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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ffects of reaching distance on movement time and trunk

kinematics in hemiplegic patients. Eight hemiplegic pati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side (sound side vs. affected side) and target distance (70%, 90%, 110%, and 130% of up-

per limb).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movement time measured by pressure switch and trunk kine-

matics measured by motion analysis device. Two-way analysis of variance with repeated measures was

used with Bonferroni post-hoc test. (1) There were significant main effects in side and reaching distance

for movement time (p=.01, p=.02). Post-hoc test reveal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110% and 130% of reaching distance (p=.01). (2) There was a significant main effect in side and reaching

distance for trunk flexion (p=.01, p=.00). Post-hoc test reveal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pair-wise reaching distance comparison. (3) There was a significant side by target distance interaction

for trunk rotation (p=.04). There was a significant main effect in target distance (p=.00). Post-hoc test

reveal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70% and 110%, 70% and 130%, 90% and 110%,

90% and 130% of target distance. It was known that trunk flexion is used more than trunk rotation dur-

ing reaching task in hemiplegic patients from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 is also recommended that

reaching training is performed with limiting trunk movement within 90% of target distance whereas

reaching training is performed incorporating with trunk movement beyond 90% of target distance in pa-

tients with hemiple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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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상지의 움직임들은 여러 상지 관절들의 섬세한 동작

(fine motor skill)과 큰 동작(gross motor skill)들의 복합

적인 협응(coordination)에 의해 이루어진다. 상지동작의

성공적인 수행은 관절가동범위, 연부조직의 유연성, 근육

의 특성, 생체역학 등과 같은 근골격계 요인들과 움직임

과 감각의 처리과정, 움직임의 적응과 예측 등의 신경학적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진다(Shumway-Cook과 Woollacoott,

2006). 정상인이 팔 뻗기(reaching)를 수행 할 때, 잡으려

는 목표물이 팔 길이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체간은 상지

동작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세 안정화

(postural stabilization)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목표물

이 팔 길이 보다 멀리 있을 경우에는 팔 길이와 물체 사

이의 거리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상지-체간 협응

(arm-trunk coordination)을 통한 어깨와 팔꿈치 관절의

적절한 조절이 요구되며, 이러한 동작은 운동조절의 고위

처리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Kaminski 등, 1995).

뇌졸중이나 외상성 뇌손상 환자들의 경우 환측에서

나타나는 경직(spasticity), 근력 및 감각의 저하, 체간

의 불균형 등으로 팔 뻗기 동작이 어려워진다(Cirstea

와 Levin, 2000; Levin 등, 2000; Roby-Brami 등,

1997). 뇌졸중에 의해 발생하는 편마비 현상은 조절된

체간의 움직임을 방해하여 물체를 향한 팔 뻗기를 어렵

게 한다(Cirstea과 Levin, 2000; Roby-Brami 등, 1997).

또한 팔 뻗기 수행 시 환측의 체간과 상지에서 각 관절

들간 협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상적인

전략(compensatory strategy)으로 팔보다 체간의 움직

임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Roby-Brami 등, 1997).

팔 뻗기는 일상 생활 동작의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하

며, 뇌손상 환자의 경우 상지기능의 손상은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된다(Page 등, 2002). 이러한

이유에서 편마비 환자의 재활에서 팔 뻗기 동작과 같은

훈련은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Saling 등, 1996; Wang과 Stelmach,

1998). 뇌졸중 환자의 환측 상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복적 저항 운동(repetitive resistive exercise), 과제 관

련 훈련(task-related training)이 적용되고 있으며, 과제

수행 동안 비정상적인 상지-체간 협응은 정상적인 운동

조절(motor control)을 학습하는데 저하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치료과정 시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

(Roby-Brami 등, 1999; Thielman 등, 2004). Thielman

등(2008)은 팔 뻗기 동작을 훈련하는 동안 보상 전략을

사용하지 않도록 체간의 움직임을 제한한 훈련이 체간의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은 훈련보다 뇌졸중 환자의 환측

상지-체간 협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정상적인 팔 뻗기 동작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뇌성

마비(Levin 등, 2001), 뇌졸중(Levin 등, 2002), 척수마

비(Gronley 등, 2000) 환자의 팔 뻗기 동작에서 일어나

는 체간의 보상움직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뇌졸

중 환자의 상지운동에 대한 동작분석 연구(Roby-Brami

등, 1999)가 있었으며 중추신경계 손상에 의한 마비 환

자들을 위한 운동치료에서 일상생활 동작과 관련된 동

작분석은 정상적인 운동조절을 통한 과제 훈련을 위해

서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Koshland 등, 2000; Rose

등, 1993; Tonk와 Mak, 2001). 정상인을 대상으로 팔

뻗기 동작 시 작업의 거리에 따른 상지-체간 협응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졌으나(유원규 등, 2004), 뇌졸중 환

자를 대상으로 한 건측과 환측 상지-체간 협응성을 비

교한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뇌손상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들

이 목표물을 향해 팔 뻗기 과제를 수행할 때, 목표물의

거리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체간

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목표거리에 따른 건측과 환측의

상지-체간 운동협응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팔 길이 이내의 목표거리로 팔을 뻗을 때

보다 팔 길이 이상의 목표거리로 팔을 뻗을 때 건측과

환측 모두 운동시간, 체간 굴곡각도 및 체간 회전각도

가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인천광역시 소재 G병원에서 입원하여 재활 치료 중인

뇌졸중 환자 중 발병 후 6개월 이상, 환측의 경직이 순위

척도 Modified Ashworth Scale(MAS) 1등급 또는 1+ 등

급에 해당되며, 양측 팔에 가동범위의 제한과 관절 구축

(contraction)이 없는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이들 중 한국

판 간이 인지기능 검사(Korean Version of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MMSE-K) 25점 이상, motor function

test의 상지 앞으로 올리기 항목 3점 이상의 선별기준을

충족시킨 대상자 중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충

분히 설명을 들은 후 자발적으로 실험 참여에 동의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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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험자세.

12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들 중 견관절 아탈구

(shoulder subluxation), 반사성 교감신경이영양증(reflex

sympathetic dystrophy)이 있어 과제 수행 범위에서 통증

을 호소한 2명의 대상자와 목표 과제를 2회의 연습과정

수행 시 2회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대상자 2명

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실험을 완벽히 수행한 8명의

대상자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63.1세(범위 57∼69세, 남자 6명, 여자 2명)이

었으며, 우측편마비와 좌측편마비가 각각 4명씩이었다. 뇌

졸중 발병 후의 평균 경과일은 10.1개월이었다.

2. 실험장비1)2)3)

체간의 움직임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간 삼차원 동작

분석기 CMS-HS1)를 사용하였다. 1개의 단일 표식자

(single marker)를 요골 경상돌기(radius styloid proc-

ess) 위에 부착하였고, 체간의 굴곡과 회전 각도를 측정

하기 위한 삼중 표식자(triple marker)는 제 10 흉추의

극돌기 부위에 부직포(velcro) 끈을 이용하여 고정하였

다. 체간과 팔에 부착된 표식자들의 위치 데이터는

Windata 2.19 프로그램(Zebris Medical, GmbH, Isny,

Germany)을 이용하여 수집 분석하였다. 움직임의 시작

과 종료까지의 운동 시간(movement time)을 측정하기

위하여 두 개의 압력센서(inline foot contact sensor)
2)
를

표면 근전도 시스템(Noraxon)3)에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3. 실험방법

연구대상자들에게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편안히 앉

은 후, 견관절은 45도 내회전 및 30도 굴곡, 팔꿈치

관절 90도 굴곡, 전완과 손목관절은 중립 자세를 취

하고 가볍게 주먹을 쥐도록 하였다. 과제 수행을 위

한 탁자는 대상자의 팔꿈치 관절 높이에 맞추었다.

연구대상자의 흉골에서 15 ㎝ 떨어진 곳을 팔 뻗기

출발점(starting point)으로 정하고, 탁자 위에 출발점

을 표시하였다. 그 시작점 위에 움직일 팔의 두상골

(pisiform)을 접촉시켜 준비 자세를 취하도록 하였다.

안쪽 겨드랑이(medial axilla)에서 먼쪽 손목주름

(distal wrist crease)까지 팔길이를 측정하였다. 흉골

에서 팔 길이의 70%, 90%, 110%, 130% 지점이 되는

지점인 탁자 위에 목표점(target point)을 표시하였다

(그림 1). 운동시간의 측정을 위하여 하나의 압력센서

는 출발점에 부착하고 하나의 압력센서를 목표점에 부

착하였다. 환측과 건측의 팔을 대상자가 편안한 속도

로 뻗게 하여 시작점의 압력센서에서 손이 떨어지는

시간과 목표점의 압력센서에 손이 닿는 시간을 측정하

여 팔 뻗기의 운동시간으로 하였다. 실험 대상자에게

과제를 설명한 후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본 실험 전 2회의 연습 과정을 주었고, 목표물에 도달

하여 누르는 힘이 부족하여 측정이 안 된 경우는 측정

시도에서 제외하였다. 4가지 목표점까지의 팔 뻗기와

건측과 환측의 사용 순서는 무작위로 하였다.

4. 분석방법

이 실험에서 독립변수는 건측과 환측, 그리고 목

표거리였으며 종속변수는 시작점으로부터 출발하여

목표물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운동시간, 팔 뻗기

과제 수행동안 일어나는 체간의 굴곡각도와 회전각

도였다. 결과분석을 위하여 반복 측정된 이요인 분

산분석(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s)

을 사용하였다. 거리에 대한 주효과가 유의할 경우

에는 사후분석으로 Bonferroni 검정을 이용하였다.

통계처리는 윈도우용 SPSS ver. 12.0을 사용하였으

며 유의수준 α=.05로 하였다.

1) CMS-HS, Zebris Medical GmbH, Isny, Germany.

2) Inline Footswitch Model 300, Noraxon Inc., Scottsdale, AZ, U.S.A.

3) Noraxon TeleMyo 2400T, Noraxon Inc., Scottsdale, AZ,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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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목표거리
a

건측 환측

운동 시간(초)

70 1.16±.61
b

1.40±.61

90 1.02±.37 1.49±.43

110 1.02±.35 1.54±.37

130 1.33±.38 1.77±.56

체간 굴곡각도(˚)

70 4.79±2.36 7.26±2.57

90 7.84±2.39 13.23±3.96

110 14.59±4.75 17.51±3.33

130 19.21±5.96 23.21±5.50

체간 회전각도(˚)

70 2.59±1.30 4.03±2.58

90 5.83±2.65 4.70±3.28

110 9.05±4.74 8.21±4.42

130 13.00±5.06 9.31±3.24
a
연구대상자의 팔 길이 비율(%).
b
평균±표준편차.

표 1. 목표거리에 따른 운동시간, 체간의 굴곡각도 및 체간의 회전각도

Ⅲ. 결과

건측과 환측의 목표거리에 따른 운동 시간, 체간의 굴곡

각도와 체간의 회전 각도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1과 같다.

1. 과제 수행에 소요된 운동 시간

운동 시간에 대한 반복 측정된 이요인 분산분석 결과

건・환측과 거리의 상호작용은 없었다(p=.74). 환측의 운

동시간은 건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환측은

목표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수행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p=.02). 목표거리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110%와 130%

간의 운동시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그림 2).

2. 과제 수행 동안 일어난 체간 굴곡각도

체간 굴곡 각도에 대한 반복 측정된 이요인 분산분석

결과 건・환측과 거리의 상호작용은 없었다(p=.49). 건측

에 비해 환측에서 유의하게 큰 체간 굴곡각도를 보였으

며(p=.01), 목표거리 증가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01). 팔 길이 비율로 정해진 환측의 목표거리에 대

한 사후검정 결과 70%와 90%(p<.01), 70%와

110%(p<.01), 70%와 130%(p<.01), 90%와 110% (p=.01),

90%와 130%(p<.01), 110%와 130%(p<.01)의 모든 목표

거리 사이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그림 3).

3. 과제 수행 동안 일어난 체간 회전각도

체간 회전각도에 대한 반복 측정된 이요인 분산분석

결과 건・환측과 목표거리의 상호작용이 있었다(p=.04).

체간의 회전 각도는 건・환측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나(p=.47), 거리에 의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1). 팔 길이 비율로 정해진 환측의 목표거리

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70%와 110%(p<.01), 70%와

130%(p<.01), 90%와 110%(p=.03), 90%와 130%(p<.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그림 4).

Ⅳ. 고찰

본 연구에서는 편마비 환자의 건측과 환측에 다양한

거리의 팔 뻗기 과제를 수행하게 한 후, 그 동작이 일어

날 때 몸통의 움직임을 비교하였다. 실험의 결과는 팔 뻗

기 과제에서 목표거리가 증가할수록 환측 상지의 수행시

간이 증가하였으며 팔 길이의 비율로 측정된 목표거리,

110%와 130% 사이에서 운동시간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팔 뻗기 과제의 목표거리가 증가할수록 체간 굴곡각

도는 증가하였다. 또한 모든 목표거리에서 건측에 비해

환측의 팔 뻗기 시에 더 많은 체간의 굴곡을 이용하여

거리 차이를 보상하였다.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환측과

건측 모두 체간의 굴곡각도 또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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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과제수행에 소요된 운동시간.

그림 3. 과제수행 동안 일어난 체간의 굴곡각도.

그림 4. 과제수행 동안 일어난 체간 회전각도.

팔 뻗기 과제의 목표거리가 증가할수록 체간 회전각도

는 증가하였으나 건측과 환측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팔 뻗기 거리 70%와 90%, 110%와 130% 사이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70%와 110%, 70%와 130%, 90%

와 110%, 90%와 130% 사이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팔 뻗기 과제의 운동시간은 건측이 환측에 비해 팔 길

이 110%와 130% 거리에서 각각 .52±.02초, .44±.18초 짧게

소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유원규

등(2004)의 연구에서 팔 길이 110%와 130% 거리에서 보고

되었던 1.11±.75, 1.31±.64과 비교하였을 때 건측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환측은 두 가지 경우 모두 약 .4초가

량 더 긴 소요시간을 보여준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환

측의 근력 및 운동조절의 저하에 의한 영향이라 생각된다.

팔 길이 비율에 맞춘 팔 뻗기 과제 동안 일어난 체

간 굴곡각도의 기술통계량에서 환측의 팔 뻗기 과제 동

안에는 건측의 경우보다 팔 길이의 70%, 90%, 110%,

130%에서 각각 2.5도, 5.4도, 2.9도, 4.0도 가량 더 증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환측과 건측에서 큰 차이를 보

이지는 않았지만 뇌졸중 환자가 환측 팔을 동측

(ipsilateral) 지점에 놓인 목표물로 뻗을 때 환측 상지

의 운동 능력 저하에 따른 보상적인 작용으로 체간을

앞쪽으로 이동시킨다고 보고한 Thielman 등(2004)의

연구와 같은 결과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과제를 수

행하는 거리에 따라 체간 굴곡각도가 일정하게 증가하

지 않은 것은 팔을 뻗는 동작 시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손목 관절의 신전, 팔꿈치 관절의 신전 및 어깨 관절의

굴곡각도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팔 길이 비율에 맞춘 팔 뻗기 과제 동안 일어난 체간

회전각도는 과제 수행의 거리가 팔 길이의 70%일 때 건측

이 2.59±1.30이었다. 이 결과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이전

의 연구(유원규 등, 2004)에서 보고하였던 10.17±4.78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각도였다. 또한 정상인은

110%에서 21.97±9.58도, 130%에서 28.39±7.37도가 일어난

다고 보고된 반면 이 연구에서는 건측 팔 뻗기 동작 동안

같은 거리에서 각각 9.05±4.74도, 13.00±5.06도로 정상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러한 결과는 뇌졸중으로 인한

체간의 균형 및 근력저하로 인해 활동 범위가 감소된 점에

따른 결과라 판단된다. 그러나 Mark 등(1997)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선 자세와 앉은 자세에서 각각의 팔 뻗기 동작을

관찰한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팔 길이 80∼90%의 거리에

서는 체간은 움직임이 없이 팔의 관절만 사용하여 목표물

로 팔을 뻗는다고 보고하였다. 이 점은 본 연구의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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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건측의 팔을 70%의 거리까지 뻗을 때까지는 체간의 회

전이 작게 일어났고 70%의 각도와 비교해 110%와 130%

에서 유의한 증가가 있었던 점을 향후 상지-체간 협응 훈

련을 위한 팔 뻗기 과제 시 참고할 수 있는 결과이다.

편마비 환자의 팔 뻗기 방향과 관련된 이전의 연구

(Kaminski 등, 1995)에서 정중선 방향과 동측(ipsilateral)

45도 방향으로 뻗을 때, 상완(upper arm)의 운동이 먼저

시작되나 종료는 체간의 운동 종료와 거의 동시에 일어

난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마비된 반대측(contralateral)

45도로 팔을 뻗을 때에는 동측 45도로 팔을 뻗을 때 보

다 체간의 굴곡은 더 감소하였고, 체간의 회전은 더 증

가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Judd와 McClelland, 1989;

Roby-Brami 등, 2003).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상생

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의 팔 뻗기를 고려하

지 못하고 오직 정중앙 방향에서만 측정하였다는 점이

다. 이 연구에서는 정중앙에 위치한 목표물에만 팔 뻗기

과제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전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은 다양한 팔 뻗기 방향에 따른 체간의 굴곡이나 회전

에 대한 결과를 비교할 수 없었다.

또한 이 연구는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연구대상자 수

와 적었으며 연구방법으로 설정한 팔 뻗기 동작은 일상

생활에서 실제로 사용 되는 목적 있는 팔 뻗기 동작과

차이가 있어 연구대상자들의 동기유발(motivation)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목적에

맞는 다양한 각도의 기능적 팔 뻗기 과제를 적용하여

편마비 환자의 상지 운동시간과 체간의 운동형상학적

변수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뒤따라야 하겠다.

Ⅴ.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편마비 환자에서 거리 변화에 대

한 팔 뻗기 동작 시 보상적 체간 움직임의 형태를 제시

하여 운동손상환자들의 팔 뻗기 과제 수행 시 체간과

팔의 정상적인 움직임의 재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

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편마비 환자는 정상인과

비교하여 환측과 건측 팔 뻗기 과제 수행 시 체간의 회

전 보다 체간의 굴곡을 이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의 치료에서 정

상적인 상지-체간 협응 훈련을 위해서는 체간으로부터

팔 길이 90% 이내의 목표거리로 팔 뻗기 과제를 훈련

시킬 때에는 체간의 운동을 제한하여 목표거리로 팔을

뻗을 수 있게 훈련하고, 체간으로부터 팔 길이 90% 이

상의 목표거리로 팔 뻗기 과제를 훈련시킬 때에는 체간

의 운동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거리에 따른

상지-체간 협응 운동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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