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추신경계 손상환자에 대한 물리치료

접근법은 신경생리학, 운동조절, 운동학

습, 운동발달 및 인지훈련 분야의 연구

들이 진전됨에 따라 운동장애를 평가하

고 치료하기 위한 더 효과적이고 새로운

방법들을 발전시켜오고 있다

(Montgomery와 Connolly , 1991). 특히,

운동조절이론의 새로운 견해는 중추신경

계 손상환자의 운동장애를 평가하고 치

료하는 물리치료 접근법에 지대한 변화

를 일으켰다. 1990년에 미국물리치료사

협회의 신경분과와 소아분과의 주최로

열린 T he II ST EP Conference"에서는

중추신경계 손상환자의 운동조절 장애를

치료하는 접근법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었다. 첫째, 오랜 기간 동안 중

추신경계 손상환자의 평가와 치료에 영

향을 미쳐온 신경촉진 접근법

(neurotherapeutic facilitation approach )

의 기초가 되는 운동조절의 반사이론과

운 동조 절 이론 과 중 추신 경 계 손 상 환자 를 위 한
치 료 접근 법 의 재검 토

김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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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therapists should understand motor control models and apply various
models to evaluation and treatment of neurologically impaired patient s. T hus, this
paper review s motor control models and applications in clinical settings. Assumptions
and limitations of reflex models, hierarchical models, and systems models are
presented. T his paper also delineates goals and dissatisfaction of neurologic
rehabilitation approaches for neurologically impaired patient s. Muscle reeducation
approach, neurotherapeutic facilitation approach, and contemporary task - oriented
approach are 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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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계층이론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가

있었다. 둘째, 기존의 반사이론과 수직계

층이론 대신에 시스템이론을, 신경촉진

접근법 대신에 과제지향 접근법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켰다(Lister , 1991). 최근의

운동조절에 대한 연구들은 반사이론과

수직계층이론에서 시스템이론으로 커다

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Abernethy와

Sparrow , 19 92; Horack, 1991;

Mathiow ertz와 Haugen, 1994).

물리치료사는 종종 왜 뇌졸중으로 인한 편

마비환자가 팔 뻗기를 기능적으로 하지 못하

는가? 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한다. 길항근

의 경직과 동시수축 때문인가? 주동근의 근

육약화 때문인가? 변화된 체중지지면에 중력

중심을 둘려는 노력 때문인가? 또는 편측무

시(unilateral neglect )로 인해 환측 팔을 시야

에 둘려는 노력 때문인가? 치료사는 이 환자

의 운동조절 장애의 원인을 평가해야만 치료

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경직의 문

제라고 여기면 경직 정도를 평가하고 경직을

억제하는데 치료의 초점을 둘 것이다. 주동근

의 약화가 문제라면 근력을 평가하고 기능적

인 근력강화운동을 시행할 것이다. 변화된 생

체역학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무게중심과 지

지면을 분석할 것이고, 환측 하지로의 체중지

지능력을 개선하려고 할 것이다. 편측 무시와

같은 지각장애 때문이라면 지각검사와 환측

으로 보상전략을 사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예는 치료사의 운동조절 이론들에 대한 이해

가 중추신경계 손상환자의 운동조절 장애에

대한 평가와 치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다는 것이다(Lettinga 등, 1999; Shumway-

Cook과 Woollacott , 1995). 그러므로, 본 종설

의 목적은 운동조절의 반사이론, 수직계층이

론 및 시스템이론의 가정을 검토하고, 중추신

경계 손상환자에 대한 물리치료 접근법인 근

육재교육 접근법, 신경촉진 접근법 및 과제지

향 접근법의 임상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운동조절이론 들

반 사 이 론 (Ref lex M odel )

운동조절의 반사이론은 특정 감각입력이 반

사와 같은 전형적인 운동출력(stereotypical

motor output)을 일으킨다고 제안한 Sherrington

(1906)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고양이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Sherrington은 중뇌 위쪽

높이에서 완전 절단하여 남아있는 척수에 특

정 감각자극을 준 후 일어나는 운동출력을

관찰하였다. 그는 특정 감각입력에 의해 발생

하는 전형적인 운동반응을 반사(reflex )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피아노 연주, 보행과 같은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복잡한 수

의운동(voluntary movement)도 이들 반사들

의 성공적인 결합에 의해 일어난다고 주장하

였다. 즉, 특정 감각자극이 특정 운동반응을

생성하고 특정 운동반응으로부터의 감각되먹

임(sensory feedback)이 또 다른 운동반응을

생성하는 것과 같은 연쇄반응에 의해 인간의

움직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감각되먹임이란 목적하는 움직임과 실행된

움직임간의 오차(error )를 감지하고 교정해주

는 감각정보를 말한다. 반사이론에 의하면 감

각입력 즉 감각되먹임은 운동반응을 생성하

고 교정하며, 감각 없이는 움직임을 일으킬

수 없다. 이 가정은 Adams (1987)의 닫힌고리

조절(closed- loop control)로 설명할 수 있다.

닫힌고리조절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여 실행기(executive system)에서부터 효과

기(effector )까지 그리고 다시 실행기까지의

회로가 감각정보 즉 되먹임에 의해 완료된다.

닫힌고리조절은 감각되먹임에 의해 움직임이

조절된다는 개념인 반사이론을 설명한다.

반사이론은 물리치료학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물리치료사는 환자를 평가할 때 반사

검사(reflex test )에 초점을 맞추었고, 정상적

인 운동반응을 유발하기 위해 감각자극을

사용하는 치료 접근법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Rood(1954)는 동시대에 이루어진 신경생리학

적 연구들을 근거로 많은 치료 기술들을 개

발하였다. 예를 들면, 솔질하기 (bru sh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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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stretch), 압박(pressure) 및 두들기기

(tapping )를 근육에 적용하면 자극 받는 근

육은 촉진(facilitation )되고, 길항근은 억제

(inhibition)된다는 Eldred와 Hagbarth (1954)

의 연구에 영향을 받았다. 진동(vibration)과

거꾸로 엎드린 자세에서 긴장성 미로반사

(tonic labyrinthine reflex )를 사용하는 근거

는 반사이론의 가정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운동조절의 반사이론은 명백하게 신경촉진

접근법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Mathiowertz

와 Haugen , 1994).

반사이론의 제한점은 여러 연구들에 의해

서 제기되었다. 첫째, 탈구심성 동물(de-

afferented animal)과 사람은 감각입력이 차

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 목표물에 도달

하는 과제(reaching task)와 같은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었다(Lashley , 1917; Polit와

Bizzi, 1979; T aub, 1976). 이 증거는 감각 입

력이 움직임을 생성하는데 필수적이라는 반

사이론의 가설을 논박한다. 둘째, 반사이론은

감각자극 없이도 뇌에서 움직임을 계획하여

실행하는 열린고리조절(open - loop control)을

설명할 수 없다(Schmidt , 1975). 이미 프로그

램화 되어있는 선행적 운동조절(anticipatory

control)은 반사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예

를 들면, 기립자세에서 앞에 위치하는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상지에 있는 근육이 먼저 수

축을 하는 것이 아니다. 과제를 하는 동안 일

어날 무게중심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여 하지

의 원위쪽 근육인 장딴지근부터 수축시킴으

로써 자세조절을 이룬다. 그 후 움직임을 성

취하는데 관여하는 상지근육이 수축을 한다.

수 직 계 층 이 론 (Hierarchic al M odel )

운동조절의 수직계층이론은 Jackson과 Taylor

(1932)에 의해 주창되었다. 이 이론은 중추신

경계가 운동조절 과정에 유일하게 관여한다

고 설명하고있다. 중추신경계에는 반사를 조

절하는 하위중추와 수의운동을 조절하는 고

위중추로 구분되어져 있고, 하위중추는 고위

중추의 조절을 받는 상명하달식 명령체계를

가지고 있다. 감각자극이 움직임을 조절한다

는 반사이론의 말초론자(pheripheralist )의 관

점과는 대조적으로, 수직계층이론에서는 정상

적인 움직임들이 중추신경계 내부에서부터

창출되는 근육활성패턴(muscle activation

pattern)을 일일이 조절하는 운동 프로그램

(motor program)에 의해 조절된다는 중추론

자(centralist)의 관점을 고수한다(Horack, 1991).

운동 프로그램은 감각되먹임의 영향 없이 모

든 운동 순서가 움직임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구조화 되어있는 일련의 근육명령이다

(Keele, 1968). 즉, 운동 프로그램에는 운동

방향, 속도, 힘의 정도, 수축순서, 수축에 참

여하는 근육 등과 같은 움직임을 위한 세세

한 명령이 포함한다.

반사이론이 닫힌고리조절과 유사한 것처럼

수직계층이론은 열린고리조절과 유사하다. 열

린고리조절은 Schmidt (1975)에 의해 주창되

었으며, 기본적으로 실행기 수준과 효과기 수

준으로 구성되며, 되먹임과 비교기(compa-

rator ) 없이 실행기가 효과기에 명령을 내리

면 효과기가 움직임 형성을 이룬다. 열린고리

조절은 운동을 구체화하고 규정하는 미리 구

조화된 일련의 운동명령으로서 운동 프로그

램의 개념인 수직계층이론을 설명한다. 미리

먹임 조절(feedforw ard control)이나 선행적

조절(anticipatory control)은 움직임을 완전히

성취하는데 영향을 주는 감각되먹임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빠른

움직임에서 사용된다. 미리먹임은 앞으로 일

어날 운동명령을 위하여 앞서 시스템을 준비

하는 정보를 말한다(Schmidt , 1988). 예를 들

어 기립자세에서 팔을 올리면, 중력중심의 이

동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움직임이 시

작되기 전에 자세조절이 일어난다.

정상적인 중추신경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고위중추는 하위중추를 조절한다.

그러나 중추신경계가 손상된 환자에서는 고

위중추가 수의적인 조절을 상실함으로써 하

위중추에서 생성하는 반사들이 우세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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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된다. 하위중추의 원시반사들이 우세하게

해리 될 때에는 고위중추의 협응된 운동 패

턴들이 차단되어 정상적인 운동발달을 방해

한다. 그러므로, 치료사는 중추신경계 손상환

자에게서 나타나는 원시반사, 비정상적인 운

동패턴과 근 긴장도를 정확히 평가한다. 치료

접근법은 경직과 비정상적인 운동패턴들을 억

제하고, 주동근육군과 길항근육군 간의 긴장도

의 균형을 촉진시키며, 선택적 운동패턴들을 다

양하게 유발시킨다(Mathiowertz와 Haugen,

1994).

운동조절의 수직계층이론은 운동조절연구

에 의해 발생한 일부 질문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고위중추의

조절을 상실한 척수고양이(spinal cat )가 트레

드밀 위에서 어떻게 보행을 할 수 있는지 설

명하지 못하고 있다(Grillner , 1975). 둘째, 반

사와 수의운동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면

왜 많은 수의운동들이 반사적 운동들과 유사

하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해야만 한다. 예를 들

면, 야구공을 던지는 투수가 비대칭적 경반사

(asymmetrical tonic neck reflex )를 이용하

고, 숕트랙 선수가 모퉁이를 돌 때 목정위반

사(neck righting reflex )를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김종만, 2000). 셋째, Bernstein (1967)

은 운동과제를 성취하는데 영향을 주는 자유

도(degrees of freedom)가 너무 많아서 고위

중추에서 세세한 운동 프로그램을 모두 갖고

있다는 수직계층이론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

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그는 하나의 기능적인

움직임도 수행 상황(performance context )에

따라서 운동패턴들이 다 달라지는데 이 모든

것에 반응할 무제한의 운동 프로그램을 갖춘

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지적하였다.

시 스 템 이 론 (S y s tem M odel )

운동조절의 시스템이론은 1932년에 Bernstein

이 처음으로 주창하였다. 시스템이론은 움직

임이 말초적으로 조절되거나 중추적으로 조

절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스템들이 각각

조절의 여러 측면에 기여하면서 상호작용한

결과로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사- 수직계층

이론들은 신경계가 움직임을 생성하고 조절

하는 유일한 시스템으로 보았으나 시스템이

론은 신경계가 운동행동에 주요한 시스템이

지만, 이외에도 근육골격계와 환경계의 중요

한 역할을 인식하였다. 또한 수직계층이론에

서 신경계는 수직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

하였으나, 시스템이론에서는 여러 시스템들이

수평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중추에 운

동조절과 관련된 기능이 분배된 것으로 이해

하였다. 운동행동이 반사이론에서는 닫힌고리

조절로, 수직계층이론에서는 열린고리조절을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시스템이

론에서는 과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닫힌

고리조절과 열린고리조절이, 되먹임조절과 미

리먹임조절이 서로 협력적으로 사용된다.

Bernstein(1967)은 자유도(degrees of freedom)

의 개념을 제기하였는데, 그는 수많은 신경원

과 근육이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운동 프로

그램에 의해 기계적으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

라고 하였다. 또한, 수많은 자유도를 갖고 있

는 신체시스템이 시간적- 공간적 협응을 이루

기 위해 효율적으로 자유도를 풀어 가는 과

정을 통해 인간의 움직임이 조절된다고 하였

다. 인간의 움직임은 동작 생성에 관여하는

수많은 신체분절과 근육, 신경간의 협력작용

(synergy)을 통하여 움직임의 단일 단위로

감소시키거나 자유도를 제한하는데, 이를 협

응구조(coordinative structure)라고 한다. 예

를 들면, 숙련자는 초보자들에 비해 인체 내

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유도를 효율적으로 제

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운동장애는 신

경 조절의 부족을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손상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과제 목적들

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아있는 시스템들의 최

선의 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Gordon (1987)

이 주장한 바와 같이 중추신경계 손상환자에

서 나타나는 운동장애를 보상 전략으로, 학습

된 움직임 패턴으로 본다. 예를 들어 어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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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굽힘근에 약화가 있는 환자는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할 때 흔히 팔굽관절을 구부리게

된다. 그 이유는 근육 약화가 있는 상태에서

수월하게 어깨를 구부리기 위해서 지렛대 팔

(lever arm)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 근육 약화는 중추신경계 손상환자에

서 흔하게 보여지는 비정상적인 굽힘 패턴

(abnormal flexion pattern)에 기여하는 한 요

인으로 볼 수 있다.

시스템이론은 근 골격계와 역학적인 요인

들이 운동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본다(Bernstein, 1967). 근육은 가역적인 특성

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thixotropy '라고 한

다. 이것은 가만히 놔두면 반고체가 되고 흔

들어 주면 액체가 되는 특성이 있는 공학의

재료이다. 근육도 이와 마찬가지로 가만히 놔

두면 cross - bridge stiffness가 증가되고, 움

직여 주면 감소되는 특성이 있다. 중추신경계

손상환자들은 비운동성 기간이 길거나 일반

인만큼의 운동량이 적으므로 cross - bridge

stiffness가 증가되어 움직임 장애의 원인요

소가 된다. 그러므로, 뇌손상 환자의 재활 초

기에 관절가동범위운동(ROM exercise)과 신

장운동(stretching exercise)은 운동기능의 증

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시스템이론은 Gibson (1966)의 연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지각(perception)과 동작

(action)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법(ecological

approach)으로부터 발달되어 왔다. 생태학적

접근법은 일상의 기능적인 과제들(functional

tasks)을 수행하는 동안 수행자와 환경(person-

environment )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와,

지각과 동작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강조한다.

Gibson (1977)은 지각과 동작간의 관계에 있

어서 기능적인 목적과 환경의 역할을 인식하

였다. 그는 환경이 수행자에게 부여하는 행동

가능성을 어포던스(affordance)라 하였으며,

이는 지각이 인간의 움직임을 유발한다는 것

이다 . 환경의 모든 정보는 광학적 배열

(optical array )에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광

학적 배열을 통하여 어포던스는 지각된다.

즉,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것은 환경에 대한 지각이다. 절벽은 떨

어짐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계단의 높이는 다

리를 얼마만큼 들어야 할지를 결정하고, 물체

의 크기는 쥐게 될 손 모양을 결정한다.

병원에서 배운 것이 가정과 작업장이나 실

제 환경에서 전이되는 것이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실제로 전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치료조건이 가능하면 실제로 수행되는 환경

(real- life performance environment )과 비슷

한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손

가락을 구부리고 펼 줄 안다고 해서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환경으로

부터 들어오는 자극을 모두 인식하지 못하며,

시야 내에 위치하는 모든 것을 지각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목표와 의지에 따라 환경으로

부터의 자극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움직임

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움직임

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자에

게 기능적인 과제를 훈련시킴으로써 과제를

인식하여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중추 신경계 손상환자 를 위한

치료 접 근법

근 육 재 교 육 접 근 법

(Mu s cle Re e duc at ion A pproach )

근육재교육 접근법은 1940년대와 1950년대

에 소아마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Sister

Kenny가 발전시켰다(Knapp, 1955). 이 접근

법의 목표는 속도, 근력 및 운동범위의 특정

순서에 있어서 운동활동을 수행하는 특정

신경원들과 근육들의 활성을 포함하는 신경

원내 회로를 뜻하는 운동 엔그람 (m otor

engram)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Crossman(1959)

은 3백만 번 이상의 근육수행을 반복함으로

써 엔그람을 수정하고 발달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기본적으로 운동 엔그람은 수직계층

이론의 운동 프로그램(motor program)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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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근육재교육의 궁극적

인 목표가 조화로운 운동패턴을 발달시키는

것일지라도 훈련은 인지수준에서 개별 근육

들의 조절을 학습시키는 것과 더불어 시작

된다 . 환자들에게 다른 근육의 보상패턴들

과 동시수축을 피하고 단지 원하는 근육

을 수축시키도록 훈련한다. 그리고 환자들

은 개별 근육들의 조절을 완벽하게 수행한

후에 여러 근육들을 참여시키는 다근육협응

(multimuscular coordination)에서 훈련한다.

또한 치료는 처음에 운동과제의 한 부분을

훈련시키고 점차 과제 전체를 훈련하는 방향

으로 이루어진다.

근육재교육 접근법이 소아마비 환자 치료에

유용한 면이 있지만 대부분의 중추신경계 손

상환자들의 치료에는 유용한 면이 덜하다. 대

부분의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들은 개별 근육

만 독립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대

부분의 환자들은 훈련에서 요구되는 수많은

반복을 완벽하게 성취하기 위한 주의집중력이

나 인내심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치료사들

은 더 나은 치료전략들을 원하게 되었으며, 상

위운동신경원증후군이 근육약화와 같은 근육

활성(muscle activation)의 문제가 아니라 비

정상적인 운동패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신경

촉진 접근법으로 관심이 이동하게 되었다.

신 경 촉 진 접 근 법

(N eurotherapeutic Facilitation Approach )

신경촉진 접근법에는 Rood(1954)의 감각운

동접근법(sensorimotor approach), Knott와

Voss(1968)의 고유수용성 신경근촉진법(pro-

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PNF ),

Brunn strom (1970)의 운동치료 (m ov em en t

ther apy ), Ayres의 감각통합치료 (sensory

integration therapy ), 그리고 Bobath (1978)의

신경발달치료(neurodevelopmental treatment ;

NDT )가 포함되며, 이 접근법들을 신경생리

학적 접근법(neurophysiological approach)이

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들 모든 접근법들은

운동조절의 반사이론과 수직계층이론에, 그리

고 전통적인 운동발달이론과 운동학습이론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다음

과 같은 가정들을 갖게 되었다. 첫째, 중추신

경계는 고위중추가 하위중추를 조절하는 것

과 같이 수직적으로 구성되어있다. 둘째, 중

추신경계 손상에서는 하위중추에서 생성하고

조절하는 비정상적인 운동패턴과 반사 및 비

정상적인 근육 긴장도가 해리된다. 셋째, 치

료사에 의해 제공되는 말초 감각자극은 비정

상적인 반사와 경직(spasticity )을 억제하고

더 정상적인 운동패턴들을 촉진시킬 것이다.

넷째, 감각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움직임의 반

복은 매우 긍정적이며, 중추신경계에 영구적

인 변화들을 일으킬 것이다. 다섯째, 중추신

경계 손상이후 회복과정은 머리쪽에서 꼬리

쪽으로(cephalo to caudal), 근위쪽에서 원위

쪽으로(proximal to distal) 그리고 척골쪽에

서 요골쪽으로(ulnar to radial) 예측 가능한

회복단계를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신경

학적 근거들은 정상적인 운동행동과 중추신

경계 손상이후에 나타나는 변화들을 설명하

는데 사용되었다(Gordon, 1987).

그러나, 신경촉진 접근법에도 여러 가지 제

한점들이 있다. 첫째, 경직과 비정상적인 반

사들을 억제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움직임과 기능적인 수행이 개선되지 않았다

(Landau와 Hunt , 1990). 경직이 있는 환자에

게 선택적 후근절제술(selective posterior

rhizotomy)을 통하여 경직을 제거한 후에도

여전히 운동장애의 문제점들이 남아 있었다

(Giuliani, 1991). 중추신경계 손상환자에게서

근력을 적절히 생성하지 못하는 근육약화의

문제점이 실제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Bobath는 길항근에서 나타나는 경직과 더불

어 과도한 동시수축(cocontraction )의 문제

때문에 운동장애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였다

(Bobath, 1990). Bobath는 경직이 있는 중추

신경계 손상환자에게 근력강화를 위한 저항

운동을 피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저

항운동을 하게 되면 경직과 더불어 동시수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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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되고, 이로 인해 조화로운 선택적 움

직임이 방해를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경직

이 있는 뇌졸중 환자에게 점진적인 저항운동

(Miller와 Light , 1997)과 등속성 근력강화운

동(Sharp와 Brouwer , 1997)을 시행했을 때,

경직과 동시수축의 증가 없이 근력 생성이

증가되었다. 이 접근법은 근육골격계의 요인

이 운동장애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뇌손상

환자의 운동장애는 오직 신경계 장애에 의한

것으로 본다. Carey와 Burghardt (1993)는 중

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운동장애가 신경계

의 문제로 인해서 올 수 있지만 근육의 비정

상적인 cross - bridge stiffness, 근육약화와

같은 근육의 문제점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둘째, 운동수행에 대한

신경학적 설명에 집중함으로써 기능적인 수

행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환경요인은 강조

되지 않았다(Horack, 1991). 셋째, 환자는 치

료사에 의해 선택되어진 치료전략에 너무 수

동적으로 참여한다. 넷째, 개별 운동조절 능

력이 증진되더라도 기능적인 수행을 증진시

키는 전이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Gordon ,

1987; Horack, 1991).

최 근 의 과 제 지 향 접 근 법

(Contemporary T ask- Oriented Approach )

최근의 과제지향 접근법(Horack, 1991)은

운동조절의 시스템이론으로부터 발전되었고,

최근의 운동발달이론과 운동학습이론들로부

터 영향을 받았다. 이 접근법은 중추신경계가

수평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

고 있다. 중추신경계 손상후의 환자의 운동은

기능적인 수행을 성취시키고, 손상을 보상하

기 위한 시도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중추신

경계 손상으로부터의 회복과정은 과제수행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스템을 이용해 가

는 과정을 반영한다. 각 환자의 개인적인 특

성과 수행 상황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회복정

도와 순서도 다양하다. 다양한 요인들은 환자

의 개인적인 특성이 그들의 수행상황들과 상

호작용 함으로써 중추신경계 손상 후에 나타

나는 운동행동의 변화들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기능적인 과제들과 수행상황은 행동 구

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본다(Kamm 등,

1990). 그러므로, 과제의 다양한 연습은 환자

가 기능적인 수행을 성취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들을 발견하도록 돕는다(Higgins , 1991).

치료환경은 일상적인 활동들을 하는 동안

환측 사지가 포함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환경은 수행하기 원하는 운동행동을 일으키

는 촉진기(facilitator ) 또는 억제기(inhibitor )

로써의 역할을 한다(Carr와 Shepherd, 1987;

Davies , 1985). 또한 근육골격계와 같은

생체역학적인 요인이 기능적인 수행에 영향

을 미친다. 현재의 치료초점은 치료사가 경직

성 근육을 억제하기보다는 일차적으로 주동

근의 근육약화가 있으므로 능동적인 조절을

강화한다. 즉, 기능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동

안 체중이나 과제에 사용되는 도구의 무게가

저항으로 제공되는 기능적인 근력강화운동

(functional strengthening exercise)은 매우

필요하다(김종만과 이충휘, 1997). 많은 연구

들에서 편마비 환자의 근력이 증가되었을 때

환자가 수행하는 기능수준도 증가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과제지향 접근법은 일부의 제한점을 가지

고 있다. 아직까지 접근법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와 치료전략들의 발전이

더욱 필요하고, 연구에 의한 접근법의 효과

검증이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대부분의 치료

실에서 실제와 매우 흡사한 치료환경(natural

environment )을 설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과제지형 접근법은 병원 입원기

간의 단축과 지역중심 재활프로그램들의 발

달로 더욱 더 지지 받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이 접근법은 환자로 하여금 문제해결을 하도

록 요구하기 때문에 인지장애가 있는 환자들

에게 부적절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각성이

저하된 환자들을 위한 치료에 있어서 치료사

의 손을 통하여 제공되는 고유감각 조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적절한 되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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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잘못된 움직임을 수정하기 위하여 사용되

는 핸들링(handling)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

다. 임상현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고안된 과제

들(contrived tasks)보다 일상에서 실제 수행

되는 과제들(real tasks)을 연습하는 것이 환

자의 기능적인 수행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이전 운동경험의 사용과 선행적인

자세조절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에 대한 문

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일상생활동작들을 치

료환경에서 실행함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Schmidt , 1991).

결론

다양한 시스템들이 역동적으로 상호 작용

하여 운동조절이 이루어진다는 시스템이론이

최근에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신경생리학적,

신경발달학적인 면에만 관심을 두는 기존의

견해에서 탈피하여 기능적인 목적을 강조하

는 과제지향 접근법이 중추신경계 손상환자

의 물리치료 접근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

고 있다(Crutchfield와 Barnes, 1993; Horack,

1991). 한편 운동조절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

해 환경적, 감각적, 인지적, 근·골격적 그리

고 신경학적 시스템들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널리 소개되고 있다.

저자들은 최근의 이론이 반드시 옳다거나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추신경

계 손상환자의 운동장애를 평가하고 치료하

는 치료사들은 인간의 자세와 움직임이 다양

한 시스템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되고 조

절된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포괄적인 평가

와 치료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기존의 이론

들도 40∼50년간의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이

론적 틀을 제공해왔음을 잘 알고 있다. 이론

적인 틀을 좋거나 나쁜 것으로 나눌 것이 아

니라 유용한지 혹은 유용하지 않은 지로 판

단해야 할 것이다. 물리치료사는 각 운동조절

이론들과 중추신경계 손상환자들의 치료 접

근법의 장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해야하며 새로운 과학적 지식에 의해 지

지되는 새로운 정보들을 받아들여 치료 접근

법을 발전시켜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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