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12권 제1호

PTK Vol. 12 No. 1 2005.

- 91 -

뇌손상 후 상지 운동기능 회복 평가:
임상적 평가 및 운동반응 근전도 분석

김영호, 태기식
연세대학교 의공학과, 의료공학연구원

송성재
원주대학 동력기계과

Abstract

Evaluation of Upper-Limb Motor Recovery after Brain Injury:

The Clinical Assessment and Electromyographic Analysis

Kim, Young-ho, Ph.D.1)

Tae, Ki-sik, M.Sc.
Dept. of Biomedical Engineering, Institute of Medical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Song, Sung-jae, Ph.D.
Dept. of Mechanical Engineering, Wonju National College

 
We assessed whether the use of a symmetrical upper limb motion trainer in daily repetitive training for

a 6-week period reduced spasticity and improved motor function in three chronic hemiparetic patients.

Upper limb motor impairment and disability were measured by the Fugl-Meyer Assessment (FMA),

Modified Ashworth Scale (MAS) and Manual Muscle Test (MMT), respectively. The electromyography

(EMG) of the affected hand was recorded during isometric wrist flexion and extension. In all patients,

FMA and MMT scores were significantly improved after the 6-week training. However, MAS scores of

the affected wrist spasticity did not change considerably. Onset and Offset delays in muscle contraction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affected wrist. The co-contraction ratio of flexor and extensor muscles sig-

nificantly increased after the 6-week training. Onset and offset delays of the muscle contraction and

co-contraction ratio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the patients' FMA. This study showed that repetitive,

symmetric movement training can improve upper limb motor functions and abilities in chronic hemiparetic

patients. Also, the EMG assessment of motor response is likely to provide insights into mechanisms and

treatment strategies for motor recovery in chronic hemiparetic patients.

Key Words: Co-contraction ratio; EMG; FMA; MAS; MMT; Motor recovery; Symmetrical upper limb motion trainer.

I. 서론

비정상적인 혈액 공급으로 야기되는 뇌졸중(stroke)

혹은 뇌손상에 의한 결과로 80% 이상이 편마비를 경험

하며 이 중 40% 이상은 만성 환자로 남는다

(Jorgensen, 1996). 초기 편마비 환자들은 거의 뇌 손상

이후 몇 개월 안에 기능을 회복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

은 뇌 손상 이후 적절한 응급 처치와 초기 치료를 통해

생존한다 하더라도 운동(motor), 감각(sensory), 인지

(cognitive), 지각(perceptual), 심리(psychological), 사회

적(social), 신체기능적(functional) 측면의 장애를 가지

게 된다(Jorgensen, 1996; Wade 등, 1983). Nakay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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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1994)은 편마비 환자의 30～66%는 뇌졸중 혹은 뇌

손상 이후 6개월까지는 기능회복이 없는 반면, 단지

5～25%만이 완전한 기능적 회복을 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상지기능의 자발적 회복과정은 뇌손상 이후 11주

무렵까지 일어나며, 만약 이 시기에 기능적 회복이 일

어나지 않으면 상지의 부가적인 기능 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만성 편마비 환자의 장애를 최

소화시키고 가정 및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요

구된다.

기존의 편마비 환자들의 상지 재활을 위해 일반적으

로 물리치료사가 수동적 운동치료를 수행해야 하나 이

는 치료사의 상당한 수고에 의해 운동 효율을 저하시키

는 결과를 가지고 있다(Feuerstein과 Wang, 2000).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비환자의 잔존 감각을 활용하여

독립운동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고 자연스러운 상지

운동리듬을 제공할 수 있는 운동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다(태기식 등, 2004; Fasoli 등, 2003; Lum 등, 2002;

Whitall 등, 2000). 태기식 등(2004)은 상지의 대칭운동

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뇌손상과

뇌졸중에 의한 만성 편마비 환자들에게 적용시킨 후 상

지 기능 평가 방법 중의 하나인 Fugl-Meyer

Assessment(FMA) 지수의 향상을 증명하였고 운동 전

후에 따른 손목의 운동 시 발생되는 대뇌 활성화 변화

를 관찰하였다. Fasoli 등(2003)은 증세가 심한 만성 편

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한 로봇 재활치료를 통해 근긴장

도 검사인 Modified Ashworth Scale(MAS) 및 운동기

능 평가 방법인 Motor Status Scale(MSS) 점수가 크

게 향상됨을 보고하였다. 또한, Whitall 등(2000)은 건

측 손(unaffected hand) 과 환측 손(affected hand) 모

두를 이용하는 양측(bilateral) 운동이 가능한 팔 운동

시스템을 적용하여 환측 손의 상지기능의 향상 뿐 아니

라 등척성 근력(isometric strength) 및 운동 범위의 향

상을 증명하였다. Lum 등(2002)은 로봇 보조시스템을

이용한 투영영상(mirror image)에 의한 되먹임

(feedback) 조절이 포함된 재활 프로그램을 2개월간 만

성 편마비 환자에게 적용시킨 결과 기존의 물리치료사

에 의한 수동적인 치료방법에 비해 상지의 근력(muscle

strength), 운동범위가 크게 향상됨을 보고하였다.

최근 운동기능 상태를 정확히 측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운동기능 회복에 적용되고 있

다. 근전도(electromyography)는 근 활동의 양과 패턴

을 분석함으로써 비교적 용의하게 임상에서 운동평가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다. 최근 편마비 환자에 대한 재

활치료에서 근력이 움직임을 위한 결정요인으로 근긴장

도(muscle tone)보다 중요하며 근력을 증가시키는 치료

법이 과도한 근긴장도를 감소시키는 치료법보다 적절하

다고 보고하였다(Butefisch 등, 1995). 정이정(2003),

Chae 등(2002), Hammond 등(1988)은 뇌졸중에 의한

초기 편마비환자들의 민첩성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환측 손에 대한 과제 수행 시 근수축 개시시점 및 종료

시점의 관찰하여 정상군에 비해 상당한 수축시점의 지

연이 발생함을 관찰하였다. 근전도를 이용한 만성 편마

비 환자들에서는 손목관절이 움직일 때 주동근(agonist)

과 길항근(antagonist)에서의 강직과 연관된 동시수축

(co-contraction)이 발생한다. Canning 등(2000),

Kamper와 Rymer(2001), Pisano 등(2000)은 정상군과

비교하여 편마비 환자들의 운동 시 비정상적인 동시수

축 패턴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측 손의 운동에 따라 환측 손이 대

칭적으로 운동하며 두 가지 운동이 가능한 대칭형 상지

운동기구를 개발하고 개발된 기구를 이용한 6주간의 훈

련 후 상지운동 기능 평가인 FMA 검사, 근긴장도 검

사인 MAS 및 근력 검사인 Manual Muscle

Test(MMT)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또한 근전도를 이용

하여 손목의 등척성 운동 시 발생하는 근수축 개시시

점, 종료시점의 지연 및 동시수축비(co-contraction ra-

tio)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Ⅱ. 연구방법

1. 대칭형 상지 운동기구

대칭형 상지 재활운동 기구는 내마모성이 뛰어난 플

라스틱 재질인 M.C. Nylon을 사용하였다. 구동부는 원

통형 형상의 스퍼기어(spur gear)를 사용하였으며 기구

의 손잡이는 기구의 손잡이를 교체하지 않고 기구의 고

정방향에 따라 손목 굴곡/신전(wrist flexion/extension)

과 전완 회내/회외(forearm pronation/supination)의 두

가지 운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완성된 기구는

건측 손(unaffected hand)의 운동을 환측 손(affected

hand)으로 전달하여 대칭적 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되

었다. 이 때 체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팔 부

위에 고정대를 위치시켜 고정하였다(그림 1)(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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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칭형 상지 운동기구:

손목 굴곡/신전운동

그림 2. 대칭형 상지 운동기구:

전완 회내/회외운동

Patient Age/sex Lesion Paretic side
Time since paresis

(months)

1 44/M ICH in Rt. thalamus, BG, IVH Lt. 38

2 37/M Cerebral multiple contusion Lt. 58

3 49/M ICH in Lt. BG, IVH Rt. 24

Rt.: right, Lt: left, BG: basal ganglia, ICH: Intracerebral hemorrhage, IVH: Intraventicular hemorrhage

표 1. 환자군의 특성

2. 연구대상 및 훈련 프로그램

실험을 위해 대조군으로 대뇌병변이나 정신분열증

경험이 없는 오른손잡이인 성인 3명(남 2명, 여 1명,

34±5세, 65±10 ㎏, 170.1±5 ㎝)과 편마비 발생 후 2년

이상 경과하여 손상된 상지의 자발적 회복과정이 끝났

고 제시된 과제 수행이 가능한 만성 편마비 환자 남성

3명(43.3±6.0세, 65±4 ㎏, 170.2±3 ㎝)을 피검자로 선정

하였다. 편마비 환자군의 원인은 뇌졸중 2명, 외상성 뇌

손상 1명이었으며, 우측마비가 1명, 좌측마비가 2명이었

다(표 1). 모든 편마비 환자는 대칭형 상지 재활운동 기

구를 사용하여 손목 굴곡/신전과 전완 회내/회외 두 가

지 운동을 매일 1시간씩, 주당 5일, 총 6주 동안 훈련을

하였다.

3. 임상적 평가 검사

임상적 평가는 상지운동 기능 검사 FMA, 근긴장도

검사 MAS 및 도수 근력 측정 방법인 MMT를 평가하

였다. FMA는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평가 방법 18가지

중 상지 운동기능 부분만 선택하여 검사를 하였으며.

관절의 가동범위, 반사, 손기능, 관절간 협응을 평가하

였다. 이 때 각 문항의 점수는 2점 만점으로 수행불가

능인 경우 2점, 부분적으로 수행할 경우 1점, 완전 수행

이 가능할 경우는 2점으로 구분하여 총 66점으로 평가

하였으며, 20점 이하는 심한 편마비 환자로 분류하였다.

본 검사의 신뢰도 및 타당도는 검정 된 바 있고 임상적

으로 의미있는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평

가 방법이다(Fugl-Meyer 등, 1975). 강직(spasticity)은

검사자가 중간정도의 속도로 손목관절을 굽히고 펼 때

저항을 MAS 지수로 0에서 5단계까지 평가하였으며 이

때, 0은 정상적인 근육의 긴장도, 5는 심한 근육의 강직

으로 평가하였다(Bohannon과 Smith, 1987). 또한, 어

깨, 팔꿈치, 전완, 손목 및 손가락 관절의 근력은 MMT

를 이용하여 각각 0에서 5등급까지 평가하였다. 이 때,

5는 정상이며 0은 근력을 발휘 못하는 단계이다. FMA,

MAS 및 각 관절의 MMT는 6주간의 훈련 중 훈련 개

시 이전과 2주일에 한번 씩 총 4회가 측정되었다.

4. 운동반응 근전도 검사

상지의 운동기능을 전기생리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하

여 근전도를 이용하여 운동반응 패턴을 관찰하였다. 이

를 위해 표면 전극을 손목의 굽힘근(flexor carpi radia-

lis: FCR)와 폄근(extensor carpi radialis: ECR)에 부착

하고 MP150 시스템1)에 연결하여 근전도를 측정하였

다. 전완과 손목은 편안하게 지지하고 중립상태를 유지

1) Biopac System Inc. C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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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근전도 측정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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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측정된 근전도 신호와 근수축

지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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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전완 고정 장치를 사용하여 관절의 불필요한 움

직임을 최소화하였다(그림 3). 근전도 신호를 기록하기

위하여 신호음에 맞추어 등척성 운동을 유도하고 3초

동안 발생되는 신호음이 들리자마자 해당 근육을 등척

성 수축을 시작하여 신호음이 중지할 때까지 유지하고,

신호음이 종료되자마자 신속히 이완하도록 유도하였다.

신호음이 유지되는 동안 근 수축으로 발생되는 신호는

해당부위의 주동근과 길항근에서 동시에 기록하고 측정

은 손목관절의 굴곡과 신전 운동을 각각 5회씩 수행하

였으며 측정 전 충분한 연습을 실시한 후 실험에 임하

였다. 신호음의 시작과 근전도 신호의 시작 시간 차이

를 개시시간 지연(onset delay)으로 정의하며, 신호음이

끝 부분과 근전도 신호의 끝 부분과의 시간 차이를 종

료시간 지연(offset delay)으로 정의하였다(그림 4). 이

때, 근전도 데이터는 1000 ㎐의 샘플링 율로 획득하였

으며 60～120 ㎐ 주파수 대역필터(band-pass filter)를

취하여 잡음을 제거하였다. 근전도 신호를 적분하고 1

초 동안의 안정화 시기(baseline)에 대한 2배의 표준편

차 이상의 크기로 25 ㎳ 이상 지속될 때를 근수축 개시

시간으로 정의하였다.

등척성 손목 운동 시 운동구간에서 일어나는 근 수

축으로 발생하는 근전도 신호 주동근과 길항근의 비율

은 근활동의 총체적인 양을 보기 위해 적분화한 근전도

(integrated EMG) 값을 3초간의 안정화 값을 이용하여

표준화(normalize)한 후 동시수축비(Choi, 2003)를 구하

였다. 식(1)～(3)은 본 실험에서 사용된 동시수축비를

구하는 방법이다. 먼저 표준화 근전도 (EMGN)은 해당

근육의 근 활동량(EMGm)과 이완시기의 3초 동안의 근

활동량(EMGm_rest)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또한 측정 횟수 N과 각 해당근육의 근 수축

시간 △t를 이용해 적분화 근전도(IEMG) 값을

구할 수 있다.

구해진 주동근의 적분 근전도(IEMGagonist) 값과 길

항근의 적분 근전도(IEMGantagonist) 값을 이용해서

운동 시 발생하는 동시수축비를 구할 수 있다.

5. 통계 분석

각 변위들의 비교분석을 위해 상용 통계프로그램인

윈도우용 SPSS 10.0을 사용하였다. 먼저 대조군과 건

측, 환측 값들에 대한 비교를 위해 독립표본 비교

(independent t-test)를, 6주간의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각각 변위의 운동 전후 비교를 위해 반복적 일원 분산

분석(repeated one-way ANOVA)를 수행하였으며

FMA 운동 평가 점수와 운동반응 근전도 검사와의 상

관관계는 Spearman 상관분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통계

적인 유의성은 α=.05으로 하였다.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12권 제1호

PTK Vol. 12 No. 1 2005.

- 95 -

Side

Wrist flexion

0-2-4-6(w.)

Wrist extension

0-2-4-6(w.)

Co-contraction ratio

0-2-4-6(w.)

Delayon(s) Delayoff(s) Delayon(s) Delayoff(s) Wrist Flexion Wrist extension

Controls (.17) (.31) (.22) (.21) (6.84) (6.55)

Unaffected
(.30-.34-

.32-.37)

(.64-.51-

.52-.46)

(.34-.32-

.42-.30)

(.79-.55-

.56-.55)

(3.74-3.04-

2.76-3.78)

(1.32-1.36-

2.43-1.35)

Affected

Patient 1
.51-.41-

.37-.33

0.71-.64-

.60-.58

.78-.50-

.44-.40

1.05-.64-

.62-.60

.83-1.43-

2.34-3.74

1.13-2.23-

4.35-6.30

Patient 2
.56-.50-

.36-.37

1.87-.95-

.92-.76

.68-.44-

.33-.32

.86-.81-

.69-.57

.20-.52-

3.45-5.20

.41-2.45-

4.87-5.21

Patient 3
.76-.73-

.52-.50

1.80-1.26-

.86-.74

1.04-.74-

.55-.49

1.19-1.15-

.93-.72

.11-.34-

2.23-2.76

.32-1.34-

2.03-3.22

Median
(.62-.57-

.44-.40)

(1.51-.93-

.78-.76)

(.92-.56-

.52-.44)

(1.19-.94-

.86-.75)

(.38-.43-

2.67-3.90)

(.62-2.00-

3.75-4.91)

Delayon: Onset delay on muscle contraction, Delayoff: Offset delay on muscle contraction

표 3. 6주간의 훈련동안 운동반응 근전도의 변화

Patient

FMA

0-2-4-6(w.)

MAS

(wrist)

0-2-4-6(w.)

MMT

(shoulder)

0-2-4-6(w.)

MMT

(elbow)

0-2-4-6(w.)

MMT

(forearm)

0-2-4-6(w.)

MMT

(wrist)

0-2-4-6(w.)

MMT

(finger)

0-2-4-6(w.)

1 25-29-33-34 1-1-1-1 3-3-3-4 4-4-4-4 1-2-2-2 1-1-1-1 1-1-2-2

2 35-49-54-56 1-1-1-1 3-4-4-4 4-4-4-4 2-3-3-3 3-3-3-3 3-4-4-4

3 20-25-27-32 2-2-2-2 2-2-3-3 3-3-3-3 1-2-2-2 1-2-2-2 1-1-1-2

Median
(27.6-34.3-

38.0-40.6)

(1.3-1.3-

1.3-1.3)

(2.6-3.0-

3.3-3.6)

(3.6-3.6-

3.6-3.6)

(1.3-2.3-

2.3-2.3)

(1.6-2.0-

2.0-2.0)

(1.6-2.0-

2.3-2.6)

w.: week, FMA: Fugl-Meyer Assessment, MAS: modified Ashworth scale, MMT: manual muscle test

표 2. 6주간의 훈련 동안 FMA, MAS 및 각 관절의 MMT 변화

Ⅲ. 결과

1. 임상적 평가 검사

표 2는 대칭형 상지 기구를 이용한 6주간의 훈련

동안 FMA, MAS 및 각 관절의 MMT 변화이다. 총 6

주간의 훈련 동안 2주에 한번씩 측정된 검사에서 훈

련에 참가한 환자군 모두 운동 후 환측의 상지 운동기

능이 크게 향상되었다(p<.05). 반면 MAS 검사에서는

모든 환자가 4번의 측정에서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

와서 본 훈련과 강직의 개선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음

을 알 수 있었다. 각 관절의 MMT에서는 팔꿈치 관절

을 제외한 모든 관절에서 훈련 후 유의한 향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p<.05).

2. 운동반응 근전도 검사

표 3은 대칭형 상지 기구를 이용한 6주간의 훈련 동

안 근수축 개시시간 지연, 종료시간 지연 및 동시수축

비의 변화이다. 근수축 개시시간 지연은 대조군과 건측

보다 유의한 지연을 보여주며 동시수축비는 유의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p<.05).

근수축 개시지연 및 종료지연에서 6주간의 훈련을 통

해 건측의 경우 손목의 굽힘 및 폄 동작 모두에서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환측의 경우 두 동작 모두에서 유

의하게 감소함(p<.05)을 보였다(표 3)(그림 5). 또한, 훈련

이후 두 운동 모두에서 주동근 근활성 능력이 향상되어

동시수축비가 현저하게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p<.05).

그림 6은 환측의 FMA와 손목의 두 가지 운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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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a) (b)

(c) (d)
그림 6. FMA와 손목의 두가지 운동 시 근수축 지연시간과의 상관관계

(a) 손목 굴곡 시 근수축 개시 지연, (b) 손목 신전 시 근수축 개시 지연,

(c) 손목 굴곡 시 근수축 종료 지연, (d) 손목 신전 시 근수축 종료 지연

그림 5. 대칭형 상지운동을 이용한 6주간의 훈련동안 운동 전, 2, 4, 6주 후

운동반응 근전도의 변화 (a)손목 굴곡, (b)손목 신전

나타난 근수축 개시 및 종료 지연간의 상관관계를 보여

준다. 손목의 굽힘 운동에서 나타나는 근수축 지연을

제외한 모두에서 FMA와 근수축 지연시간은 유의한 상

관관계를 나타냈다(p<.05).

그림 7, 8은 환측의 FMA와 손목의 두가지 운동에서

나타난 동시수축비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손목의

두 운동 모두에서 FMA와 동시수축비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05).

Ⅳ. 고찰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Bohannon과 Smith(1987), Fugl-Meyer 등(1975)은 물

리치료사들에 의한 수동적인 물리치료가 기능회복에 도

움이 된다고 발표하였으나 Chae 등(1998)과 Taub 등

(1993)은 수동적인 물리치료 보다는 기능적인 반복 훈

련으로 이루어진 치료기법이 회복에 상당한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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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FMA와 손목의 두가지 운동 시

동시수축비의 상관관계: 손목 굴곡

그림 8. FMA와 손목의 두가지 운동 시

동시수축비의 상관관계: 손목 신전

고 특히 능동적인 반복운동이 기능 회복에 최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2000년에 Steenbergen이 발표한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양쪽 상지를 같이 사용

하였을 때 그 반응 시간 차이가 한쪽 상지만 사용할 경

우보다 92%나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한 결론으

로 한쪽 상지 움직임 시 양손 사이에 보이는 비대칭이

양쪽 상지 사용 시 크게 줄어드는 이유는 건측이 손상

된 손의 시간 스케일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양 상지 사이의 비대칭이 손상된 손의 원위근을 조절하

는데 어려움을 갖도록 한다고 발표한 연구들도 있다

(Smith 등 1999; Steenbergen, 2000). 양쪽을 동시에 훈

련하는 것은 비대칭의 예방차원에서도 의미를 가지지만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그 효과에 관한 행동학적 또는

신경생리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Kelso 등(1979)은 양

측성 운동학습 시 나타난 건측의 효과가 환측의 기능을

촉진하여 그 기능이 향상된다고 하였고, 동시에 양팔이

움직이는 것은 각각이 아닌 하나의 단위로서 작용하여

뇌에서 협응된 단위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대칭형 상지

운동기구를 개발하고 주 5일씩 6주 동안의 반복적 운

동 학습이 만성 편마비 환자들의 상지 기능 회복의 향

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결과를 평가하기 위

하여 기능적인 면을 살펴보고자 FMA, MAS, MMT를

사용하였고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신경생리학적인

정보를 얻고 자 근전도를 이용하여 근수축 지연시간 및

동시수축의 특성을 관찰하였다. Fugl-Meyer 등(1975)

은 뇌졸중후 환자들의 운동 수행력을 측정하기 위해

Brunstrom(1965)의 운동회복 단계를 토대로 수식화된

척도를 만들었다. FMA는 편마비 운동기능 평가에 있

어 높은 신뢰도와 타당성을 보였으며 Duncan 등(1983)

은 검사자간의 신뢰도가 99%로 매우 높았으며, 검사자

내 신뢰도 역시 96～99%로 아주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적인 평가를 위해 MAS 및 MMT

를 이용하여 상지의 강직 및 근력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적 차이가 있었지만 모든 대상자들은 6주간의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FMA, MMT의 유의적인 향상

을 보였다. 그러나 강직의 정도를 나타내는 MAS에서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운동기능 장애의 양상은 근력 약화 이외에도 근수축

의 지연 및 주동근이 수축할 때 길항근의 동시 수축이

항진될 수도 있다. 이러한 소견들은 근전도 신호를 이

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Hammond 등(1998)은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들

을 대상으로 팔꿈치 굴곡근 및 신전근에 대한 신호음을

이용한 등척성 운동 시 각 근육에서 발생되는 근전도

신호를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시간을 보고하였다. 근수

축 개시시간 및 종료시간이 모두 지연되었고 길항근의

동시수축의 정도가 항진된 소견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Chae 등(2002)은 운동장애를 임상적으로 평가하고 근

전도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비교하여 상관관계를 가짐을

보고하였으며 Hammond 등(1998)과 같은 실험에서 환

측에서의 근수축 개시 및 종료시간이 정상군에 비해 현

저히 지연됨을 보고하였다.

근수축 시간의 지연은 상위척수 억제성 영향

(supraspinal inhibitory influence)의 소실과 강직 및 비

정상적인 동시수축이 큰 영향을 준다(Ghez 등, 1991;

Hammond 등, 1998). 운동처리는 해부학적으로 대뇌 두

정엽의 후방부와 전운동영역(premotor area)에 위치하

여 어떤 동작에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운동 수행

과 관련된 원심성 부분은 일차운동영역에서 담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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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이원택과 박경아, 1996; Carey 등, 1983). 근수축의

지연은 뇌졸중이나 뇌손상으로 인한 중추신경계의 억제

조절능력이 감소하여 근강직이나 길항근의 과도한 동시

수축이 초래되면 근육의 수축이나 이완시간이 지연이

되고 겉질 척수로(corticospinal tract)의 기능이 저하되

면서 손상되지 않은 그물척수로(reticulospinal tract) 등

의 기능이 활성화되거나 피질경로의 재조직화(cortical

reorganization)가 진행되면서 지연될 수도 있다

(Dewald 등, 1995). 본 연구 결과 손목의 굽힘 운동에

서 훈련 전 환측의 근수축 개시시간은 정상군과 건측에

각각 450 ms, 320 ms의 지연을 보여주었고 종료시간은

각각 1200 ㎳, 870 ㎳의 지연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6주

간 훈련 이후 근수축 개시시간의 지연은 정상군과 건측

에 비해 각각 230 ㎳, 30 ㎳로 감소하였으며 종료시간

의 지연은 각각 450 ㎳, 300 ㎳로 지연시간이 크게 감

소하였다.

정상적인 운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육의 주동근과

길항근 사이의 동시수축의 양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시수축의 조절은 관절의 강성도(stiffness) 및 자세의

안정성을 유지에 관여하기도 한다(Kamper와 Rymer,

2001). Levin(1996)은 편마비 환자의 환측 상지에서 견

관절과 주관절 사이의 관절의 협응성이 방해가 되며 견

관절과 주관절의 각도 변화에서의 변위가 일어나 운동

의 분열성을 보인다고 했다. 뇌졸중후 손 운동 시 환측

의 과도한 길항근의 작용과 부위 근육들의 협응적 반응

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동작을 수행을 보고하기도 하였

다(Canning 등, 2000; Pisano 등, 2000). 본 연구에서는

IEMG 값을 통해 주동근과 길항근의 근 활성도를 구하

고 이의 비를 동시수축비라고 정의하고 훈련 전후의 변

화를 관찰한 결과, 훈련 후 주동근의 근 활성이 증가하

여 동시수축비가 증가함을 관찰 할 수 있었다.

Chae 등(2002)의 연구에서 운동장애와 신체적 불구

의 임상적 평가를 나타내는 FMA와 3초 동안의 등척

성 손목 운동 시 발생하는 근수축의 개시 및 종료시간

의 지연이 서로 통계학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Dewald 등(1995)은 편마비 환자들을 대상으로 상지의

FMA를 측정하고 이를 동시수축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입증하였다. 따라서 신경학적인 손상들과 임상적인 평

가들 간에는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실험

의 결과도 FMA과 근수축의 개시 및 종료시간 지연 그

리고 동시수축비 등의 운동반응 근전도가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상지 대칭운동 훈련이 가능한 기구를

설계하고 이를 만성 편마비 환자에게 적용한 운동 전후

의 상지 기능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만성 편마

비 환자 3명을 대상으로 6주간의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운동 전후의 상지 기능 수행 정도를 알아보기 위

한 FMA, MMT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으나 근긴장도

검사인 MAS에서는 모든 환자에게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2. 운동반응 근전도 검사에서 등척성 손목운동 시 신

호음에 따른 근수축 개시 및 종료시간의 지연이 운동전

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 IEMG를 이용한 주동근과 길항근의 비로 정의 된

동시수축비는 운동 전에 비해 주동근의 근 향상과 길항근

의 근활동의 상대적인 감소로 인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4. 상지기능 평가 중의 하나인 FMA와 운동반응 근

전도 검사에서 나타난 변위들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 건측의 운동으로 환측 운동을 유도

할 수 있는 대칭형 상지 운동기구의 훈련이 상지의 기

능 향상에 기여함을 확인 하였으며 본 연구의 평가 방

법인 근수축 특성을 이용하여 뇌졸중 이후 운동기능의

회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량화 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가능하며 임상적인 치료방법의 기초 자료

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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