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 14권 제 1호

PTK Vol. 14 No. 1 2007.

- 21 -

편마비 환자의 등척성 체간 신전 근력 평가

김재숙, 이대희, 김상범, 곽현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김진상
대구대학교 물리치료학과

Abstract
1)

Assessments of Isometric Trunk Extension Strength in Post Stroke Hemiplegic

Patients

Jae-sook Kim, M.Sc., P.T.

Dae-hee Lee, M.Sc., P.T.

Sang-beom Kim, Ph.D., M.D.

Hyun Kwak, Ph.D., M.D.
Dept.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Dong-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Jin-sang Kim, Ph.D.
Dept. of Physical Therapy, College of Rehabilitation Science, Taeg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isometric trunk extension strength in hemiplegic patients,

and to compare that with normal subjects to find a correlation between trunk extension strength and the

functional independent degree in hemiplegic patients. Fifteen hemiplegic male patients (mean age 55.2±10.2

years) and twenty-five healthy male subjects (mean age 54.6±10.3 years) completed isometric trunk

extension. Strength was measured at 0, 12, 24, 36, 48, 60, and 72 degrees of trunk flexion. The functional

independent degree was assessed by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IM). Mean isometric trunk ex-

tension strength was 91.2 ft-lbs, 120.7 ft-lbs, 142.3 ft-lbs, 156.4 ft-lbs, 173.5 ft-lbs, 184.1 ft-lbs, and 195.3

ft-lbs in the hemiplegic patients group, and 135.6 ft-lbs, 175.6 ft-lbs, 204.4 ft-lbs, 221.9 ft-lbs, 231.2

ft-lbs, 246.8 ft-lbs, and 259.7 ft-lbs in the normal subjects group. The values of isometric trunk extension

strength had a descending linear correlation pattern from trunk flexion angle to extension angle. Trunk

extension strength in hemiplegic patient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normal subjects (p<.05) but

did not correlate with the FIM total score (p>.05). Therefore, the isometric trunk extension strength in

hemiplegic patients was lower than that of normal subjects and did not correlate with the functional in-

dependent degree.

Key Words: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Hemiplegic patient; Isometric trunk extension

strength.

Ⅰ. 서론

뇌졸중에 의하여 흔히 유발되는 편마비는 개인의 보

행능력을 감소시키고 가정과 사회에서 일상생활활동의

제한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임상적으로 다양한 신경학

적 결함을 보이는데 주로 운동기능과 감각의 상실, 의

식수준의 변화, 인지와 지각능력의 손상, 언어기능 장애

등이 나타난다(Susan과 Thomas, 2001).

운동기능 상실은 근력약화와 비정상적 근 긴장도, 편

마비로 인한 불균형한 움직임 패턴 등에 의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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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p와 Brouwer, 1997). 이중 근력약화는 뇌졸중 환

자의 기능적 재활을 제한한다(Bohannon, 1995). 이로

인해 근력의 측정이 뇌졸중 환자들의 보행능력 측정에

있어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Bohannon과 Walsh, 1992). 이러한 근력의 약화는 마비

측 상하지 뿐만 아니라 체간에서도 발생한다(Bohannon,

1991). 특히 체간근력은 골반과 하지의 움직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요통예방 및 일상생활에서 요추의 안정성

을 유지하고 운동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능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Hodges와 Richardson, 1997).

김종만과 김택훈(1996)은, 뇌졸중 환자에서 강직, 근

육의 비정상적인 기계적 특성들, 그리고 동시수축과 같

은 비정상적인 근육 활성화 패턴 등으로 인하여 근력의

정확한 평가가 어려우나, 충분한 근육수축을 위해서는

근력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기능적 활동을 통

한 근력강화가 최대저항을 통한 근력강화에 비해 강직

혹은 연합반응 등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

다고 하였다. Butefisch 등(1995)도 편마비 환자의 움직

임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근 긴장도의 감소보다는 근력

의 증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다.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의 상하지 근육들의 기

능장애에 대해서는 연구들(Adams 등, 1990; Colebatch

와 Gandevia, 1989)이 있었지만 체간근에 관련된 보고

는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치료의 흐름이 손

상 받은 측 상하지의 기능 향상을 위해 체간근력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이정원, 1999; Tanaka 등, 1998).

이와 같이 체간근의 기능과 활동이 중요하게 대두되므

로 편마비 환자 치료 프로그램의 설정에서 환자의 근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 정보가 있어야 한다. 체간

근 중에서도 편마비 환자의 체간굴곡근에 대한 연구들

(이정원, 1999; Bohannon, 1995; Bohannon 등, 1995)은

있었으나 체간신전근에 대한 보고는 거의 없으며,

Dickstein 등(1999, 2000)은 체간신전근의 근력약화가

체간굴곡근의 근력약화에 비해 현저하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편마비 환자의 체간신전근력을 측정

하여 정상인과 비교하고, 기능적 독립정도와의 상관관

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편마비 발생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남자

환자 15명을 실험군으로 하였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기

로 동의하고 체간신전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통, 척

추의 운동제한, 심장질환 등이 없는 40세에서 70세 사

이의 건강한 성인 남자 25명을 대조군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실험군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다

음과 같다.

가. 독립보행이 가능하고 연구에 지장을 줄 정도의

강직이 없는 환자

나. 체간굴곡과 신전의 운동범위에 제한이 없는 자

다. 연구자가 지시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

는 자

라. 근골격계나 심장질환의 문제가 없는 자

2. 실험방법2)

검사 전 모든 대상자의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였고

실험군의 기능장애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총

FIM(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값을 구하였다

(오윤택 등, 2003). 근력의 측정은 MedXTM
1)
요부신전

기계(lumbar extension machine)를 이용하였고 다중자

세 검사 프로토콜(multiposition test protocol)(곽현 등,

2002)에 따라 골반을 고정시킨 후 독립된 요추가 가질

수 있는 신전근의 최대등척우력을 측정하였다.

검사 전 검사과정에 대해 대상자들에게 설명한 후

약 1분간 요추부 신장 운동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피검

자의 골반을 골반 고정대에 완전히 밀착되게 한 후 대

퇴부 고정대를 대퇴부 근위부와 허리 바로 아래에 위치

하게 하여 대퇴부와 골반의 수직적인 움직임을 제한하

였고 대퇴골부 고정대로 경골의 움직임을 앞쪽으로부터

제한하였다. 피검자의 편안함, 지지 및 자세의 안정을

위해 머리 받침대를 후두골에 위치하게 하였다. 또한

경골부와 대퇴부가 약 135도로 유지되도록 등받이와 발

판을 조정하여 고정한 후, 양손으로 손잡이를 가볍게

잡게 하였다. 손잡이를 잡을 수 없는 편마비 환자는 검

사장비에 위치할 수 있도록 약간의 도움을 준 후 끈으

로 묶어서 고정하였다.

미리 정해진 요추 굴곡 각도 0도에서부터 72도까지

1) Ocala, FL,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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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n1=15) 대조군(n2=25) p

뇌경색 9(60%)

뇌출혈 6(40%)

왼쪽마비 7(46.7%)

오른쪽마비 8(53.3%)

나이(세) 55.2±10.2
a

54.6±10.3 .826

키(㎝) 172.3±4.4 170.6±5.9 .233

몸무게(㎏) 72.9±8.3 68.7±10.6 .201
a평균±표준편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N=40)

각도()〬
최대 등척성 체간신전(ft-lbs)

p
실험군(n1=15) 대조군(n2=25)

0 91.2±51.7a 135.6±45.2 .018

12 120.7±46.0 175.6±42.6 .003

24 142.3±44.5 204.4±46.8 .003

36 156.4±36.2 221.9±50.7 .001

48 173.5±38.2 231.2±45.3 .002

60 184.1±37.3 246.8±45.5 .001

72 195.3±36.2 259.7±41.0 .001
a평균±표준편차

표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체간신전근력 평균 (N=40)

제한이 없는지 보기 위해 검사자가 기기를 수동적으로

움직여 관절 범위 운동을 3회 시행하였고 72도와 0도

굴곡상태에서 자발적 근육수축을 하지 않더라도 발생하

는 머리와 팔을 포함한 상체를 지탱하기 위해 발생하는

중력 작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기계적으로 균형무게

(counter weight)를 계산한 후 가감 보정(72도에서 우

력 더함, 0도에서 우력 감함)을 하였다. 72도의 굴곡 상

태에서부터 시작하여 신전근의 등척 운동이 최고가 되

도록 구두로 최대수축을 유도하면서 1～2초 동안 신전

시킨 후 최대우력을 구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6

지점(60도, 48도, 36도, 24도, 12도, 0도)의 관절각에서

최대 등척우력을 측정하였다. 피검자는 검사 도중 화면

으로 시각적 생체되먹임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한 관

절각에서 다음 관절각으로 이동할 때 근육의 피로를 최

소화하기 위해 약 10초 동안 휴식을 취하게 하였다. 검

사에 익숙케 하기 위해 먼저 연습검사를 시행하고 20분

후에 검사를 시행하였다.

3. 분석방법

연구 결과에 대한 통계 처리는 SPSS version 10.0

으로 하였다. 관절 범위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의 신

전근력 비교에는 만-휘트니 검사를 하였고, 실험군 내

에서 신전근력과 총 FIM값 사이의 상관관계를 평가하

기 위하여 스피어맨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유의수준 α

=.05로 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의 나이, 키, 몸무게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표 1). 실험군의 발

병원인을 살펴보면 뇌경색 9명(60%), 뇌출혈 6명(40%)

이었고 마비측은 왼쪽이 7명(46.7%), 오른쪽 마비가 8

명(53.3%)이었다(표 1).

2. 연구대상자의 체간신전근의 최대 등척성우

력 비교

0도를 제외한 전 각도에서 정상 성인에 비해 편마비

환자의 최대 등척성우력 평균이 낮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5)(표 2)(그림 1). 또한 정상성인과 편

마비 환자 모두에서 요추의 굴곡 각도가 증가할수록 체

간신전근의 최대등척우력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

3. 실험군의 총 FIM값과 체간신전근 최대 등

척우력 간의 상관성

실험군의 총 FIM값과 체간신전근 최대등척우력과의

상관분석에 있어서는 전 각도에서 상관성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p>.05)(표 3)(표 4).

Ⅳ. 고찰

편마비로 인한 운동장애는 비대칭적 자세, 균형반응

장애, 보행능력 저하, 그리고 섬세한 기능을 수행하는

운동능력 상실 등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Carr와

Shepherd, 1985). 특히 시상면에서의 좌우 비대칭은 마

비측의 사용기회를 감소시키고, 건측의 보상동작을 촉

진하게 되어 비대칭성을 더욱 증가시켜 신체의 다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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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험군과 대조군의 등척성 체간신전 근력 평균.

각도(°) 상관계수 p

0 .055 .881

12 -.043 .907

24 .064 .861

36 .122 .738

48 .170 .638

60 .159 .662

72 -.152 .675
a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표 4. 실험군에서 등척성 체간신전근력과 일상생활동작

평가(FIM
a
) 값과의 상관관계

최소값 최대값 평균±표준편차

FIMa 73 120 96.80±16.88
a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표 3. 실험군의 일상생활동작 평가(FIM) 값 (N=15)

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Hocherman 등, 1984). 따

라서 체간조절은 신체 자세유지와 자세 변화 시 안정되

게 유지하고 일상생활의 수행과 사지의 효과적인 움직

임을 유도하기 때문에(Bohannon, 1992) 균형, 이동, 보

행 그리고 일상생활동작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Millington 등(1992)은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체간근은 다양한 작업 수행 중에 활성화된다고 하며

체간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Bohannon(1995)과

Mayo 등(1991)도 뇌졸중 후 체간근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뇌졸중 환자에서 상하지의 기능장애에 대해

서는 잘 보고되어 있지만 체간근 활동과 관련된 뇌졸중

의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상하지의 근

육들과 달리 체간근의 신경지배는 양측 대뇌반구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편측성 뇌졸중은 잠재적으로 신체의

동측과 반대측에서 체간근의 기능을 나쁘게 한다(Carr

등, 1994). 실제로 편측성 뇌졸중 환자의 체간굴곡과 신

전, 양측 회전근의 약증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있었다

(Bohannon, 1995; Tanaka 등, 1997, 1998).

Bohannon 등(1995)은 상하지의 근 약화가 심한 쪽에

서 반드시 체간근 약화가 심한 것은 아니라고 하며, 실

제로 마비측 체간굴곡근력이 건측보다 더 컸음을 증명

하였고, Dickstein 등(1999)도 편마비 환자에서 체간근

의 근전도 활동을 측정한 결과 마비측 체간근력이 건측

보다 더 컸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Tanaka 등(1998)은

편마비 환자는 장기간의 고정과 불용 등으로 인해 체간

근력이 감소되는데 굴곡근에 비해 신전근의 약화가 더

컸다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편마비 환자에서 체간근의 약화가 여러 방향

으로, 다양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간 비용이 비싸

다거나 장비 적용의 문제로 체간근의 임상적 측정이 어

려워 체간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도수근력검사기(hand held dyna-

mometer)로 Bohannon(1992)이 체간근력약화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는데, 편마비 환자의 체간굴곡과 외측

굴곡근력을 측정하여 체간근이 앉은 자세 균형과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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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고, 이정원(1999)도 도수근력검

사기로 편마비 환자의 체간굴곡근을 측정한 연구에서

마비측과 건측의 체간근력에 차이가 적고, 체간근력이

큰 집단에서 보행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그 밖에 Tanaka 등(1997, 1998)은 등속성 기기

(isokinetic dynamometer)로 선 자세에서 편마비 환자

의 체간굴곡근과 신전근을 측정하였는데, 편마비 환자

는 정상 성인보다 상반적 체간굴곡근, 신전근 그리고

회전근력이 유의하게 작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편마

비 환자에서 체간굴곡과 신전근 모두 약증이 있는 것은

운동피질로부터 양측성으로 신경지배를 받고, 또 운동

단위들이 높은 역치에서 충분히 사용되지 못했기 때문

이라 하였다. Dickstein 등(1999, 2000)은 편마비 환자의

복직근과 척추기립근 간의 근전도 활동을 비교한 연구

에서 체간신전시 양측의 척추기립근들의 시간적 동조가

정상인보다 편마비 환자에서 더 나빴다고 하였으며, 또

척추기립근이 복직근보다 동조활동이 더 나쁘게 나타났

다고 하였다.

이렇게 도수 근력 검사기나 근전도, 등속성기기 등을

이용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로 만성 요

통환자의 평가나 근력강화 운동시에 많이 이용되고 있

는 MedXTM을 편마비 환자의 체간신전근력 평가에 적

용해 보았다. MedXTM 요부신전기계는 골반을 기계적

으로 고정시키고, 고관절과 하지 근육의 이용을 최소화

하여 최대한 요추신전근만 이용케 하고, 전 관절가동범

위를 통한 요추 등척성신전력의 평가 및 운동효과를 알

아볼 수 있으며, 특히 앉은 자세 또는 선 자세에서 요

추신전근력 검사 시 몸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측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기계적으로 가감 보정하며

운동의 강도를 객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비이다

(Carpenter와 Nelson, 1999; Graves 등, 1994).

다양한 크기와 길이의 여러 근육들로 구성되어 있는

체간신전근에 있어서 근 긴장 조절이나 근육의 수축기

간 조절이 어렵고 관절의 각도도 근육의 길이와 각각의

각도에서 얻어지는 근력에 영향을 주므로 전 가동범위

에서 실시되어야 하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기기는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시행하기 어려

웠던 요추신전근의 등척성 능력을 평가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효율적 기기라 할 수 있다(곽현 등, 2002).

본 연구에서 편마비 환자에게 MedXTM을 적용시키

기에 있어 손의 잡기가 되지 않는 경우와 골반 고정 시

척추의 가동범위가 줄어 72도 굴곡상태를 유지하기 힘

든 경우도 있었다. 이는 몸통의 강직이나 체간의 약증

과 불안정으로 운동성이 떨어짐으로 인해 전 가동범위

의 운동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

정확한 근력을 측정하여 평가하기 위해서는 둔근과 슬

괵근의 골반 후방회전을 방지하여, 고관절과 하지근육

들의 작용을 최소화하고, 체간신전근을 분리하기 위해

하지와 골반의 고정이 중요하다(Smidt 등, 1983).

Graves 등(1994)에 의하면 MedXTM로 골반 고정 후

요추신전근의 등척우력이 골반고정을 하지 않은 군보다

더 크게 나왔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처럼 편마비 환자와 정상인의 체간근력

을 비교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Dickstein 등(2000)은 편

마비 환자의 체간굴곡근은 정상인과 차이가 없었고 체

간신전 수행 동안 척추기립근은 정상군보다 더 약했다

고 하였다. 한편 Tanaka 등(1997, 1998)의 연구에서는

편마비 환자는 정상군보다 체간굴곡, 신전 그리고 회전

근력 모두 다 약했다고 하였고, Karatas 등(2004)도 편

마비 환자와 정상인의 체간근력을 등척성과 등속성수축

으로 평가 하였는데 둘 다에서 편마비의 체간굴곡과 신

전의 최대우력치가 정상인보다 더 낮았으며, 체간근력

이 균형과 명확하게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자세적 안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기능적장애에도 관

계됨을 밝혔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편마비 환자의 체간

근력을 정상인과 비교한 결과 전 구간에서 실험군이 낮

게 나왔다(p<.05). 그러나 총 FIM값과 체간근력과의 관

계는 Karatas 등(2004)의 연구결과와 같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IM 도구가 다 항목척도

(multi-item scale), 즉 운동영역 13항목과 인지영역 5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모두를 합한 총 값으로

비교하였기 때문에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

각된다. 또 두 군 모두 체간굴곡각도가 클수록 체간신

전근의 최대등척우력이 높게 나왔는데 이는 곽현 등

(2002)과 Keller와 Roy(2002)의 연구와도 일치하며, 권

정이 등(2000)의 연구에서도 근육의 단면적과 요추부

굴곡각도에 따른 등척성 요추부신전 최대우력간의 상관

관계를 고찰한 바 요추부 굴곡각도가 클수록 상관계수

가 높게 나타났다. Smidt 등(1983)도 관절운동범위의

끝에서 즉, 근육이 신장된 자세에서 등척성수축이 가장

커 근력이 근 길이와 상관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편마비 환자의 체간신전근력이 중간범위

(mid range)에서 확연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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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환자의 치료 프로그램에서 이 부분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 수가 적었고 남, 여 모두에 대한

측정이 되지 못한 점과, 우력과 기능적 수준과의 연관

성을 알아봄에 있어서 그 척도로 FIM값만을 적용했다

는 점 등이 제한점으로 생각된다. 향후 체간근력과 기

능적 수준과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한 구체적 척도 개발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정상성인과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MedXTM 요부신전기계를 이용하여 다중자세 검사 프로

토콜에 따라 체간신전근의 등척성 근력을 각도별로 측정

하여 비교하고 편마비 환자의 FIM값과 등척성 근력과의

상관관계를 알아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정상성인에서 각도별 평균치는 135.6 ft-lbs ,

175.6 ft-lbs, 204.4 ft-lbs, 221.9 ft-lbs, 231.2 ft-lbs,

246.8 ft-lbs, 259.7 ft-lbs이었으며 요추의 굴곡각도가

감소할수록 우력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2. 편마비 환자에서 각도별 평균치는 91.2 ft-lbs,

120.7 ft-lbs, 142.3 ft-lbs, 156.4 ft-lbs, 173.5 ft-lbs,

184.1 ft-lbs, 195.3 ft-lbs이었으며 요추의 굴곡각도가

감소할수록 우력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3. 편마비 환자의 체간신전근력은 정상인에 비해 유

의하게 낮았다(p<.05).

4. 편마비 환자의 FIM값과 체간신전근력은 상관관계

가 없었다.

편마비 환자의 체간신전근력은 정상 성인보다 유의

하게 낮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편마비

환자의 체간기능을 재정립함으로써 안정성을 증가시켜

일상생활 활동을 더 좋게 하고 팔 다리 근육들의 재교

육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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