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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and Purpose: This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ffect on the muscle 
power and functional change before and after the cybex strengthening program to the children 
with spastic diplegia for the improvement of the muscle power after operation. 
Subject and Methods: Subject is an inner patient with cerebral palsy in the Severance 
rehabilitation hospital as of August 27 2007. She got an orthopedic operation in March 13. 2007 
and cast removed in May 31. We trained them for the knee extension and flexion concentric 
contraction training by using Cybex 770 dynamometer 15 times for 4. 
Results: (l) GMFM test: The result of the GMFM before the training showed 75.9% but that 
of the GMFM after the training increased 85.4%. First of a11, it showed the biggest change in 
the E item. (2) TUAG test: The result of TUAG test before the training is 33.1 seconds on 
average. (3) Strengthening test: The peak torque of concentric extensor to the right side 
increased 1.5%, total work decreased 2.5%.The peak torque of concentric flexor to the right side 
increased 0.5% and total work 3.0%, too. The peak torque and total work of concentric extensor 
to the left side had no change, that of concentric flexor increased 3.0%, 1.0% each. (4) Tardieu 
Scale: The knee flexor to the right side increased 200 from 400 to 60。’ the left side 350 from 40。
to 750. The knee extensor to the right side increased 50 from 1350 to 140。’ the Ieft side had no 
change as 140。
Conclusions: To find out the functionaI improvement and building up of the muscle power after 
cybex strengthening program to the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who got an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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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뇌성마비는 비진행성 결손 혹은 미성숙한 뇌 

에 비진행성 병변으로 인한 움직임과 자세에 

장애를 보이는 임상 증후군이 q(Nelson and 

Swaiman, 1993). 뇌성마비 아동은 비정상적인 

운동조절과 제한된 관절가동범위， 선택적 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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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의 불충분한 근력으로 인해 움직임과 자세 

를 유 지 하는 데 어 려 움을 가진 r:t( Castle and 

Reyman, 1979). 경직형 양하지마비 아동의 전 

형적인 보행패턴은 과도한 슬관절 굴곡과 증가 

된 고관절 내전과 내회전 양상을 보인다(Gage ， 

1991). 이 런 증상이 있는 아동들은 성 장기 에 정 

형 외과적 수술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수술의 

목적은 더 나은 기능을 위한 관절의 범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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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골격 변형의 조절이다 정형 외과적 수술 후 힘근의 등속성 근력 운동 실시 후 근력과 기능 

회복되는 정상 근 길이， 근육 균형， 근 절개와 향상의 변화를 보고자 함이다. 

건 이행은 이미 약화된 근육의 근력약화를 초 

래 한다(Wiley and Damiano, 1998; Damiano et 

al., 1995). 

근력의 중요성은 힘과 운동기능사이의 직접 

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뇌성마비 아동 

의 무릎 신전근의 끈력은 대동작 기능과(Kr없ner 

and Macphail, 1994) 보 행 속도와(Damiano et 

al., 1995) 상관관계가 있다. 또한 crouch양상이 

개선된 보행을 하며， 더 나은 보행 효율성을 갖 

는다 

근력운동이 경직의 정도를 증가 시킨다는 전 

통적인 관념에도 불구하고 뇌성마비 아동에게 

근력 운동을 실시한 후， 경직 정도에 부정적인 

영향 없이 상당한 근력 증가를 보이며， 오히려 

적절한 근력은 파긴장을 감소시킨다고 한다 

(Kramaer and MacPhail, 1995). 

Kramaer와 MacPhail( 1994)은 성 장기 뇌 성 마 

비 아동의 무릎 선전근력에 따른 보행 능력과 

대동작 기능 사이에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연구에서 성장기 경한 양하지 마비 아동의 무릎 신 

전근과 무릎 굽힘근의 근력 강화에 따른 대동작 기 

능과 보행 효율성(Energy Expenditure Idex, EEI) 

을 8주 기간 동안 등속성 근력 운동으로 변화 

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무릎 신전근 근력운동 

시 대 동 작 기 능 평 가(Gross Motor Function 

Measure, 이하 GMFM) 와 보행 효율성(EEI)이 

의미 있게 향상되었다. 10-18세 경직성 양하지 

마비아동을 대상으로 대퇴사두근의 구심성수축 

과 원심성수축 근력운동을 10주 동안 주 3회 

실시한 경과 peak torque와 무릎관절의 관절가 

동범위가 증가하고 경직이 감소되었다고 하였다. 

선행된 연구와 같이 근력 향상에 따른 뇌성 

마비 아동의 기능과 보행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근력 향상에 따른 

기능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해보았으나， 정형 

외과적 수술한 경직성 양하지 마비 아동에게 

등속성 근력강화운동을 적용한 사례 연구는 드 

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근력약화가 있 

는 양하지 마비 아동의 무릎 신전근과 무릎 굽 

11.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 기간 

뇌성마비 경직성 양하지마비(만 12세， 여)로 

2007년 3월 13일 정형외과적 수술을 받고 2007 

년 5월 31일 cast off하였다. 아동은 학습 가능 

한 인지를 가지고 있어 양하지 모두 Cybex 770 

dynamometer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며 

훈련 전 GMFCS 결과는 Level 3으로 측정 되 었 

다. 본 연구는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2007년 9월 4일부터 10월 4일까지 시행하였다. 

2. 연구방법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재활병원에서 등속성 

기구를 사용한 무릎관절 굴곡-신전근의 구심성 

수축(concentric contraction) 훈련을 각속도 90 

도에서 3세트(10회 1세트)를 4주간 15회 시행하 

였 다. Cybex 770 dynamometer, Gross Motor 

Function Measure (GMFM) Test, Time Up 

and Go Test(TUAG) , Tardieu Scale를 사용 

하여 실험 전 후를 비교 분석하였다. 

3. 측정 방법 및 측정 도구 

1) GMFM test 

GMFM test는 뇌성마비 아동을 평가하기 위 

해 만들어진 표준화된 관찰 측정 지표이다 88 

개의 항목으로 점수를 기록하며 크게 5개의 동 

작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는 5개의 항목을 측 

정하였고 평가는 훈련 전， 후 동일한 연구자가 

평 가하였다(Russell et al., 1989). 

2) Time Up and Go test (TUAG) 

시간 측정은 두 명의 연구자가 훈련 전， 후에 

5회 측정 후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회의 

측정값을 선택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측정 방 

-
껴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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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고관절과 무릎의 각도가 90도인 의자에 동일하도록 정렬시켰다. 검사가의 저항패드를 

바로 앉고 팔은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시작” 경골 말단부 1/3지점에서 뒷면을 벨크로우 스 

이라는 지시어와 동시에 스톱워치를 누르고 ”끝 트랩으로 고정시켰다. 골반과 대퇴 원위부는 

”이라는 지시어와 동시에 스톱워치를 누른 후 스트랩으로 편안하게 고정시켰다. 

정확한 시간을 기록한다[그림 1]. 측정기구의 손잡이를 잡게 하였고 구두격려 

그림. 1 TUAG test 시작 전과 걷는 모습 

그림 2 Cybex strengthen training 준비 자세 

3) Strength test 

무릎 굴곡근과 선 전근의 구심 성 수축동안 pe왜 

torque값과 work을 측정하였다. Test는 훈련 

전과 직후 Cybex 770 dynamometer를 사용하 

여 각속도 90도에서 각각 2세트(5회 1세트)씩 

실시하였고 모든 torque와 work값은 중력을 고 

려하여 수정되었다. Test동안 고관절을 약 80도 

굴곡시킨 상태로 등받이를 사용해 곧게 앉았고 

무릎 굴곡， 신전의 축과 검사기 팔의 회전축을 

72 

를 제공하였다 훈련을 시 행하기 전 3번의 연습 

한 결과를 가지고 각속도， 관절가동범위， 근활 

동 순서를 선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훈련을 시 

행하였다. 

만약 1 세트에 쉬지 않고 3회를 수행하지 못 

하거나 torque값의 분산이 클 경우 2분 쉬고 재 

측정 하였다[그림 2]. 

데이터는 슬관절 굴곡 20-90도의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훈련 전 후의 결과값은 2세트의 

평균으로 각각 계산되었다. 

4) Tardieu Scale 

Tardieu Scale은 임상적으로 경직를 측정하는 

도구로 modified Ashworth Scale 보다 더 

적 절한 측정 지표이다. Tardieu Scale은 빠른 

속도와 느린 속도의 수동적인 움직임에 대한 

저항이 없는 관절가동범위를 goniometer로 

측정하는 도구이다. 측정방법은 

(1) 슬관절 굴곡근 : 바로 누운 자세에서 

고관절과 슬관절을 90도 굴곡 시 킨 후 

슬관절 선전에 대한 수동적 관절가동범위와 

빠른 속도에서 최초저항이 나타나는 각도의 

범위를 측정한다. 

(2) 슬관절 선전근 :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슬관절 굴곡에 대한 수동적 관절가동범위와 

빠른 속도에서 최초저항이 나타나는 각도의 

범위를 측정한다. 

11 1. 연구결과 

1. GMFM test 

훈련 전 GMFM의 총 결과값은 75.9%였으나 

훈련 후에 85.4%로 9.5% 향상되었으며 E항목 

(걷기 달리기 뛰기)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표 1]. 



000 et al 
The Effect of the Cybex Program on the Muscle Power & Improving Functional Change to the CP 

표 1 훈련 전 · 후 GMFM 점수 결과 

훈련 전 훈련 후 

눔기와 뒤집기(%) 100.0 100.0 

앉기(%) 95.0 98.3 

네발기기와 무릎서기(%) 88.1 100.。

서기(%) 59.0 61.1 

걷기 달리기 뛰기(%) 22.2 85.4 

합계(%) 75.9 85.4 

2. Time Up and Go test (TUAG) 

훈련 전 결과값은 평균 33.1초였고 훈련 후 

결과값은 29.8초로 3.3초 단축되 었다[표 2J. 

표 2. 훈련 전 · 후 TUAG 결과 단우1: 초 

훈련 전 훈련 후 

(평가자 A!B) (평가자 A!B) 

1회 49.0/49.5 39.8 / 39.9 

2회 41.6 / 41.5 34.2 / 33.9 

3회 32.5 / 32.5 29.6 / 29.6 

4회 25.2 / 25.4 25.7 / 26.0 

5회 24.3 / 23.9 25.2 / 25.0 

평균 33.1 29.8 

3. Strength test 

우측 구심성 신전근의 peak torque는 1.5%증 

가하였고 total work는 2.5% 감소하였으며， 우 

측 구심성 굴곡근의 peak torque는 0.5%, total 

work는 3.0% 증가하였다. 좌측 구심성 신전근 

의 peak torque와 total work에 변화가 없었고 

좌측 구심 성 굴곡근의 peak torque는 3.0%, 

total work는 1.0%증가하였다[표 3J. 

표 3. 훈 련 전 • 후 peak torque와 total work 결 과 

Rt Lt 

훈련 전/후 훈련 전/후 

Concentric Flexion 
Peak Torque (Nm) 17.0 / 17.5 14.5/ 17.5 
Total Work (J) 12.5 / 15.0 10.0 / 1l.0 

Concentric Extension 
Peak Torque (Nm) 34.0 / 34.5 28.5 / 28.5 
Total Work (]) 34.0 / 3l.5 23.5 / 23.5 

4. Tardieu Scale 

우측 슬관절 굴곡근은 40。에 서 60。로 20。 증 

가하였고， 좌측 슬관절 굴독근은 40。에서 75。로 

35。 증가 하였으며， 우측 슬관절 선전근은 135。

에서 140。로 5。 증가하였고， 좌측 슬관절 신전 

근은 140。로 변 화가 없 었 다[표 4J. 

표 4. 훈련 전 · 후 Tardieu Scale 결과 

훈련 전 훈련 후 

Rt. 40 65 
Knee Flexor(O) 

Lt. 40 70 
135 140 Rt. 

Knee Extensor( 0) 
Lt. 140 140 

IV. 고 찰 

뇌성마비 아동은 뇌손상으로 중추신경계 조 

절 능력이 소실되어 선택적인 근육 조절의 감 

소， 비정상적인 근 긴장도， 길항근과 주동근의 

불균형， 균형능력 감소 등의 문제로 비정상적인 

보행 특성을 보인다(Gage， 1991). 경직성 양하 

지마비 뇌성마비 아동의 전형적인 보행패턴은 

대퇴관절의 과도한 내전， 내회전을 흔히 볼 수 

있고， 무릎은 입각기 동안 굴곡 또는 과신전 될 

수 있다. 이러한 하지의 운동성 결여를 보상하 

기 위해서 뇌성마비 아동은 보행하는 동안 과 

도하게 머리， 몽통， 상지를 움직여서 체중을 이 

동시키거나 균형을 유지한다. 그로 인하여 뇌성 

마비 아동은 근육 단축 및 관절 구축과 힘을 

효율적으로 생성하기 위한 근육길이 확보에 문 

제 점 을 갖는다. Darniano 등(2000)은 뇌 성 마비 

아동 24명과 신경운동 손상이 없는 아동 20명 

의 근력을 비교한 결과 뇌성마비 아동은 모든 

근육에서 구심성 Torque와 원심성 Torque가 감소 

하였고， 특히 원심 성 Torque보다 구심 성 Torque가 

더 감소했다고 하였다. 

Dalrniano(1995)은 뇌 성 마비 경 직 성 양하지 

아동과 정상아동 사이에 6주 동안 대퇴 사두근 

에 점진적 최대 등척성 저항운동을 시행하였다. 

정상아동의 근력변화는 적였으나 뇌성마비 아 

동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상에 가까운 

근력을 가졌다고 하였으며， 짧은 기간의 저항운 

동이 근력을 상승시킨다고 제안하였다.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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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en(2003)은 경직성 양하지 뇌성마비 아동 

21명에게 6주간 흠 프로그램 근력강화 운동 후， 

GMFM E항목(서기， 걷기， 달리기와 뛰기)에서 

향상되었다. 근력운동시 경직의 감소， 변형의 

수술적 중재와 보조기 관리와 같은 보전적 전 

략이 근력 운동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Diane(1994)은 경 직 성 양하지 뇌 성 마비 아동 

14명에게 6주 동안 최대 등장성 힘의 65%의 부 

하로 저항운동을 시행한 후 보행에 미치는 효 

과를 보았는데， 그 결과 초기 업 각기 에 crouch 

gait가 개선되었고 stride length가 증가하였다. 

John(1994)은 뇌성마비 아동 17명에게 2주간 

무릎 굴곡근과 신전근의 퉁속성 근력강화 후 

보행 효율성과 GMFM이 향상이 되었다 특히 

무릎 굴콕근보다 무릎 신전근의 근력이 향상되 

었을 때， 기능적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위에 서술된 연구 결과처럼 뇌성마비 아동이 

근력강화 운동 후 경직이 증가하지 않고 근력 

향상을 통해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뇌성마비 아동의 근골격계 변화는 정형외과 

적 수술을 펼요로 한다. Vandenbome 등(1998) 

은 수술 후 4-8주 간의 근육의 비사용으로 근 

육의 단면적이 20-30% 정도 감소하며， 근력의 

감소가 첫 1주 동안 하루에 1-6% 정도 감소한 

다고 하였고， 수술 후 니타나는 근력감소를 개 

선하기 위해 뇌성마비아동의 치료 시 근력강화 

운동이 치료적 중재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Dimitrios 등(2006)은 수술한 뇌성마비 아동 

에게 근력강화 운동을 시킨 그룹과 일반적인 

물리치료를 시킨 그룹간의 차이를 보았는데 단 

기간에는 근력강화 운동을 시킨 그룹에서 근력 

향상을 보였다， 그러나 장기간으로 보았을 때에 

는 근력향상의 정도가 비슷하거나 큰 향상을 

관찰할 수 없다고 하였다. 

본 증례에서는 보행의 질적 향상에 대한 객 

관적 측정을 실시하지 못하였고， 아동의 동기부 

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못하였다. 

Dimitrios 등(2006)은 근력 강화 운동을 진행 

하는 동안 아동의 인내력을 강화하는데 동기부 

여가 중요하다고 하였고， 그 방법으로 아동의 

동기부여를 위해 훈련군과 경쟁자군을 두어 아 

통 스스로 선택하게 하거나 게임의 형식을 가 

진 근력강화 운동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수술 후 양하지마비 아동의 근력강 

화 운동효과를 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사용하고， 아동의 통기부여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증례에서는 정형외과적 수술 후 근력향상 

을 위하여 경직성 양하지 마비 아동에게 4주간 

15회 cybex strengthening program 실 시 한 후 

훈련전과 후의 근력과 기능변화를 보았다. 

GMFM 평가결과는 훈련 전 GMFM의 총 결 

과값은 75.9%였으나 훈련 후에 85.4%로 9.5% 

향상되었다. 특히 E항목(걷기， 서기， 달리기)에 

서 훈련 전에는 22점이였으나 훈련 후에는 85.4 

점으로 의미 있는 향상을 보였다. 

TUAG 평가결과는 훈련 전 결과값은 평균 
33.1초였고 훈련 후 결과값은 29.8초로 3.3초 단 

축되었다. 대동작 기능 평가의 E항목(걷기， 서 

기， 달리기)의 점수는 의미 있는 증가를 보였지 

만， 속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평가 시 

3미터를 걷는 속도는 증가하였으나， 일어서는 

동작과 돌아서는 동작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 

문이라고 본다 

Tardieu Scale 평가 결과는 우측 슬관절 굴곡 

근은 40。에서 600로 20。 증가하였고 ，좌측 슬관 

절 굴곡근은 40。에 서 75。로 35。 증가 하였으며 , 

우측 슬관절 선전근은 135。에서 140。로 5。 증가 

하였고 좌측 슬관절 신전근은 140。로 변화가 없 

었다. 이 평가의 결과 근력강화 운동 후 경직 

이 증가되지 않았고， 오히려 관절가동범위는 증 

가를 보였다. 이는 근력강화 운동이 아동의 경 

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근력평가 결과는 우측 구심성 신전근의 peak 

torque는 1.5% 증가하였 고， total work는 2.5% 

감소하였으며， 우측 구심성 굴곡근의 peak 

torque는 0.5% 증가하였고， total work도 3.0% 

증가하였다. 좌측 구심성 신전근의 peak torque 

와 total work에 변화가 없었으며， 좌측 구섬성 

74 -



000 et al 
The Effect 01 the Cybex Program on the Muscle Power & Improving Functional Change to the CP 

굴곡근의 pe밟 torque는 3.0%증가하였으며， total 

work도 l.0%증가하였다. 

위 와 같이 4주간 15회 등속성 기 구를 사용하 

여 무릎관절 굴곡-신전근의 구심성 수축 훈련 

결과 근력강화와 기능향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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