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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median frequency (MDF) between initiation and

termination of muscle contraction through surface electromyographic (sEMG) analysis and to propose the

basis of clinical treatment for movement problems in early hemiparetic upper limbs. Thirteen patients who

had stroke with onset less than 3 months prior to the study and seven control subjec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median frequency in initiation and termination of muscle contraction was recorded from

wrist flexor and extensor muscles using the sEMG, with 3 second beeper signals, during maximal iso-

metric wrist flexion and extension. Flexion and extension must be done as quickly and forcefully as

possible.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 MDF of the onset and offset sections were

significantly lower on the paretic than the nonparetic and control sides. 2. The MDF of the offset section

significantly decreased on the paretic and nonparetic sides. Consequently, this study showed that the low-

ering of the MDF was due to the hemiparetic wrist motor impairment and muscle weakness. These re-

sults are also related to Fugl-Meyer motor assessment (FMA) scores in hemiparetic upper limbs.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since muscle weakness of early stroke patients affects the functional decrease of

upper limbs, further studies must focus on the treatment to improve muscle agility and muscle fiber re-

cruitment efficiency that can induce the functional recovery correlated to motor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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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뇌졸중은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그 발생

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학의 발달로 인해 생존율 역

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존자들의 장애를 최소

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문분야의 치료적 접근과 가정

및 사회에서의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많은 의학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박정미

등, 1987; Pomeroy와 Tallis, 2000).

뇌손상으로 인한 뇌졸중이나 외상성 뇌손상 환자들

은 강직(spasticity) 및 근약화(muscle weakness)와 움

직임 협응(movement coordination)의 결함과 같은 상위

운동신경원(upper motor neuron) 증후군이 나타난다.

전형적으로 뇌졸중의 재활은 강직과 비정상적인 연합운

동(synergistic movement)을 감소시키는데 초점이 맞추

어졌었다. 그로 인해 치료적인 접근법들은 Brunnstrom

(1970)에 의해 제안된 원시반사와 연합반응을 이용한

운동 유발 및 촉진법들을 활용하였으며, Bobath(1978)

는 정상적인 움직임 패턴(normal movement pattern)을

촉진하고 기능을 증가시키는 신경발달

(neurodevelopment) 원리에 기초한 치료법들을 적용하

였다. 그 결과 운동조절(motor control)과 관련하여 강

직성 편마비 환자에서 강직이 주된 연구 대상이었지만

(Chan, 1986; Chapman과 Wiesendanger, 1982),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근력이 움직임을 위한 결정요인으로써 근

긴장도(muscle tone)보다 중요하며, 근력을 증가시키는

치료법이 과도한 근긴장도를 감소시키는 치료법보다 적

절하다고 하였다(Butefisch 등, 1995).

일상생활동작은 반복적인 위상성 근수축(phasic con-

traction)의 개시(onset) 및 종료(offset)에서 신속함과

협응이 요구된다. 특별히 상지의 기능적인 손 쥐기와

펴기 동작은 적절한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런

데 대부분 뇌졸중 환자들의 상지 근위부는 적절한 운동

회복(motor recovery)이 일어나지만 원위부의 회복은

상대적으로 제한되며, 그 회복 정도는 뇌졸중의 중증

정도나 손상 부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Desrosiers 등, 1996; Jones 등, 1989). Gemperline 등

(1995)은 뇌졸중 환자의 건측과 환측의 운동단위(motor

unit) 활성화 연구를 통해 환측에서는 평균 운동단위

흥분율(firing rate)의 저하와 동원(recruitment) 형태의

변화로 근약화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

근 뇌손상 후의 상지의 기능적 문제들은 강직보다 근약

화와 민첩성의 손실로 인한 신경계의 생리학적인 변화

와 연관됨을 알 수 있었으며(Hammond 등, 1988;

Newham과 Hsiao, 2001; O'Dwyer 등, 1996), 근섬유

동원의 효율성(efficiency)과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Kupa 등, 1995; Toffola 등, 2001).

그러나 현재까지 뇌졸중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치료

법들은 개발되고 적용되었지만 운동계의 손상들을 분류

하고 치료 효과를 정량화시키는 평가 방법들은 부족하

였다. 대부분 기존의 연관된 연구들은 뇌졸중 유병기간

을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력 저하의 원인이 초기

중추 신경계통의 신경학적인 손상 때문인지 시간의 경

과로 인한 말초의 무용성 위축(disuse atrophy) 때문인

지를 명확히 감별하기 어려웠으며(Newham과 Hsiao,

2001), 기능적 평가들은 신경 생리학적인 기초의 이해

를 제공하는데 부족하였고, 주파수분석(fast Fourier

transformation: FFT)을 이용한 근섬유 활성화의 조절

능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또한 편마비 상

지의 기능수준(Fugl-Meyer motor assessment: FMA)

과 근수축의 민첩성, 혹은 근섬유 동원 능력 사이의 연

관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희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

자에서 손목 근수축시 근섬유 동원 능력의 특성을 중앙

주파수 분석을 통해 그 특성을 확인하고 상지의 기능수

준과 중앙주파수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편마비 환자의 손목에서 위상성 수축력의 감소로 인해

근수축의 개시와 종료가 지연되며 운동단위 동원이 감

소되어 근약화가 나타남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초기 뇌졸중 환자의 재활시 운동조절과

관련하여 근육의 반응시간을 빠르게 유도하며 운동단위

를 선택적으로 동원시킬 수 있는 민첩하고 집중적인 치

료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들로 연세대

학교 원주기독병원 재활의학과와 신경외과에 입원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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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환자군(n1=13) 정상군(n2=7)

나이(세) 61.4 64.3

성별(남/여) 6/7 3/4

마비측(좌/우) 7/6

발병기간(일) 39.5

FMAa 48.3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20)

13명(남 6명, 여 7명)과, 원주시에 거주하는 대조군 성

인 7명(남 3명, 여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편마비

환자들 중 6명은 우측 편마비였고, 7명은 좌측 편마비

였다.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61.4세였으며, 대조군의 평

균 연령은 64.3세이었다(표 1).

뇌졸중 환자의 선정 조건은 1) 일차로 발병한지 3개

월 미만의 환자, 2) 병변이 한쪽으로 국한된 편마비환

자, 3) 환측 손목관절의 굽힘근(flexor)과 펴짐근

(extensor)의 도수 근력 측정(manual muscle testing:

MMT)이 가(poor) 등급 이상인 자, 4) 도움 없이 3

sec. 이상 손목관절의 최대 등척성 수축이 가능한자, 5)

심각한 지각, 인지, 감각 손상이 없는 자, 6) 상지의 팔

꿈치와 손목관절에 구축(contracture)이 없는 자, 7) 앉

은 자세 균형이 우(good) 등급 이상인 자, 8) 연구자의

지시 내용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자였다. 대조군의

선정 조건은 상지에 신경과적, 정형외과적 손상이나 증

상이 없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 전 모

든 연구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인 동의를 얻었다.

aFugl-Meyer motor assessment

2. 실험기기 및 도구

가. 근전도 신호 수집 및 분석 시스템2)3)

요골쪽손목굽힘근(flexor carpi radialis: FCR)과 요골

쪽손목펴짐근(extensor carpi radialis: ECR)의 근수축

개시 및 종료 지연과 주파수분석을 측정하기 위하여 표

면근전도 MP150WSW
1)
와 최대 8개의 근전도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Bagnoli EMG System2)을 사용하였다.

표면근전도의 전극은 DE-3.1 이중 차등(double differ-

ential) 전극들과 접지전극(ground electrode)을 사용하

였다. 이중 차등 전극의 배치는 폭 1 ㎜, 길이 10 ㎜의

순은 막대 3개가 10 ㎜ 간격으로 나란히 배열되었으며,

양쪽 끝의 두 개는 활성전극(active electrode), 가운데

하나는 기준전극(reference electrode)으로 하여 이중 차

등 앰프에 연결하였다. 또한 1개 채널의 표면근전도 아

날로그 신호음과 MP150에서 디지털 신호로 전환된 2개

채널의 아날로그 신호는 개인용 컴퓨터에서

Acqknowledge 3.72 소프트웨어(BIOPAC System Inc.,

Santa Barbara, U.S.A.)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근전도 신호의 표본 추출율(sampling rate)은 1000 ㎐로

설정하였고, 주파수 대역폭(bandwidth)은 Bagnoli EMG

System의 측정 주파수 대역 필터인 20～450 ㎐와 60

㎐ 노치 필터(notch filter)를 사용하였다.

나. 전완 고정 거치대

전완과 손목은 편안하게 지지하고 중립 상태를 유지

하면서 손가락이 펴지도록 전완 고정 거치대(forearm

based skateboard A406-2)를 사용하였다. 가로 15 ㎝,

세로 46 ㎝, 높이 2.5 ㎝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거치대는 4개의 스트랩(strap)이 장착되어 전완과 손목

관절을 고정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3. 실험방법

손목관절의 최대 등척성 수축을 실시하기 위해 높이

68 ㎝, 폭 84 ㎝, 너비 84 ㎝인 표준형 탁자와 높이가 조

절되는 의자를 사용하였다. 요골쪽 손목굽힘근은 상완의

내측과(medial epicondyle) 부분을 확인한 후 대상자에게

손목관절을 구부리게 하여 내측으로 첫 번째 촉지 가능

한 근복부(muscle belly) 위에, 요골쪽 손목펴짐근은 대

상자의 손목관절을 펴게 한 후 팔꿈치의 외측과(lateral

epicondyle)에서 외측으로 5 ㎝ 떨어진 근복부에 근육의

주행방향으로 전극을 부착하였다(Cram 등, 1998).

대상자를 앉은 자세에서 양팔을 거치대 위에 올려놓

고 건측부터 평가하였다. 피부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포로 각질을 제거하였으며 알코올로 닦은 다음 전극에

소량의 근전도용 젤을 발라 해당 근육에 전극을 부착하

였다. 스트랩을 이용하여 거치대 위의 손목관절과 전완

을 고정하였으며 손가락의 굽힘근과 펴짐근의 보상작용

을 막기 위해 손바닥손가락뼈관절(metacarpophalangeal

joint)을 가급적 펴지게 하였다. 모니터를 보면서

MP150의 신호음에 따라 손목관절 굽힘 및 폄 동작을

1) BIOPAC System Inc., CA, U.S.A.

2) Delsys Inc., Boston, M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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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손목 폄근이 최대 등척성 수축하는 동안

중앙주파수(MDF)의 변화(환자 3)

수행하였다. 신호음은 예측하지 못하도록 검사자가 임

의로 시작 버튼을 눌렀으며 신호음의 지속시간은 3초

동안 유지하게 하였다. 대상자는 신호음이 시작할 때와

소실 될 때 최대로 강하고 빠르게 수축하며 이완하도록

하였다. 실험 전 미리 3회 연습 후 측정하였으며, 측정

자세는 어깨관절(shoulder joint) 45° 굽힘, 팔꿈치관절

(elbow joint) 130° 굽힘, 전완을 중립 상태에서 실시하

였다. 측정 방법은 굽힘과 폄 동작을 각각 3회씩 무작

위로 수행하였고, 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식

을 취하였다.

4. 신호처리 방법

개시와 종료의 지연 및 구간 중앙주파수(median fre-

quency: MDF)의 근전도 자료값들은 MatLab 5.3 신호

처리 프로그램(Math Works Inc., MA, U.S.A.)을 이용

하여 자동으로 구하였다. 중앙주파수 스펙트럼분석

(spectral analysis)의 신호 처리 과정은 .5초 동안의 500

개 근전도 신호를 FFT 대상 구간(epoch)으로 하여 하

나의 MDF를 대표값으로 구하였다. 다음 대상 구간은

첫 구간의 75%인 375개 근전도 신호값이 중첩되도록

하여 이동평균(moving average)을 구하였다. 개시 구간

의 MDF는 수축 개시 후 1초. 구간에서 근전도 데이터

5개의 평균값을 구하였으며, 종료 구간의 MDF는 수축

종료 전 1초 구간에서 같은 방법으로 구하였다(그림 1).

5. 분석방법

분석 대상은 대조군, 건측, 환측의 중앙주파수 평균

값을 사용하였다. 측면(side)간의 손목관절 근수축 굽힘

과 폄 동작에서 개시 및 종료의 중앙 주파수는 독립적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측면내의 손목관절 근수

축 굽힘과 폄 동작에서 개시 및 종료의 중앙주파수는

짝비교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환자의 FMA

점수와 중앙주파수의 상관성은 스피어맨 순위 상관계수

로 계산하였다

Ⅲ. 결과

1. 측면간의 굽힘과 폄동작시 주파수 비교

환측은 대조군과 건측에 비해 손목관절 굽힘과 폄동

작에서 근수축 개시 및 종료 구간의 중앙주파수가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5), 대조군과 건측

에서는 서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2).

2. 측면내의 굽힘과 폄 동작 시 주파수 비교

건측과 환측은 손목관절 굽힘과 폄 동작에서 근수축

개시보다 종료 구간의 중앙주파수가 낮게 나타나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05)(그림 2).

3. FMA와 개시 및 종료의 주파수간의 상관성

환측의 FMA는 손목관절의 굽힘과 폄 동작에서 근

수축 개시 및 종료 구간의 중앙주파수간에도 유의한 상

관관계가 있었다(p<.05)(표 3).

Ⅳ. 고찰

일반적으로 중앙주파수는 근전도상에서 주파수 변동

을 가장 잘 반영하는 스펙트럼 지수(index)이기 때문에

운동단위의 변화에 대한 분석에 흔히 사용되었다

(Gerdle 등, 1991; Linssen 등, 1991; Sadoyama 등,

1988; Westbury와 Shaughnessy, 1987). 또한 Kupa 등

(1995)은 표면근전도를 이용한 생체 실험에서 중앙주파

수분석을 통해 근섬유들의 운동단위 동원 형태와 흥분

율 조절능력으로 근약화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주파수분석은 근전도를 이용한 상지의 손상 정도를 정

량화하는데 타당성이 높은 평가 방법으로 보고된 것이

다(Frascarelli 등, 1998).

표면근전도의 정확한 측정은 동원된 운동단위의 형

태에 대한 생체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Gerdle 등,

1991; Kupa 등, 1995; Merletti, 1994; Sadoyam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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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
손목 굽힘 손목 폄

개시 중앙주파수 종료 중앙주파수 개시 중앙주파수 종료 중앙주파수

FMA .67* .81* .69* .59*

FMA: Fugl-Meyer motor assessment

*p<.05

표 3. FMA와 개시 및 종료 구간의 중앙주파수 상관관계

측면
손목 굽힘 손목 폄

개시 중앙주파수 종료 중앙주파수 개시 중앙주파수 종료 중앙주파수

대조군 141.25(16.15)a 139.05(17.92) 147.16(21.21) 146.41(21.97)

건측 152.46(30.28) 141.37(25.20) 156.58(21.16) 145.28(16.11)

환측 122.42(15.96)*‡ 116.30(14.46)*‡ 125.33(18.74)*‡ 118.13(12.37)*‡

a평균(표준편차)

*p<.05(독립적 t-검정을 통한 대조군과 비교)
‡p<.05(짝비교 t-검정을 통한 건측과 비교)

표 2. 측면간 손목 굽힘과 폄근의 수축시 개시와 종료 구간의 중앙주파수 비교 단위: ㎐

그림 2. 측면 내 손목 굽힘과 폄근의 수축 시 개시와 종료 구간의 중앙주파수 비교(*p<.05)

1988; Westbury와 Shaughnessy, 1987). 본 연구에서는

손목관절 근수축 개시 및 종료 구간의 중앙주파수가 대

조군과 건측에서 서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환측은

대조군과 건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주파수 대역에서

나타나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표 2).

Powers와 Rymer(1988)는 고양이를 이용한 동물 실

험에서 등척성 폄동작을 통해 운동단위 흥분율의 감소

가 나타났지만 몇몇의 낮은 역치의 단위들에서는 실제

로 흥분율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편마비 환자들의 환측에서는 비정상적으로 운동단위 동

원과 흥분율이 낮았으며(Rosenfalck과 Andreassen,

1980; Zajac과 Faden, 1985), 척수손상 환자에서도 마찬

가지로 나타났다(Wiegner 등, 1993). Toffola 등(2001)의

연구에서는 만성 뇌졸중 환자들의 환측 근육에서 초기

중앙주파수의 값이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근섬유들의

무용성 위축과 근섬유의 변성 및 곁가지 재신경 지배

(collateral reinnervation)로 인한 Type II 섬유들의 감

소때문에 평균 단면적이 감소되어 주파수의 값이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하였다(De Luca, 1993; Kupa 등, 1995).

이전 연구들에서 근약화는 강직성 근육들이 수의적으

로 수축할 때 필요한 운동단위의 동원되는 수가 감소되

거나 이들 운동단위들의 흥분율 감소 때문에 나타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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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였다(Bourbonnais와 Noven, 1989; Chollett 등,

1991; Gowland 등, 1992; Katz와 Rymer, 1989;

McComas 등, 1973; Tang과 Rymer, 1981).

Rothwell(1994)은 상위운동신경원 증후군에서 동원순서와

운동단위들의 활성화 특성은 일반적으로 변화되지 않았

다고 하였다. 운동신경원 중 Type I 섬유는 저주파수 대

역에서 발화하며, Type II 섬유는 크고 강한 힘을 발생시

킬 때 더 빠르게 동원되어 고주파수 대역에서 발화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환측에서의 낮은 평균 주파

수 값은 낮은 흥분율과 동원단위의 불연속 수축(unfused

contraction)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주파수 대역에서 나타

났고(Blaschak, 1986; De Luca, 1979; Lindstrom과

Petersen, 1981), 이러한 운동단위 동원과 흥분율의 장애

는 자발적인 노력의 부족으로 인한 근약화 때문으로 생

각된다. 편마비 환자의 경우 운동단위 동원의 약화는 뇌

신경으로부터 척수분절 운동신경원과 사이신경원들까지

내림흥분 연락망의 손실 때문이며, 최소의 운동단위 흥분

율에 동원된 힘의 역치와 조절능력의 감소는 근활성의

감소를 야기시켰다고 생각한다(Lassek, 1970).

본 연구에서는 손목관절 굽힘 및 폄 동작에서 편마

비의 건측과 환측 모두 종료 구간의 중앙주파수가 감소

하여 개시와 종료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그

림 2). Sahrmann과 Norton(1977)은 일차적인 운동 손

상은 근수축 종료 시 주동근 수축의 지연과 지속적인

운동단위 동원의 제한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편마비 환

자가 일정한 힘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 대조군과는

다른 불규칙성이 나타난다(Rosenfalck과 Andreassen,

1980). 지속적인 힘을 유지할 수 없는 장애는 섬세하게

조절하는 움직임들의 실행을 방해하며 이것은 편마비

환자들의 운동단위 흥분율 조절의 문제로 보고되었다

(Bourbonnais와 Noven, 1989). 또한 종료 구간에서의

중앙주파수의 감소는 Riley와 Bilodeau(2002)가 정의한

신경근육계의 피로(neuromuscular fatigue)와 연관되어

있다. 이것은 근활성을 유지하는 최대의 힘 발생 능력

의 감소를 말하며 중앙주파수의 감소를 의미한다(이영

희 등, 1994; Gerdle 등, 1991; Riley와 Bilodeau, 2002

Svantesson 등, 1999; Toffola 등, 2001). 따라서 본 연

구에서 나타난 종료 구간의 상대적인 주파수 감소는 편

마비 환자들이 각각의 동작을 3회씩 반복 수행하면서

최대 등척성 수축을 유지하는 동안 신경근육계의 피로

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신경학적 손상들과 임상적인 평가들 간의 상관성은

역학적이면서 인과 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Chae 등,

2002). 근수축 지연과 주파수의 상관분석을 통해 근수축

시 운동단위의 활동 상황을 기록하여 각 근육의 수축 시

기 및 수축 여부를 알 수 있었으며(Barto 등, 1984;

Perry, 1992), 이러한 편마비 환자의 환측 상지에서의 근

수축 지연은 운동단위 동원의 약화 때문에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Sahrmann과 Norton, 1977; Yusevich, 1968).

본 연구에서는 FMA와 근수축 개시 및 종료 구간의 중

앙주파수간에는 모든 동작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05)(표 3). Chae 등(2002)의 연구에서는 운동장

애와 신체적 불구의 임상적 평가들을 나타내는 FMA와

상지운동평가검사(Arm Motor Assessment Test:

AMAT)가 신호음 3초 동안 지속된 굽힘과 폄 동작에서

개시 및 종료의 지연과 통계학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임상적 치료시간과 강도는 동원된 근섬유들의 형태

들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Burke, 1994;

Burke와 Gandevia, 1990; Clamann, 1993). 기능수준과

근수축 개시의 지연 및 운동단위의 동원 간에서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 편마비 환자의 물리치료

접근방향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측의 폄 동

작에서 근수축 종료 구간의 주파수 감소는 건측의 근약

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치료 시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

히 강직을 줄이기 위한 치료보다는 저항을 이용한 근력

향상 훈련 외에도 본 연구의 실험방법과 같은 근전도

평가도구를 이용한 반복적인 민첩성 훈련과 근섬유의

수축을 빠르게 동원시킬 수 있는 효율성 향상 프로그램

이 필요할 것이다.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빠르게 수의적인 손가락 움

직임을 강화시키기 위한 연구들에서는 손가락 굽힘근의

강직과 긴장도와 연합반응(associated reaction)의 빈도

가 감소하였고, 치료기간 동안에 손가락과 손의 기능이

증진됨을 보였다(Butefisch 등, 1995). 또한 근전도에

의한 근육의 자극과 반복적인 운동 훈련은 기능을 증진

시키고, 강직을 오히려 감소시켰다(Hummelsheim 등,

1996). Sahrmann과 Norton(1977)은 강직이 약한 뇌졸

중 환자는 길항근의 과도한 동시수축과 비정상적인 동

원이 움직임 지연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Newham과 Hsiao(2001)는 근수축시 만성 편마비 환자

들에서 보였던 길항근의 과도한 동시수축이 초기 편마

비 환자들의 실질적인 근약화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

다고 증명하였다. 반면에 Bobath(1990)는 뇌졸중 환자

에게 보이는 근약화는 실제적인 것이 아니고, 강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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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근육의 길항근육군이 과도한 동시수축을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강직이 있는 뇌졸중 환자에

게 점진적인 저항운동(Miller와 Light, 1997)과 등속성

근력강화운동(Sharp와 Brouwer, 1997)을 시행했을 때,

강직과 동시수축의 증가 없이 근력이 증가되었다. 또한

반복적인 근력강화운동은 강직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오

히려 근육에 대한 신경조절 능력을 개선시키고 근육의

신장성(extensibility)을 유지시킴으로써 강직성 뻣뻣함

(spastic stiffness)을 감소시켰다. 또한 Duncan과

Badke(1987)는 뇌졸중 환자의 재활치료에 있어서 정상

수준의 능동적인 운동조절을 재확립하는 것이 신장반사

의 과도한 감수성을 감소시키는 것보다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강직에 덜 영향을 받는 초기 편마비 환자들

의 치료는 효과적인 동원 패턴들을 적절히 훈련할 수

있는 빠르고 강한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Fredericks와 Saladin, 1996). 또한 초기 편마

비 환자의 운동조절 훈련을 통해 위상성 수축을 할 수

있도록 뇌졸중 초기부터 실제적인 치료 적용방법을 연

구해야 할 것이다(Gemperline 등, 1995). 앞으로 근수축

개시와 종료를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운동조절과 연관

된 과제지향적(task-oriented) 운동 프로그램이 상지의

기능 향상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지를 검증하는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초기 편마비 환자의 손목에서 근전도 분

석과 상지의 기능수준 평가를 통해 근수축 개시 및 종

료의 특성을 알아보고 근약화에 따른 임상적인 치료방

법을 제안하고자 실시하였다.

그 결과 편마비 환자의 환측은 건측과 대조군에 비

해 손목관절 굽힘과 폄 동작에서 근수축 개시 및 종료

구간의 중앙주파수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건측

과 환측은 손목관절 굽힘과 폄 동작에서 근수축 개시보

다 종료 구간의 중앙주파수가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FMA는 손목관절의 굽힘과 폄 동작에서 근

수축 개시 및 종료 구간의 중앙주파수간에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 초기 편마비 환자의 손목에서 근수축

개시 및 종료의 운동단위 동원의 감소 및 상지의 기능장

애가 상관성이 있음을 볼 때, 대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근섬유 동원의 효율성 저하는 편마비 환자의 상지

근약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이러한 문

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전문적인 치료 접근들을 고안하

기 위해 운동조절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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