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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경직성 뇌성마비 소아 환자에서

전신 진동 운동이 보행에 미치는 영향

잘 알려진 신경발달 질환인 뇌성마비는 유아기에 장애를 유발하여

일생동안 지속된다. 그 중에서도 경직형 뇌성마비는 가장 흔한 유형

이기 때문에 경직을 줄이는 것이 뇌성마비 아동 치료의 중요한 목표

가 된다. 경구약 투여, 보툴리눔 독소 주사, 보조기 착용, 근육 스트레

칭 그리고 신경차단 및 수술 등 경직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치료

법이 사용된다. 최근에 재활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전신 진동 운

동은 경직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심각한 부작용이

없는 비침습적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전 연구에서 1회 실시한 전신 진동 운동 후에 Modified

Ashworth Scale 과 Modified Tardieu Scale을 이용하여 측정된 경직

의 감소가 1-2시간 동안 지속됨을 확인한 바 있으나, 1회 실시한 전

신 진동 운동 후 경직의 감소가 이상 보행 양상을 호전시켜서 보행

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컴퓨터 보행분석과 표면 근전도 분석을 이용하여 1회 실시한 전신 진

동운동이 보행 시 발목관절 각도, 단축된 족저굴곡근의 길이 및 근전

도의 활성도를 호전시키는지 확인하여, 보행훈련 전 준비과정으로서

1회 실시한 전신 진동 운동의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3-18세의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 중 True equinus 보행

양상을 보이고, 간단한 지시를 이해할 수 있는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회 실시한 전신 진동 운동 전 후로 Modified Ashworth Scale과

Modified Tardieu Scale을 이용한 경직도 평가와 보행 시 컴퓨터 3D

동작분석 및 표면 근전도 측정을 시행하였다. 1회 실시한 전신 진동

운동은 갈릴레오(Galileo® med basic alternating Vibration

Training(Novotech Medical, Pforzheim, Germany))를 이용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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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Hz의 주파수로 상하 4mm 진동에서 10분 시행 후 1분 휴식한 뒤

다시 10분 시행하여 총 20분 동안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1. 1회 실시한 전신 진동 운동 전 후의 신체검사 결과 발목에서

Modified Tardieu Scale 상 R2와 R1 각도가 증가하였다(p<0.05).

2. 1회 실시한 전신 진동 운동 전 후 컴퓨터 보행분석으로 측정한 시

상면의 운동형상학적(kinematic) 지표의 변화를 살펴보면, 발목관절에

서 초기 접지기 (initial contect)와 말기 입각기(terminal stance), 그리

고 전유각기(pre swing)와 초기유각기(initial swing), 즉 발가락 떼기

(push off)에서 족저굴곡이 감소하였다(p<0.05).

3. 1회 실시한 전신 진동 운동 전 후 근골격계 모델을 이용한 시뮬레

이션 분석으로 측정한 근육 길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자미근

(soleus)에서 부하반응기(loading response)와 말기 입각기(terminal

stance), 그리고 전유각기(pre swing)와 초기유각기(initial swing)동안

근육 길이가 증가하였다.(p<0.05).

4. 1회 실시한 전신 진동 운동 전 후 표면 근전도로 측정한 하지의

근육 활성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내측광근(vastus medialis)과 반막근

(semimembranosus)에서 말기 입각기(terminal stance)의 근육 활성도

가 감소하였고(p<0.05), 가자미근에서 초기접지기(initial contect)와 중

간 입각기(mid stance)의 근육 활성도가 감소하였다(p<0.05).

본 연구에서 1회 실시한 전신 진동 운동은 뇌성마비 아동의 경직을

감소시켜 이로 인한 이상 보행 양상을 호전시켰다. 치료사들은 효과

적인 보행훈련을 위해서 치료 전에 스트레칭, 관절 범위 운동 등을

시행하여 비정상적인 근육 경직을 감소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

고 있다. 본 연구 결과, 보행 재활치료 시작 전에 1회 실시한 전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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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운동은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의 하지 경직을 감소시켜 보다 효율

적인 보행 재활치료를 가능하게 해 주는 준비운동으로서의 효과가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 전신 진동 운동, 경직형 소아마비, 첨족보행, 보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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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성 뇌성마비 소아 환자에서

전신 진동 운동이 보행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나 동 욱>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유 범 기

Ⅰ. 서론

경직(spasticity)은 뇌졸중, 두부 손상, 척수 손상 및 뇌성마비

(cerebral palsy) 등 다양한 상부 운동 신경원 질환에서 흔히 관찰되

는 현상이다.

잘 알려진 신경발달 질환인 뇌성마비는 유아기에 장애를 유발하여

일생동안 지속되며 감각 이상 및 근력약화와 같은 신경근육계 이상에

의해 자발적인 운동조절 능력이 저하된다.1 그 중에서도 경직형 뇌성

마비는 가장 흔한 유형이며 경직으로 인해 이상자세, 근육단축, 관절

구축, 운동기능 저하 등이 일어날 수 있다.2 경직 조절의 목표는 근육

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관절가동범위를 증가시켜 환아의 기능을 호

전 시키는 것으로 경구약 투여, 보조기 착용, 근육 스트레칭 그리고

신경차단술 (chemoneurolysis) 및 수술 등이 시행되고있다.3 최근에

새로운 재활치료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신 진동 운동(whole

body vibration exercise) 또한 경직 조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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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진동 운동은 근신경계에 긴장성 진동반사를 유발하여 불수의

적인 근수축과 근이완을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다.5 대개 진동 플랫폼

위에 서 있는 상태로 진행하며, 플랫폼의 진동을 통해 전신에 저주파,

저진폭의 기계적 자극을 제공한다.

전신 진동 운동은 뇌졸중 환자군이나 파킨슨병 환자군에서 근력 향

상, 균형 조절 능력 향상, 골밀도, 심폐기능 및 혈관계 기능을 향상시

킨다고 보고된 바 있다.6,7 또한, 뇌성마비 환자군에서도 근력 향상, 보

행 기능의 향상 및 균형 조절 능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

었으며, 특히 경직의 감소에도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8,9,10,11,12

이전의 연구들은 주로 지속적인 전신 진동 운동을 적용한 후 그 효

과를 보고하였는데, 3개월 동안의 전신 진동 운동과 운동치료를 함께

진행한 경우에 운동치료를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보다 경직 감소 및

운동 기능 향상 효과가 더 뛰어났으며,13 8주간의 전신 진동 운동

(25Hz-40Hz에서 11분, 주 3 회, 하루 1회)이 뇌성마비 아동에서 보행

기능을 향상시키고 경직을 감소시켰다는 보고도 있다.8

1회 실시한 (single session) 전신 진동 운동의 경직 완화 효과와

그 지속기간에 대한 보고도 있었는데 Modified Ashworth Scale와

Modified Tardieu Scale로 측정된 경직이 1회 실시한 전신 진동 운동

직 후 감소하여 1-2 시간 동안 지속됨을 확인하였다.9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은 각 재활치료 세션에서 근육 경직도를 줄

이기 위한 준비과정(preparation)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필

요한 기능적 훈련의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1회 실시한 전신

진동 운동의 효과는 한시적이지만 1-2시간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재활

치료 전에 시행되면 경직을 감소시켜 치료자가 정해진 시간동안 환자

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아동이 운동 기술을 습득

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9

하지만 이전 연구에서는 1회 실시한 전신 진동 운동 후 감소된 경

직으로 인해 실제 보행 훈련 시 하지 관절 각도 특히 발목관절 각도

가 호전되는지, 그리고 족저굴곡근의 근육길이(muscle length)와 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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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활성도가 호전되어 보행훈련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지는 못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1회 실시한 전신 진동 운동 후 보행 시 발목관

절 각도와 족저굴곡근의 근육길이 및 근전도의 활성도가 변화되는지

확인하여, 1회 실시한 전신 진동 운동이 보행훈련 전 준비과정으로서

의 유용성이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자

가. 연구 대상자 선정 조건

뇌성마비 아동은 마비 및 경직의 정도, 근육 및 관절의 구축

정도에 따라 다양한 이상보행 양상을 보이며, 특징적인 모습과

원인에 따라 이상보행 유형을 분류한다.10 그 중 True equinus

gait는 임상에서 흔히 관찰되는 이상보행 유형이며 가자미근과

비복근의 경직 또는 단축으로 인해 보행의 입각기(stance phase)

에서 발목 족저굴곡(ankle plantarflexion)의 증가소견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3-18세의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 중 True

equinus gait(그림 1)를 보이고, 대근육 운동 기능 분류 시스템

(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GMFCS) 상 수

준 I~III에 해당하며 지팡이, 크러치, 워커 등의 보행보조기구 없

이 10미터 이상의 독립보행이 가능한 뇌성마비 아동 20명을 대

상으로 시행하였다.

인지 기능이 떨어져 협조가 어려운 아동, 혹은 최근 2년 이내

에 하지의 골절 병력이 있거나, 정형외과 수술을 받은 아동인 경

우, 경직 감소를 위해 최근 12개월 이내에 하지에 신경차단 치료

를 받았거나, 6개월 이내에 보툴리눔 독소 주사를 시행한 병력이

있는 아동은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는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연구계획 승인 후 진행되었

으며(4-2019-0735), 실험 전 모든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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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 동의를 얻은 후 실시하였다.

나. 목표 대상자의 수 및 산출 근거

본 연구에서는 뇌성마비 환자에서 보톨리눔 독소 요법의 보행

및 발 압력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14를 근거로 전신

진동 운동 직 후 입각기 동안 최대족배굴곡(maximal ankle

dorsiflexion in stance phase) 이 평균 12.76(표준편차 6.16°) 증

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type I error 0.05, power 0.7로 가정하

였을 때 총 18명이 산출되었고, 이에 10%의 dropout rate을 적용

하여 20명을 목표 피험자 수로 정하였다.

그림 1. 뇌성마비 아동의 이상 보행 양상 분류. True equinus gait는 입각기

(stance phase) 동안 발목 족저굴곡(ankle plantarflexion)의 증가소견을 보이

는 경우이다. 보행 시 무릎관절(knee joint)과 고관절(hip joint)의 관절각도에

따라 normal, hyperextended, flexed knee/hip으로 분류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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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및 평가 도구

가. 연구 설계 및 방법

본 연구는 1회 실시한 전신 진동 운동의 단기 효과를 확인하

는 연구로 (그림 2)의 프로토콜에 따라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자

에게 전신 진동 운동을 1회 시행하고, 시행 전 후로 모션 캡쳐

기반의 컴퓨터 3D 동작 분석을 시행하여 경직의 호전이 보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Modified Ashworth

Scale 과 Modified Tardieu Scale을 이용한 경직도 평가와 보행

시 표면 근전도 측정을 시행하였다.

전신 진동 운동은 갈릴레오(Galileo® med basic alternating

Vibration Training, Novotech Medical, Pforzheim, Germany)를

사용하며, 20Hz의 주파수로 상하 4mm 진동에서 10분 시행 후

1분 휴식한 뒤 다시 10분 시행하여 총 20분 동안 적용하였다.

그림 2 . 실험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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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dified Ashworth Scale평가 및 Modified Tardieu

Scale 평가

1회 실시한 전신 진동 운동 치료 전 후의 발목관절의

Modified Ashworth Scale과 Modified Tardieu Scale을 측

정하였으며, 각각 무릎을 굽힌 상태와 신전된 상태에서 저

측굴곡근(plantarflexor)의 경직을 평가하였다. Modified

Ashworth Scale은 근긴장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0에서

4까지의 6점 평가 척도로 사용되어왔다. 통계 분석을 위해

1(+)의 Modified Ashworth Scale 등급을 2로 변환하였다.

마찬가지로, 2, 3 및 4의 Modified Ashworth Scale 등급을

각각 3, 4 및 5로 변환 하였다.15 Modified Tardieu Scale은

발목관절을 느리게 그리고 빠르게 족배굴곡 시키면서 R2

및 R1 각도를 측정 하였다.16 R1은 족저굴곡근의 빠른 스트

레칭 동안 갑작스런 저항(catch)이 처음 느껴지는 족배굴곡

각도로 측정되고, R2는 발목 족배굴곡의 총 수동 운동범위

로 정의하였다.17 R2-R1은 경직의 동적인 성분으로 정의하

였다.11,18 R1 및 R2의 발목 관절 각도는 "중립성" 방법을 사

용하였다(중립 위치에서 족배굴곡 각도는 양의 각도로 계산

되고 중립 위치에서의 족저굴곡 각도는 음수로 계산되었다).

(2) 동작분석 방법

모션 캡쳐 기반의 컴퓨터 3D 동작 분석은 1회 실시한 전

신 진동 운동 시행 전 및 시행 직후 총 2번 시행하였다.

Helen Hayes 마커 셋을 기반으로 하는 Plug-in gait model

을 통해 보행 시 하지 관절 각도를 측정하였다.

각 보행주기 동안에 모션 캡쳐 기반의 컴퓨터 3D 동작 분

석 시스템인 Vicon 370 Motion Analysis system(VICON

MX-T10 Motion Analysis System, Oxford Metrics Inc.,

Oxford, UK)을 사용하여 보행 시 운동형상학 데이터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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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Plug-in gait model에 따라 총 16개의 반사 마커

를 피험자에게 부착하였다. 검사는 맨발로 시행하였으며, 측

정 전에 8미터 길이의 검사실 보도를 수차례 걷게 하여 자

연스러운 보행을 유도한 후, 검사하는 동안은 최소한 5차례

이상의 보행을 시도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된 데이터 중 좌

우 각 하나의 보행주기를 선택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3) 근육 길이 변화(Muscle Length)

각 피험자에 대한 반막근(semimembranosus muscle)과

내측 비복근(medial gastrocnemius), 가자미근(soleus

muscle)의 근육의 길이 변화를 측정하였다. 근육 길이 추정

은 오픈 소스 생체 역학 시뮬레이션 응용 프로그램 인

OpenSim을 사용하여 최소 제곱 공식19을 사용하여 모션캡

쳐된 마커 궤적과 근골격모델의 마커간의 거리를 최소화하

는 방법으로 역 운동학(inverse kinematic) 분석을 수행한

후 Lower limb extremity model 20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20,21

본 연구에서는 고관절, 슬관절, 발목관절이 해부학적 위치

에 있을 때의 길이를 기준으로 근육 길이를 정규화

(normalization)했으며 모든 관절 각도는 0°로 설정하였다.22

(4) 표면 근전도 분석(Surface electromyography)

1회 실시한 전신 진동 운동 시행 전, 시행 직후 총 두 번

의 하지근육의 표면 근전도 측정을 보행 동안 측정하였다.

SENIAM 가이드 라인15에 따라 표면 전극을 내측 비복근,

외측 비복근(lateral gastrocnemius)과 가자미근, 반막근 그

리고 내측사두근(vastus medialis)에 부착하였다. 10Hz에서

500Hz 대역 통과 필터로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하나의 보행

주기를 20개의 동일한 간격 간격으로 나누어 시간을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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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각 시간 간격 동안 개별 근육에 대해 근전도 신호

의 평균 제곱(root mean square, RMS) 값을 계산하였다.

각 근육에 대한 RMS 값은 전신운동 시행 전 RMS 최대값

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였다.23 3개의 왼쪽 및 3개의 오른쪽

보행주기 동안 측정된 RMS 값의 평균값을 분석하였다.

(5) 통계 분석 방법

통계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과 Matlab2019에서 구현

된 SPM1d를 이용하였다. Modified Ashworth Scale 평가

및 Modified Tardieu Scale 평가는 SPSS 통계프로그램

(SPSS, Chicago, IL)을 이용하여 치료 전 후의 변화를

Wilcoxon signed rank test로 비교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0.05로 하였다.

컴퓨터 3D 동작 분석으로 측정한 시상면에서의 운동형상

학적 분석과 표면 근전도 및 근육 길이에 대한 분석은

paired t-test를 통한 SPM 통계 분석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각 t- 검정에 대해, 보행 주기의 각 시점에서 기존의 t-검정

을 이용한 SPM (t) 곡선으로 분석하였다.24 보행주기에서

SPM (t) 곡선이 특정 임계값을 초과하면 두 보행 조건 사

이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는 특정 임계값을 P value 0.05로 설정하여 이 이상의 차이

를 보이면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다고 정의하였다. 모든 분

석은 SPM1d를 사용하여 Matlab2019에서 구현되었다. 분석

도구는 www.spm1d.org에서 오픈 소스로 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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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 기구 및 평가 도구

(1) 전신 진동 운동 (Whole body vibration exercise)

1회 실시한 전신 진동 운동은 갈릴레오(Galileo® med basic

alternating Vibration Training)를 이용하였다(그림3).

갈릴레오 시스템의 진동 주파수는 20Hz, 진폭은 상하 4mm
25 수직 변위로 설정하였다. 전신 진동 운동 수행 시 하체에

에너지를 집중시키기 위해 대상자는 고관절과 슬관절을 30°

전후로 굴곡한 상태로 기기위에 서서 시행하였다.26

그림 3. 전신 진동 운동기구(Galileo® med basic alternating Vibration

Training) (교차진동운동).



- 13 -

(2) Modified Ashworth Scale / Modified Tardieu Scale

발목 저측굴곡은 무릎 굴곡 및 신장 모두에서 Modified

Ashworth Scale 및 Modified Tardieu Scale에 의해 평가되었

다. 동일한 연구원이 각도 측정(goniometric examination)을

포함한 모든 측정을 수행하였다.

대상자가 바로 누운 상태에서 Modified Ashworth Scale을

측정하였으며 경직의 심한정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등급 0: 수동 운동 시 근긴장도 전혀 증가하지 않은 상태

등급 1: 환측관절을 굴곡 시키거나 신전시켰을 때， 관절

가동범위의 끝부분에서 약간의 저항이 감지되

며, 근긴장도가 약간의 증가를 보이는 상태

등급 1+: 환측관절을 굴곡 시키거나 신전시켰을 때， 관

절가동범위 반을 지난 상태에서 끝까지 저항이

약간 증가하는 상태

등급 2: 환측관절을 움직일 때 관절가동범위 대부분에 걸

쳐서 현저하게 저항이 증가하는 상태이지만 움

직임은 쉽게 가능한 상태

등급 3: 환측관절을 움직일 때 관절가동범위 대부분에 걸

쳐서 현저하게 저항이 증가하는 상태이며 움직

임이 어렵지만 가능한 상태

등급 4: 환측관절을 움직일 때 수동운동이 불가능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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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바로 누운 상태에서 Modified Tardieu Scale을 측

정하였으며 각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R2 : 느린 속도로 관절 운동 시 기계적인 저항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각도

R1: 빠른 속도로 관절 운동 시 갑작스런 저항(catch)이

느껴지거나 클로너스(clonus)가 나타나는 각도

경직 등급

등급0 : 수동운동 중 저항이 없음

등급1 : 수동운동 중 약간의 저항이 있음

등급2 : 특정각도에서 수동운동을 방해하는 분명한 저항

(catch)이 있음

등급3 : 특정각도에서 클로너스 반사가10초이내로 나타남

등급4 : 특정각도에서 클로너스 반사가10초 이상 나타남

(3) 3D 동작 분석

컴퓨터 3D 동작 분석을 위해 6대의 카메라 광학 시스템인

Vicon 370 Motion Analysis system(VICON, Oxford, UK)을

사용하여 운동학적 데이터 (골반, 엉덩이, 무릎 및 발목 관절

각도)를 측정 하였다.23 각 모션 데이터는 100Hz의 샘플링 주

파수(sampling rate)로 측정하였다. 측정된 데이터는 넥서스

(NEXUS)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시상면, 관상면 및 횡단면

에서의 움직임을 측정하였다.

Helen Hayes marker set을 기반으로 한 Plug-in-gait

model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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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면 근전도 검사(Surface electromyography)

Trigno Wireless System(DELSYS) 장비(그림 4)를 이용해

보행하는 동안에 좌우 각각 5채널의 총 10채널의 근전도 센서

를 내측 비복근, 외측 비복근, 가자미근, 반막근 그리고 내측

사두근이 위치한 부위에 표면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여 근육의

전기적 활성도를 검사하였다. 센서 부착 위치는 SENIAM 가

이드 라인15을 따르며, 측정된 근육의 전기적 활성도는 전 보

행 주기를 20개의 구간으로 나눈 후, 각 구간마다 근전도 신

호의 평균 제곱(root mean square) 값을 계산하였다.

그림 4. 표면 근전도 검사 기구(DELSYS Trigno Wireles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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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Modified Ashworth Scale 및 Modified Tardieu scale 결과

Modified Ashworth Scale에서는 1회 실시한 전신 진동 운동 치

료 후 무릎 굴곡 시 발목관절의 근 긴장도는 중앙값(median)이 3에서

2로 감소하였으나(p=0.008), 무릎 신전 시 발목관절의 근긴장도는 의

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표 1).

Modified Tardieu scale에서는 1회 실시한 전신 진동 운동 후 무릎

굴곡 시 발목관절의 R2의 중앙값이 10°에서 15°로 족배굴곡이 증가

하였고(p=0.001), R1의 중앙값 또한 –10°에서 –5°로 족배굴곡이 증

가하였다(p=0.003).

무릎 신전 상태일 때 발목 관절의 R2의 중앙값은 0°에서 5°로 족배

굴곡이 증가하였고(p=0.004), R1의 중앙값은 –20°에서 –15°로 족배

굴곡이 증가 하였다(p=0.001)(표 2).

　 pre-intervention 　 post-intervention 　

Modified Ashworth Scale Median Q25-Q75 　 Median Q25-Q75 p

Ankle (Knee Flexion) 3 3~4 　 2 2~3 0.001*

Ankle (Knee Extension) 3 3~4 　 3 3~3.5 0.083

표 1. 1회 실시한 전신 진동 운동 치료 전, 후 Modified Ashworth Scale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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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intervention post-intervention 　

Modified Tardieu Scale Median Q25-Q75 Median Q25-Q75 p

Knee Flexion

  Ankle R2 angle 10 -5~15 15 0~25 0.001*

  Ankle R1 angle -10 -15~-5 -5 -10~0 0.003*

  Ankle Grade 3 3~3 3 3~3 1.000

Knee Extension

  Ankle R2 angle 0 -15~10 5 -10~10 0.004*

  Ankle R1 angle -20 -30~-15 -15 -20~-10 0.001*

  Ankle Grade 3 3~3 3 3~3 1.000

표 2. 1회 실시한 전신 진동 운동 치료 전, 후 Modified Tardieu Scale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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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형상학적 결과의 비교

1회 실시한 전신 진동 운동 치료 후 고관절 및 슬관절에서는 전 보

행 주기 동안 의미 있는 관절각도의 변화는 없었다(그림 5 a 및 5 b).

발목관절에서는 1회 실시한 전신 진동 운동 치료 후 초기 접지기

(initial contact) 및 말기 입각기(terminal stance)에서 초기 유각기

(initial swing) 동안 족저굴곡이 의미 있게 감소 되었다.(p<0.05) (그

림 5 c).

그림 5. 전신 진동 운동 전 후의 보행동안 시상면에서의 각 관절의 운동형상

학적 각도 변화.

(a) hip flexion and extention(degrees),

(b) knee flexion and extention(degrees),

(c) ankle dorsiflexion and plantarflexion(deg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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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육 길이 변화 비교(Muscle length)

1회 실시한 전신 진동 운동 치료 후 반막근 및 내측 비복근에서는

전 보행주기 동안 의미 있는 근육 길이의 변화는 없었다(그림 6 a 및

그림 7 b).

가자미근에서는 1회 실시한 전신 진동 운동 치료 후 부하 반응기

(loading response)와 말기 입각기, 그리고 전 유각기(pre swing)와 초

기 유각기에서 근육의 길이가 의미 있게 증가하였다(그림 6

c)(p<0.05).

그림 6. 전신 진동 운동 전 후의 보행동안 근육길이의 변화.

(a) 반막근(Semimembranosus muscle),
(b) 내측 비복근(Medial Gastrocnemius),

(c) 가자미근(Sol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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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면 근전도(Surface electromyography)

1회 실시한 전신진동 치료 후 외측 비복근 및 내측 비복근에서는

전 보행주기 동안 표면 근전도의 근육 활성도 변화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다(그림 7 c, 7 d).

내측광근과 반막근에서는 1회 실시한 전신 진동 운동 치료 후 말기

입각기에서 표면 근전도의 근육 활성도가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그림

7 a, 7 b)(p<0.05).

가자미근에서는 1회 실시한 전신 진동 운동 치료 후 초기접지기와

중간 입각기(mid stance)에서 표면 근전도의 근육 활성도가 의미 있

게 감소하였다(그림 7 e)(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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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전신 진동 운동 전 후의 표면 근전도 활성도 변화.

(a) 내측광근(Vastus Medialis),

(b) 반막근(Semimembranosus muscle),
(c) 외측 비복근(Lateral Gastrocnemius),

(d) 내측 비복근(Medial Gastrocnemius),

(e) 가자미근(Sol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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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진동판에 의해 생성된 진동으로 치료하는 재활치료 방법인 전신 진

동 운동은 약 20년 전 근력운동을 위한 대안 운동방식으로 도입되어

재활치료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 되어 왔다.24,25,26

전신 진동 운동은 경우에 따라 진동 자극 중 근육 활성화를 급격히

증가시키고,27,28 활성화 후 강화29,30를 유발하며, 근육의 성능을 향상시

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1,32 여러 연구에 따르면 표면 근전도로 측정

한 건강한 젊은 성인,33-49 노인49-51 및 뇌졸중 환자52,53에서 전신 진동

운동에 노출되는 동안 사지 근육 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다양한 신경 메커니즘이 전신 진동 운동으로 인한 근육 활동 증가에

연루되어있다. 직접적인 증거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전신 진동 운동에

대한 반응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된 메커니즘은 직

접적인 진동 근육-힘줄 자극 동안 발생하는 긴장성 진동 반사에 의한

근육 수축이다.54,55 전신 진동 운동은 발바닥과 신체를 통해 진동이 근

육으로 직접 전달되지는 않으며, 최대 50Hz의 주파수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54,56 긴장성 진동 반사가 전신 진동 운동 동안 나타나는 근육

활동의 증가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자발적인 근육 조절 수축과 같은

다른 기전57 및 증가 된 근육 온도도 전신 진동 운동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58 또한 전신 진동 운동에 의해 유도된 근

육 활성화는 진동에 노출되는 동안 작용근과 길항근의 근육 복합체에

작용한다.55 억제 신경을 통해 작용근이 직접 자극될 때 길항근의 수

축이 감소된다.59

본 연구에서 뇌성마비 아동은 진동판 위에 서 있는 자세에서 전신

진동 운동을 시행 받았다. 전신 진동 운동이 높은 주파수의 진동으로

근력 강화를 목적으로 적용될 때 근육에 적용되는 진동 자극이 근육

스핀들과 알파 운동 뉴런을 자극함으로써 근육 수축을 시작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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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겨져 왔다.60 그러나 낮은 주파수의 진동으로 경직 완화를 목적

으로 적용될 때에는 근육에 직접적인 진동 자극을 주었을 때 근육 시

냅스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단일 시냅스 반사가 억제되고 경직을 감소

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60,61 근육에 대한 직접적인 진동자극 후

과민성 근육 반사와 관련된 임상 경련과 함께 H 반사의 Hmax / Mmax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다고 보고되었다.6 전신 진동 운동이 경직을 줄

이는 메커니즘은 아직 전부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전신 진동 운동 이

후 Hmax / Mmax 비율이 감소되었다는 이전의 연구결과를 보면 경직

감소의 메커니즘이 근육에 대한 직접적인 진동 자극과 유사할 것으로

생각 된다.62

본 연구에서는 경직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Modified Ashworth

Scale 뿐만 아니라 Modified Tardieu scale를 사용하여 근긴장도를

평가하였다. 1회 실시한 전신 진동 운동 직 후 Modified Ashworth

Scale 평가 결과 무릎 굴곡 시 발목의 경직이 완화되었고(표1),

Modified Tardieu scale 평가 결과 무릎 굴곡과 신전 시 발목의 각도

가 증가하였다.(표2) 이는 1회 실시한 전신 진동 운동 후에 Modified

Ashworth Scale 과 Modified Tardieu Scale을 이용하여 측정된 경직

의 감소가 1-2시간 동안 지속됨을 확인한 이전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

다.9

본 연구에서 평가된 항목 중 보행주기 동안 컴퓨터 보행분석으로

측정한 시상면에서의 운동형상학적(kinematic) 각도 변화를 보면 1회

실시한 전신진동운동 후에 고관절과 슬관절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찾을 수 없었으나, 발목관절의 족저굴곡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그림

6). 1회 실시한 전신 진동 운동 후 초기 접지기와 말기 입각기, 그리

고 전 유각기와 초기 유각기, 즉 발가락 떼기에서 증가된 족저굴곡이

감소하였다(그림 6 c). 입각기의 첨족보행이 완화되는 것은 1회 실시

한 전신 진동 운동의 진동 자극이 근육 시냅스의 단일 시냅스 반사를

억제하는 효과로 경직이 감소되고 보행 양상이 호전되었음을 의미한



- 24 -

다.8,63,64 하지만 전 유각기와 초기 유각기, 즉 발가락 떼기에서도 족저

굴곡이 감소되었는데, 발가락 떼기(push off) 동안의 충분한 족저굴곡

은 유각기 하지를 앞으로 전진시키는데 중요한 힘을 제공하며, 또한

유각기에서 무릎관절을 충분히 굴곡시켜 발이 땅에 끌리지 않도록 해

주기 때문에 보행에 부정적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첨족보행을

하는 경직성 소아마비 아동에서 족저굴곡근에 보톨리눔 독소를 주사

한 후 보행 및 발 압력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이전 연구5에서

도, 발가락 떼기 단계의 발목관절의 족저굴곡이 감소된 바 있어 경직

형 뇌성마비 아동의 족저굴곡근의 경직이 발가락 떼기 단계의 족저굴

곡에 기여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평가된 항목 중 보행 시 하지 근육 길이 변화를 보면,

1회 실시한 전신 진동 운동 치료 후 반막근과 내측 비복근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가자미근에서는 부하

반응기와 말기 입각기, 그리고 전유각기와 초기유각기에서 근육의 길

이가 증가하였다(그림 7). 즉, 보행 시 단일 관절 근육 (1-joint

muscle)인 가자미근의 길이는 증가되었지만, 두 관절 근육 (2-joint

muscle)인 내측비복근이나 반막근의 길이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비

복근은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을 모두 지나는 두 관절 근육이기 때문에

무릎관절의 움직임과 발목관절의 두 관절의 움직임에 관여를 한

다.65,66,67 하지만 가자미근은 발목관절만 지나는 단일 관절 근육으로,

발목관절의 움직임에만 관여를 한다.63,68

본 연구에서 평가된 항목 중 보행 시 표면 근전도로 측정된 근육

활성도 변화를 보면, 근육 길이 변화 결과와 유사하게 1회 실시한 전

신 진동 운동 후 내외측 비복근의 근육 활성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의

미있는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고, 가자미근에서는 근육 활성도가 감소

하였다(그림 8). 또한 가자미근에서 근육 활성도 변화는 근육 길이 변

화 결과와 유사하게 보행주기의 초기접지기와 중간 입각기에서 감소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1회 실시한 전신 진동 운동 후 호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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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족저굴곡에 의해 단일 관절 근육인 가자미근에서만 근육 활성도

가 감소되었다.69

하지만 전신 진동 운동을 시행할 때 무릎의 관절각도에 따라 근육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근력강화를 위한 전신 진동 운동에

대한 연구에서 무릎관절이 60°각도로 굴곡되었을 때 무릎 신전근의

근육 활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무릎관절을 신전시킬

때 발바닥 족저굴곡근의 활성화가 향상 되었다.64 하지만 무릎관절 각

도에 따른 하지 근육의 경직 감소에 대한 효과차이에 대하여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전신 진동 운동 시 무릎 관절각도 변화에

따른 근경직 감소 효과의 차이와 보행 시 관절각도 변화 및 하지 근

육의 근 활성도 차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첨족보행을 하는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하

여 1회 실시한 전신 진동 운동 치료 전 후에 경직의 평가와 3차원 동

작분석 및 표면근전도 평가를 시행 하였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1. 1회 실시한 전신 진동 운동 전 후의 신체검사 결과 발목에서

Modified Tardieu Scale 상 R2와 R1 각도가 증가하였다(p<0.05).

2. 1회 실시한 전신 진동 운동 전 후 컴퓨터 보행분석으로 측정한 시

상면의 운동형상학적 지표의 변화를 살펴보면, 발목관절에서 초기 접

지기와 말기 입각기, 그리고 전유각기와 초기유각기, 즉 발가락 떼기

에서 족저굴곡이 감소하였다(p<0.05).

3. 1회 실시한 전신 진동 운동 전 후 근골격계 모델을 이용한 시뮬레

이션 분석으로 측정한 근육 길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자미근에서

부하반응기와 말기 입각기, 그리고 전유각기와 초기유각기동안 근육

길이가 증가하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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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회 실시한 전신 진동 운동 전 후 표면 근전도로 측정한 하지 근

육 활성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내측광근과 반막근에서 말기 입각기의

근육 활성도가 감소하였고(p<0.05), 가자미근에서 초기접지기와 중간

입각기의 근육 활성도가 감소하였다(p<0.05).

본 연구의 결과, 1회 실시한 전신 진동 운동(주파수 20Hz, 상하진폭

4mm, 20분)은 뇌성마비 아동의 족저굴곡근의 경직을 감소시켜 이로

인한 발목관절의 이상 보행 양상을 호전시켰다. 치료사들은 효과적인

보행훈련을 위해서 치료 전에 스트레칭, 관절 범위운동 등을 시행하

여 비정상적인 근육 경직을 감소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

다.70

본 연구 결과는 보행 재활치료 전에 1회 실시한 전신 진동 운동이

경직을 감소시켜주어 보다 효율적인 보행 재활치료를 시행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를 통해 뇌성마비 아동의 운동 발달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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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whole body vibration exercise on gait in
children with spastic cerebral palsy

Beomki Yoo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Dong-wook Rha)

Cerebral palsy, a well-known neurodevelopmental disease, causes
disabilities in early childhood and persists throughout life. Since
spastic cerebral palsy is the most common type, reducing spasticity
is an important goal in treating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Proper positioning, passive stretching, physiotherapy with active
movement, and splinting are applied as conservative treatments.
Oral medication, botulinum toxin injection, and orthopedic and
neurosurgical operations have been reported to reduce spasticity.
Whole body vibration, which has recently been used for
rehabilitation, is known as a non-invasive treatment without
serious side effects. It was also reported to be effective in terms
of reducing spasticity.
In a previous study, the immediate effect of a single session of
whole body vibration on spasticity in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was reported. A reduction in spasticity measured using Modified
Ashworth Scale and Modified Tardieu Scale lasted for 1-2 hours
after single session whole body vibration exercise was observed.
However, it remains unknown whether the abnormal gait pattern
could be improved after single session whole body vibration
exercise reducing spasticity. Therefore,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verify whether the ankle joint angle, muscle length
and surface electromyography activity of ankle plantarflexors would
improve after single session whole body vibration exercise.
This study was executed with 20 children with spastic cerebral
palsy (aged 3-18 years old) with the true equinus gait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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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and after single session whole body vibration exercise,
spasticity evaluation using Modified Ashworth Scale and Modified
Tardieu Scale, computer 3D gait analysis, and surface
electromyography during walking were performed. For the whole
body vibration exercise, Galileo (Galileo® med basic alternating
Vibration Training (Novotech Medical, Pforzheim, Germany)) was
used. Treatment sessions consisted of the following schedule:
10-minute treatment, 1-minute rest, and 10-minute treatment. The
vibration protocol was 20 Hz with 4 mm vertical displacemen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Spasticity of the ankle plantar flexor, as measured by Modified
Ashworth Scale and Modified Tardieu Scale, significantly improved
after a single session whole body vibration exercise.
The median difference in Modified Ashworth Scale score between
before and after whole body vibration exercise was 1.0 with knee
flexion (p<0.05).
For the Modified Tardieu Scale, the R1 angle significantly
improved after single session whole body vibration exercise. The
median difference in R1 angle between before and after single
session whole body vibration exercise was 5.0 with knee flexion.
The median difference in R2 angle between before and after single
session whole body vibration exercise was 5.0 with knee flexion
and 10 with knee extention (p<0.05).
2. Gait kinematics improved after single session whole body
vibration exercise, including ankle plantarflexion in sagittal plane
which decreased during initial contact, terminal stance, pre-swing
and initial swing (p<0.05).
3. Muscle length improved after single session whole body
vibration exercise, including the soleus muscle length which
increased during loading response, terminal stance and pre-swing,
initial swing (p<0.05).
4. Muscle activity were improved after single session whole body
vibration exercise, including muscle activities of vastus medialis
and semimembranosus decreased during terminal stance (p<0.05),
and muscle activity of soleus decreased at the initial contact and
mid stance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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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found that a single 20-minute session of 20Hz whole body
vibration exercise reduces spasticity of ankle plantarflexors and
improves the abnormal gait pattern. The results suggest that
single session whole body vibration performed just before gait
training sessions may help to better prepare children with
spasticity to acquire and develop motor skills.

Key Words : spasticity, whole body vibration, cerebral palsy, gait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