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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환자에서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이
환측 근육의 방사형태에 미치는 영향: 사전연구

김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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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Effect of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on Muscle Irradiation Patterns of

the Affected Side of in Stroke Patients: A Preliminary Study

Won-ho Kim, Ph.D., P.T.
Dept. of Physical Therapy, Ulsan Colleg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rradiation pattern of muscles on the affected side in stroke patients after

application of diagonal 2 extension (D2 ex)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in the unaffected up-

per extremity. Seven stroke patients participated. Electromyographic activities were recorded in the iliop-

soas, biceps brachii, and triceps brachii were recorded by surface electrodes at rest, D2 ex with knee ex-

tension, and D2 ex with knee 90 flexion, normalized by 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

values. The medial frequencies of biceps brachii in both sides were also measured to compare muscle

type recruited. %MVIC of biceps brachii and triceps brachii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D2 ex than at

rest (p<.05). There was no difference in median frequency of biceps brachii between the affected and un-

affected side (p>.05). This suggests that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using D2 ex may im-

prove muscle activities of the paretic side and that the irritation pattern of the affected side may respond

to maintain body equilibrium according to movement of the sound side.

Key Words: Irradiation; Muscle weakness;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Ⅰ. 서론

뇌졸중 후 발생하는 운동기능 변화에는 근력약화, 비

정상적인 근육긴장도, 협응상실 등이 있다(O'Sullivan,

2007). 이전에 물리치료사들은 근육긴장도 정상화를 통

해 뇌졸중 환자의 기능을 증진시키려 하였지만(Bobath,

1978), Sahrmann과 Norton(1977)은 대항근의 경직이

아닌 작용근 근력약화에 의해 움직임 상실이 발생한다

고 하였다. Moreland 등(2003)은 뇌졸중 후 근력과 기

능이 상관이 높으며, 근력강화를 통해 기능이 증진될

수 있다고 하였다.

뇌졸중 후 근력강화를 통한 기능증진을 위해 흔히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전기자극 치료, 생체되먹임 치료,

그리고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등이 있다(Ada 등,

2006). 이중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은 기능적 훈련, 신

장운동, 그리고 근력강화를 목적으로 물리치료에서 널

리 사용되고 있다.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은 고유수용

기를 자극하여 신경근의 반응을 촉진하는 방법이다

(Voss 등, 1985).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고

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의 목적은 신체 양측의 상호작용,

대각선 및 나선형 운동패턴을 증진시키고, 건측의 저항

운동을 통해 환측의 근수축을 유발하는 것이다(Adler

등, 2008).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의 장점은 특정 장비

없이 임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뇌졸

중 후, 재활 초기 환측 사지의 근력이 형성되지 않거나

약한 경우에 건측 사지에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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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환측 근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Sullivan 등,

1982). 이는 생리적 과흐름 또는 방사(irradiation)를 이

용하는 것이다. 방사는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이 확대

되는 것으로(Adler 등, 2008), Sherrington(1947)은 저항

에 대항하는 근육수축이 척수 앞뿔세포의 흥분성 역치

수준을 변경시켜 촉진반응이 퍼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강한 근육을 대상으로 특정 관절가동범위에서 저항

을 가했을 때 약한 근육에 있는 알파와 감마운동단위

동원이 증가하여 약한 근육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Sullivan 등, 1982). 방사를 통해 실제 운동하고 있는

근육뿐만 아니라 운동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근육도 활

성화되기 때문에, 치료사들은 오래 동안 약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을 적용하고 있

다. 예를 들어, 치료사들은 뇌졸중 후 환측 엉덩관절 굽

힘근의 약화가 있는 경우 건측 사지에 고유수용성신경

근촉진법 적용하여 환측 엉덩관절 굽힘근 강화를 시도

하고 있다(Sullivan 등, 1982).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을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하

기 위해서는 치료사가 예상할 수 있는 방사를 유도하여

불필요한 연합반응을 최소화 하면서 선택적으로 약한

근육을 자극하는 것이 필요하다(Heideman, 1995). 방사

를 이용하여 약한 근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체 움

직임에 따른 방사가 발생하는 유형을 인식하고 있어야

선택적으로 약한 근육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방

사는 동측에 있는 근육과 반대 측에 있는 근육에서도

유발될 수 있다. Sullivan과 Portney(1980)는 29명의 정

상 성인을 대상으로 상지 패턴을 적용하고 동측에 있는

어깨세모근의 활성도를 알아보았다. 어깨 굽힘, 벌림,

그리고 바깥돌림 시 앞쪽에 있는 어깨세모근이 더욱 활

성화 되었고, 어깨 폄, 모음, 그리고 안쪽돌림 시 뒤쪽

에 있는 어깨세모근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Pink(1981)

는 34명의 정상인을 대상으로 상지 패턴 적용 시 반대

측에 있는 가시아래근, 넓은등근, 그리고 큰가슴근의 방

사를 알아보았다. 어깨 굽힘, 벌림, 그리고 바깥돌림 시

반대 측에 있는 가시아래근이 더욱 활성화되었고, 어깨

폄, 모음, 그리고 안쪽돌림 시 반대 측에 있는 넓은등근

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Munn 등(2004)도 비슷하게 팔

굽관절 굽힘근에 대한 저항운동을 통해 반대 측에서 같

은 기능을 하는 굽힘근이 활성화됨을 보고하였다. 굽힘

움직임에 저항을 가하면 반대 측에 있는 굽힘근(협력

근)이, 폄 움직임 시 반대 측에 있는 폄근들이 활성화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문규 등(2008)은 하지패턴에

따른 목빗근의 활성도를 알아본 결과, 하지 폄패턴과

굽힘패턴 동안 목빗근이 활성화 되었지만 하지패턴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Pink(1981)의 연구에

서도 큰가슴근은 상지 굽힘과 폄패턴 적용 시 모두 활

성화 되었지만, 패턴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이는

방사가 협력근 이외에 다른 근육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방

사 형태에 대한 이전의 연구들은 주로 정상인을 대상으

로 하였기 때문에 환자에게 적용하기 어렵고, 방사 유

형을 알아본 부위가 제한적이어서 치료사들이 방사패턴

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이 연구는 건측에 적용된 상지 폄패턴이 반대 측 상

지와 하지 근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

었다.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엉덩관절 굽힘근을 강화

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상지

신전패턴이 실제로 반대 측 하지에 있는 엉덩허리근(대

항근)을 활성화시키는지, 그리고 반대 측 팔굽에 있는

위팔두갈래근(대항근)과 위팔세갈래근(협력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이 연구는 00요양원에 입소 중인 뇌졸중 환자 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상지패

턴을 따를 수 있고 간이 정신상태 검사(Mini Mental

Status Examination-Korean version; MMSE-K)에서

24점 이상인 자를 선택하였다.

2. 측정방법 및 측정도구

연구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수정

Ashworth 척도를 이용하여 경직(Bohannon과 Smith, 1987)

을 측정하였고, 도수근력검사(Daniels와 Worthingham,

1986)를 이용하여 근력을 측정하였다. 또한 뇌졸중 후 운동

기능 회복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Brunnstrom 회복단계

(Sawner와 LaVigne, 1970)를 평가하였다.

모든 대상자에게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상지운동

패턴 중 Diagonal 2 Extension (D2 ex)(그림 1)의 움직

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건측 상지에 D2 ex를 3회

이상 반복훈련시켜 이 패턴에 익숙하게 하였다. D2 ex

는 어깨뼈(scapula)의 내림, 벌림, 그리고 아랫방향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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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2 ex 패턴. A: 시작 위치, B: 마지막 위치.

림, 어깨관절의 폄, 모음, 그리고 안쪽돌림, 팔굽관절의

폄, 손목관절과 손가락의 굽힘, 자쪽 편위, 그리고 엄지

손가락의 대립움직임이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안정 시

와 D2 ex 적용에 따른 환측의 위팔두갈래근, 위팔세갈

래근, 그리고 엉덩허리근의 근활성도와 근활성 비율을

기록하였다. D2 ex 적용 시 대상자가 무릎을 편 상태

와 무릎을 90° 굽힌 상태로 구분하여 측정하였고, 각

측정별 휴식시간은 3분으로 하였다. 상지패턴 적용 시

반대 측 하지에서 발생하는 신전공동(extension syn-

ergy)패턴을 억제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실시된다. 무릎 각도의 변화에 따라 엉덩관절

굽힘근의 길이가 달라진다. 길이-장력 관계에 의해 엉

덩허리근의 근활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

문에, 무릎 각도에 따른 엉덩허리근의 활성도 변화를 알

아보기 위해 무릎 각도를 달리하였다. 고유수용성신경근

촉진법 상지운동패턴을 적용하는 동안 위팔세갈래근의

전극이 바닥에 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극을 보

호하는 덮개를 적용하였다. 상지패턴 적용 시 수집된 근

활성도의 개인적 차이에 따른 영향을 보정하기 위해서,

건측에 있는 엉덩허리근, 위팔두갈래근, 그리고 위팔세갈

래근을 대상으로 5초간 최대등척성수축 실시하는 동안

수집된 값으로 정량화하여 %MVIC(Maximal Voluntary

Isomentric Contraction)로 기록하였다. 엉덩허리근의 최

대등척성수축을 위해서, 대상자는 엉덩관절을 90°로 굽

히고 앉은 위치에서 약간 골반을 뒤쪽으로 기우는 자세

를 취하였다. 위팔세갈래근은 바로 누운 자세에서 어깨

90° 굽힘과 팔굽 45° 굽힘 위치에서, 위팔두갈래근은 앉

은 자세에서 팔굽 90° 굽힘 위치에서 최대등척성수축을

실시하였다. D2 ex 적용 동안 동원되는 근섬유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환측과 건측에서 위팔두갈래근의 중앙

주파수(median frequency)를 측정하였다.

근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근전도 Biomonitor ME

60001)을 사용하였다. 이 기구는 8채널을 가지고 있다. 수

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Mega Win 2.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전극은 Medicotest Blue Sensor type

M-00-S를 사용하였다. 먼저 부착할 신체 부위를 노출시

킨 후, 피부저항을 줄이기 위해 털을 제거하고 알코올로

닦은 후, 각 근육에 대한 최대근육수축을 유도 후 부착부

위를 펜으로 표시하였다. 활성전극 사이 거리는 2 ㎝ 이

내로 하였다(Cram 등, 1998). 측정한 근육의 근전도 신호

는 근전도 신호의 실질적인 출력값에 가까운 값을 제공하

는 RMS값을 취하여 계산하였다(김원호, 2007; Perry,

1992). 근전도 신호의 표본수집률(sampling rate)은 1000

㎐로 하였다. 전극은 환측의 위팔두갈래근, 위팔세갈래근,

그리고 엉덩허리근(iliopsoas)에 부착하였다(Cram 등,

1998).

3. 분석방법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값이 정규분포하지 않고 표본이

적기 때문에 비모수 검정을 실시하였다. 각 근육별 고

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적용 자세에 따른 근활성도의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모수 검정인 프리드만 검정을

실시하였다.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적용 자세에 각

근육별 상대적 근활성비율의 차이와 위팔두갈래근의 중

앙주파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윌콕슨 순위부호 검

정을 실시하였다.

프리드만 검정 후 사후검정 식은

|R1 - R2|       

를 이용하였다. 여기에서, R1과 R2는 순위합을 의미하

고, k는 측정횟수를 의미한다(Portney와 Watkins, 1993).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평균나이는 73.0세이었고, 신장은 평

균 157.0 ㎝이었다. 오른쪽 편마비가 3명, 왼쪽 편마비

가 4명이었다(표 1).

1) Biomonitor ME 6000, Mega Electronics Ltd., Kuopio, Fi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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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수정된 Ashworth 척도 도수근력검사 Brunnstrom

운동기능 회복단계위팔두갈래근 위팔세갈래근 위팔두갈래근 위팔세갈래근 엉덩허리근

대상자 1 1 1
+

- 3
-

2
+

2 4단계

대상자 2 2 2 2
-

1 2
-

3단계

대상자 3 1
+

2 2
-

1 2
-

3단계

대상자 4 3 2 1 1 1 2단계

대상자 5 1+ 1+ 3- 2- 2- 4단계

대상자 6 2 1+ 2- 2- 2- 3단계

대상자 7 1+ 2 2 1 2- 3단계

표 2. 연구대상자의 임상적 특성

평균±표준편차

나이(세) 73.0±7.5

체중(㎏) 60.3±14.5

신장(㎝) 157.0±10.3

마비부위 오른쪽/왼쪽(명) 3/4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7)

안정 시 무릎 편 채 D2 ex 무릎 굽힌 채 D2 ex

위팔두갈래근 8.99±6.93
a

30.59±22.71 30.62±15.11

위팔세갈래근 15.84±12.19 65.25±52.14 93.65±93.27

엉덩허리근 1.68±1.16 18.59±78.22 14.83±31.04
a평균±표준편차.

표 3.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적용 시 환측의 근활성도 단위: %MVIC

2. 연구대상자의 임상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임상적 특징은 표 2와 같았다.

Brunnstrom 운동기능 회복단계는 2단계 1명, 3단계 4

명, 그리고 4단계 2명이었다. 경직은 1～3등급까지, 근

력은 1～2
+
등급까지 분포하였다.

3.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적용 시 환측의

근활성도(%MVIC)

안정 시, 무릎신전 한 채 D2 ex 적용 시, 그리고 무

릎굴곡 한 채 D2 ex 적용에 따른 각 근육별 근활성도

는 표 3와 같았다. 위팔두갈래근의 %MVIC는 안정 시

8.99이었으며, 고유수용성촉진법 적용 시 각각 30.59와

30.62로 나타났다. 위팔세갈래근의 %MVIC는 무릎을

펴는 경우 65.25, 무릎을 굽히는 경우 93.65로 나타났다.

엉덩허리근은 각각 18.59와 14.83으로 나타났다.

4.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적용 시 프리드만 검정

안정 시, 무릎 편 채 D2 ex, 그리고 무릎 굽힌 채

D2 ex 적용한 결과(표 4), 위팔두갈래근과 위팔세갈래

근의 %MVIC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p<.05), 엉덩

허리근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사후검정결과,

위팔두갈래근과 위팔세갈래근은 안정 시보다 D2 ex를

적용할 때 근활성도가 유의하게 높았지만(p<.05), 무릎

자세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p>.05).

5.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적용시 무릎자세

변화에 따른 근활성비율

무릎자세 변화에 따른 각 근육별 상대적 근활성비율

(%)은 표 5와 같았다. 무릎을 펴는 경우, 위팔두갈래근,

위팔세갈래근, 그리고 엉덩허리근의 상대적 근활성도는

각각 16.86%, 35.28%, 그리고 25.85%로 나타났으며, 무

릎을 굽히는 경우에도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6.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적용 시 건측과

환측 위팔세갈래근의 중앙주파수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중 D2 ex 적용 시 동원

되는 근섬유의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위팔두갈래

근의 중앙주파수를 측정한 결과, 건측과 환측의

위팔두갈래근 중앙주파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표 6)(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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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편 채 D2 ex 무릎 굽힌 채 D2 ex pb

위팔두갈래근활성비율 16.86±4.94
a

14.14±9.19 .49

위팔세갈래근활성비율 35.28±17.21 35.85±20.03 .67

엉덩허리근활성비율 25.85±11.13 28.13±13.29 .68
a평균±표준편차.
b윌콕슨 순위부호 검정.

표 5.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적용 시 무릎자세 변화에 따른 근활성비율 단위: %

건측 환측 p
b

위팔두갈래근(㎐) 77.86±17.55
a
72.00±25.65 .121

a평균±표준편차.
b윌콕슨 순위부호 검정.

표 6. 건측과 환측의 위팔두갈래근 중앙주파수의 변화

안정 시 무릎 편 채 D2 ex 무릎 굽힌 채 D2 ex pb

위팔두갈래근 *1.00a 2.29 2.71 .04

위팔세갈래근 1.00 2.29 2.71 .04

엉덩허리근 1.50 2.50 2.00 .15
a
평균순위.
b
프리드만검정.

표 4.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적용 시 프리드만 검정

Ⅳ. 고찰

이 연구는 뇌졸중 후 약한 근육의 근력강화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의 방사패턴에 대

해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뇌졸중 후 근력약화의 원

인으로 작용근 운동단위의 감소와 운동단위 역치의 증가

(Dietz 등 1986), 작용근 운동단위 흥분율의 감소

(Rosenfalck와 Andreassen, 1980), 그리고 작용근의 역학

적인 변성 등이 보고 되어져 왔다. 근력약화는 기능적인

활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뇌졸중 후 근력강화는 물리

치료의 목표 중 하나이다. 뇌졸중 후 엉덩관절 굽힘근의

약화는 보행 중 유각기 동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엉덩관절 굽힘근을 강화하기 위해서 치료사들은 고유수

용성신경근촉진법 중 상지 또는 하지 운동패턴을 이용하

여 엉덩허리근의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를

대상으로 건측에 적용된 상지운동패턴이 환측에 있는 근

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고유수용

성신경근촉진법 중 D2 ex를 건측에 적용한 후 환측 근

육의 반응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안정 시에 비해 D2

ex를 적용한 경우에 위팔두갈래근, 위팔세갈래근, 그리

고 엉덩허리근이 더욱 활성화되는 형태를 보였다. 하지

만 예상과는 다르게 엉덩허리근의 근활성도(%MVIC)는

안정 시와 비교하여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위팔두갈래근과 위팔세갈래근은 유의하게 근활성도가

증가하였다. 특히 경직 정도에 관계없이 환측의 근력이

강할수록 D2 ex 동안 더욱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위팔세갈래근은 폄근이고 위팔두갈래근과 엉덩허리근은

굽힘근이다. Pink(1981)와 Sullivan과 Portney(1980)는

굽힘동작 시 반대 측에 있는 굽힘근이, 폄동작 시 반대

측에 있는 폄근이 활성화됨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 실시된 D2 ex는 펴는 동작이었기 때문에, 위팔세갈

래근(협력근)이 가장 활성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뇌졸중

후 상지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자세는 팔굽이 구부러

지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는 결국 팔굽관절의 움직임

반경을 줄여 기능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요소가 된다

(Neumann, 2002). 뇌졸중 후 위팔세갈래근의 근력약화

는 팔굽관절에서 굴곡구축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이

연구 결과 위팔세갈래근의 근활성도가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이는 뇌졸중 후 팔굽 굴곡구축을 줄이고, 위팔세

갈래근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건측에 D2 ex를

적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D2 ex를 건측에 적용 시 머리와 몸통이 환측으로 회

전하는 동작이 동반된다. Sullivan 등(1982)은 머리 돌

림 및 굽힘과 함께 D2 ex를 사지에 적용하면 몸통 근

위부의 굽힘근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구르기 동작을 훈

련하는데 유용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반대쪽 사지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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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D2 ex를 적용 시

신체에서 나타나는 방사형태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D2

ex를 적용 시 환측 사지의 위팔세갈래근과 두갈래근이

활성화 되었다.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은 직선 움직임

보다 대각선 움직임을 강조한다. 이 움직임 패턴은 자

세조절을 촉진하는 반사와 반응들을 자극하고 움직임

시작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Connolly와 Montgomery,

2002). 신경발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동작은 조절된

운동성(controlled mobility)이 요구되는 동작이다. 조절

된 운동성은 몸통과 머리가 신체 장축을 중심으로 회전

하는 것이다(Sullivan 등, 1982). 체중을 지지하는 원위

부 사지가 고정된 상태에서 신체 근위부가 움직이는 것

이다. 이 연구에서 건측에 D2 ex적용 시 뇌졸중 환자

들은 반대쪽 상지의 위팔두갈래근과 세갈래근이 활성화

되었다. 이는 머리와 몸통의 조절된 운동성을 위해서

환측 사지의 위팔세갈래근과 두갈래근에서 동시수축을

통해 환측 사지를 고정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된다. 이문

규 등(2008)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목빗근은 하지

에 적용된 굽힘 또는 폄패턴에 관계없이 활성화되었다.

이는 목빗근이 하지패턴 동안 몸통을 고정하는 근육으

로 작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D2 ex 동작은 지지면 내에 신체무게중심을 유

지하려는 평형반응을 자극할 것이다. 평형을 무너뜨리

는 외부의 힘이 신체에 작용하면, 평형을 유지하기 위

해 사지에서는 신전반응이 발생한다. 건측에 D2 ex 적

용시, 몸통이 환측으로 회전되면서 바닥에서 일부 떨어

지는 움직임이 발생한다. 이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환측 사지가 신전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즉, 건측에 D2

ex 적용하면, 환측에서 발생하는 방사패턴은 평형반응

을 유발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Kupa 등(1995)은 근섬유의 형태에 따른 중앙주파수

의 변화를 보고하였다. Ⅱ형 근섬유들이 수축하는 경우

는 중앙주파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Ⅰ형 근섬유들이 수

축하는 경우는 중앙주파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

서 위팔두갈래근의 수축 동안 건측과 환측에서 중앙주

파수의 변화를 기록하여 동원되는 근섬유 형태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건측과 환측에서 측정된 중앙

주파수의 차이는 없었다. 이는 방사에 의해 촉진된 환

측의 근섬유 형태가 건측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따라서 방사를 이용한 약한 근육 근활성화는 치

료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Bobath(1971)는 건측의 운동 동안 발생하는 환측의

근활동을 비정상적인 반응으로 간주하였으며, 이 현상

을 억제하려는 치료법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LeVere와

LeVere(1983)는 뇌병변 후 발생하는 환측에서 발생하

는 이러한 반응을 적응행동으로 설명하였다. 즉, 비록

정상적인 움직임 전략과는 다를 수 있지만, 특정 행동

을 달성하기 위해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 움직

임 전략 또는 패턴이므로(Carr와 Shepherd, 1987), 억제

하기보다는 적절한 과제와 환경을 제공하여 환측을 사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환측에서 나타나는

반응 즉, 건측과 동일한 형태의 근섬유들이 동원되고

위팔두갈래근과 세갈래근이 활성화되는 반응은 부정적

이기 보다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생각된다.

경험상 D2 ex를 건측에 적용하면, 몸통의 회전으로

인해 반대쪽 하지가 신전되면서 바닥에서 떨어지는 현

상이 발생한다. 이는 넙다리근이 활성화되어 하지가 펴

지는 반응이다. 이 움직임은 뇌졸중 후 하지에서 비정

상적인 공동패턴(synergy pattern)을 더욱 강화하는 반

응이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환측의 무릎을 굽힌 채 건

측 상지에 D2 ex를 적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무릎을

굽히는 경우 엉덩허리근의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근

육을 활성화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추측된다(길이-장력

관계). 이 연구에서 무릎을 펴는 경우와 굽힌 경우로

설정하여 D2 ex를 적용한 결과, 환측 엉덩허리근의 근

활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각 근육별 활성비율

도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무릎의 위치가 엉덩허리근의

활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능적인 움직임이 원활히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정

시각반사, 평형반응, 선행조절 같은 무의식적인 조절과

수의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Allison과 Fuller, 2001).

뇌졸중 환자들은 이러한 요소들이 부족하다. Carr와

Shepherd(2003)는 수의근의 근력을 강화하기 방법으로

적절한 환경과 과제를 이용한 근력강화프로그램이 바람

직하다고 하였다. 방사패턴을 이용하여 뇌졸중 환자들

의 환측 근육들을 활성화시켜는 것은 약한 근육의 근활

동성을 증진시키고, 평형반응을 자극하는데 도움이 되

리라 여겨지지만, 특정 방사패턴을 이용한 치료방법이

환측의 수의적인 근육조절 능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대상자가 적고, 특정 환경에 있는 환자를 대상

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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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적용한 후, 이에 따른 방사형태를 확인하고 적용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Ⅴ. 결론

이 연구는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고유수용성신

경근촉진법 중 D2 ex를 건측에 적용한 후 환측 근육에

서 발생하는 방사형태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안정 시

에 비해 D2 ex를 적용한 경우에 환측의 위팔두갈래근

과 위팔세갈래근이 더욱 활성화되는 형태를 보였지만,

엉덩허리근은 유의하게 활성화되지 않았다. 활성화된

근섬유의 동원형태도 건측과 동일하였다. 이상의 결과

로 볼 때, D2 ex를 이용한 운동은 반대쪽 상지의 근육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며, 환측에서 발생하는

방사형태는 건측의 움직임에 따른 신체 균형을 유지하

기 위한 반응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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