 즉각적인 강직감소효과가 환자의 보행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제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편마비 환자의 보행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

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피부분절전기자극을 치료적으로 적용하여 편마비의 족하수 

보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온종아리신경, 혹은 앞정강근의 전기자

극을 단독으로 실시했을 경우와 장딴지근의 피부분절 전기자극을 동시에 치료했을 

때 생리학적 에너지 소모율, 발등굽힘근의 피로도 등의 생리학적 변수와 다양한 보

행인자의 변화를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편마비 환자의 보행 훈련에서 사용하는 전기

자극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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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spasticity 

reduction in response to dermatomal electrical stimulation applied to the 

ankle plantar flexor on the spastic foot drop during gaits in hemiplegia 

patients. Sixteen patients with hemiplegic patients caused by stroke and 

traumatic brain injury(TBI), whose spasticity of gastrocnemius muscle is 

over Grade 1+ by the MAS evaluation, and can walk over 10 m 

independently, and they walked for 5 times before electrical stimulation and 

during electrical stimulation. The surface electrode was attached to the S1 

deramtome that was equivalent to the myoterm of gastrocnemius, and in 

regard to the intensity of stimulation, it was in the range that was 

comfortable for patients without causing the non contraction of muscle. For 

the gait analysis, the data were collected by the 3-dimensional gait analysis 

system, Vicon 612 (VICON Motion Analysis System Ltd, UK). In the gait 

performed under dermatomal electrical stimulation, in the affected sid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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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kle plantar flexion angle during the initial heel contact was significantly 

decreased and thus the dorsiflexion was increased significantly (p< 0.05), 

and during the midstance, the maximal dorsiflexion angle of ankle joint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increased (p <0.05). The knee maximal extension 

angle during the stance phase was significantly decreased (p <0.05) and 

maimal flexion angle of knee during the swing phas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p <0.05). The single limb support time ratio of the affected side 

during gait cycle was significantly decreased, (p <0.05). In addition, prior to 

electrical stimulation and during the stimulation, between the non-affected 

side and the affected side, the time difference of step length ratio was 

significantly decreased (p < 0.05). The experiment results show that in 

spastic foot droppatients caused by the spacticity of the ankle plantar flexor 

muscles, dermatomal electrical simulation increased the active range of 

motion of the affected ankle joint and asymmetry ratio the gait cycle. 

Key Words : Dermatomal electrical stimulation, Gait, Hemiplegia,

Kinematics, Spastic drop 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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