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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f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FES) 
for Paraplegic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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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was to introduce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FES) for paraplegic patients. FES provides the abilíty to rise from 

sitting to standing, maintenance of a standing position, and the ability to walk with 

a reciprocal gait. Six channels of electrical stimulation are sufficient for synthesis 

of a simple reciprocal gait pattem in these patients. During the double-stance 

phase, knee extensor muscles of both knees are stimulated, providing sufficient 

support for the body. Only one knee extensor muscle group is excited during the 

single-stance phase. The swing phase of the contralateral lower extremity is 
accomplished by eliciting the synergic flexor muscle response through electrical 

stimulation of afferent nerves. The transition from the double-stance phase to the 

swing phase is controlled by two hand switches used by the therapist or built into 

the handles of the walking frame for using by the patient. A twenty-five years old 

male was with a T9/T9 spinal cord injury due to a traffic accident and admitted 

to Yonsei Rehabilitation Hospital for comprehensive treatment. After 30 days of 

training using the Parastep@ he was able to stand for 10 minutes. After 43 days, 

he was able to walk and at discharged he could walk for 100 meters. 

Key Words : Functional electrical s빼버ation(FES); Spin머 cord injury(SCI); Amb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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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나날이 심 각해지 는 교통사고， 스포츠사고 둥 

에 의 해 척 수손상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대부분이 20대를 전후한 젊은 층이고 

한 번 척수에 손상을 입으면 마비현상이 영구 

적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았다. 이라한 점 

을 감안한다연 어떤 방법으로든 이들에게 가동 

력을 회복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척수손상인 

들의 서기는 다랴의 구축 예방， 꼴다공증의 최 

소화， 순환 촉진， 경직 감소， 신장기능의 증진 

을 도와줍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척수손상인 

들에게 서기와 가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현재까 

지의 방법으로는 보조기， standing frames , 특 

수의자차， 기능적 전기자극， 이상의 방법을 혼 

합한 방법 등을 이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jaeger 등， 1989). 

이중 기능적 전기자극은 정상적인 신경 지배 

를 딴지 못하는 근육에 전기자극을 하여 근수 

축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기능적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 L} (Lake, 1992) ‘ 즉， 기 

능적 전기자극 치료는 우리 옴에 기능적 동작 

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적 자극을 가하는 

물리치료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능적 전기자극은 서기와 보행을 통시에 

수행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 

겠다. 그러나 척수손상인 모두가 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의학적인 문제 

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보행이 

나 서기를 목적으로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4번 흉수에서 제 12번 흉수 

손상이 적 절하다. 이 는 상위 의 척 수손상(제3번 

흉수 손상 이상)일 경우에는 서기 자세를 유지할 

능력이 부족하고， 척추기립근의 마비와 상지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척추의 변형을 초래할 가능성 

도 많다. 또한 제 12번 흉수 아래 부분이 손상 

을 받으면 척추와 척수의 관계에 의해 하위운 

동성신경원형 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어 적용대 

상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이재호， 1995), 

국내에도 늘어가는 척수손상인의 재활을 위해 

미국의 식품의 약국(F，αx:l and Drug Adminstration) 

공인을 받은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기가 시판되 

기 시작하였고， 임상에서도 이를 이용한 치료 

를 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 

능적 전기자극기를 이용한 척수손상인의 보행 

에 관한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ll.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환자는 25세 남자로 1994년 8월 21일 교통사 

고로 언한 제 12 흉추 압박골절로 제 9 흉수 

불완전 척수손상으로 J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가 Y병원에 1995년 1월 7일부터 1996년 2월 

14일까지 입원하여 재활과 물리치료를 받았다. 

본 환자의 초기평가에서 근력은 도수근력검사 

상 상지는 N / N, 하지는 엉덩관절 굴곡끈이 P 
/ P, 신전근은 T / T , 외전근은 P I P, 내전근 

T I T , 무릎관절 굴곡근은 T I P- , 신전근은 

T I T , 발목관절 배측굴곡근은 Z / P , 저측굴 

곡큰은 Z / Z 이었다. 관절가동범위는 배측굴 
곡 O. I 0。 를 제외한 나머지 관절은 전 관절 

가동범위를 보였다. 경직은 수정된 Ashworth 

척도상 상지와 하지 모두 3였다. 감각은 T9/ 

T9, 지각감퇴는 TlO-L1 / TlO-Ll, 통각감퇴 

는 T10-12 / TlO-12, 지 각소실은 L2-S1 / 

L2-S l, 통각소설은 Ll -S1 / L1 -S1. 항문주 

위감각은 + / + 였다‘ 기능적 수준은 돌아둡기， 

일어나 앉기， 혼자 앉아 있기는 독립적으로 수 

행이 가능하였으며， 보행기와 장하지보조기를 

이용한 보행이 5m 가능하였다. 물리치료는 몸 

의 조절능력과 균형유지능력 증진 , 의자차 조 

작기술 습득을 목표로 양 하지 관절운동과 근 

력강화운동， 이동， 장하지보조기를 착용한 상태 

에서 보행기로 걷기 둥을 시행하였다. 퇴원 시 

에는 근력과 경직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발목관 

절의 가동범위는 O. / 10。 였다. 그리고， 증례 

의 몽무게는 57 kg. 키는 176 cm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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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장치 

본 연구에 사용한 기능적 전기자극기는 

Sigmedics사의 Parastep@으로 자극기 와 조 
절 기 (stimulator!control unit, 본 체 ), 휴 대 용 

전원 (battery pack), 충전기， 전선과 자극전극 

(electrode leads and electrodes) , power 

cable, 손잡이용 조절기와 보행기 (control and 

stability walker)로 구성 되 어 었다(그림 n 
Parastep@ 자극기의 일반적인 사양은 표 1.과 
같다. 

표1. Parastep@ 자극기 의 일반적 인 사양 

E드 -.., 성 제 원 

본 체 
채널수 
자극강도 

맥동기간 
맥동빈도 
파 형 
전 원 
크 기 

무 게 
휴대용전원 

사용전원 
출 력 
크 기 
무 게 

4， 6-채널 
1-300 mA 
150 ms 
24 pps 
Altemating , Symmetrical with zero net charge 
8, 1.2V, "AA" rechargeable Ni-Cad cells 
5" x 3" x 1-3/16" 
227 g 

120 V. 60 바 
18V DC at 50 mA 
5-11/16" x 2-5/16" x 3/4" 
283 g 

그림1. 자극기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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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극기와 조절기 

본체에는 치료기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마 

이크로컴퓨터， 소프트웨어， 전기적 자극을 만 

들어 내는 장치， 자극의 세기와 기능을 조절 

하는 조절기가 내장되어 있다. 자극기의 

on/off, 서기나 보행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전기 

자극을 조정하거나 서거나 발띄기 둥의 조절 

은 keypad에 있는 키로 조절한다(그림 2). 

이 전기자극의 수준이나 기능상태는 10개의 

bar-light emitting diode(LED) panel에 나타 
나며(그림 3) ， 전류의 세기에 따라 녹색， 주황 

색，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그림2. Keypad 

그림3. 자극기의 옆면， bar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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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대용전원 있다. 재충전할 시기가 되면 소리가 나도록 되 

휴대용전원은 8 AA nickel cadmium batteries 어 있으며， 이 상태는 휴대용 전원 윗면에 표 

로 power cable을 통하여 본체와 연결된다(그 시된다(그림4， Red LED-CHARGE, Green 

림 n 정 상적 인 충전 후 4-채 널 자극기 는 2시 LED-ON). 

간， 6-채널 자극기는 1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그림4. 휴대용전원의 헛면 

3) 충전기 

충전기는 휴대용전원을 재충전할 때 쓰이는 

장치로 가정용 전원과 연결하여 사용하며(120 V , 

60 바)， 충전 시에는 휴대용전원에 빨간 불이 
들어온다. 처음에는 12시간 정도를 충전하여 

야 하며， 휴대용전원에 “OFF CHARG" 위치 

에서 실시한다. 충전 중에는 자극기가 작동하 

지 않으며 휴대용전원을 켜고자 할 때에는 

“ON" 위치에 두어야 한다. 

4) 전선과 자극전극 
전선은 자극기와 전극을 연결하는 장치로 

한쪽은 본체에 다른 쪽은 전극과 연결한다. 

이때에 왼쪽과 오른쪽， 근육군을 잘 구별하여 

야 한다(검은색-왼쪽， 빨간색-오른쪽， 파란색 

엉덩근육). 그리고 넙다리네갈래근( Quadriceps 

m.)을 자극하는 전선은 긴 것을， 짧은 것은 

앞정 강근(Tibialis anterior m.)에 부착한다. 

전극은 표변전극Cself-adhesive， reusable Skiil 

electrode)으로 4.5 cm x 9.5 cm , 4.5 cm x 4.5 cm 

의 두 가지 크기가 있는데 전자는 넙다리네갈 

래근에 후자는 경골신경과 엉덩근육을 자극할 

때에 사용한다. 전극을 부착하기 전에 피부와 

전극이 잘 접촉할 수 있도록 미리 알코올 솜 

으로 이용하여 피부를 닦아 내는 것이 좋으며 

(피부화상)， 전극을 부착하기 전에 반드시 본 

체를 “OFF" 위치에 두어야 한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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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력선 
짧은 것과 긴 것이 있는데 하나는 보행기로 

보행을 할 때에， 다른 하나는 근력강화운동을 

할 때에 사용한다. 

6) 손잡이용 조절기와 보행기 

보챙기의 손잡이에는 본체와 동일한 방법으 

로 조절할 수 있는 키가 부착되어 있고 여기서 

조절된 신호는 보행기에서 나온 연결선<Cable) 

을 통하여 본체 의 “TO W ALKER SWITCH" 

에 연결한다(그림5). 손잡이용 조절기의 오른쪽 

에 는 “ST.와애D/SIT， RIGHT S1EP, INCREASE", 

왼쪽에 는 “ LEFT STEP, INCREASE, 
DECREASE"의 버튼이 있다. 보행기의 종류 

(2.7k잉에는 reciprocating rnx월， Non-reciprocating 

standard model, Non-reciprocating X -wide 

model이 있다. 

그림5. 자극기의 윗면 

3. 끈력강화운동과 서기 

1) 전극부착 부위 

넙다리네갈래근의 활성전극은 가쪽넓은근 

(vastus lateralis m.)의 바깥쪽에， 비활성전극 

은 우릎뼈 위쪽에 두었다. 그리고 넙다리네갈 

래끈 모두가 수축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도 

유지하였다. 발띄기는 굴곡도피반시를 이용하기 

위 해 활성 전극은 종아리 뼈 머 리 (fibula head)와 

앞정강근에 두고 시작하였으며 환자의 반응에 

따라 전극을 옮겨가며 부착부위를 선정하였다 

(그림 6).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골반과 몸통의 조절 

능력이 불량하여 6 채널 자극기를 사용하여 

큰볼기근과 중간볼기근을 자극하였다. 그러나 

서는 도중에 몸통조절이 잘되지 않으면 허리 

부위로 전극을 이동시켰다.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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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근력강화운동의 자세와 자극전극 부착부위 

2) 보행을 위한 근력강화운동 

척수손상인이 서 있거나 앉을 때에 필요한 

근육이 업다리네갈래근이므로 먼저 둥척성운 

동 방법을 이용하여 근력강화운동을 실시하였 

다. 치료는 환자를 발판을 제거한 의자차에 

앉힌 상태에서 앞에 충격을 홉수할 수 있는 

재질을 댄 나무판을 두고 무릎관절을 90。 굴 

곡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였다(그림 5). 1995년 3 

월 28일부터 무게를 달지 않고 전 관절가동 

범위를 유지하는 강도로 전류의 세기를 조절 

하여(본 환자는 초기 세기가 오른쪽이 95 mA, 

왼쪽은 105 뻐였다.) 자극하다가 전류의 세기 

와는 관계없이 변화의 정도가 일정하면 1kg씩 

증가시켜， 근력강화운똥을 시작한지 17일 만 

에 1kg으로， 5일 후에 다시 2kg로， 3일 후에 는 

3kg로 증가시켰다. 

3) 서기 
치료 30일째에 서기를 10분간 실시하였는데 

균형을 잡거나 팔의 힘을 이용할 필요가 없 

고， 선 후 에 바로 근피로가 오는 경우도 있 

어 먼저 평 행봉에서 서 기를 실시하였다. 그리 

고 평행봉 끝에 거울을 두어 환자가 일어나는 

동작을 관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어서기 

전에 환자를 의 자차의 앞쪽으로 앉게 한 후에 

평행봉을 펼로 잡고 폼을 앞으로 숙이게 하 

고， 발은 뚜릎관절 뒤쪽에 두어 무게중심이 

발목관절에 위치하게 하여 넘어지지 않도룩 

하였다. 

자극전극 부착부위는 근력강화운동에서 얻 

어진 전류의 세기와 자극부위를 기초로 하여 

본체의 전휴세기를 각 자극부위(넙다리네갈래 

근， 종아리근， 엉덩근)마다 조정하였다. 그리고 

치료사가 본체의 “STAND/SIT"를 누르고 난 

후에 “1-2-3"이라는 구령을 해주어 본체의 지 

연시간 동안 환자에게 준비자세를 취하도록 

했으며， “3"이라는 구령에 일어서도록 하였다. 

일어선 후에는 서기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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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관절을 과신전(C-curve)시켜 서도록 하였 휴식을 취하게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고， 피로가 나타나 무릎관절이 굽혀지거나 선 환자에게 물어보았다 위치나 자세감각이 손 
자세를 유지할 수 없으면 자극강도를 조정하 상되어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였다(그림7). 그러나 너무 오래 서 있게 되면 위의 동작을 환자가 익숙해져 스스로 몸 조절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어 피로가 빨리 오고， 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서기와 앉기를 반복하 

강도를 높여도 무릎이 더 이상 펴지지 않아 였다. 그리고 매 동작마다 정확한 지시를 해 

한 번에 너무 많은 시간을 서지 않고 횟수를 주어 당황해 하지 않도록 하였다. 

증가시켜 지구력을 기른 후에 시간을 늘려갔 이상의 동작을 환자가 무리 없이 수행한 후 

다. 에는 보행기에서 서기를 시도하였다 보행기의 

앉을 때에는 의자차의 위치를 확인하고 치 나온 cable을 본체의 “ TO WALKER SWlTCH' 

료사가 본체의 “STAND/SIT"의 조절기를 누 에 연결하고 조절용손잡이의 “STAND/SIT" 
른 후에 다시 지연시간 동안 구령을 해주고 를 누른 후에는 위의 방법과 동일하게 수행하 

팔로 상제를 지 탱하면서 고개를 앞으로 숙이 도록 했으며 거울을 보고 근피로가 나타나면 

고 몸을 뒤로 가면서 앉도록 하였다. 이때에 환자 스스로 “ NCREASE" 커를 이용하여 조 

한정된 시간에 앉지 못하거나 둔부를 뒤로 빼 절하도록 하였다. 점차로 환자가 조절하는 범 

지 못하면 주저앉을 수 있어 치료사가 밸트나 위를 늘려 갔으며， 보행기를 이용하여 걷기 

허리띠를 잡아주었다. 초기에는 너무 많은 시 전에 손잡이용조절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간플 서지 않도록 하였고 앉은 후에도 충분한 팔 들기 둥의 균형잡기 훈련도 실시하였다. 

그림7. 서기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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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행 

1) 전극부착 부위 

자극전극의 부착부위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서기와 앉기 동작에서 자극한 부위를 사용 

하였으며 굴곡도피반사가 잘 나오지 않는 경 

우에만 부착부위를 조정하였다. 

2) 걷기 
서기를 시작한지 13일째에 보행을 시도하였 

는데 이전의 방법과 동일하게 자극기의 매개 

변수와 환자의 위치에 맞게 보행기를 조정하 

였다. 앞으로 가지고 갈 발을 먼저 알려준 후 

에 “STEP"을 지속적으로 눌러 주어 폼통을 

조절하도록 하였다. 환자가 조정이 끝난 의사 

표시를 하면 경골신경으로 가는 전기자극을 

하지 않았으며 (키를 놓으면 자극이 차단)， 바 

로 균형을 잡도록 하였다. 다음에는 반대편의 

키를 누르면서 발을 띄도록 하였다(그림 8). 돌 

기를 할 때에는 도는 방향의 발은 보폭을 좋 

이게 하고 반대편은 크게 하여 돌도록 하였 

다. 보행 도중에 환자가 힘들어하거나 어지러 

움을 호소하면 즉시 앉도록 하였다. 시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하였다. 

그림8. 걷기 

m. 고찰 

1. 전극부착 부위에 대한 고찰 

넙다리네갈래근은 서기나 보행에 있어 오랜 

시간 동안 환자의 체중을 지탱하여야 하므로 

전극부착 부위 는 최 소한의 자극강도로 최 대 의 

근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전극을 부착하여야 

하며， 자극을 하면 넙다리네갈래근 모두가 수 

축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도 유지하여야 하 

고 낡적다리나 엉덩관절， 배의 다른 근육이 수 

축하지 않또록 주의 해 야 한다. 또한 유각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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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앞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강한 강도로 자 

극할 때에 엉덩관절이 굽혀 질 수 있는 부위를 

찾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Kralj 

(989)는 비활성전극은 무릎뼈 7-10 cm 위에 

활성전극은 이보다 7-10 cm 위에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Cybulski 둥(1984)의 

연구에서는 비활성전극은 무릎뼈에서 5 cm 위 

에 활성전극은 비활성전극에서 10-20 cm 위에 

두었다. 

유각기에 발을 앞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종 

아리와 발의 근육이 짧아져야 하는데 즉， 엉덩 

관절과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반사적인 수축이 

기에서도 보다 높은 근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 

였다. 운동기 간은 Rajko와 Pavla(1985)는 2-3 

개월 정도를 시행한다고 하였으며， 서는 시기 

는 Kra이와 B머d(989)는 넙다리네갈래근의 근 

력이 30-50 Nm는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Cybulski(984)는 40 Nm가 되 어 야 한다고 보 

고하였다. 그러나 환자의 근력이 적당하면 근 

력강화운동을 따로 시행하지도 않고 서기를 

시작할 수 있다. 본 증례에서도 다리의 경직이 

심하여(수정된 Ashworth 척도상 3) 조기에 서 

기를 실시할 수 있었다. 

일어나도록 해야한다. 이는 다리의 감각신경을 3. 서기에 대한 고찰 

전기자극하면 (burst of electrical impulse) 굴고 
ν 「 초기에는 서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강도 

도피반사가 일어나 나타나는 현상이다(Dimitriie띠 JeVlC 자극하고 피로가 나타나 무릎 관절이 굽혀 
과 Nathan, 1970; Dimitrijevic과 Nathan, 
1971). 이 러 한 굴곡도피 반사를 유도하기 위 해 

Kugelberg 등096이은 바늘전극으로 발가락， 

발등， 발뒤꿈치， 발바닥， 둔부 둥을 자극하였으 

며， Lee와 ]ohnston(1 970)은 표면전극으로 후 

하퇴부， 발바닥， 발둥을 매개변수를 달리하여 

자극한 결과 발바닥이 가장 쉽게 굴곡 반사가 

유도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Kralj 

(1 989)은 천비골신경， 총비골신경， 장딴지신경， 

복재신경을 자극하여 맥동강도， 맥동기간， 맥동 

빈도와 자극시간， 자극부위와의 관계를 연구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에는 종아리뼈머리와 

앞정 강근(anterior tibialis m.)에 두고 시 작하고 

환자의 반응에 따라 전극을 옮겨 가며 부착부위 

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표면전극의 단점인 부 

착부위가 고정되지 않아 반웅이 일정하지는 않 

았다. 

2. 근력강화운동에 대한 고찰 

기능적 전기자극으로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 

한 방법으로는 등척성운동， 둥장성운동， 자전거 

에르고미터 (Bicyc1e ergometer)를 이용한 등속 

성운동이 있다. 등척성운동 방법으로 적용시킬 

때는 Pery(972)에 의하면 무릎관절을 30-60 

。 굴곡시킨 상태에서 자극하면 낮은 전류의 세 

지면 자극 강도를 올려 준다. 그러나 너무 오 

래 서 있게 되어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 피 

로가 빨리 오게 되고 이때에는 자극강도를 올 

려도 무릎이 더 이상 펴지지 않게 된다. 따라 

서 한 번에 너 무 많은 시 간을 서 게 하지 말고 

피로가 나타나면 휴식을 취하게 하고， 횟수를 

증가시켜 지구력을 기른 후에 시간을 늘려 간 

다(이 재호， 1995). 

4. 보행에 대한 고찰 

보행방법에는 동작에 필요한 근육들을 직접 

자극하여 걷 는 방법 (Marsolais와 Kobetic, 

1983; Marsolais와 Kobetic, 1987)과 반사작용 

과 필요한 근육을 같이 자극하는 방법 (Bajd 

둥， 1983; Braun 둥， 1985), 그리 고 업 다리 네 갈 

래근만을 자극하여 장하지보조기와 동일하게 

보행하는 방법 <Holle 둥， 1984)으로 분류할 수 

있 다(Cybulski 등， 1984). 

반사작용을 이용하는 방법의 4-채널 자극기 

의 경우에는 2-채널은 겁다리네갈래근을 자극 

하여 서고， 2-채널은 경골신경을 자극하여 굴 

곡도피 반사에 의 해 발목관절과 무릎관절， 엉 덩 

관절 굴곡작용을 일어나게 한다. 즉， 결을 때는 

앞으로 가고자하는 다리의 스위치를 누르면 유 

각기 상태가 되고 상제로 몸을 조절하면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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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기를 하면 다시 양 넙다리네갈래근이 자극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다. 다음에 보행기를 앞으로 가져간 후 이상의 

동작을 반복하여 보행을 하게 된다. 6-채널 자 

극기는 폼통의 조절능력이 불량한 경우에 사용 

하며 엉덩관절 신전근을 자극하여 입각기의 

'C-curve’ 을 유지하여 주는 역할을 하게된다. 

이 방법의 장점은 표면전극을 이용할 수 있고 

척수손상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굴곡도피반사가 모든 척수손상인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발을 앞으로 가져 갈 수가 없고 결국에 

는 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삽입전극이 

나 경피전극과 같이 좋은 반웅을 얻을 수 없다 

는 것 이 다(Marsolais와 Kobetic, 1988). 

N. 결론 

척수손상인이 보조기나 목발을 사용하는 방 

법은 착용시간과 에너지 효율성 등의 문제가 

있고 의자차는 에너지 효율성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으나 기능성과 실용성의 한계가 었다. 

또한 척수손상인들의 최대 희망사항은 다시 걷 

고자 함일 것이다. 이와 같이 기능적 전기자극 

은 생리적 및 신체적 효과와 더불어 정신적 효 

과도 있을 수 있다. 

본 25세 남환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1995년 3 

월 28일부터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를 시작하였 

으며 4주 동안에는 근력강화운동을 실시하였고 

치료시작 30일째에 서기를 하였다. 그리고 43 

일째에 걷기를 시도하였으며 1996년 2월 14일 

퇴원할 때는 100 m의 거리를 20여분에 걸쳐 
보행을 하였다. 

기능적 전기자극기가 신빙성 있는 전극의 개 

발， 제어시스템 및 센서， 다채널 전기자극의 개 

발， 컴퓨터 모댈， 근육의 피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의 개발 동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근육의 

수축성유지나 이동， 보행 등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 방법이기를 기대한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도 이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와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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