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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ymmetrical stance posture, balance, and gait disturbance are common problems in 
hemiplegic patients. Posterior leaf springs (PLS) are frequently prescribed to correct 
these problems. Recently, anterior leaf springs (ALS) have also been prescribed, but 
only limited. studies have been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L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effects of three conditions, i.e., wearing an 
ALS , wearing a PLS, and not wearing an AFO (ankle foot orthosis) ,: on 1) the 
distribution of weight bearing on' the affected side, 2) standing balance, and 3) the 
gait patterns of hemiplegic patients. Eleven hemiplegic patients (10 men and 1 
woman)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Friedman tes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More weight bearing on the affected leg was observed in 
the ALS and PLS conditions than in the condition without an AFO.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ALS and PLS conditions was found. 2)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omposite equilibrium scores (CES) among 
the thtee conditions. The CES in the PLS condi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the ALS condition or the condition without an AFO. 3) Gait patterns improved 
significantly in the ALS and PLS condition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ALS and PLS conditions was found. These results suggest that both 
ALS and PLS effectively improve the distribution of weight bearing on the affected 
side, standing balance, and gait patterns of hemiplegic patients. Further study using 
three-dimensional kinematic analysis and dynamic electromyography is needed to 
support thes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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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뇌손상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는 비대칭적 

인 자세와 균형， 체중을 이동하는 능력의 결 

함을 보인다(Carr 등， 1985; Dettmann 등， 

1987).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편마비 환 

자는 기립 자세를 유지하고 보행하는데 장애 

를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일상생활을 독립적 

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권혁철， 

1987; Dettmann 등， 1987; Sackley 등， 1992). 

펀마비 환자는 서 있을 때 환측 하지로 전 

체 체중의 30-'--40% 정도를 지지한다(권혁철， 

1987; 김종만 등， 1995; 노미 혜， 1998; Bohannon 

와 Larkin, 1985; Dettmann, 등 1987). 이 런 

자세의 불균형은 자세 동요(postural sway) 

를 증가시 켜 균형 에 영 향올 미 친다(Sackley 

등， 1992; Tumbull 등， 1996). 또한， 보행에 

있어서 편마비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보행 

속도가 느리 고 보폭(stride length)이 짧으며 

걸음수(cadence)가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장순자 등， 1999; Smidt, 1990; Wall과 Tumbull, 

1986). 

이러한 균형과 보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활 치료에서는 편마비 환자가 환측 

하지로 체중지지를 많이 하게 함으로써 손상 

된 균형과 보행을 해결하는데 ι 목표를 두고 

있다. 그 치료 방법으로는 신경발달 치료 

(neuro-developmental ' treatment)를 통 한 체 

중이동 훈련， 과제지향적 접근법(task- oriented 

approach)을 통한 체 중이 동 훈 련 (Di Fabio와 

Ba마ce， 1990)과 시각 및 청각 되먹임을 이용 

한 체중이동 훈련(김종만 동， 1995; 노미혜， 

1998; Sackley 등， 1992; Wannstedt와 Herman, 

1978) , 그리 고 다양한 종류의 단하지 보조기 

Cankle foot ‘orthosis: AFO) 등을 적 용할 수 

있다(Bràndstater 등 1983; Diamond와 

Ottenbacher, 1990; 1쩌llDann， 1993; Lehmann 

등， 1983). 

이 중 신경발달 치료와 과제지향의 훈련， 

다양한 되먹임을 이용한 방법은 반복적인 훈 

련이 필요하므로 수 시간 동안 훈련을 해야 

하지만(노미혜， 1998; Di Fabio와 Ba아ce， 1990; 

Sackley 등， 1992; Wannstedt와 H많nan， 1978) 

단하지 보조기는 과도한 강직이나 변형이 없 

으면 바로 적용할 수 있다. 

단하지 보조기는 편마비 환자에게 유각기 

(swing phase)에 발이 떨어지는 것 (drop 

foot)을 방지 하고 입 각기 (stance phase)에 는 

발목관절의 내외측 안정성(n빼io-la따-al stability) 

을 주며， 지면반발력 (ground reaction force) 

을 흡수하여 무릎관절의 안정성을 높이므로 

보행속도를 증진시키고， 보행시 에너지 소모 

량을 줄이기 위해 처방된다(Brandstater 등， 

1983; DiariJ.onçi와 Ottenbacher, 1990; Lehmann, 
1993; Lehmann 등， 1983). 단하지 보조기 는 

사용되는 재료와 디자인에 따라 종류가 다양 

하다(Redford 등， 1995). 과거 에 는 철， 알루미 

늄， 듀랄루민 등의 금속 업 라이 트(upright)를 

장착한 단하지 보조기 (conventional AFO)가 

많이 사용되었으나， 합성수지의 발달로 금속 

보다 강하고 가벼우며 탄력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보조기로 대치되고 있다(Ofir와 Sell, 

1980). 플라스틱 보조기 는 환부나 환부를 본 

뜬 석고 위에 밀착시켜 제작하므로 폼에 꼭 

맞고 색깔이 다양하여 피부색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 미관상 보기 좋으며， 실내외를 편하 

게 다닐 수 있어 생활하기 편하다(김진호 등， 

1990). 이러한 장점 때문에 편마비 환자에게 

플라스퇴 단하지 보조기가 많이 처방되고 있 

다. 지금까지 처방된 플라스퇴 단하지 보조기 

는 대부분 후방형 플라스틱 단하지 보조기 

(posterior leaf spring: PLS)이었지만， 최근 

전방형 플라스틱 단하지 보조기 (anterior leaf 

spring: ALS)가 사용되 기 시 작했다(Chen 등， 

1999; Wong 등， 1992). 전방형 플라스틱 단 

하지 보조기는 스프링 (spring) 형태로 후방형 

보조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 이외에도 우리나 

라와 같이 신발을 신지 않고 생활하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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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발바닥 부위의 노출을 증가시켜 감각 

입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Wong 등， 1992). 

플라스틱 단하지 보조기를 편마비 환자에 

게 적용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후방형 플 

라스틱 단하지 보조기를 착용하였을 때는 양 

발의 압력 중심이 정중선으로 이동하고 자세 

동요가 감소하였으며， 입각기 동안 환측 발의 

안정성을 높여 보행속도가 증가하였다. 그러 

나 환자가 단하지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은 

맨발 상태에서는 환측으로 체중이동시 현저 

하게 자세 동요가 증가하였다(Dieli 등， 1997; 

Hesse 등， 1996; Lehmann 등， 1987; Mojica 

등， 1988). 전방형 플라스틱 단하지 보조기를 

적용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Chen 등 

(1999)은 전방형 플라스틱 단하지 보조기를 

착용한 후 발바닥에 압력 분포기를 삽입하여 

전후， 좌우 자세 동요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전후 자세 동요시에는 맨발 상태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좌우 자세 동요시에 

는 환측으로 유의하게 체중지지를 많이 하였 

다. Wong 등(1992)은 만성 편마비 환자 68명 

에게 전방형 플라스틱 단하지 보조기 착용시 

환자가 느끼는 착용감과 보행 특성을 치료사 

가 주관적으로 평가해 보았을 때， 67%가 맨 

발 보행시보다 보행 특성이 좋아졌고， 환자도 

보행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6명의 

만성 편마비 환자에게 전방형 및 후방형 플 

라스틱 단하지 보조기와 신발을 착용하고 4 

support)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전방형 플 

라스틱 단하지 보조기는 후방형에 비해 엄상 

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 

으므로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편마비 환자에 있어서 

최근 사용되기 시작한 전방형 플라스틱 단하 

지 보조기와 기존의 후방형 플라스틱 단하지 

보조기의 착용시 체중지지율， 균형， 보행 특 

성에 관한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ll. 연구방법 

L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0년 6월 10일부터 동년 10월 

5일까지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편마비 진단을 받고 연세대학교 원주 기독병 

원 재활의학과에 입원 중이거나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11명(남 10명， 여 1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선정 조건은 1)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펀마비 환 

자， 2) 연구자의 지시 내용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자， 3) 도움 없이 10분 이상 독립적 

인 서기가 가능한 자， 4) 보조 장비를 사용하 
지 않고 20 m 이상 독립 보행이 가능한 자， 
5) 골반 및 양하지에 정형외과적 질환이 없 

는 자， 6) 엉덩이 · 무릎관절에 구축(contracture) 

이 없는 자， 7) 수동적으로 발목 관절을 발등 
개의 족부 스위치 (foot switch)를 신발 바닥 쪽으로 굽혔을 때 10。 이상 가능한 자， 8) 연 

에 삽입하여 보행 특성을 살펴보았다. 두 보 구의 참여에 동의한 자였다. 

조기를 착용하였을 때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 

았을 때와 비교하여 중족골두(metatarsal 

head)로 압력 분포가 증가되 는 등 환측 하지 

로의 체중지지율이 높아졌고， 보행시 환측의 

입각기가 길어지고 속도가 향상되었으며 입 

각기 초기에 발꿈치가 먼저 닿는 횟수가 증 

가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두 보조기를 착용 

한 조건간에는 환측 걸음， 건측 걸음， 단하지 

지 지 (single support) , 양하지 지 지 (double 

2. 질혐기기 

가. Eclipse 2 

Eclipse 2 (France)는 1개의 힘 측정판 

(force-plate: 32x32 cm), 결 과를 제 시 하는 모 
니터와 기구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되어 있다(그림 1). 힘 측정판 위에 서 있거 

나 보행시 발의 압력 분포와 양하지의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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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정도를 알 수 있다. 환측 하지의 체중지 AFO pre-cut2l을 사용하여 연구자가 제작하였 

지 정도는 체중지지율(%)로 제시된다. 다. 두께는 3.2 mm로 70-75'C에서 녹는 열가소 

나. Smart Balance Master 

Smart Balance Master Systemll는 안전 대 

(harness) , 힘 측정판， 시각 배경 (visual 

surround) , 모니터， 그리고 여러 가지 동작 

환경올 제공하고 제어할 수 있는 Smart 

Balance :Mas따 R명ram， Sensαy Organization 

Test (SOT) 등의 소프트웨 어 와 컴 퓨터 로 구 

성되어 있다(그림 2). 좌우 2개의 힘 측정판 

은 압력 감지기가 내장되어 있어， 무게중심의 

이동으로 인해 생기는 압력 및 방향을 측정 

할 수 있다. 

균형분석기에 대한 검사-재검사 신뢰도 

(test-retest reliability) ICC= .98, 공인 타당도 
(concurrent validity) r= .48- .73이 다(Liston와 

Brouwer, 1996). 

3. 설험 과정 

가. 보조기 제작 

모든 대상자에게 전방형 및 후방형 플라스 

틱 단하지 보조기를 제작하였다. 전방형 플라 

스틱 단하지 보조기(그림 3)는 Rolyan Anterior 

그립 1. Ec1ipse 2 

1) Neurocoom. USA. 

성 플라스틱( thermoplastic) 소재를 이용하였 

다. 보조기의 발목관절은 90。로 고정하였고， 발 

목은 내외측과는 밀착되지 않도록 띄워 놓았 

고， 중족골두 재단선(metatarsal trimline)은 중 

족골두에서 1 cm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거골대 (tarsal bar)의 원위부는 발목 관절 

의 주름(crease)을 덮지 않도록 하였다. 

플라스틱 단하지 보조기는 Teufal 형태로 

보조기제작자가 제작하였다(그림 4). 재료는 

전방형 보조기와 같은 두께의 폴리프로필렌 

(polypropylene) 열가소성 플라스틱 을 사용하 

였다. 보조기 의 발목관절은 90。로 고정 하였고， 

발목의 재단선(ankle trimline)은 내외측과를 

덮지 않도록 하였으며， 종족골두 재단선은 전 

방형과 같게 제작하였다. 

나. 측정 파정 

먼저 각 측정 조건과 보조기의 적용 순서 

는 순서 효파를 없애기 위해 대상자가 제비 

뽑기를 하여 결정하였다. 전방형 및 후방형 

그립 2. Smart Balance Master 

2) Smith & Nephew,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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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방형 플라스틱 단하지 보조기 

플라스닥 단하지 보조기 착용시의 측정은 훈 

련 효과를 없애기 위해 적응할 시간을 두지 

않고， 착용한 직후에 실시하였다. 각 측정간 

에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두어 피로에 대한 

영향을 배제하였다. 

체중지지율의 측정은 연구 대상자를 Eclipse 
2의 힘 측정판 위에 올라서게 한 후， 대상자 

에게 전방을 주시하며 몸을 움직이지 말고 

편하게 서도록 하여 10초 동안 무작위로 3회 

측정하였다. 

균형은 Smart Balance Master의 SOT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대상자의 키 

에 따라 힘 측정 판 위 에 그어 져 있는 종선 

(short: 76-140 cm, medium: 141-156 cm, 
large: 166-203 cm)에 발의 외 연 Oateral 

border)을 맞추고 양측 경골 내과를 횡선상에 

위치한 후 편안하게 서도록 하였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상자의 팔은 자연스럽게 옆 

으로 내리고 발의 위치를 변경하지 말도록 

지시하였다. 평가는 1) 눈을 뜬 상태 2) 눈을 

감은 상태 3) 눈을 뜨고 힘 측정판은 고정되 

어 있고 시각 배경이 대상자의 전후 자세 기 

울기에 비례하여 움직이는 상태 4) 눈을 뜨 

고 힘 측정판이 대상자의 전후 자세 기울기 

그립 4. 후방형 플라스틱 단하지 보조기 

에 비례하여 움직이는 상태 5) 눈을 감고 힘 

측정판이 대상자의 전후 자세 기울기에 비례 

하여 움직이는 상태 6) 눈을 뜨고 힘 측정판 

과 시각 배경이 대상자의 전후 자세 기울기 

에 비례하여 웅직이는 상태의 모두 6가지 항 

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한 평 

가는 20초간 3회 실시하였다. 6가지 평가에 

대 한 측정 값은 평 형 지 수(equilibrium score)를 

사용하였다. 평형지수는 대상의 움직임이 전 

혀 없는 상태를 100%, 불안정하여 쓰러진 상 

태를 0%로 나타내었으며， 6가지 평가 측정값 

의 평균은 평균평 형지수(composite equilibrium 

score: CES)로 제시된다. 
보행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13 m의 카멧 

위를 1회 천천히 걷도록 하여 적응 기간을 

두었으며， 3회를 대상자가 안전하다고 느끼면 

서 가장 빠르게 걷도록 하여(최대 안정 속도: 

comfortable self-selected velocity) 측정 하였 
다. 이때 시간의 측정은 총 13 m 중 전후 

1.5 m의 거리를 제외한 10 m에서 초시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대상자가 걷고 있는 동 

안 비디오 촬영을 실시하여 걸음수를 측정하 

였다. 각 측정 사이에 10분 동안 휴식을 취하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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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석 방법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 의학적 특성 

맨발， 전방형과 후방형 플라스틱 단하지 보 (N= l1) 

조기 착용시에 환측 하지로의 체중지지율， 평 

균평형지수， 보행속도， 걸음수， 보폭 등의 측 

정 변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프 

리드만 검정 (Friedman test)을 실시하였고， 

사후 검 정은 프리 드만 사후 검 정 공식 (Portney 

와 Watkins, 1993)을 이용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유의 수준 a=.05로 

하였다. 

M.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의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7.2세였으며， 

유병 지간은 평균 22개월이었다. 연구 대상자 

는 뇌졸중 환자가 5명， 외상성 뇌손상 환자가 

6명 이 었다. 환측은 우측이 6명 (55%), 좌측이 

5명 (45%)이었다(표 1). 

트..，흐 λ 。껴 명(%) 

성별 

납 10(91.0) 

여 l( 9.0) 

연령(세) 37.2:t 14N 

유병 기간(개월) 22.0 :t 27.6 

환측 

-。「=三ir: 6(55.0) 

좌측 5(45.0) 

손상 원인 

뇌졸중 5(45.0) 

외상성 뇌손상 6(55.0) 

a평균±표준편차 

2. 환측으로의 체중지지율 
환측 하지로의 체중 지지율(%)은 맨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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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6. 평균평형지수(%) 

태에서는 43.41:t4.33%, 전방형 플라스틱 단 

하지 보조기를 착용한 경우는 47.21 :t 2.88%, 

후방형 플라스되 단하지 보조기를 착용한 경 

우는 46.94 :t 2.48%이 었다. 두 보조기 를 착용 

한 경우에 각각에서 맨발로 선 상태보다 유 

의하게 환측으로 체중지지를 많이 하였으나 

(p<.05) , 두 보조기 를 각각 착용한 상태 에 서 

서로 비교한 결과 환측으로의 체중지지율에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그림 5). 

3. 평균평형지수(CES) 

평균평형지수는 맨발 상태에서는 65.36 :t 

12.48%, 전방형 플라스틱 단하지 보조기 를 

착용한 경우는 71.45 :t 10.83%, 후방형 플라스 

틱 단하지 보조기를 착용한 경우는 72.63 :t 

10.62%이었다. 평균평형지수는 맨발 상태， 전 

방형 플라스틱 단하지 보조기， 후방형 플라스 

틱 단하지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맨발 상태에서 

평균평형지수가 가장 낮았으며， 후방형 플라 

스퇴 단하지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통계 

학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았다(p<.05)，(그립 

6). 

4. 보행 특성 

가. 보행속도 

보행속도는 맨발 상태에서는 37.13 :t 16.04 

nνmin， 전방형 플라스틱 단하지 보조기를 착 

용한 경우는 44.97 :t 19.80 m/min, 후방형 플 

라스틱 단하지 보조기 를 착용한 경 우는 43.16 

:t 17.47 nνmin이었다. 두 종류의 보조기를 

착용한 경우， 각각에서 맨발로 보행한 경우보 

다 보행 속도는 유의하게 빨랐으나(p<.05) ， 

전방형 및 후방형 플라스틱 단하지 보조기간 

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그림 7). 

나. 분당 걸음수 

분당 걸음수는 맨발 상태에서는 87.79 :t 

14.33 걸음/분， 전방형 플라스틱 단하지 보조 

기를 착용한 경우는 95.04 :t 14.06 걸음/분， 후 

방형 플라스틱 단하지 보조기를 착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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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 후방형 플라스틱 단하지 보조기 

*p<.05 

그림 7. 보행속도 

* 

B a r e fo 0 t ALS PLS 

ALS: 전방형 플라스닥 단하지 보조기 

PLS: 후방형 플라스퇴 단하지 보조기 

*p<.05 

그렴 8. 분당 걸음수 

는 93.87 ::t 17.68 걸음/분이 었다. 두 종류의 보 
조기를 착용한 경우， 각각에서 맨발로 보행한 

경우보다 분당 걸음수는 유의하게 많았으나 

(p<.05), 전방형 및 후방형 플라스틱 단하지 
보조기간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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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보폭 

다.보폭 

보폭은 맨발 상태에서는 82.58 :t29.54 cm, 

전방형 플라스틱 단하지 보조기를 착용한 경 

우는 91.98 :t 32.58 cm, 후방형 플라스틱 단하 

지 보조기를 착용한 경우는 89.78 :t 29.81 cm 

이었다. 두 종류의 보조기를 착용한 경우， 각 

각에서 맨발로 보행한 경우보다 보폭이 유의 

하게 증가했으나(p<.05) ， 전방형 및 후방형 

플라스틱 단하지 보조기 간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그림 9). 

N. 고찰 

대부분의 편마비 환자들은 평형 반응이 손 

상되어 불안정한 기립 자세를 보이며， 손상되 

지 않은 건측 하지로 체중을 지지한다(Caπ 

등， 1985; Dettmann 등， 1987; Dickstein 등， 

1995). 따라서 편마비 환자의 환측 하지 로 체 

중지지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균형과 보행 능 

력을 증진시키므로 재활 치료에 있어 중요하 

다CBobath， 1990; Dettmann 등， 1987). 

편마비 환자의 보행은 특징적으로 발목 관 

절의 발등쪽 굽힘 (dorsif1exion) 이 어려워 발 

이 떨어지는 현상(drop foot)이 나타나며， 정 

상적인 굴근과 신전근의 조절 대신 집단 굴 

곡 패 턴 (mass f1exor pattem) 또는 집 단 신 

전 패턴(mass extensor pattem)에 의해 보행 

한다. 환자는 입각기에 환측 하지의 선전 패 

턴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려 하므로 특징적으 

로 첨 족(equinus)과 무릎관절 의 과신 전 

(hyperextension)을 보인다. 그러므로 입각기 

초기에 발뒤꿈치보다는 발바닥이나 발끝으로 

지 면 닿기 (toe strike)를 하게 되 어 입 각기 가 

짧아진다. 이런 신전 상태가 입각기 전반에 

1984). 이러한 비대칭성은 편마비 환자의 균 걸쳐서 지속되면 유각기 초기에 엉덩관절과 

형과 보행에 음의 상관성을 나타내며， 기립 무릎관절의 굴곡이 어려워서 발가락을 지면 

균형과 균형 감각은 보행 능력과 유의한 상 에서 떼기 (toe off) 위해 골반을 올리거나 하 

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다(Bohannon와 Leary, 지를 회선( circumduction) 시키는 보상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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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Norkin， 1994). 따라서 펀마비 환자는 는 환자들의 회복기간과 회복 정도에 따라 

에너지 소모가 많게 되어 피로가 쉽게 오고， 체중지지율이 다르기 때문이다(Wade 등， 1985). 

보행 속도가 느리며， 안전성이 떨어지고， 경 본 연구에서 맨발 상태에서 환측 하지로의 

직 (spasticity) 이 증가되 기 도 한다(Burridge 

등， 1997). 이러한 보행 방식을 교정하기 위 

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단하지 보조기가 사 

용된다(안용팔， 1990). 보조기는 보행의 특성， 

재료， 디자인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 

나는데， 플라스틱 단하지 보조기는 기존의 금 

속 업라이트 단하지 보조기의 외관상 문제와 

무게가 무거운 단점 등을 보완한 것이다. 이 

중 후방형 플라스틱 단하지 보조기는 가장 

많이 、 처 방되 고 있지 만(안용팔， 1990; Ofir와 

Sell, 1980), 우리나라와 같이 실내에서 신발 

을 신지 않고 생활하는 문화권에서는 후방형 

보조기보다는 발바닥의 노출을 증가시킨 전 

방형 플라스틱 단하지 보조기가 유용할 것으 

로 생각된다. 

전방형 플라스틱 단하지 보조기는 후방형 

에 비해 낮은 용도(70-75
0

C)에서 가열하여 

만들어 제작과 교정이 쉽고， 발바닥을 많이 

노출시켜 감각 입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 

한 전방형 플라스틱 단하지 보조기는 발바닥 

지지면이 중족골두 아래를 지지해 줌으로 근 

긴장도(muscle tone)를 억 제 (inhibition)시 키 

고， 입각기에 무릎관절의 굽힘을 방지하여 관 

절의 안정성을 증진시켜 지면반발력 (ground 

reaction force)을 효과적 으로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Shurr와 Cook, 1990). 그러나 체 

중의 、분배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발바닥을 

많이 지지하는 후방형 보조기가 유리하며， 전 

방형 플라스틱 단하지 보조기는 발목관절 부 

분이 약한 디자인의 문제점으로 후방형에 비 

해 발목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 편마비 환자의 비대칭성을 측정하기 위하 

여 환측 하지로의 체중지지율을 측정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20-40%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권혁철， 1987; 권혁철과 정동훈， 2000; 

노미 혜 , 1998; Bõhannon와 Larkin, 1985), 이 

체중지지율은 평균 43.41 :1:: 4.33%로 전방형 

플라스틱 단하지 보조기를 적용했을 때 47.21 

:1:: 2.88%, 후방형 플라스틱 단하지 보조기를 

적용하였을 때는 46.94 :1:: 2.48%로 맨발 상태 

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Chen 등 

(1999)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데， 전 

방형 플라스되 단하지 보조기를 적용하였을 

때 환측의 체중지지율이 41.72 :1:: 10.47%에서 

44.21 :1:: 10.53%로 증가하였다. 

뇌손상 환자의 기계적， 일시적 비대칭성은 

건측 하지의 조절을 통하여 환측을 보상하려 

는 변화로 나타난다. 이런 변화는 비대칭성을 

더욱 증가시켜 정상적인 움직임을 방해하여 

기능적인 활동을 저하시키고 낙상 등의 위험 

이 커지므로 단하지 보조기를 적용하여 대칭 

적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유용하다 

고 생각된다. 보조기 착용으로 환측으로의 체 

중지지율이 높아진 이유는 발목관절의 안정 

성을 높인 것과 피부 수용기로부터의 감각 

입력이 증가되어 보조기 착용 자체가 고유 

수용성 감각(proprioception)을 증가시 켰 기 때 

문일 것이다. 

균형은 감각， 운동 협응， 생체 역학적 구성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 작용하는 복잡한 과 

정 이 다CHorak， 1987). 균형 을 평 가하는 방법 

중 SOT는 체감각， 시각 및 전정 감각올 조 

직화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객관화 되어 있 

고 양적인 평가가 가능한 방법이다. 편마비 

환자가 균형 장애가 있으면 선 자세에서 안 

정성이 감소하거나 보행시에 어려움이 많으 

므로 물리치료사들은 반드시 균형 정도를 평 

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편마비 환자 

를 대상으로 보조기 착용 후 균형능력의 변 

화를 알아보려는 연구는 그 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종만 등(1999)은 펀마 

비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SOT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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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을 측정하였다. 측정조건은 맨발 상태와 

신발을 착용한 상태， 신발과 후방형 플라스틱 

단하지 보조기를 같이 착용한 후 실시하였다. 

맨발 상태에서 측정한 값보다는 두 조건에서 

측정한 평균평형지수가 유의하게 높았지만， 

신발만 착용한 상태와 신발과 보조기를 모두 

착용한 상태에서는 균형 능력의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조기 자체의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하여 맨발 상태와 두 보조기를 적용 

한 세 조건에서 SOT를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모든 조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후방형 플라스틱 단하지 보조기를 착용한 조 

건에서 평균평형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립시 펀마비 환자의 무게중심이 뒤로 

향하는 특징으로 인해 전방형보다는 후방형 

이 체중을 지지하는데 더 효과적이었으리라 

본다. 

보행 특성의 측정은 13 m의 카멧 위를 1 

회 천천히 걷도록 한 후， 3회를 최대 안정 속 

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편마비 환자 

에서 후방형 단하지 보조기를 적용하였을 때 

보행속도가 증가하였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 

치한다(김미정 등， 1994; Bohannon와 Larkin, 

1985; Corcor없1 등， 1970; Mojica 등， 1988).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보행속도가 

평 균 44.5 rnlmin정도는 되어 야 하므로CRobinett 

와 Vondran, 1988), 보행속도를 증진시켜 주 

는 두 보조기 모두 환자의 재활에 도움이 된 

다고 볼 수 있다. 분당 걸음수는 1분 동안 나 

타나는 걸음의 횟수로 정상 성인은 107-113 

회 이 며 (Dettmann 등， 1987; Peπy， 1992) , 편 

마비 환자의 경우에는 평균 85.3회를 걷는다 

(Dettrnann 등， 1987). 본 연구에서는 맨발 보 

행시는 87.79회를 보였으며， 전방형 및 후방 

형 플라스되 단하지 보조기 착용시에 、 각각 

95.04회， 93.87회로 증가하였다. 

Lehmann 등(1987)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단하지 보조기를 5。 발등쪽 굽힘 제한 보조기 

와 5。 발바닥쪽으로 굽힘 제한 보조기를 착용 

도로 걷도록 하여 평균값을 측정하였다. 이는 시키고 보행 특성을 비교하였다.5。 발등쪽으 

보행 검사 자체가 정상인이나 환자 대상자 로 굽혀 제작한 보조기 착용시 뒤꿈치 닿는 

모두에게 어색한 경험으로， 처음에 시도한 보 시기 (heel strike)는 정상에 가깝게 유지된 반 

행은 이후의 시도보다 유의하게 느리며 약 면 발가락을 지변에서 떼는 시기 (toe-off)에 

3% 정도에서 불일치를 보였다는 연구(Peπy， 서는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5。 발바닥쪽으로 

1992; Robinson와 Smidt, 1981)에 근거를 둔 굽혀 제작한 보조기 착용시에는 발가락을 지 

것이다. 거리는 1회 13 m을 걷도록 하여 이 변에서 떼는 시기는 길어졌으나 발뒤꿈치를 

중 10m의 거리에서만 속도와 걸음수를 측 

정하였다. 대상자의 보행 분석시 일반적으로 

처음 2-3 걸음(stride) 후에 보행 형태가 안 

정되므로 보통 8m 이상 걷도록 하여 검사 
하게 한 방법 을 따른 것 이 다(김 봉옥， 1994). 

평균 보폭은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Perry, 1992). 최대 안정 보행속도는 맨발 보 

행시 37.13 :t 16.04 nνmin이고， 전방형 단하지 

보조기 를 착용한 조건 에 서 는 44.97 :t 19.80 

nνmil1， 후방형 단하지 보조기 를 착용했을 때 

는 43.16 :t 17.47 nνmin으로 보조기 착용시 

유의하게 속도가 증가하였으나 두 보조기간 

바닥에 닿는 시기와 중간 입각기 (midstance) 시 

기가 짧아졌음을 볼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정상인을 대상으로 후방형 플라스틱 단하지 

보조기 의 발목관절을 5。 발등쪽 굽힘 , 90。 유 

지， 5。 발바닥쪽으로 굽힌 형태를 적용하고 

같은 속도로 걷도록 하여 엉덩관절과 무릎 

관절， 발목관절의 모멘트를 비교하였다.5。 발 

바닥 쪽으로 굽혀 제작한 보조기를 착용하였 

을 때 엉덩관절이 최대로 굴곡하였고 무릎 

관절을 굽힐 때 외적 모멘트가 가장 컸다. 반 

면 5。 발등쪽으로 굽혀 제작한 보조기를 착용 

하였을 때 엉멍관절은 최소로 굴콕하였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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릎 관절을 펴는 시기에 외적 모멘트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박준민 등， 1998). 본 실험에서 

는 전방형 및 후방형 플라스되 단하지 보조 

기 의 발목관절의 각도를 90。로 고정 하였는데， 

발목관절의 각도를 다르게 적용하여 환측에 

미치는 체중지지율과 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 

으로 환자에게 알맞은 보조기를 처방하였을 

때 환측으로의 체중지지율과 균형이 향상되 

고， 보행속도 등이 향상되리라 생각한다.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보조기는 착용한 

상태에서 훈련하여 보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 대상자간의 차 

이를 줄이기 위해 보조기를 착용한 직후에 

측정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대상자 수 

를 보강한 연구와 보조기 착용 훈련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v. 결론 

보행 특성은 운동형상학적 분석 (kinematic 본 연구에서는 전방형 및 후방형 플라스틱 

ana1ysis) , 운동역학적 분석 (kinetic analysis), 단하지 보조기를 같은 대상자에게 적용하여 

동적、 근전도(dynamÍc electromyography) 및 보조기의 효과를 체중지지율， 균형， 보행 특 

에너지 소비량 측정 (energy expenditure 성에 대해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measurement) 등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 었다. 

다(김봉옥， 1994). 본 연구에서는 운동형상학 1. 맨발 상태와 전방형 및 후방형 플라스 

적 분석만을 이용하여 보행 특성을 연구하였 

다. 운동형상학적 분석 방법은 움직임을 측정 

하여 운동을 기하학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으 

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며 객관화된 방법 

이지만，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효과 

적으로 알아보기는 힘들다. 본 연구는 걸음 

수， 보폭， 보행속도 등의 일반적인 보행 특성 

(genera1 gait parameters)을 초샤계와 줄자， 

비디오 촬영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방법 

은 일반적으로 보행 특성의 분석을 위해 많 

이 사용되는 방법이지만(김종만 등 1995; 

Corcoran 등， 1970), 효과적으로 보행의 특성 

을 분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 

구에서는 3차원적 분석이 가능한 동작 분석 

방법이나 통적 근전도 등을 이용하여， 전방형 

과 후방형 플라스틱 단하지 보조기의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원주 기독병원에서 

틱 보조기를 적용한 상태를 비교하였을 

때， 환측으로의 체중지지율은 두 보조기 

를 착용한 경우에 각각에서 맨발로 선 

상태보다 유의하게 환측으로 체중지지 

를 하였으나(p<.05) ， 두 보조기 간에 는 

환측으로의 체중지지율에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2. 평균평형지수는 맨발 상태가 유의하게 

가장 점수가 낮았고(p<.05) ， 후방형 플 

라스틱 단하지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 

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가장 높았 

다. 

3. 보행 특성은 두 종류의 보조기를 착용 

한 경우， 각각에서 맨발로 보행한 경우 

보다 보행속도는 유의하게 빨랐으며， 분 

당 걸음수와 보폭도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p<.05). 그러나 전방형 및 후방형 플 

라스틱 단하지 보조기간에는 보행속도 

입원 또는 와래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중 와 걸음수， 보폭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 

본 연구의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환자 가 없었다. 

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연구 대 

상자의 수가 적어서 이 연구의 결과를 편마 위의 결과로 볼 때， 편마비 환자에게 전방 

비 환자에게 일반화 하여 해석하기에는 제한 형 플라스틱 단하지 보조기를 착용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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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기존에 사용되던 후방형 플라스틱 단하 

지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보인다. 그러므로 발바닥이나 발뒤꿈치에 감 

각이 저하되어 있거나 욕창 등의 피부 병변 

이 있어 후방형 단하지 보조기를 적용시키기 

어려운 경우에 전방형 플라스되 단하지 보조 

기를 착용하는 것이 유용하리라 생각한다. 앞 

으로의 연구에서는 대상자 수를 보강한 연구， 

보조기 착용 훈련 효과에 대한 연구와 두 보 

조기간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3차원적 분석이 가능한 동작 분석 방법이나 

동적 끈전도를 이용한 연구가 펼요하다고 생 

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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