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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측 하지의 근활동 개선이 편마비 환자의 균형조절에 
미치는 영향 
- 증례 보고 -

정기조 · 황병용 김찬규** 

일산사랑병원 물리치료실 · 용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치료학과i 

한려대학교 물리치료학과** 

The Effects of Improving Muscle Activity of Affected Lower Limb on 
Control of Balance for Patient with Hemiplegia 

Ki-Jo Jung . Byong-Yong Hwang*' Chan-Kyu Kim**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Ilsan Sarang Hospital 

Departηlent of Physical Therapy, College of Natural Science, Yong In University' 

Depart，ηlent of Physical Therapy, Hanlyo University*' 

Abstract 

Background and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nnine the effect of improving 
muscle activity of affected lower limb on balance control for patients with hemiplegia. 
Subjects and Methods: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an adult with right hemiplegia who has 
been treated in Ilsan Sarang hospital. Time up & go test, and functional reach test were used for 
the evaluation. The subject had 24 times of 30 minutes-treatment session in two weeks.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time up & go test was decreased 25.21 
second, and functional reach test was increased 16.2 cm. 
Conclusions: Muscle activities of lower limb is very close related with control of balance of the 
patients with herniple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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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균형은 기저면 (base of support) 내에 무게중 

심을 유지하고， 신체의 이동시 평형을 지속적으 

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Nasher， 

1990). 이러한 균형은 동작 수행 시 자세를 조 

절하면서， 외부 요동(perturbation)에 적절하게 

반응하여 자세를 유지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며 

(Berg et al., 1992), 한 봄의 움직 임 을 탐지 하는 

감각과 감각정보의 통합 적절한 선경근 반응의 

수행을 포함하는 매우 복잡한 과제이다(Nashner 

et al., 1990). 

신체의 요동에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 

법 (balance strategy)은 다양하며 , 여 기 에 는 발목 

전략(a따de strategy) , 고관절전략(hip strategy) , 

디 팀 전략(stepping strategy) 이 있다(Nashner et 

al., 1990). 

발목전략은 지면 상태에 대해 느린 움직임과， 

작은 요동에 사용되며， 기립 자세의 요동을 조 

절하는 첫 번째 패턴중의 하나로서 안정성 있 

는 자세를 위해 무게중심을 회복하기 위한 인 

체 운동의 중심을 발목관절에 두는 것이다 

(Umphred, 1995). 고관절전략은 무게중심 이 안 

정성 한계 Oimit of stability)에 가까워 질 때나 

바닥면이 매우 좁을 경우 혹은 발목전략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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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울 때 이용하게 된다(Umpm-ed， 1995). 디 

팀전략은 중력 중심이 기저면 또는 안정성 한 

계를 넘을 때 사용되는 전략이며， 균형 회복을 

위 해 사용된다(Shumway-Cook and Horak, 1989). 

인체는 고유수용성 감각을 포함한 시각， 체감 

각， 전정감각의 입력을 통하여 무게중심의 이동 

을 감지하여， 주위 환경에 적절한 동작 방법을 

결 정 한다(Horak et a1., 2001). 하지 만 편 마비 환 

자의 경우 운동과 감각 신경로의 손상 및 감각 

해석의 이상으로 자세 및 선택적인 운동조절을 

방해하게 된다(Sackley et a1., 1992). 이로 인해 

운동장애， 감각장애， 지각장애， 인지장애， 언어장 

애 등을 동반하게 되며 특히 고유수용성 감각 

장애와 비정상 근 긴장도로 인해 균형 조절 능 

력 이 저 하 된 다(Ryerson et a1., 1997) 

이러한 균형조절 능력의 감소는 같은 나이의 

정 상인에 비 해 선 자세 에 서 의 자세 요동(postural 

sway)이 두 배 정 도로 커 지 며 (Nicholas, 1997), 

두 발을 지면에서 떼지 않고 균형을 유지한 상 

태에서 무게중심을 이동할 수 있는 최대 거리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일산사랑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편마비 환자 중 의사소 

통이 가능하며， 연구자의 지시 내용을 이해 할 

수 있고 과거력상 당뇨병이나 만성 선장 질환 

등의 말초신경 손상을 일으킬 병력이 없는 다 

음 환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1) 환자· 정 o O( 남， 만 52세， 오른쪽 편마비 ) 
2) 주소: 왼쪽 기저핵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 

마비 

3) 과거 력. 당뇨병， 고혈압 등의 다른 병 력은없다. 

4) 병력 06년 11월 18일에 소파에서 균형감각 

없어지면서 오른쪽 사지의 약화로 왼쪽 기저 

핵 부위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로 진 

단 받았다. 

5) 신 경 학 적 검 사: 경 직 은 Modified Ashworth 

Scale 상 우측 상지 가 Grade 1+, 동측 하지 는 

Grade 0 이다. 

6) 감각 검사· 모두 느낄 수 있다. 
로 정의 되는 안정성 한계도 감소한다(Geiger 

。 7) 관절 가동 범위: 상하지 모두 정상 가동범위 
et a1., 2001). 특히 하지에서는 비대칭적인 체중 

분포와 신체의 정중선으로부터 중력중심의 편 

위 등이 주요 문제 점 이 다(Dettnamm et al. , 1987). 

중력중섬 편위에 의한 균형 저하는 보행주기에 

서 두발지지 동안 마비측에 체중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여 정상인보다 보행속도가 

느리고 비대칭적인 특정을 보인다(Peπy， 1969). 

또한 지지면의 요동에 대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전형적으로 발목 전략을 이용하여 하퇴 

근육에서 처음 활성화된 후 대퇴근육으로， 그 

다음 복부 및 체간 근육 순으로 활성화 되지만， 

편마비 환자의 경우 발목전략 보다는 고관절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근 활성의 잠복시간도 

길어 진다(Shumway-Cook and Horak, 1989) 

따라서 본 연구는 마비측 하지의 근 길이와 

근 활동 증진을 통한 균형조절 전략 개선이 편 

마비 환자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11.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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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8) 보행: 독립 보행 가능하다. 

2. 연구 대상 평가 

1) 누운 자세: 우측 어깨가 좌측에 비해 더 내 

회전 되어있으며， 머리가 왼쪽 방향으로 회전 

되어 있다. 또한 우측 하지의 과도한 외회전과 

발의 내번 (inversion)되어있으며 족궁(ankle 

arch)의 변형을 볼 수 있다. 

2) 앉은 자세: 골반의 후방경사로 인해 좌골 결 

절 üschial tuberosity)로의 체중지지가 결여되 

어 있다. 또한 척주의 과도한 후만과 목과 어 

깨부위가 하방으로 처져있어 중력에 대한 몸 

통의 근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선 자세: 대둔근과 주위부 근육들의 안정성 

부족으로 골반의 전방경사와 흉추의 후만을 

볼 수 있으며， 무릎의 과도한 신전과 우측 발 

목의 내번이 보인다. 또한 연합반응으로 인해 

팔꿈치관절이 굴곡되어 있고， 하지의 체중지 

지는 좌측으로 무게중심이 편향되어 있다. 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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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세에서 일어날 때 넓은 기저변을 가지 관절의 가동성을 증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걸 

고 주로 몸통과 팔의 모멘텀을 이용해 일어 음을 떼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여 발목전 

나는 특성을 보였다. 략을 촉진하였다[그림 5]. 

4) 보행: 좌측 하지에 체중을 많이 지지하며 

골반의 전방경사와 회전으로 골반을 들어서 

보행을 하고 있다. 또한 발목의 내번과 무릎 

의 과도한 신전으로 넓은 기저면과 봄의 과 

도한 요동이 나타났다. 전형적인 편마비 환자 

의 고관절 전략을 이용한 보행을 하고 있으 

며， 잘 걸어야 한다는 의식적인 보행이 고관 

절 전략을 더 촉진하고 있는 양상이다. 

3. 치 료 

2007년 6월 18일부터 2주간 하루 2회에 걸쳐 

치료가 이루어졌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누운 자세: 먼저 발목과 발의 가동성을 증 

진시켜 발이 지면에 효과적으로 디딜 수 있도 

록 해준 다음， 무릎을 구부리고 바로 누운 자세 

(hooklying position)에서 골반 경사 운동을 시 

켜 고관절 신근과 복근의 근 활동을 촉진시켰 

다[그림 1]. 그리고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환자 

의 마비측 발이 치료사의 복부에 닿게 하여 딪 

힌 사슬형태의 고관절 신근 강화운동을 시킨 

후 치료대에 앉게 하였다[그림 2]. 

(2) 앉은 자세: 누운 자세에서의 치료와 연계하 

여 고관절과 발목 주위의 난 활동을 촉진하고 

기능적 움직임을 이끌어내기 위해 양하지를 굴 

곡시킨 자세에서 골반 경사운동과 좌우 체중이 

동으로 균형능력을 증진시켰다[그림 3]. 이 자세 

에서의 골반 경사운동은 고관절과 슬관절의 신 

근 및 심부 복근의 근력 강화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자세에서 다시 일어 

날 때 골반 후방경사와 신장된 복근 길이가 유 

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그림 4]. 

(3) 선 자세: 그림 4에서 이루어진 근 활동 개 

선 내용이 최대한 이어지도록 신체 정렬을 최 

그림 1 골반경사운동 그림 2. 고관절 신 근운동 

그림 3. 무릎굽혀 선 자세 그림 4. 일어나는 자세 

「씬 F’ 쐐i펄l 
- 빠뭔[ 
ll않i좌 

1댐 

-톨 

그림 5. 발목 전략 촉진운동 

그림 6. 오자미 놀이 그림 7. 공치기 놀이 

적의 상태로 유지하면서 우측 발이 효율적으로 (4) 보행과 놀이치료: 편마비 환자의 보행 문제 

지면반발력이 생성되도록 하였다. 그 다음 발가 중 하나인 과도한 수의적인 노력을 최소화시키 

락 신근과 외전근 근력 강화를 통해 발과 발목 기 위해 오자미를 바구니에 넣는 게임이나[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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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을 치는 것[그림 7]과 같은 다양한 과제를 일 오전 치료 전 시간인 45.22초에서 12일 동안 

부여하여 발목의 가동성을 증진을 통한 발목전 치료 후 오후 치료 후 시간이 20.01초로 보행 

략의 사용을 촉진하였다[그림 7J. 속도가 25.21초 감소했다 치 료가 시 작된 1일부 

터 12일까지 전반적으로 보행 시간이 감소하고 

4. 평가 방법 및 도구 있으며， 오전 치료 전 · 후 보다 오후 치료 전 · 

후의 보행시간이 감소했다. 평균적으로 오전 치 

1) Time Up & Go test (TUG) 료 후가 치료 전 보다 2.92초， 오후 치료 가 치 

TUG는 기능적 운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 료 전보다 2.14초 감소했으며. 하루 평균 4.92초 
사 방법 이 다(Podsiadlo and Richardson, 1991). 보행 시 간이 감소했다[표 1]. 

TUG는 노인의 균형능력과 기능적 운동성을 평 

가하여 낙상의 위험을 예측하기 위하여 사용되 

어 왔지만， 최근에는 허약한 노인뿐만 아니라 

뇌졸중， 파킨슨병， 관절염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Morris et al., 2001). 

시간 측정을 위해 연구대상자는 치료대에 앉 

아 있다가 출발 선호와 함께 테이블에서 일어 

나 3m 거리를 걸어가 다시 되돌아와서 앉는 속 

도를 측정한다. 1회 연습과정을 거친 후 3회 반 

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한다. 

Podsiadlo 등(1991)은 이 검 사의 측정 자 내 

신뢰도(r=.99) ， 측정자 간 신뢰도(r=.98)가 높고， 

건강한 정상 노인의 경우 7-10초 정도의 범위에 

속하고， 30초 이상이면 이동능력이 의존적이고， 

혼자서 실외 이동을 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2) Functional Reaching Test (FRT) 

이경무 등(2002)은 FRT를 보행이 가능한 뇌 

졸중 환자에게 적용하여 그 결과의 선뢰성을 

다른 임상적 평가방법들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전방 FRT는 보행가능한 편마비 환자의 보행능 

력 및 낙상의 위험을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 

는 기립위 균형력의 평가도구이며 다른 평가방 

법에 비해 임상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검사도구 

라고 하였다. 측정자를 이용해 1회 연습과정을 

거친 후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한다. 

" 1. 연구결과 

1. Time Up & Go test 측정 시 간(초) 

균형조절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TUG 에서 1 

표 1. Time up & go test 단우1: 초 

수
’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
균
 

-1 
2 
3 
4 
5 
Cu 

7 
8 
9 
m 
n 
u
펴
。
 

치
 -

오전 

치료전 치료후 

45.22 44.21 
36.75 33.52 
36.89 23.59 
20.86 19.18 
27.28 22.19 
27.30 26.74 
20.09 14.01 
21.77 18.85 
21.98 20.23 
21.28 23.10 
21.01 20.08 
20.50 20.10 
26.74 23.82 

오후 
치료전 치료후 

43.61 34.37 
34.09 25.04 
19.18 18.20 
22 .12 18.55 
21.86 23.24 
26.39 21.63 
21.14 20.16 
15.61 20.58 
20.51 19.72 
22.03 21.05 
20.50 9.231 
20.46 20.01 
23.96 21.82 

표 2. Functional reach test 단우1: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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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unctional reach test 측정 거 리 (Cm) 

균형조절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FRT에서 1 

일 오전 치료 전 거리인 28.0 cm에서 12일 동 

안 치 료 후 오후 치 료 후 거 리 가 44.2cm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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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전략은 발이 기저면에서 떨어지지 않고 

무게중심 정렬이 안정성 한계내의 거의 중심부 

내에 있을 때나 선체 요동이 0,3Hz 이하로 

릴 때 나타나는 전략이며， 신체 요동이 1Hz 이 

상일 때는 고관절 전략이 발생하고， 0，3Hz에서 

1Hz 사이에서는 족관절 전략과 고관절 전략이 

1 • 

16.2 cm 증가 했다. 치료가 시작된 1일부 터 12 

일까지 전반적으로 측정 거리가 증가하고 있으 

며， 오전 치료 전 · 후 보다 오후 치료 전 · 후의 

측정거리가 증가 했다. 평균적으로 오전 치료 후 

가 치료 전 보다 1.7cm 오후 치료 후가 치료 전 

보다 1. cm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 2.3cm 측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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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Time up & go test (단우1: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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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조절을 위한 균형 전략의 사용 향상은 

기능적인 활동 안에서 이루는 것이 최선이며， 

특히 균형 전략은 드물게 독립적으로 사용된다. 

발목전략 사용을 재훈련하기 전에 이 전략은 

환자가 발목에 적절한 관절가동범위와 힘을 가 

져 야한다(Shumway-Cook and McCollum, 1990). 

발목전략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최 

소한 5。에서 10。정도의 배측 굴곡이 이용되어야 

하며， 고관절전략을 위한 범위는 중력중심의 움 

직임이 가능한 곳에서 고관절의 굴곡과 신전이 

이 용되 어 야만 한다 보통 고관절 굴곡은 300

, 신 

전은 5。정도이다(Kalberg 등， 1991). 

동시에 나타난다. 무게중심 요동이 느리면 느릴 

수록 전후 안정성 한계의 범위가 12。에 이르지 

만 요동의 정도가 좀 더 빨라지면 안정성 한계 

는 2
0

-3。정도로 빠르게 줄어든다. 이러한 상황 

에서는 잦은 빈도의 조그만 요동에도 안정성 

한계의 끝에 직면하게 되어 균형을 위협하게 

된다. 고관절 전략은 감소된 안정성 원추 내에 

서 흐트러진 균형을 빠르게 교정할 수 있기 때 

문에 효과적 이 다(Nashner， 1990). 디 덤 전략은 

기저면을 넘어 중력중심이 이동되는 요동에 반 

응에 단독적으로 사용된다(Horak. 1991). 더 최 

근 연구에서는 기저면 안에 중력중섬이 유지될 

때까지도 걸음을 펠 때나 손을 뻗을 때와 같은 

상황에 서 도 나타난다(Brown et al., 1999; Mcllroy 

그림 9. Functional reach test (단위: cm) 

찰 고 

리가 증가했다[표 2]. 

IV. 

and Maki, 1993), 

정상인에서는 지변의 요통이 큰 곳에서 

할 때 고관절 전략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고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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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 전략의 사용은 체간과 무릎， 발목의 활동 

에 제한을 초래한다. 편마비 환자의 보행에서도 

같은 원리에 의해 보폭이 짧아지게 되고， 보행 

속도 등의 감소가 나타나게 된다. 고관절 전략 

의 과도한 사용은 발목전략의 사용을 제한시키 

고 부척 추근(paraspinal)과 복근의 활동을 제 한 

하게 되 어 중심 안정 성 (core s ta bili ty )을 약화시 

키게 된다. 중심 안정성은 두발 보행을 하는 영 

장류에서 특히 발달된 구조이다. 

중심 안정성은 좁아진 기저면내에 무게중심 

을 유지하면서 두경부와 상지의 동작을 효율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로， 이 부 

위의 기능 약화는 안정성한계의 감소가 펼연적 

으로 나타나는데， 대다수의 편마비 환자는 이러 

한 안정성한계의 감소가 통반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심 안정성의 

근 기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하다. 

균형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기능적인 치료를 위해 보바스 치료를 적 

용했다. 전반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마비측 고관 

절 및 슬관절 신근 강화 운동과 골반 경사 운 

동을 통한 중심 안정성에 관련된 하복부와 배 

부 근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발목의 움직임과 운동성을 제공함으로 

고관절 전략보다 발목전략의 사용을 향상시킴 

으로 대상자의 균형조절 능력을 제공했다. 또한 

놀아걱료외 같 E 괴-제률 제공함으로써 지면에 

대해 발목의 적절한 지면반발력을 느낄 수 있 

도록 하였다. 

그 결과 균형조절 능력을 측정한 TUG 검사 
에서 치료를 시작한 12일 동안 45.22초에서 

20.01초로 보행속도가 증가했으며， FRT에서는 

28.0cm에 서 44.2cm로 증가하여 안정 성 한계 의 

증진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한명의 대상자를 상대로 

치료하여 얻은 결과를 전체 편마비 환자에게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향후 더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이 연구가 향후 연구에 기초 자 

료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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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 

이 통합되어 이루어지지만 발목전략과 고관절 

전략에 초점을 두었을 때， 정상 보행은 발목전 

략을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펀마비 환자의 경 

우 중심 안정성(core stability) 이 약해져 있으 

며， 보행시 골반이 전반 경사와 후퇴 (retraction) 

되면서 고관절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고관절전략의 사용은 체간과 무릎， 발목 

에 영향을 미쳐 보행에 많은 장애를 초래한다. 

또한 안정성한계의 감소가 나타나 무게중심이 

통(weight shifting)에 제한을 갖게 된다. 따라 

서 감소된 안정성 한계 내에서 새로운 감각과 

운동 전략을 발달시켜 새로운 범위의 안정성 

한계를 확보해 나감으로써 균형 조절 능력과 

보행기능의 향상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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