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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effects of extensor activation of the affected lower limb on repetitive sit-to-stand 
and walking in patient with hemiplegia. Methods A subject received extensor activation training on the affected lower 
limb. The treatment was conducted 30 minutes a day, 3 times a week for four weeks. Subject was measured with Five 
times sit to stand test (FTSTS) and Timed “Up & Go” test (TUG). Results FTSTS and TUG were reduced after the 
intervention from 64 seconds to 55 second and from 88 seconds to 82 seconds respectively.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the intervention including activating extensor muscles and widening base of support on the hemi-side foot 
provided benefits on repetitive sit-to-stand and walking posi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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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수의적 움직임은 특별한 환경에서 움직일 때 선행적 자세조절

(APAs)이 발생되는 적절한 자세조절을 필요로 한다.1) 그러므

로 자세조절에 반응 하는 근육은 다른 근육들보다 먼저 활성화

된다.2)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Sit to Stand, STS) 동작은 

독립적인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STS는 안정된 앉

은 자세로부터 상 적으로 불안정한 선 자세로의 전환이 포함

되며, 하지와 몸통 근육의 조화로운 수축이 요구 된다.3) 그리

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STS움직임 패턴은 의자의 높이와 발

의 위치와 같은 환경적인 매개 변수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앉은 자세가 제한된다면, 명확한 STS궤도의 모델은 최적화 될 

수 있다.4) 
몸의 질량 분배와 기저면 (base of support, BO)S

에 한 신체의 무게중심 (center of mass, COM) 은 일어서

는 동안 균형을 유지 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신경시스

템이 COM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은 사실로 추정되어왔고, 

안정적으로 일어서기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관절회

전력, 좁아진 지지면(두발)에 압력중심을 안정적으로 이동시키

는 능력, 그리고 환경에 따라 일어나는 전략을 수정하는 능력

이 필요하다.5,6) Cheng 등 은 일어서기 동작을 3단계로 분류

하였다. 첫 번째는 초기단계로 참가자의 몸통굴곡과 수직 지면

반발력이 감소되는 단계가 나타나며, 두 번째로 실행단계는 가

장 짧은 단계로 수직지면 반발력이 생성되고 가장 많은 수직반

동이 생성되는 시기이다.7) 세 번째로 서기단계는 가장 많은 수

직 반동이 있을 때 시작되어 마지막 서기 자세로 몸 전체의 수

직 힘이 안정화되는 시기이다. 특히 앞정강근과 넙다리근은 일

어서기 동작 동안 질량중심 앞쪽과 위쪽으로 이동시키는데 중

요하며, 넙다리뒤근과 가자미근은 원심성 수축을 통해 이러한 

움직임의 정도를 조절한다. 넙다리근과 앞정강근은 엉덩이 떼

기 시점 전에 넙다리근은 엉덩이 떼기 직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8) 앉아서 일어서기 동작 (sit to stand)와 서서 앉기 동

작 (stand to sit) 동안 전경골근은 몸이 앞으로 움직이기 전

에 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선행적 자세조절에 가장 표적인 

근육으로 보이며, 상호적인 활성화 패턴에 따르면, 가자미근의 

반  작용은 예상되어진다.9,10) 그러므로 발의 안정성에 중요한 

전경골근의 빠른 활성은 가자미근의 활성수준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7) 그리고 sit to stand 와 stand to sit에서, 하지에 

한 몸통의 전방움직임은 움직임 전에 전경골근의 활동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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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이 필요하다. 이는 CNS가 움직임의 방향에 한 작은 변화

에 반응하여 근육의 선행적 활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뒷

받침 한다.1) 상호억제 (reciprocal inhibition)란 주동근의 수

축에 의해서 수의적인 운동을 할 때 동시에 길항근이 억제 되

는 현상을 말하며
11, 건강한 사람의 경우 수의적인 동작을 하는 

동안 길항근의 α-운동 신경원의 흥분성은 척수 억제 경로의 중

추 변조에 의해 조절되는데, 근 긴장 이상증 에서는 이 상호억

제기전의 장애로 주동근과 길항근의 동시 수축이 일어나며 이

로 인하여 운동장애가 초래된다.11,12) 그리고 경직형 뇌졸중 환

자나 척수 손상 환자는 이러한 억제 경로의 결함으로 인해 주

동근과 길항근의 수축과 이완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다.13) 

여러 문헌들은 뇌졸중과 관절장애 및 신경근육질환과 같은 건

강상태는 STS움직임을 할 때 특별한 변화양상을 보인다고 말

한다.14) 뇌졸중은 임상적으로 뇌의 침범부위에 따라 감각, 인

지, 지각, 언어기능의 손상 및 의식수준의 변화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손상을 일으키며 일반적으로 뇌병변 부위의 반 편에 

운동결핍으로 인한 마비 혹은 쇠약을 특성으로 한다.15) 특히, 

뇌졸중 환자의 문제점은 비 칭적 체중지지와 비정상적인 신체

의 균형, 체중을 사방으로 이동하는 능력의 결함, 섬세한 기능

을 수행하는 특수한 운동요소의 상실 등으로 일어서기 동작 시 

체중의 중심이 전, 상방으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나타나며, 앉

은 위치에서 일어서기 동작 시 자신의 비 칭적인 움직임을 인

식하지 못하고 있다.16,17) 만성뇌졸중 환자들이 여전히 비효율

적이고 불안한 방법으로 기능적 활동을 수행하고, 재활시기 동

안 환측 사지의 사용을 피하면서 적절하지 못한 움직임을 통해 

기능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측 발목

의 길항작용을 촉진하여 환자가 좀 더 나은 sit to stand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었다.8)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뇌단층화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에 의해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연구 조건

을 충족 한 환자 1명을 상으로 주 3회 1회당 30분씩 총 4주

에 걸쳐 실시하였다. 연구 상자의 선정 조건은 뇌졸중으로 

인하여 편마비가 된 발병기간이 6개월 이상인 환자, 호흡계 및 

근골격계 질환의 과거력이 없고, 연구자가 지시하는 내용을 이

해하고 따를 수 있는 환자, 수동적 배측 굴곡 각도에 제한이 

있는 환자, Modified Ashworth Scale 경직 정도가 2단계 이

하인 환자로 정하였다. 그리고 환자에 한 부가적인 평가로 5

번 앉았다 일어서기 동작 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Five 

Times Sit To Stand (FTSTS) 와 동적 균형 검사인 timed 

up go test (TUG) 또한 실시하였다. FTSTS 통해 Sit to 

Stand (STS) 검사를 하였다. 이 검사는 안락하고 조용한 검사

실에서 STS 검사 수행 시 최 한의 근 긴장도를 줄이기 위하

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등받이가 없는 침  

(bobath table)에 앉아 양팔을 가슴에 교차한 후 상지의 도움 

없이 일어서고 앉는 동작을 5회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상자는 일어서기 동작 

시 상지의 도움이 필요하여 FTSTS시 상지를 사용하였으며 환

자가 평소에 일어나는 로 편안한 STS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일어선 자세는 체간을 바로 세우고 슬관절과 고관절을 완전히 

신전한 상태로 정의하였으며, 검사에 앞서 상자들에게 STS 

검사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두 지시와 1회의 시범을 

보여 주었고, “시작” 명령에 따라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는 동

작을 5회 반복하였다. STS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을수록 

하지 근력과 동적 균형 능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18) TUG 

는 평편한 바닥에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놓고 의자에서 3m 떨

어진 곳에 표시물을 설치한다. 보행방법은 평상시 사용하는 신

발을 착용하도록 하며 보행할 때 보행 보조도구 (지팡이, 워커)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발목보조기 또는 다른 사람의 물리적인 

도움은 받지 않도록 한다. 보행 측정시간은 연구 상자가 팔걸

이가 있는 의자에 편안하게 앉고 양발은 바닥에 놓여있는 상태

에서 “일어나서 반환점을 돌아 의자에 앉으세요”라는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3회 실시하여 평균시간을 기록 하였다.19)

치료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바로 누운 자세에서 발의 내재

근 (intrinsic muscle)을 활성화시켜 외재근을 이완시키고 교

각운동을 통해 골반 주위 근에 협력수축 및 슬괵근 근위부를 

강화시키고 지면에 해 발 뒤꿈치를 누를 수 있는 능력을 향

상시켜 하지에 체중을 입력하여 감각에 자극을 준다. ② 앉은 

자세에서 골반 움직임과 함께 코어 (core) 근육을 활성화 시키

고, 척추의 선택적 움직임을 만들어 체간을 바로 세운다. 그리

고 발의 넓은 접촉면을 위해 발의 내재근 활성과 발외측면의 

체중지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동측 하지의 근활성 패턴의 증진

을 위해 새끼벌림근 활성화를 통한 발목외번 (eversion)과 발

목굴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일어서기 동작에서 가자미근

의 구심성 수축에 의한 뒤꿈치 딛기와 같은 형태로 발뒤꿈치를 

바닥 방향으로 내리도록 천천히 유도한다. 발목관절의 정렬향

상을 위해 발뒤꿈치 안쪽의 팽팽한 연부조직이 충분히 길어질 

수 있도록 유지하고 발목의 굴곡과 신전동작의 반복을 촉진한

다. ③ One leg standing을 시킴으로써 무릎 신전근 위에서 

발뒤꿈치 방향으로 압박을 가하여 sit to stand를 유도한다. 

III. 결 과

FTSTS 에서 상자는 치료 전 64초에서 치료 후 55초로 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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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ariations of Five times sit to stand and Timed up 
and go test (N=1)

Pre-test Post-test

FTSTS 64 55

TUG 88 82

FTSTS, Five times sit to stand; TUG, Timed up and go test; unit, 
second

Figure 1. Variations of Five times sit to stand and Timed up
and go test

가 감소되었고 TUG 에서는 치료 전 88초에서 치료 후 6초 

감소된 82초로 향상된 결과를 가져왔다. 측정 결과는 Table 1 

그리고 Figure 1 과 같다. 

IV. 고 찰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작 중 

하나인 일어서기 동작은 신경계 손상 환자의 기능적인 회복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하지의 가장 원위부에 위치하면서 작은 지

지면으로 인체를 받춰주는 동시에 걷거나 뛰기 등을 담당하는 

발에 초점을 맞춰, 본 연구에서는 발의 접촉면을 넓혀 하퇴신

근의 길항작용이 앉았다 일어서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20-22)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는 동작 시 

FTSTS의 소요시간이 1분 4초에서 55초로 움직임을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감소하였고, TUG의 경우 1분 28초에서 1분 

22초로 움직임 수행시간이 감소하였다. 치료 후 FTSTS검사 

시 치료 전보다 더 나은 자세조절을 보이며 FTSTS를 수행하

는데 적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치료 전에 뇌졸중 환자들이 일

어서기 동작에서 비마비측의 체중부하가 더욱 크므로 비마비측 

하지에 더욱 의존하는 보상 작용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수행 시

간이 빨라 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23) 높은 궁으로 정

의되는 과도한 회외발은 중족의 저 운동성으로 지면 반발력에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과도한 회외발의 족저 감각정보들

은 정상발이나 회내발에 비해서 족저 감각들이 감소하게 된

다.24) 따라서 발의 접촉면을 넓혀 발에서 들어오는 족저 감각

정보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였다. Raine등은 길항근으로

써 가자미근의 길이단축과 근약화는 발목굴곡을 제한하며, 과

도한 내번 (inversion)을 보인다고 하였다.25) 이와 같은 비효

율적인 발목정렬은 전경골근의 보상적인 근 활성화로 인한 것

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어서기 동작 시 근력약화는 동작수행의 

속도를 저하시키게 되어
3 지면반발력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21, 일어서기 동작 수행 시 정확한 자세유지를 하지 못해 무게

중심의 위치변화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뇌졸중으로 

인해 편마비 환자들은 STS를 하는 동안 마비측 다리의 체중지

지를 자발적으로 피하게 되어 균형 잡힌 자세를 취하지 못한

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STS동안 발의 위치를 후방에 두는 

것이 균등한 체중지지와 건측 하지의 과사용 방지를 위해 바람

직하다고 보고 되었다.26) 이러한 연구결과로 보았을 때 발의 

내재근을 활성화시켜 발의 접촉면을 넓게 하고 하퇴신근의 길

항작용이 STS를 수행하는 동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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