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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very from Stroke and Physic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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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therapists use assumptions about motor control in every aspect of their 

work in treating stroke patients. An understanding of the recovery process after 

stroke, some neural mechanism of recovery and therapeutic model is critical factor for 

physical therapist to evaluate and obtain a higher final stage of recover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review the recovery process after stroke, some neural 

mechanism of recovery, the role of rehabilitation in the process of recovery, 
therapeutic model and its limitation. This article will help understanding of recovery 
process. evaluation, and treatment of the stroke patients. Each therapeutic method 

consists of a different set of assumptions and they are not completely independent of 

one another. Therefore specializing in any techniques of physical therapy will not be 

enough to treat stroke, so we are in need of integrated approach and objective 

measurement instrument to adequately evaluate and treat strok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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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오늘날 뇌졸중 환자 치료를 위하여 다양한 

치료방법이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물리치료사 

는 뇌손상을 받은 환자를 치료할 때 항상 운동 

조절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치료하고 있다. 그 

러나 대부분의 치료사들은 특정한 치료모형의 

가정이 옳은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모형이 

유용한 것인가를 검증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왔 

다. 그러나 우리는 뇌로 부터 출력되는 것을 

조절하는 물리적， 화학적인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도 정 확히 모르고 있다(Hor따(， 1991). 반면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환자를 치료하는 방법 

에는 여러 신경생리학적 접근법이 있으며， 이 

들 접근법에 기본이 되고 있는 대부분의 이론 

은 동물실험에서 관찰된 현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 다(Dewald， 1987). 이 렇 게 아직 도 확실 하지 

않은 치료모형하에서 여러 종류의 치료기법이 

만들어졌고， 각각의 치료방법에 따른 치료효과 

를 비교하기 위한 노력은 많았지만， 많은 연구 

에서 어느 특정 치료방법이 우월하다는 결론은 

얻지 못하고 견해차이를 보이고 었다(Stem 

등， 1970; Logigian 둥， 1983; Dickstein 등， 

1986; Basmajian 등， 1987). 
그러나 물리치료사들은 뇌졸중 환자의 회복 

을 더 높은 수준으로 높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뇌졸중 후 회복과정 

과 치료적 모형을 알아보고 이들 모형이 가지 

고 있는 장점과 제한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뇌졸중 후 회복과정， 

뇌의 자발적 회복， 뇌의 회복에 재활적 치료가 

미치는 영향 그리고 뇌졸중환자를 치료하는데 

기본이 되고 있는 치료적 모형과 그 모형의 제 

한점윤 문헌고찰을 통하여 알아봄으로써 물리 

치료사가 뇌졸중환자 평가나 치료시 필요한 자 

료들 제공하고자 한다. 

상연구를 통하여 기 술되 었다. Twitchell(1951) 

은 121명의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회복과정 

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뇌졸중 후 운동회복 

의 과정은 발병 직후에는 손상측 사지에 모든 

수의적운동 능력이 손실되고， 건반사의 상실이 

나타나며， 수동운동시 저항이 감소된 상태를 

이완생(f1accidi ty ) 이라 하였다. 그후 48시간이 

지나면서 건반사가 항진되고， 수동운동시 저항 

을 느끼게 되며， 상지에서는 내전근과 굴곡근 

에 경 련성 (spasticity)이 나타나고 하지 에 서 는 

내전근과 신전근에 경련성이 발생한다고 하였 

다. 6일 에서 38일 후에는 상지에는 꿀곡공력 

(flexor synergy)이 발생하고， 하지에는 신전공 

력 (extensor synergy)이 발생하며， 시간이 경과 

하면서 경련성이 감소하고 자발적인 섬세한 운 

동능력 이 발달된다고 하였다. 

또한 회복과정에 대한 연구는 Brunnstrom 

(197이이 실시하였는데 그는 회복과정을 단계별 

로 나누었다. 손상 직후에는 이완성이 나타나고， 

다음 단계에서는 손상측의 사지에 신전과 굴곡 

공력이 나타나며 경련성이 나타난다. 그후에는 

공력운동이 기초가 되는 수의적인 운동을 할 수 

있고， 경련성은 더욱 강해진다， 그 후에는 공력 

운동으로 부터 이탈하면서 경련성은 감소되기 

시작하고， 회복이 계속되면 공력운동이 없어지면 

서 경련성도 없어지고 완전히 섬세한 운동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운동이 발달된다고 하였다. 

뇌신경세포의 손상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고 

전적인 개념으로 볼 때， 이러한 회복파정은 어 

떻게 설명되어 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회복과정이나 또한 각 

단계별 회복과정의 신경학적 기전은 아직도 명 

백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뇌졸중 환 

자를 치료하는 재활요원들은 이러한 자발적인 

회복을 이해하고， 이러한 회복단계를 촉진시키 

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시되어진 회복과정의 

II. 본론 기전의 이해가 펼요하다(Bach-y-Rita， 1987). 

1. 뇌졸중 후 회복과정 2. 자발적 회복 

뇌똘중 후 기능적 변화에 대해서는 많은 임 뇌졸중 후 회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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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나는 자발적인 회복과 둘째는 신경학적 

기전에 영향을 주는 치료에 의한 회복으로 나 

눌 수 있다CBach -y-Rita 와 Balliet, 1987) , 물 

리치료사의 측면에서는 물리치료가 자발적인 

회복을 촉진시킬 것인가와 또한 물리치료가 

신경생리학적 기전에 영향을 주어 회복을 최 

대화시킬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다. 이러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어떻게 

회복되고， 외적인 자극이나 치료가 회복에 어 

떤 영향을 띠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중추신경손상 후 신경계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 왔으며， 그 결 

과로 중추신경계에 대한 고전적인 개념에서 

탈피하고 있다 슈반(Schwann) 세포가 있는 

말초신경에서는 손상 후 재생 (regeneration)이 

가능하지만， 슈반 세포가 없는 포유동물의 중 

추신경에서는 신경원이나 축삭돌기가 한번 손 

상을 받게 꾀면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일 

leslon 

’ 

반적인 학설이다(Bishop， 1982). 그러나 뇌손 

상 후 기능의 변화나 회복은 고전적인 중추 

신경계에 대한 개념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그래서 중추신경에서는 재생이란 용어보다는 

재구성 (reorganization)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손상 후 뇌신경의 기능이나 구조가 

재구성될 수 있는 능력을 가소성 (plasti디ty)이 

라 한다(Craik， 1991). 

뇌손상 후 회복이 되는 현상을 설명한 이론 

으로는 손상후 생긴 부종으로 인하여 신경전 

달이 차단되어 발생한 해리 (diaschisis)가 부 

종이 홉수되면서 신경의 전도성이 정상화된다 

는 neural shock resolution 과 또한 손상을 

직접 받은 신경원 자체에 발생했던 부종으로 

인하여 기능을 못하던 신경원이 부종이 감소 

되면서 잃었던 기능을 회복한다는 recovery 

of Synaptic Effectiveness 가 있 다(Cr떠k， 

1991)(그 림 n 

... Edema 
/ 

8 

그림1 ， Recovery of synaptic effectiveness 

Synaptic Hypereffectiveness 와 Denervation 

Supersensitivity 이 론은 부분적 으로 몇 개 의 

신경가지가 손상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 

으로， Synaptic Hypereffectiveness 이 론은 살아 

있는 신경말단에서 신경전달물질을 평소보다 

더 많이 전달하여 손상받은 가지에서 하지 못 

하는 기능을 보충한다는 이론이고， Denervation 

Supersensitivity 이 론은 신 경 전 달 물 질 을 받 

는 수용기능이 증가하여 손상된 가지에서 오 

지 못하는 전달물질을 더 많이 수용하여 보충 

한다는 이론이다(Finger와 Stein, 1982)(그림2). 

Synaptic Hypereffectiveness는 말초신경 손 

상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서 유추된 것이며 1 

많lerVation S따g였lstiveness는 흑질(substa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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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ra)에서 선조체 (striatum)로 도파민 전달에 상이 나타나는 파킨슨질환(Parkinson’ s disease) 

장애가 있어 도파민 전달이 감소되 면 션조체 에서 볼 수 있다(Craik ， 1991). 

내의 신경원에서 도파민 수용능력이 증진되는 현 

-•-

B 
、
、

、

Transmlner 

그 림 2. Synaptic hypereffectiveness 

Sprouting 이 론은 한 신 경 가지 가 손상을 받 

았을 때 옆에 있는 정상적인 신경이 가지를 내 

어 연접한다는 이론이다(1ιaurence와 Stein, 1978) 

(그림 3) ， 

e <짧>-

(종감 0> / 
A 

총>-

갱? ?t짧 
B 

그림3. Spro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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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masking 이 론은 뇌 가 성 숙하는 과정 에서 

신경원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두배이상 

만들어져서 서로 연접되어 있지만， 평상시 실 

제사용되는 신경경로는 일부분이고， 실제로 기 

능을 하지 않고 존재하는 신경경로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뇌손상을 받게되면 실제로 기능 

을 하던 신경경로는 차단되고， 기능을 하지 않 

고 잠재해 었던 신경경로가 그 기능을 대신한 

다는 이론이다(W떠1， 1980). 이 이론은 전화선 

에 예로 설명될 수 있다. 전화 통신망의 예로 

볼 때 서울에서 부산간의 직통전화가 있어서 

평상시에는 쉽고 빠르게 통신이 가능하지만 만 

약 이 통신이 단절된다면 처음에는 통신을 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서울에서 대전으로 연결하 

고 다시 대전에서 대구로 연결하고， 대구에서 

부산으로 중;계를 하여 통화가 가능할 것이다. 

물론 직통보다는 느리지만 계속 사용하게되면 

처음에 중계를 하면서 걸리던 시간을 단축하 

변서 더 빨리 통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와 마 

찬가지로 뇌손상을 받게 되면 처음에는 전화 

에서와 같이 신경 경로가 차단되어 모든 기능 

을 잃었다가 잠재하고 었던 신경경로를 이용하 

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하고 능숙하지 못한 

수행능력을 보이다가 차차 기능을 회복해 간다 

는 이 론이 다 . .(Bach-y-Hita, 1987) 

3. 뇌의 가소성과 재활적 치료가 가소성에 
미치는영향 

Bethe(1930)는 양서 류를 가지 고 실 험 을 하여 

중추신경계의 가소성 개념을 발전시켰다. 만약 

중추신경계에서 네 다리의 운동을 조절하는 것 

이 고정화되어 있다면 다리를 하나 제거하면 

기는 동작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 

고 다리를 제거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다리를 

제거하더라도 기는 방법을 재구성하여 기어다 

닐 수 있었고， 세개를 제거하여도 한 다리와 

몸통을 이용하여 기어다닐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중추신경계는 재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웅하고 동적재구성 (dynarnic 

reorganization)할 수 있는 가소성이 있다고 결 

론을 내라고， 또한 고둥 척추동물이나 인간에 

게는 더 많은 가소성이 있다고 하였다. 

Weiss와 Brown(1941)은 슬관절 신전근이 약 

하거나 마비된 소아마비 환자에게 수술을 통하 

여 굴곡근을 신전근 쪽으로 부착하여 굴곡근이 

신전시 수축을 하는지를 근전도를 통하여 알아 

보았다. 일반적으로 뇌의 기능이 고정화되어 

었다면 굴곡근은 슬관절을 굴곡할 때만 수축을 

해야한다. 그러나 훈련을 시킨 결과 신전시 굴 

곡근의 수축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중추신경은 기능적인 요구에 신경의 경로가 

바뀌어 재구성될 수 있는 가소성이 있다고 보 

고하였다. 

Cragg(1968)는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주장하였다. 쥐의 시각피질 (visual cortex) 

의 구성 중 신경세포체 (cell body)가 차지하는 

것은 3% 뿐이고 나머지는 수상돌기 (den따ite) , 

축삭돌기 (axon) ， 신경교(glia)가 97% 를 차지하 

고 있으며， 태어날 때 무게와 성장 후 무게의 

차이는 신경세포체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 

며， 수상돌기， 축삭돌기， 그리고 신경교의 발달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였다. 또한 수상돌기나 

축삭돌기 그리고 연접 (synapse)은 기능적인 요 

구(functional demand)에 따라 발달한다고 하 

였다. 그러므로 뇌는 기능적인 요구에 따라 신 

경 경로의 재구성이 가능해 질 수 있다 하겠 

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추신경계는 가소성이 있 

고， 이 가소성에 의해서 중추신경계 손상 후 

자발적인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재활학적인 측면에서 과연 치료가 자 

발적인 회복을 빠르게 촉진시키거나 아니면 가 

역성을 더 높은 단계로 높여 줄 수 있을까 하 

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Schw따tz(1964)는 쥐 를 두 군으로 분츄하 

여， 한 군은 환경이 좋지 않은 일반 쥐장에서 

사육을 하였고， 다른 군은 환경이 아주 좋은 

조건의 쥐장에서 3개월 간 사육한 후 미호검 

사(maze test)를 해 본 결과 좋은 환경에서 성 

장한 쥐에서 점수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Rosenzweig(1980)는 한 어 미 로부터 태 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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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를 세군으로 분류하여 한 군은 표준 쥐장에 

서 사육하였고， 두번째 군은 환경 이 빈약한 쥐 

장에서 사육하였고， 셋째 군은 좋은 환경에서 

사육 푸 뇌의 무게， 피질의 깊이Ccortical depth) , 

아세 틸 콜린 에 스테 라제 (acetylcholinesterase)의 

활성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좋은 환경에서 

성장을 한 쥐에서 모든 것이 높게 나타났다. 

Heller 등(970)은 창문이 없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는 창문이 있는 중환자실 환자보다 

두배나 많은 기질적 섬망(organic delirium)이 

발생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재활 환경이 좋은 곳에 

서 치료기 된다면 더 좋은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뇌졸중 환자를 쥐에서처럼 

환경을 분리하여 치료하고 결과를 비교할 수 

없지만 정맥주사를 위하여 환자의 운동을 제 

한하거나， 감각입력이 제한된 병실에 입원시키 

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Ogden과 Franz( 1917)는 3마리 원숭이를 대 

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한쪽 뇌의 

중심전회 (precentral gyrus)를 동일하게 제거하 

고 한 마리는 치료를 하지 않고， 두번째 원숭 

이에게는 수동운동만 시켰고， 세번째 원숭이에 

게는 환측 앞발을 훈련시켰다. 그 결과 치료를 

받지 않은 원숭이에서는 자발적 회복이 적었 

고， 집중적인 훈련을 받은 원숭이는 몇 주 지 

나서 거의 완전한 회복이 되었다고 보고하였 

다. 

Black 등(975)은 27마리 원숭이 의 운동피 칠 

(motor cortex)을 수술을 통하여 동일하게 손 

상을 주고 운동회복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 

다. 수술 전에 이두박근의 근력과 손의 기능을 

평가하였다. 수술후 대조군， 운동을 즉시 시작 

한 군， 4개월 후에 운동을 설시한 군으로 분류 

하여 결과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수술 후 즉 

시 운동을 시킨 군에서 회복수준이 높게 나타 

났고， 또한 환측과 건측을 같이 운동시 킨 군이 

환측 손만 운동시칸 군에서 보다 더 낳은 결과 

를 얻지 못하였다. 그는 비록 어느 정도의 자 

발적인 회복이 일어나지만 능동적 재치료 

(active retraining)가 운동회복을 촉진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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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손상후 조기에 치료를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 

렸다. 

]u(980)는 원숭이를 상대로 한쪽 연수추 

체 (bulbar pyramid)를 절단한 후 운동능력을 

관찰하였다 절단 후 원숭이는 건측을 제한하 

지 않았을 때는 건측만을 사용하였고， 건측의 

사용을 못하게 제한한 후 음식물을 주었을 때 

는 원숭이는 환측을 사용하였다. 계속적 인 훈 

련 후 원숭이 는 정 교한 손가락운동은 부족했 

지만 비교적 환측을 잘 사용할 수 있었다. 손 

가락 운동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측과 3, 4, 5 
번째 손가락을 운동을 제 한하고， 움푹 들어 간 

식판에 음식물을 주어 엄지와 검지로 음식물을 

집어서 먹게 훈련을 시킨 결과 어느 정도 정 

교한 손가락 동작이 가능하게 되 었다， 그러 나 

환측 손을 어느 정도 잘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측의 운동제한을 풀어주었을 때는 

환측보다 정상쪽 손을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 

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볼 때， 물리치료가 

적어도 동물에서는 자발적인 운동회복을 촉진 

시킬 수 있다고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최근 이러한 동물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Taub 둥(993)은 편마비환자에게 적용하여 연 

구를 실시하였다. 그들은 다음 조건의 환자를 

선택하였다. 뇌졸중 발병후 l년이 넘은 환자， 

중수지관절(metacarpophalangeal j oint)과 지관 

절 (interphalangeal joint)에 서 적 어 도 10도 정 

도， 손목관절에서는 20도 정도 신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환자， 보조장구를 가지고 보행시 

균형에 문제가 없는 환자， 환측 상지를 집중 

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환자， 심각한 인 

지손상이 없는 환자， 심한 경련성 (spasticity) 이 

없는 환자， 심각한 의학적문제 (medical problem) 

가 없는 환자， 75세 이 하의 환자， 기 구사용의 

펀의를 위해서 우측편마비 환자 9명을 선발하 

였다.9명의 환자를 5명은 대조군， 4명은 실험 

군으로 나누었다. 실험군의 건측은 보조기 

(splint)와 팔걸 이 (sling)를 이 용하여 일 상생 활 

시간의 90 % 이상 동안 건측을 사용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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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14일간 제한하였다. 매 주말에 환자는 6시 

간동안 환측의 상지기능 검사를 실시하였다. 

건측을 제한한 군에서 제한전과 제한후의 수 

행능력 시간을 비교한 결과 30 % 단축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2년후 추적조사에서도 건측을 

제한한 군에서 더 높은 운동능력 향상을 보였 

으나 대조군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연 

구들의 결과로 볼 때 치료나 환경이 뇌졸중 후 

회복을 촉진시키거나 중추신경계의 가소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4. 치료적 모형과 제한점 

지금까지 우리는 뇌졸중 후 자발적인 운동 

회복 과정과 환경이나 치료가 자발적인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연구결과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그러면 물리치료에서 뇌 

졸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치료가 어떤 모형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물리치료에서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신경발달 

적 치 료(NDT: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 (PNF: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 Brunnstrom 치 료 
법은 모두 계층적 (hierachical) 운동조절 모형 

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Poole， 1991). 

이 이론은- Jackson(1932)에 의해 처음 발표 

된 것으로， 운동의 조절은 하위수준인 척수 

(spinal cord), 중간수준인 뇌 간(brain stem), 

상위수준인 피질 (cor않x)로 계층화되어 조절된 

다는 것이다. 감각자극이 운동을 유발한다는 

반사모형 (reflex modeD과는 상반되는 모형으로 

상위중추에 운동프로그램 (motor program)이 

있고， 이것이 상위수준에서 하위수준으로 명령 

을 전달한다는 것이다. 반사적운동(reflexive 

movement)-은 단지 뇌졸중이나 뇌성마비에서 

와 같이 상위 중추가 손상을 받아 하위수준과 

원시 적 인 반사(prirnitive reflex)를 조절하지 못 

할 때 우세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계층적 포형에서는 상위수준의 수의적조절 

(voluntary controO과 하위 수준의 반사적 조절 

(refexive controD을 분리 하여 수의 적 운동은 자 

신의 목적이나 내적 동기에 의해서 시작되고 

반대로 반사적운동은 감각자극에 의해서 자동 

적 (automatic)으로 조절되며 하위수준의 정보 

가 상위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상위에서 하위의 운동을 조절하고 있 

는데 상위수준에 손상을 받게 되면 상위수준에 

서 조절되던 조화( coordination)된 운동조절이 

차단되어 하위수준의 원시적 반사가 나타나게 

되며， 이들 하위수준의 원시반사는 결국 정상 

적인 운동발달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형하에서 결국 물리치료는 원시적 

인 반사활동을 억제하고 상위수준의 반웅을 촉 

진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그렇다면 

하위수준인 말초(periphery )에서 자극을 주거나 

조작 또는 운동을 시키는 것이 상위수준의 중 

추신경계 반웅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문 

제점에 도달하게 된다. 

Uexkull (1905)은 불가사리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그는 불가사리의 팔을 하 

나만 남기고 모두 제거하고， 중추신경계 환을 

반으로 절개한 후 남아있는 팔을 수직으로 내 

리고 자극을 했을 때는 자극방향으로 팔이 구 

부러졌지만， 한쪽이 신장되게 느려뜨리고 자극 

을 했을 때는 어느 쪽올 자극해도 불가사리의 

팔은 동일하게 반웅이 나타났다. 즉 팔은 항상 

근육이 신장된 쪽으로만 향하면서 구부러졌다. 

결과적으로 중추신경계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 

상태에 따라 자극전도의 흐름이 전환될 수 있 

다는 결론을 얻었다. 즉 말초의 움직임이나 자 

세에 따라 중추신경계의 역할이 결정된다는 것 

이다. 

또한 Magnus(1909)는 고양이 의 꼬리 반사 

(tail reflex)를 가지 고 Uexkull(1905)과 같은 결 

과를 얻었다. 동일한 반사영역 (reflex field)을 

자극했는데 근육의 수축이나 이완에 따라서 

상반대적 반웅을 보였다. 이 결과로 그는 중추 

신경계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상태를 감지하고 

근육의 상태나 자세에 의하여 중추신경의 반웅 

이 전환될 수 있다는 전환법칙 (shunting rule) 
을 제시하였다. 즉 신체의 자세나 근육의 이 

- 104 -



한국전문윌리치료학회지 제2권 제2호 

KAUTPT Vol 2 No 2. 1995. 

완. 수축 상태에 따라 중추신경계 내의 연접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으며， 이 결과에 

의해 반응출력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Magnus는 이러한 전환(shunting)은 신체의 근 

위부 즉 몸통， 견관절， 골반대 (pelvic girdle)의 

움직임이나 자세변화에 의해서 극대화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말초에서 특히 근위부 

를 잘 조절하고 치료한다변 중추의 반응을 변 

환시켈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으며， 이 

러 한 동물실 험 적 이 론을 바탕으로 Bobath 

(1990)는 원시 적 또는 비 정 상적 인 반사를 나 

타내늪 것은 정상적인 자세 조절을 통해 억제 

할 수 있고， 더나가서 정위반응(righting reaction) 

이 나 평 형 반응(equilibrium reaction)과 같은 정 

상적인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계층적모형의 기초를 둔 촉진모형 

(facilitation model)은 Karl과 Berta Bobath 

(1985) , Kabat 등(1959) ， Knott와 Voss(1968) , 

Stockmeyer(1967) , 그 리 고 Brunstrom(1970)과 

같은 의사나 치료사에 의해 1950년대에 발전되 

었다. 

그러나 계층적 모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이뜰 촉진 모형들의 제한점으로는 촉진된 정 

상운똥형 태 (normal movement pattern)가 기능 

적인 일상생활동작으로 활용되는데 한계가 있 

고， 치효가 수동적이어서 환자 스스로 인지하 

고 행동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촉진모형은 큰골격계 

와 환경 과의 상호작용을 무시 한다는 것 이 다. 

마지막으로 한계점은 원시적반사(primitive reflex) 

의 억제가 정상발달이나 회복을 증진시킨다는 

실제적 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Hor와‘， 1991) 

m. 결론 

지끔까지 뇌졸중 후 회복과정과 재활적인 치 

료가 뇌의 가소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가를 알 

아보았고， 현재 물리치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치료방법의 기초가 되고 있는 계층적 모 

형의 이론과 제한점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아 

직까지 뇌의 회복 기전이나 치료모형의 이론이 

완전히 규명되어 있지 않고， 또한 신경생리학 

적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있는 치료방법들이 아 

직도 실험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어지지 않았다( 

Basmajian, 1971). 더욱이 뇌졸중환자를 치료 

하는 치 료사들도 각각의 특수한 치 료방법 이 특 

밸한 치료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치료사들도 있다 

(Mayo, 1977). 

이렇게 뇌졸중 환자의 치료결과에 대한 논쟁 

이 되고 있는 것은 뇌졸중이 갖고 있는 병리학 

적 특성과 연구방법론의 발전이 미약했기 때문 

이다. 연구 방법론적인 발전이 미약한 이유들 

로는 첫째， 뇌졸중은 뇌의 손상 위치나 정도에 

따라 그 증상이 매우 다르다 동일한 환자를 

치료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손상부위와 정도를 정확히 찾아야 하지만 손상 

부위나 정도를 명확히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근래에 와서는 과학의 발달 

로 뇌단층촬영술이나 자기공명촬영술이 발달하 

여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조군 연구를 위해서는 동일한 

손상을 받은 환자가 많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표본을 구하기가 어렵다. 셋째， 타당도나 신뢰 

또가 높은 양적 평가자료가 부족하다. 넷째， 회 

복기간이 길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한 치료의 결과인지 자발적 회복의 결과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다섯째， 회복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CBach-y-Rita， 

1987). 

앞으로 뇌졸중 환자의 회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치료기법에 의존하기보 

다는 여러 기볍에 대한 폭넓은 수용과 각각의 

치료방법에 대한 장점과 제한점을 이해하여 

각 환자의 특성에 맞는 통합적 치료접근이 필 

요할 것이다. 또한 각각의 치료방법에 따른 치 

료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타당 

도나 신뢰도가 높은 객관적인 평가도구와 연구 

방법론의 발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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