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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기능적 전기 자극: Part II 
- 척수손상인의 기능적 보행울 중심으로 -

이재호 
연세의료원 재활병원 물리치료실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Part II 

Lee Jae-ho, B.H.Sc., R.P.T., O.T.R. 
D때t. of Physical Therapy, Yonsei Rehabilitation Hospital, 

Yonsei Uηiversity Medical Center 

When applying FES to patients, proper evaluation must be performed prior to treating 

patient. Patients with thoracic lesions between T4-T12 are suitable for FES. However, 
these patients must have excitability of the leg muscles. Thus, excitability testing is 

an essential part of the screening program(stimulation at 80V gives a response). 

Before standing or w떠king is attempted the patients must perform restrengthening 

exercise, so that the Quadriceps muscle group minimum strength is 40 Nm 

(corresponding to a manual grade of F+ to G). After that walking and standing can 

be attempted. The effects of FES are as fol1ows: prevents pressure sores;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muscle properties; prevents disuse atrophy and 

contractures. 

Key Words :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Spinal cord injury; Amb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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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척수손상인의 기능적 전기자극(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은 정 상적 으로 신 경 지 

배를 받지 못하는 근육을 전기자극하여 기능 

적인 동작， 즉 서기나 걷기， 쥐기 동작을 유도 

하는 방법이다. 국내에도 이 치료 기기가 시 

판되고 있어 본 연구는 기능적 전기자극에 관 

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n. 본론 

1. 신경학적 원리 

전기자극을 하면 근 섬유가 직접 홍분하거 

나 감각선정이 자극된 후에 반사작용에 의하 

여 운동신경이 홍분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능적 전기자극에 사용되는 맥동기간(p띠se 

duration)으-로 자극하면 근육보다는 신경이 먼저 
흥분된다. 또한 맥동기간이나 맥동강도(pulse 

intensity, amplitude)에 따라 동원되는 운동단위 

(rrotor 뼈t) 수가 다르고， 활동 운동단위 (active 
rrotor 뼈t)씌 홍분율은 맥동빈도(띠se re때tation 

rate, frequency, Hz, pps, cps)에 의 해 달라져 

운동반웅의 양이 달라지 게 된다. 

2. 근 반응 

전기자극에 의한 근수축은 수의적인 근수축 

Sllmulolα 

과 동원의 순서가 달라 근피로가 빨리 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맥동빈도플 

조절하거나， 계속적인 운동으로 근섬유의 유형 

을 변화시 키 거 나， 교차 근자극법 (rotary muscle 

stimulation)을 이 용하는 방법 이 었다. 

3. 기계학적 원리 

기기는 자극방법에 따라 원심성 자극기 

(efferent FES)와 구심성 자극기 (afferent 

FES)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고관절 굴독 

근을 직접 자극하여 보행하는 방법이며， 후자는 

유각기 에 굴곡 도피 반사(f1exion withdrawal 
reflex)를 이용하여 보행을 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조절체계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내 

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양식에 의해서만 자 

극하는 방법은 열린 회로 조절체계 (open-loop 

control system)라고 하며， 닫힌 회로 조절체 

계 (closed-loop control system)는 감지 기 

(sensors)에 의 해 측정 된 근력 이 나 위 치 둥이 

되먹엄 정보를 받아 자극기가 전기자극을 계 

속적으로 조절하도록 되어 있다. 

4,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기기 

기기는 크게 자극기， 전선， 자극전극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자극전극은 표면전극과 경피전극， 

삽입 전극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1). 

8 C D 
EleclIl퍼e designs for fNS systems: (A) Skin surface elecπ여e. (B) epimysla1 

(muscle surrace) electrode. ‘,C) nerve cuff electr<녕e ， (D) inσamuscular electrode with percu
taneous lead. 

그뭘1. 자극전극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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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개변수 

자닥할 조직을 흥분시키기 위해서는 전기 

자극을 적 절한 강도(p띠se intensity, amplitude), 

맥동기간(p버se duration), 맥동빈도(때lse rep=tition 

rate, frequency , Hz, pps, CpS)로 자극하여 야만 

한다. 이를 주기적인 단상파를 예로 도식화하 

면 그림2와 같다. 

electrical 
stimulation 

current 
。r

pulse 
duratlon 

voltage 

amplitude 

tlme 
period 

그림2. 맥동강도와 맥동기간 

5. 1. 파형 (waveform) 

기능적 전기 자극에 사용되는 전류는 정현 

파 전류， 스파이크 전류， 맥동전류가 사용되나 

주로 맥동전류가 많이 사용된다. 이 전류는 

위상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비교적 낮은 강 

도로 자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어 통전으로 인한 통증이나 

불쾌감이 적다. 파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장방형 단상파(rectangular monophasic)나 이 

상파(biphasic， 교대성， 비대칭성)가 많이 사용 

된다. 단상파는 활성 전극을 구별하여 자극하 

여야 하지만 이상파는 그럴 필요가 없으며， 

이상파가 동원의 순서를 조절하거나 근육의 

수축력이 더 좋으며 조직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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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맥동강도와 맥동기간 

역치값 이상의 맥동강도로 전기 자극을 하 

게 되면 전기장내의 홍분하는 근섬유가 증가 

하게 되어 우력이 증가하게 된다(그림 3). 그러 

나 포화(saturation)에 이르면 우력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비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각 근육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강도는 

다르다. 

맥통기간 또한 근육에 비슷한 영향을 주어 

선형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으며， 감각이 있 

는 척수손상인을 자극하는 경우에는 맥동기간 

이 길게 되면 통증을 느끼게 되고 화상을 입 

을 위험이 높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0,1-

0,5 rns로 고정해 놓고 맥동강도를 조절하여 

근수축력을 조절한다(그림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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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맥동강도와 우력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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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팀4. 맥동기간과 우력간의 관계 

5.3. 맥동밴도 

매 초마다 한번의 맥동에는 0.2초간의 단일 

수축이 일써나고 각 단일 수축간에는 이완 상 

태가 된다. 그러나 맥똥빈도가 10 벼가 되면 각 

수축간에 이완 상태가 없어지고， 20 바가 되면 

연속적인 끈수축이 일어나 강축이 발생한다. 이 

와 같이 연속적인 근수축이 일어나는 주파수를 

fusion frequency라고 하며 근육마다 다르다. 

맥동빈도에 따라 우력과 근피로도가 달라진 

다. 맥동강도가 높을수록 우력값은 증가하나 

근피로가 빨리 온다. 이는 정상적인 근수축에 

비하여 계속 같은 근섬유들이 작용하고， 신경 

-근 접합부의 신경전달물질이 한번에 방출되 

어 근피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그림5， 

6). 

-88-



i한국전문울리치료학회지 제2권 제2호 

KAUTPT Vol. 2 No 2‘ 1995. 

‘ ’5 '50rrelr‘c 

40Hz 

momenl stimulat.on 
[Nm] ’requency 

10 

5 

10 20 30 ~O so 60 70 
shmulahon voltage [V] 

그림5. 맥동빈도와 우력간의 관계 

Isometnc 
moment 10 , .. 0.3ms 

lNm) 
e 

6 

4 -- ’=50Hz 
2 

--- f =30Hz 
_._.- f :20H2 

. 
‘ “ 

.. -.-
‘、 ‘ . “ “ 

o 5 10 15 20 25 30 time[s] 

그림6. 맥동빈도에 따른 우력의 시간적 변화 

5.4. 자극 주기 

일 명 “ on-off cycle"이 라고 하는 자극 주기 

(duty cycle)는 전 기 자극을 하는 시 간과 하지 

않는 시간의 비율이다. 즉， 우리가 마비된 사 

지를 전기 자극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연속 

적으로 자극(p버se tr머n)을 하여야 하나 단절 

시켜야 할 펼요가 있는데 이때의 연속 자극 

시간(train duration)과 휴식 시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자극 주기이다. 이것은 근피로 

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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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자극 주기와 근피로 

6. 환자의 선별과 평가 

척수손상인 모두가 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여러 가지 조건 

을 만족하더라도 의학적인 문제가 있다면 어려 

움이 있다. 따라서 환자를 정확히 평가하고 파 

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6. 1. 손상 부위와 정도에 따른 션벨 

보행이나 서기를 목적으로 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4번 흉수에서 제12 
번 흉수 손상이 적절하다. 이는 상위의 척수손 

상(제3번 흉수 손상 이상)일 경우에는 서기 자 

세를 유지할 능력이 부족하고， 척추기립근의 마 

비와 상지씩 움직임으로 인하여 척추의 변형을 

초래할 가늪성도 많다. 또한 제 12번 흉수 아래 

부분이 손상을 받으면 척추와 척수의 관계에 

의해 하위운동성신경원형 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어 적용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6.2. 신경학적 상태에 따른 션별 

하위 손상일 경우에는 하지를 지배하는 신 

경이 하위운동성신경원형 손상을 동반하는 경 

우 가 있다. 따라서 처음에 전기 자극에 대한 반 

용 여 부를 평 가하여 야 한다. George(1984)에 

의하면 하위운동성신경원이 정상적일 경우에 

는 최 소한 80 rnV에 는 반웅(근수축)을 보여 야 

한다고 한다. 

감각이 남아 있는 곳과 이상을 나타내는 부 

위， 반사， 경직이 나타나는 유형도 평가하여야 

한다. 신전형의 경우는 서기와 초기의 근력 

강화 운동을 할 때에는 도움이 되지만， 보행 

시에는 무릎 관절의 굴곡이 잘 나타나지 않고 

가위 걸음이 나타나게 된다. 경직이 아주 심 

하여 관절이 굽혀지지 않는 경우는 기능적 전 

기 자극이 치료 대상이 되지 못한다. 

6.3. 생리학적인 상태의 선벨 

기능적 전기 자극으로 서기나 보행을 하게 

되면 전기 자극이 가해지는 부위는 정상인보 

다 강한 수축을 하고 상지는 균형이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도한 힘을 사용하므로 혈 

압과 호홉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한다 수축 혈 

압이 200 mmHg 이 상이 거 나 90 mmHg 이 하， 이 
완 혈압이 100 mmHg보다 높으면 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를 고려 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척 

수 손상인이 호흡곤란을 보이면 치료를 중단 

하거나 운동량을 점차적으로 늘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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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일반적인 신체 상태에 따른 선별 

관절 가동 범위는 발목 관절의 배측굴곡이 5。’

무릎 관절은 완전한 신전이 가능하여야 하고 고 

관절은 5。 정도 과신전이 가능하여야 서기 자세 

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선 자세에서 체중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골다공증이나 뼈의 문제 

가 없어야 한다. 피부의 궤양이나 욕창， 발진 

표1. FES의 적용 대상자 

둥이 있는 경우에는 전극을 부착하는데 어려움 

이 있으므로 이를 먼저 치료하여야 한다. 

그 밖에는 척수손상인의 일반적인 신체 상 

태 (비만， 시력， 청력)， 나이， 관심도， 교육 정 

도 둥이 있다. 교육 정도가 너무 낮으면 기계 

조작의 어려움이 있고， 시력이나 청력에 이상 

이 있으면 되먹임 신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대상자 비대상자 

중-하위 흉수 손상자 

전기 자극에 근 반웅이 나타나는 

상위 운동성 신경원형 마비 

신체 기능이 정상인자 

정신적으로 안정된 자 

상위 경수 손상자 

근위축이 심한 

하위 운동성 신경원 마비 

관절의 구축， 심한 경직， 욕창， 

비뇨기 감염 둥의 의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 

비현실적인 현실감을 갖고 있는 자 

이상의 평가 결과로 기능적 전기 자극을 하 

여 서기만 시도할 것인지， 보행을 할 것인지 

들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확히 환자의 

보행 능력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확한 

평가와 환자의 노력이 요구될 뿐이다. 이러한 

변에서 치료사의 윤리적인 면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7. 엄상적 적용 방법 

기능적 전기 자극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치료적 적용 방법으로 불구 

상태의 진전 (progress)을 정지시키거나 반전 

(reverse)시키기 위해서이다. 둘째， 기능적 동 

작의 재획득으로 하지의 이통력 Oocomotion) 

이나 상지의 조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용하는 경우이다. 

불완전 손상의 경우는 신경학적 상태가 복 

잡 • 다양하여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결과 

(outcomes)가 불확실하다. 또한 전기 자극을 

하는 목적은 하나의 관절을 위해 적용하는 것 

이 아니며， 자극하는 전극 아래의 근육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전기 자 

극을 시작하기 전에 치료 목적과 우리가 원하 

는 운동 반웅(motor response)을 설 정 하여 야 

한다. 

7.1 치료적 적용 방법 

이 방법은 우리가 전기 자극 치료라는 이름 

하에 근골격계에 근력 강화， 경직 감소， 구축 

으로 인한 변형 방지， 척추 측만증의 교정 동 

의 치료적 목적으로 널리 사용해 왔던 방법이 

다. 따라서 여기에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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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기능적 적용 방법 

1) 근력 재강화운동 

근력 강화 운동은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빨리 시직하는 것이 좋고， 침상 생활 상태 

에서도 근력 증가 운동을 할 수 있다. 강화 

운동의 방법은 둥척성이나 둥장성 운동， 둥속 

성 운동， Bicycle ergometry을 통하여 실시한 

다. 둥척성 운동으로 대퇴사두근을 강화시키 

기 위해서는 무릎 관절을 30-60。 굴독 시킨 

상태에서 자극하면 낮은 강도로도 최대의 근 

력을 얻을 수 있다(Perry ， 1972). 처음에는 근 

반웅이 전류의 세기를 높여도 전 관절 가동 

범위를 유지할 수 없거나 근피로가 바로 나타 

날 수도 있다. Bicycle ergometry는 자전거 의 

페달에 위치 감지기를 부착하고 4채널의 자극 

기를 이용하여 운동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계가 고가라는 단점은 있지만 심혈 

관계에도 영향을 줌으로 서거나 결을 때에 무 

리 없이 결윷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일반적으화 근력 강화 운동 기간은 Rajko와 

Pavln(1985).은 2-3개월， Kradj와 Bajd(1989) 

은 최소한 대퇴사두근의 근력이 30-50 Nm 

(isometric)되어야 서기를 할 수 있다고 하였 

음으로 이 범위까지 실시한다. 또한 George 

(1984) 둥에 의 하면 무릎펴 짐 근의 근력 이 40 

Nm(도수근렉상 F+)되어야 서기를 할 수 있 

다고 한다. 그러나 근력이 적당하면 근력재강 

화운동을 하지 않고 바로 서기를 할 수도 있 

다. 불완전 손상인 경우에는 조절 능력과 근 

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biofeedback을 혼합하 

여 사용하기도 한다. 

2) 서기 

앉기와 서기를 하는 동안에 척수손상인이 

안색아 창백해지거나 호흡수가 느려지거나， 

빈맥이나 서맥 동의 현상을 보이면 치료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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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휴식을 취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사침대 (TTS)에 

서 바로 세웠을 때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환자라야 한다. 또한 치료사는 서기를 시작하 

기 전 에 protective extension reactions이 나 

균형 감각이 있는지， 서기나 공간에 대한 이 

해가 있는지， 신체의 일반적인 상태가 서기에 

견딜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 일어서기 

처음에 설 때는 균형을 잡거나 팔의 힘을 

이용할 필요가 있고， 선후에 바로 근피로가 

오는 경우도 있어 standing frame이나 평행봉 

에서 서기를 실시한다. 

자세는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자차 

의 앞쪽으로 앉은 후에 평행봉을 팔로 잡고 

(환자의 치료 정도에 따라 walker, 목발 둥을 

이용한다.) 몸을 앞으로 숙인다. 또한 발은 무 

릎 관절 뒤쪽에 두어야 일어설 때에 무게중심 

이 발목 관절에 존재하게 되어 넘어지지 않는 

다. 다음에 조절기를 조작하여(주로 손가락으 

로 스위치를 누르는 동작) 자극기를 작동시키 

고 일어선다. 이때에 대부분의 자극기는 조작 

자가 일어서기에 필요한 강도로 설정해 놓은 

전류가 흐르기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0.5 

-1 s , 2 s., 지연 시간) 즉시 일어나게 되지눈 

않는다. 

처음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서지 않도록 하 

며， 앉은 후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척수 손상인 에게 

물어 보도록 한다. 위치나 자세 감각이 손상 

되어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여 

러 번 반복하여 척수 손상인이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져 스스로 폼 조절을 할 수 있을 때까 

지 서기와 앉기를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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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일어설 때의 자세 

@ 서 있기 

일어 선 후에는 상지로 균형을 잡고， 바로 

선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관절을 과신 

전시켜 ‘ C-curve’를 이용하여 서게 한다. 이것 

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척수손상인에게 둔부를 

앞으보 내밀고 가슴을 최대한으로 며게 하면 

된다. 이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면 모든 상체 

의 체중을 팔이 감당해야 하므로 척수손상인 

은 힘이 들게 되며， 반대인 경우에는 발목 관 

절이 안정되고 체중이 중력 중심선을 따라 하 

지에 전달되므로 상지를 균형을 잡는 데에 사 

용할 수 있다. 

처음에는 서 있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 

극 강도로 자극하고 피로가 나타나 무릎 관절 

이 굽혀지면 자극 강도를 올려 준다. 그러나 

너무 오래 서 있게 되어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 피로가 빨리 오게 되고 이때에는 자극 

강도릎 올려도 무릎이 더 이상 펴지지 않게 

된다. 띠라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시간을 서게 

하지 말고 피로가 나타나면 휴식을 취하게 하 

고， 횟수를 증가시켜 지구력을 기른 후에 시 

간을 늘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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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자세에서는 한 손이나 두 손놓고 군형 

잡기， 체중 이동하기， 한 발 앞으로 보내기 등 

의 균형 훈련과 옴 가누기 훈련을 점차적으로 

실시한다. 이러한 동작은 조절기를 작동하거 

나 보행기 (walker)를 앞으로 밀거나 가져 갈 

때에 필요한 동작들이다. 서기 동작에서 균형 

을 잘 유지할 수 었으면 여러 가지의 일상생 

활 동작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오랜 시간을 

서 있을 수 었으면 biped forward gait 방법 

으로 결을 수도 었다. 

@ 앉기 

앉을 때에는 먼저 의자차의 위치를 확인하 

고 조절기를 조작한다. 이때에도 지연 시간이 

있기 때문에 팔로 상체를 지 탱하변서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몸이 뒤로 가면서 앉으면 된 

다. 주의할 사항으로는 이 시간에 앉지 못하 

거나 둔부를 뒤로 빼지 못하변 주저앉을 수 

있다. 

이상의 동작을 척수손상인이 자극기의 조절 

과 동작이 조화를 이 룰 수 있도록 반복하여 

연습한다. 치료사는 벨트나 허리띠를 잡아 주 

어 환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해 주며 처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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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동작마다 정확한 지시를 해주어 당황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거울 앞에 두어 환자가 
자세 감각을- 익히게 하고 스스로 몸 가누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척수손상인이 모든 상황 

에 익숙해지면 혼자서 시행하도록 한다. 

3) 걷 기 (gait training) 

보행을 하기 전에 관절 가동 범위와 골다공 

증의 여부， 골격계의 안정성 동의 생체 역학 
적인 변에서 환자를 평가하고， 갑작스러운 병 

리적 변화활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여 

야 한다. 이러한 것을 임상에서 손쉽게 평가 
하는 방법은 환자가 장하지보조기를 이용하여 

보행 훈련달 하고 있던 환자라면 별 문제없이 

보행 훈련달 실시할 수 있다. 보행 훈련을 하 
기 위해서단 환자가 적어도 3-5분 정도를 서 

있을 수 있을 때에 시작한다. 

보행 방법에는 동작에 필요한 근육들을 직접 

자극하여 걷는 방법 (Marsolais와 Kobetic, 1983, 

1987, 1988)과 반사작용과 필요한 근육을 같 

이 자극하는 방법 (Bajd 둥， 1983), 그리 고 대 

퇴사두근만을 자극하여 장하지 보조기와 통일 

한 방법 으로(swing toY- swing through) 걷 

기 를 시 도하는 경 우가 있다(Holle 동， 1984). 

반사작용을 이용하는 4채널 자극기의 경우 

에는 2채널은 무릎펴짐근을 자극하여 서고， 2 
채널은 비골두 부위의 비골 신경을 자극하여 

굴곡 도피 반사에 의해 발목 관절과 무릎 관 

절， 고관절의 굴곡 작용을 일어나게 한다. 즉 

걷기를 할 때에는 무릎며짐근이 자극되어 있 

는 상태에서 가고자 하는 다리의 스위치를 누 

르면 비골 신경이 자극되어 유각기 상태가 된 

다. 그리고 상체로 옴을 조절하면서 발목을 

원하는 상태에 놓으면 다시 양 무릎펴짐근이 

자극된다. 다음에는 Walker나 목발을 앞으로 

가져간 후에 이상의 동작을 반복하여 보행을 

하게 된다. 6채널 자극기는 2개의 채널이 고 

관절 신전근을 자극하여 입각기에 ‘C-curve ’ 

를 유지하여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상의 

작용을 전기 자극 양식으로 나타내면 그림과 

같다. 

Seconds 2 3 ‘ 5 fI 1 8 9 10 11 12 13 14 15 16 17 

rtJght + 
Quad 

RlQht + 
Hlp 

Rlgþt + 
Step 

left 
Quad 

예
·
ψ
 체
 뿌
 

LH 

L니
히
 

+ 

Sland Slep 

그뭘9.6채널 자극기의 자극 형태 

lSl l! p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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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료 시간 

계속적인 전기 자극을 가하면 근피로도가 쉽 

게 오므로 한번에 오랜 시간을 치료하는 것보 

다는 시간을 줄아고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환자도 기계 조작이나 취해야 할 

동작애 빨리 익숙해진다는 이점이 있다. 

8. 전극의 배치 

(1960)은 바늘전극으로 발가락， 발둥， 발뒤꿈치， 

족저， 둔부 등을 자극하였다. Lee와 Johnston 

(1970)은 표면전극으로 후 하퇴부， 발바닥， 발 

똥을 매개변수를 달리하여 자극한 결과 발바닥 

이 가장 쉽게 굴곡 반사가 유도되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 Kralj (1989)은 천비골 신경， 총비골 

신경， 장딴지 신경， 복재 신경을 자극하여 맥동 

강도， 맥동기간， 맥동빈도와 자극 시간， 자극 

전극 부착 부위는 대상자에 따라 다르며 

라가 원하는 동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 부위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T 

8. 1. 대퇴사두근 

활성 전극은 외측광근의 운동점보다 위 부분 

과 외측에 두며 비활성 전극은 슬개골 위쪽에 

둔다. (Kralj 에 의하면 슬개골 7-10 cm 위에 다 

른 전극은 이보다 7-10 cm 위에 부착하는 것 

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전극을 최대 

한의 운동 단위의 동원을 위해 근섬유의 수직 

방향으로 둔다. 이때에 고관절에 구축이 있거나 

대퇴꼼은근의 굴콕 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극쓸 내측광근과 외측광근에 둘 수도 있다. 

8.2. 발목 관절의 배측굴곡 

활성 전극은 앞경골근과 비골근이 동시에 자 

극될 수 있도록 경골에서 떨어진 끈 팽대부에 

둔다. 또한 활성 전극은 크기가 너무 크지 않 

아야 하며 경골 신경이나 저측 굴곡근을 자극 

하지 않아야 한다. 비활성 전극은 배측 굴곡근 

에 두는 방법과 비골두에 부착하는 방법이 었 

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비골 신경을 자극하여 

굴곡 반사를 유도하기 위해 활성 전극은 비골 

두에 부착하고 비 활성 전극은 배측 굴곡근의 

끈 팽대부에 두는 방법이 었다. 그러나 이상은 

일반적인 1캉볍이며 치료사가 부착 방법을 변화 

시키고 환자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가장 이상적 

인 위치를 찾아내어야 한다. 

1) 굴곡 반사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전극의 

위치 

굴꼭 반사를 유도하기 위 해 Kugelberg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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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굴곡 반사 반웅을 유도하기 위한 매개변수 
Kraij (1989)의 위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맥동강 

도， 맥동기간， 자극 시간을 증가시키면 고관절 

의 굴곡 각도가 증가하였으며， 또한 자극 횟수 

가 늘어날수록 각도가 일시적으로는 감소하나 

일정한 수준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8.3. 고관절 신전근 

활성 전 극은 PSIC(Posterior Superior Iiac 

Crest) , 비활성 전극은 아래의 근 팽대부에 부 

착한다. 그러나 큰 둔부근 주위에는 지방질이 

많아 효과적인 근수축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또한 서기나 걷기 시에는 조직의 l없이ty로 인 

하여 전국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게 되므로 관찰 

을 하여야 한다. 

9. 효과 

마비된 지절에 전기 자극을 함으로서 근육의 

수축 능력과 관절 가동 범위를 유지하고， 근력 

과 피로에 대한 지구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기능적 동작을 수행하거나 순환계 

나 호흡계에도 영향을 줄 수 었다. 

혈액순환의 증가로 피부의 상태가 좋아지고 

혈전이나 욕창도 방지할 수 있다. 하지에 체중 

이 부하 되면서 골화현상과 구축을 방지할 수 

도 있다. 그리 고 기 립 자세를 취 할 수 있어 방 

광과 배설 기능 촉진， 선 자세에서 자세 감각 

과 균형 유지 능력의 유지와 증진시켜 줄 수 

있다. 아직 많은 논란은 있지만 경직을 완화시 

켜 주는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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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는 척수손상인의 기능 

적 수준을 높여 주기 위한 치료 방법이다. 또 

한 그들에게 서거나 결을 수 었게 해줌으로써 

순환 자극， 욕창 방지 둥의 효과도 기대 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치료사의 

정확한 평가와 환자의 의욕이 요구된다고 하겠 

다. 

아직 기능적 자극기가 적용의 제한성， 근피 

로， 감지기의 계발 둥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는 

있다. 그 중에 굴곡 반사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와 반웅 정도에 따라 치료사가 선 

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자극을 주더 

라도 반사가 항상 같은 반웅을 보이는 것은 아 

니다. 다만 경직의 유형이 굴곡형인 경우에는 

신전형보다 반응이 잘 나타나는 경향이 었다. 

또한 상업화펜 자극기만를 사용하는 우리는 나 

름대로의 문제점이 있다. 환자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의 매개 변수를 변화시킬 수 없고， 

고가의 의료 장비가 되어 가정에서는 사용하기 

가 어렵게 된 경향이 었지 않나 생각한다. 

교통사고 빛 재해로 인해 성장 과정에 있는 

소아나 젊은 척수손상인이 증가하는 추셰이고， 

앞으로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이들에게 희망올 

줄 수 있는 수술 방법이나 의학 처치가 개발될 

때까지 근육의 수축성 유지나 이동， 보행 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 방법이기를 기대 

한다. 

인용문헌 

Bajd T , Kra1j A, Turk R, Be따{o H, Sega ]. 

The use of a four-channel electrica1 

stimulator as an ambulatory aid for 
paraplegic patients. Phys Ther. 1983;63: 

1116-1120. 

George R, Richard D, Robert ]. Lower 

extrernity functiona1 neuromuscular 

stimulation in cases of Spina1 cord 
injury. Neurosurgery. 1984;15:132-146. 

Holle J, Frey M, Gruber H, Kem H, Stohr 
H, Thoma H. Functional electrostimulation 
of para미e링cs: experimental investigations 

and first clinical experience with an 
mφlantable stimulation deviæ. Orthopedícs. 
1984;17:1145-1156. 

Krajl A, Bajd T , Turk R, Be따{o H. Posture 
switching for prolonging functional 

머ectri때 stimulation standing in 뼈rapl행c 

patients. Paraplegia. 1986;24:221-230. 

Kralj A, Bajd T. Functiona1 electrical 

stimulation: standing and walking after 
spinal cord injury. CRC press, Inc. 1989. 

Kugelberge E, Eklung K, Grimby L. An 
electromyographic study of the 
nociceptive reflexes of the lower 1imb
mechanism of the plantar responses. 
Br머n. 1960;82:394. 

Kyu-Ha Lee, Richard Johnston. Electrica11y 

induced flexion in gait training of 
herniplegic patients: induction of the 
reflex. APMR. 1976;57:311-314. 

Laurel A, Lucinda L, Bruce R, Robert L.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a 
practical clinical guide. 2nd ed. Rancho 
Los Arnigos Hospital. 1981. 

Lucinda C, Bruce R, Dona1d R. Effects of 
wave form on comfort during 
neuromuscular electrical stimulation. 
C1inical orthopedics and related research. 
1988;233:75-85. 

Marsolais EB, Kobetic R: Functional wa1king 
in paralyzed patients by means of 

electrical stimulation. Clin Orthop. 
1983;175:30-36. 

Marsolais EB, Kobetic R.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for walking in 
paraplegia. J Bone Joint Surg. 
1987;69[퍼nJ:728-733. 

-96-



한국전닫-물리치료학회지 제2권 제2호 

KAUTPT Vol. 2 No. 2. 1995. 

Marsolais EB , Kobetic R. Development of a 

practical stimuIation system for restoring 

gait in the paralyzed patient. Clin 

Orthop. 1988;233:64-74. 

Marsolasis, Kobetic. Functional walking in 

- paralyzed patients by means electrical 

stimulation. Clinical orthopedics and 
related research. 1983;175:30-36. 

The Parastep system user’s manual 

Sigmedics, Inc. 1994. 

-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