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bstract |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elastic resistance exercise using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PNF) on the daily activities of a patient with incomplete spinal cord injury. The result will be proposed as background data for 

effective intervention in a patient with incomplete spinal cord injury.

Methods: The target subject was a patient with incomplete spinal cord injury to the cervical cord (C6). Elastic resistance exercise 

based on PNF was performed for 30 min daily, five times a week, for eight weeks. The ASIS motor scale was applied to test the 

muscular strength of the upper limb, and the spinal cord independence measure Ⅱ (SCIMⅡ) was used to evaluate the capacity 

of daily activity.

Results: By applying elastic resistance exercise based on PNF, the muscular strength of the upper limb increased and the 

performance of daily activity improved.

Conclusion: Because elastic resistance exercise based on PNF positively influences the ASIA motor scale and SCIMⅡ of the 

patient with incomplete spinal cord injury. It can be used for training programs to improve the capacity of daily activity of the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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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척수손상은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초래하는 신

경계질환 중 하나로 자율신경기능에 이상이 유발되어 

감각과 운동기능이 상실된 상태를 말한다. 2005년 장

애인 실태조사중 지체장애인의 주된 질환명 조사에서 

척수손상이 1.9%로 전체 지체장애인 수 1,037,654명중 

19,7154명으로 추정하였으나(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6),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우리나

라 지체장애의 주된 진단명중 척수손상은 4.7%로 지

체장애인수 1,373,366명중 64,548명으로 추정하였다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4). 이러한 결과는 

2005년에 비하여 척수손상환자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척수손상의 부분은 젊고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며, 환자의 50% 이상이 30세 

미만으로 그 중 85%가 작업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척수손상의 원인은 우리나라의 경우 

개 외상에 의한 것이 많아서 교통사고(45.4%), 추락

(16.8%), 스포츠 손상(16.3%), 폭행(14.6%)의 순이고, 그 

외에 척수혈관질환, 척수종양, 척수염증 등 질병에 의

해서도 발생한다(The Korean Spinal Cord Society, 2016).

척수 손상 환자는 손상분절 이하로 운동 및 감각 

기능이 상실되며 여러 가지 합병증을 초래할 뿐만 아

니라 신체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수행이 제한되

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활동의 침체는, 손상 

이전의 가지고 있었던 직업 상실 등으로 인하여 독립

적 삶의 수행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한다(Hwang, 

1996). 척수 손상 환자에 있어 불완전 손상이 완전 손상

보다 기능적 회복 측면에서 예후가 좋게 나타나며, 

실질적으로 완전 손상인지 불완전 손상인지에 따라 

신경 근육의 회복 예후는 달라진다(Coleman & Geisler, 

2004). 척수손상 환자의 궁극적인 재활 목표는 가능하

면 손상 전의 생활 방식으로 회복하는 것과 최 한 

기능적 수준으로 독립 가능하여 지역사회로 재통합하

는 것이다(Devivo & Richards, 1992). 이와 같이 불완전 

척수 손상 환자는 손상된 신체적 기능을 최 한 향상

시켜 일상생활 및 사회적 활동 복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불완전 척수 손상 환자에 있어 기능적 회복은 

훈련 방법 및 강도, 환자의 의지력,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며, 이는 적절한 피드백을 통한 특수한 활동적

인 운동 학습 훈련을 통해 환자의 회복을 증진 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Carr & Shepherd, 1998).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 p r o p r i o c e p t i v e 

neuromuscular facilitation, PNF)은 치료적 개념이며, 그 

기본 철학은 모든 인간은 개발 가능한 가소성을 지니

고 있다는 것이다(Kabat, 1950). 일상생활수행을 위한 

상⋅하지의 적절한 움직임 획득을 위해서는 시상면의 

굴곡과 신전 움직임, 관상면의 외전과 내전 움직임, 

횡단면의 회전 움직임들이 결합되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결합된 기능적 움직임들은 근 활동 및 지구력, 

협응력을 증진시키고 신체 원위부와 근위부 전체로 

퍼지게 하는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을 사용한다

(Alder et al., 2008). 일상생활과 같은 기능적 동작 수행

에서 발생하는 움직임은 각선과 나선형의 움직임과 

매우 유사하며(Shanker, 1999), 근력 강화를 위한 고유

수용성신경근촉진법 각선 패턴은 근력과 가동범위

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피로 감소, 고유수용성 감각

과 반응 타이밍 증가, 기능적 수행을 개선시킨다

(Bosch et al., 2011).

탄력밴드 훈련은 일반 부하 운동에 한 거부감, 

상해 위험성들을 최소화, 휴 의 간편성, 장소에 제약 

없이 사용 가능한 점, 비용의 저렴성 등의 장점과 더불

어 운동의 효과를 극 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Jung 

& Joo, 2003). 또한 부하의 강도와 방향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서 움직임에 맞는 트레이닝이 가능하

여(Kim et al., 2000) 불완전 척수 손상 환자에 적합한 

운동도구라고 할 수 있다.

불완전 척수 손상 환자에 있어 일상생활수행 능력 

평가는 매우 중요하며(Middleton et al., 1998), 이러한 

기능적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운동성 및 일상생활에서

의 자조활동 능력과 이차적 합병증 예방, 회복 예후를 

예견하는 등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 시킬 수 있으

며 특히 환자의 기능 및 잠재 수준 결정에 있어 포괄적

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Marino et al., 1996).



따라서 본 연구는 불완전 척수 손상 환자를 상으

로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에 기초한 탄력저항 운동 

프로그램을 8주간 적용하여 불완전 척수 손상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상자는 2015년 9월 2일 교통사고로 부산00병원에 

입원하여 불완전 척수 손상(ASIA C) 으로 진단을 받은 

35세 남성이다. 사고 직후 신경외과에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물리치료를 일주일에 5일, 2시간씩 치료를 받았다. 퇴

원 후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아파트에 거주하며 2016

년에 4월부터 부산광역시 소재 ○○의료원에서 외래 

치료를 받고 있다. 

2. 환자 평가

Steiner 등(2002)의 RPS (rehabilitation problem- 

solving)의 양식을 이용하여 정리된 환자의 평가 자료

는 다음과 같다(Fig. 1). 환자 기능적 수준은 상하의 

옷입기, ⋅소변처리, 이동 등 전반적인 일상생활수

행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며, 독립적으로 식사를 할 

때는 보조도구를 이용하여 식사할 수 있다. 환자의 

목표는 상지의 근력 및 기능을 강화시켜 독립적인 일

상생활수행과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이다.

Fig. 1. The RPS-form : case of a patient with SCI.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16년 5월 2일∼6월 24일까지 8주간 주 

5회 1일 30분(준비 운동 5분, 본 운동 20분, 마무리 

운동5분) 실시하였으며, 탄력저항 운동프로그램은 준

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 단계에서는 사지와 체간 운동 

등 신체 큰 관절들을 중점으로 정적 스트레칭 동작으

로 이루어진 유연성 운동 중심으로 구성하였다(Table 

1). 본 운동의 강도 설정은 불완전 척수 손상 환자인 

점을 고려하여 자각인지도(rating scales of perceived 

exertion, RPE)를 이용하여, 동일하게 구성된 동작으로 

탄력밴드를 10회 잡아당겨 강한 느낌이 들어 근 피로

를 느끼는 저항 강도를 환자의 적절한 저항 탄력밴드 

Stage Week Exercise method
Repeat

frequency
Exercise 
intensity

1 1-4

Warming
 up

(5min)
ROM exercise & stretching

10
(number)

RPE
11

Exercise
(20min)

Position: supine

Upper Flexion-Abduction-External rotation(-with elbow 
flexion) & Extension-Adduction-Internal rotation(-with 
elbow extension)

Flexion-Adduction-External rotation(-with elbow flexion) 
& Extension-Abduction-Internal rotation(-with elbow 
extension)

Both Upper Flexion-Abduction-External rotation & 
Extension-Adduction-Internal rotation

Both Flexion-Adbuction-Exter rotation & 
Extension-Abduction-Internal ratation

Cool
 down
(5min)

ROM exercise & breathing

2 5-8

Warming
 up

(5min)
ROM exercise & stretching

10
(number)

RPE
11-12

Exercise
(20min)

Position: sitting

Upper Flexion-Abduction-External rotation(-with elbow 
flexion) & Extension-Adduction-Internal rotation(-with 
elbow extension)

Flexion-Adduction-External rotation(-with elbow flexion) 
& Extension-Abduction-Internal rotation(-with elbow 
extension)

Both Upper Flexion-Abduction-External rotation & 
Extension-Adduction-Internal rotation

Both Flexion-Adbuction-External rotation & 
Extension-Abduction-Internal ratation

Cool
 down
(5min)

ROM exercise & breathing

Table 1. Exercise method



강도로 설정하여 적용하였다(Hughes et al., 1999). 운동

부하의 증가는 탄력밴드(Thera-Band, The Hygenic 

Corporation, USA)에 의해 발생되는 신장력에 의해 결

정되도록 1set당 10회로 하여 동일한 강도로 적용하였

으며, 적용된 set수와 피로를 느낄 때까지의 반복수를 

2주후에 무리 없이 수행 할 때 강도가 한 단계 높은 

밴드를 사용하여 저항 강도를 증가시켰다(Page et al., 

2000). Lee와 Shin (2007)에서 사용되어진 상지 운동 

패턴과 유사한 방법으로 경수부 불완전 척수 손상 환

자에 맞는 약간 수정된 방법으로 바로 누운 자세와 

자연스럽게 앉은 자세에서 동일한 탄력밴드를 지지

의 상⋅하에 묶고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상지 패턴

을 이용하여 상지의 굴곡-외전-외회전(-주관절 굴곡)

과 상지 신전-내전-내회전(-주관절 신전)패턴, 상지 굴

곡-내전-외회전(-주관절 굴곡)과 상지 신전-외전-내회

전(-주관절 신전) 패턴을 교 로 실시하였다. 모든 상

지 운동 패턴에서 1set를 실시 한 후 20초 간 휴식을 

가졌으며 각각의 운동 끝 범위에서 3초간 탄력밴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4. 측정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는 불완전 척수 손상 

환자의 일상생활수행 능력에 관점을 두고 타당도 및 

신뢰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였으며, 각 항목의 검사 측

정방법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에 의거하여 측정

하였다(Jung, 2012; Kim, 2005; Song, 2003).

1) ASIA motor scale 

척수 손상 환자의 정도에 따른 장애평가는 미국척

수손상협회(American spinal injury association, ASIA)

의 척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ASIA 척도는 손상 

분절 이하에 운동과 감각기능이 전혀 없으면 완전손

상(complete injury) A라 하며, 손상 분절 이하에 운동기

능은 없으나 감각기능이 있으면 불완전 손상

(incomplete injury) B, 손상 분절 이하로 약간의 운동기

능이 있으나 환자가 이를 실용할 수 없으면 불완전 

손상(incomplete injury) C, 손상 분절 아래에 어느 정도 

운동기능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지를 움직일 수 있으

며 정상은 아니지만 보행이 가능하면 불완전 손상

(incomplete injury) D, 신경증상이 없고 근약증 이나 

감각상실이 없고 소변을 가릴 수 있으면 정상

(normal) E라고 한다(Jung, 2012). 

척수 손상 환자의 신경학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손상의 정도를 정량화 할 수 있는 ASIA 

motor scale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손상의 정도

를 정량화 및 회복 정도를 파악하는데 객관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Curt et al., 1998; Moon et al., 1997).

상지 근력점수는 양측 5개의 주요 근육을 검사하며, 

0에서 5까지의 6개의 점수 단계로 구분하여 총 50점으

로 이루어져있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완전 마비 0, 가시

적인 수축이 일어나면 1, 중력을 제거하고 능동운동이 

일어나면 2, 중력에 항하여 능동운동이 일어나면 3, 

약간의 저항에 한 능동운동이 일어나면 4, 완전한 

저항에 한 능동운동이 일어나면 5점을 부여하여 단

계별로 구분한다. 주요 상지 근력은 주관절 글곡근, 수

근관절 신전근, 주관절 신전근, 3번 수지 원위지절 굴곡

근, 5번 수지 외전근을 평가한다(Kirshblum et al., 2002).

2) SCIMⅡ (spinal cord independence measure Ⅱ)

척수 손상 환자 평가를 위해 고안 된 SCIM의 단점

을 보완하고자 개발된 평가도구로 자조관리, 호흡 및 

괄약근조절, 이동 3가지 영역 안에 16항목으로 나누어

져 있고 점수 범위는 0∼10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생활의 수행 능력에 따라 20, 40, 40점으로 

기능 수준이 높을 수록 점수가 높게 되어있으며, 특히 

사지마비와 하반신마비 여부에 따라 점수가 세분화되

어 달라지도록 점수화 되어있다.

첫 번째 평가 영역인 자조관리는 식사, 상⋅하체 

목욕, 상⋅하의 착탈의, 세면 및 꾸미기 4개 항목 총 

20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두 번째 평가 영역인 호흡 

및 괄약근 조절은 호흡하기, 방광의 괄약근 조절, 장의 

괄약근 조절, 용변처리 4개 항목 총 4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평가 영역인 이동은 크게 방에서 화장실

로 이동하는 항목과 실내 및 실외로의 이동 항목으로 



나누어지는데 방에서 화장실로 이동하는 세부 항목에

는 침상동작 및 욕창방지 동작, 침 에서 의자차로 

이동하는 동작, 의자차에서 화장실 및 욕조로 이동 

동작 3개 항목으로 구분되며 실내 및 실외로의 이동하

는 세부 항목에는 10m 실내이동, 10-100m 중등도 거리 

이동, 100m 이상 이동하는 실외 이동, 계단 오르기,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하는 동작 5개 항목 총 40점

으로 구성되어있다(Catz et al., 2001).

Itzkovich 등(2003)의 SCIMⅡ에 한 연구에서도 척

수 손상 환자를 상으로 하여 검사자간 신뢰도와 타

당도를 검증하였으며, 또한 척수 손상 환자의 포괄적

인 양적 기능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데 있어 유용한 

평가도구라고 하였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불완전 척수 손상 환자의 일상생활수행 

능력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ASIA motor scale와 SCIM

Ⅱ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중재 전과 중재 후를 비교하

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 참가한 환자는 35세 남성으로 재활의학

과 전문의로부터 ASIA 척도 C를 진단 받은 경수(C6)

불완전 척수 손상 환자로 키는 172cm이며, 체중은 

62kg이다. 경수 손상 전⋅후로 내과적인 질환이나 기

타 수술한 이력 등은 없다. 

2. ASIA motor scale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에 기초한 탄력 저항 운동 

중재 전과 후의 ASIA motor scale에 한 비교는 다음

과 같다(Table 2). 양측 5개의 주요 근육 ASIA motor 

scale를 평가한 결과 우측 상지는 총 12점이었으며 중

재 후 13점으로 향상되었다. 또한, 좌측 상지는 11점에

서 중재 후 12점으로 향상되었다. 

3. SCIMⅡ (spinal cord independence measure Ⅱ)

척수 손상 환자의 일상생활수행 능력 평가 도구인 

SCIMⅡ에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이동 

항목에서 중재 전 18점에서 중재 후 22점으로 향상되었

고, 중재 전 총점 52에서 중재 후 56점으로 향상되었다. 

Key upper-extremity 
muscles

Right upper 
extremity

Left upper 
extremity

Pre-test Post-test Pre-test Post-test

Elbow flexor 5 5 5 5

Wrist extensors 5 5 5 5

Elbow extensors 2 3 1 2

Finger flexor 0 0 0 0

Finger abductor 0 0 0 0

Total upper-extremity 
motor score

12 13 11 12

Table 2. Comparison of american spinal injury association
motor scores between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SCIMⅡ subscales Pre-test Post-test

Self care 8/20 8/20

*Feeding 2 2

*Bathing

 Upper 1 1

 Lower 1 1

*Dressing

 Upper 1 1

 Lower 1 1

*Grooming 2 2

Respiration & Sphincter 
Management

26/40 26/40

*Respiration 10 10

*Sphincter Managemen - Bladder 8 8

*Sphincter Managemen - Bowel 5 5

*Use of toilet 3 3

Mobility 18/40 22/40

*Mobility in bed and action to 
prevent pressure sores

6 6

Table 3. Comparison of spinal cord independence 
measure Ⅱ (SCIMⅡ) score between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Ⅳ. 고 찰

척수 손상 환자에게 있어 포괄적인 재활치료의 목표

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보다 더 좋은 기능을 점진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Kirshblum et al., 2007). 

고유수용기 자극을 통한 신경근 기전의 반응을 증

진시키는 방법으로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이 널리 

사용된다. Adler 등(2008)은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집법

은 신경근 기전의 반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

법으로 적용되고 근력강화 및 협응성 등의 증진을 위

해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고

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이 중추신경계환자의 기능적 

활동 증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Jette et 

al., 2005).

Jo 등(2006)은 탄력밴드는 운동의 전범위에 걸쳐 

근육을 최 한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각도에

서 동작을 수행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적 동작을 훈련

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도구라고 하였으며, Kang 등

(2007)도 불완전 척수 손상 환자에게 탄력밴드를 이용

한 운동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에 기초하

여 탄력밴드를 전범위에 걸쳐 근육을 최 한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정확한 패턴

과 환자의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바로누운 

자세에서 탄력밴드를 이용하여 PNF 상지 패턴인 상지

의 굴곡-외전-외회전(-주관절 굴곡)과 상지 신전-내전-

내회전(-주관절 신전)패턴, 상지 굴곡-내전-외회전(-

주관절 굴곡)과 상지 신전-외전-내회전(-주관절 신전) 

패턴을 교 로 실시하였다. 2단계에서는 일상생활동

작을 실시하는 앉은 자세에서 탄력밴드로 PNF 상지 

패턴인 상지의 굴곡-외전-외회전(-주관절 굴곡)과 상

지 신전-내전-내회전(-주관절 신전)패턴, 상지 굴곡-내

전-외회전(-주관절 굴곡)과 상지 신전-외전-내회전(-

주관절 신전) 패턴을 교 로 시행하였다. 일상생활의 

수행능력향상을 위하여 상지패턴중 주관절 굴곡과 신

전 패턴을 함께 사용하였다.

Marino 등(1993)은 척수 손상 환자의 기능적 회복은 

근력의 회복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평가도구와 

근력과의 상관성을 강조하였다. 척수 손상 환자의 신

경학적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손상의 정도를 정

량화 할 수 있는 ASIA motor scale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손상의

정도를 정량화 및 회복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객관

적이며, 근력 및 감각의 기능적 회복 수준은 향후 환자

의 예후를 예측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중요 항목

이라 하였다(Heo & Sung, 1994; Ota et al., 1996). 또한 

Ota 등(1996)은 ASIA motor scale가 척수손상환자의 

일상생활수행 능력 정도를 잘 반영한다고 하였다. 

ASIA motor scale 결과에서 환자는 중재 전 상지 

어깨의 외전 기능이 최  저항에 항하여 움직임이 

가능했으며, 팔꿈치 굴곡 움직임 또한 최  저항에 

항하여 굴곡 할 수 있었다. 양쪽 손목 신전근은 완전

한 저항에 저항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손목 굴곡근은 

근수축을 유도할 수 없었는데, 중재 후에도 손목 굴곡

근은 근수축을 유도할 수 없었다. 양쪽 손가락 굴곡근

과 외전 근육들의 자발적 근수축 역시 근수축을 유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우측 상지의 팔꿈치를 신전 할 

수 있는 삼두근에서 2점에서 3점으로 중력에 항하

여 팔꿈치를 펼 수 있는 정도의 근력이 향상되었으며, 

좌측 상지의 팔꿈치를 신전 할 수 있는 삼두근에서는 

1점에서 2점으로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팔꿈치를 

펼 수 있을 정도로 중재 후 근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Shin & Lee (2004)이 

척수손상환자를 상으로 PNF를 이용한 탄력밴드 운

*Transfer : bed - wheelchair 1 2

*Transfer : wheelchair - toilet - tub 1 2

*Mobility indoor(10m) 3 3

*Mobility for moderate 
distances(10-100m)

3 3

*Mobility outdoor(more than 100m) 2 3

*Stair management 0 0

*Transfers : Wheelchair - car 2 3

Total score 52 56



동을 실시한 후 주관절 신전근 근력이 증가한 연구결

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이는 상지의 ASIA motor scale

와 SCIMⅡ점수와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 이 결과로 

상지의 ASIA motor scale는 일상생활수행 능력의 잠재

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다고 한 Toth 등(1998), Catz 

등(2004)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ASIA motor scale 향

상은 재활치료 과정 동안 기민성과 근력의 증가에 의

해 획득한 것이므로, 재활치료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라고 하였다(Daverat et al., 1995).

SCIMⅡ 결과에서는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첫 번째 

항목인 자조관리 부분은 중재 전⋅후 동일하게 8점으

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부분적 도움이 있어야

지 자조관리가 수행 가능하였다. 두 번째 항목인 호흡 

및 괄약근 조절도 중재 전⋅후 동일하게 26점으로 변

화가 없었으며, 호흡은 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하지

만 괄약근 조절 항목은 부분적 도움이 있어야지 수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항목인 이동에서는 

중재 전 18점에서 중재 후 22점으로 향상이 되었는데 

침 에서 의자차로 이동하는 동작, 의자차에서 화장

실 및 욕조로 이동하는 동작의 세부항목이 1점에서 

2점으로 향상되었으며, 100m 이상 이동하는 실외 이

동 세부항목이 2에서 3점으로 향상되어 이동 능력이 

총 4점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이동 부분에서 점수가 향상된 것은 Shin과 Lee (2004)

의 연구에서 의자차 추진력과 핸들 회전력에서 훈련 

후 증가한 연구 결과와 같았다. 

본 연구 결과 상지의 ASIA motor scale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 SCIMⅡ와는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추정

할 수 있으며, 불완전 척수 손상 환자의 근력을 향상시

키는 중재를 조기에 적용하면 일부 일상생활수행 능

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자조 관리 부분에서 기능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근력 증가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상생활 동작을 

중재프로그램에 포함시켜서 실질적인 활동을 통한 기

능향상을 목표로 해야 될 것이다. 

본 연구는 1명의 환자에게만 적용한 단일사례 연구

이기 때문에 척수 손상 환자의 기능적 수준에 따라 

상자를 세분화하지 않아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에 기초한 탄력저항 운동의 효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향후 척수 손상 환자의 기능적 수준

을 세분화하여 연구를 이어간다면 재활치료 지표 설

정에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Ⅴ. 결 론

본 사례 연구는 경수(C6) 불완전 척수 손상 환자 

1명을 상으로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에 기초한 

탄력 저항 운동을 적용하여 상지 근력과 일상생활 동

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중재 후 ASIA motor scale, SCIMⅡ (spinal 

cord independence measureⅡ)의 평가에서 주관절 신전

근력이 증가되었고, 일상생활수행 능력 중 이동 부분

에서 향상되었다. 

본 사례 연구 결과를 토 로 치료사와 환자간의 

동일한 목표 기 치를 가지고 치료해 간다면 높은 성

취도와 더 높은 신뢰감이 형성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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