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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hip abductor strengthening training in patients with
hypoxicischemic brain injury with freezing of gait (FOG). Methods The study was designed the singlesubject
experimental design (ABA). The participant was 32 years old women who was diagnosed quadriplegia with
hypoxicischemic brain injury. The intervention was performed hip abductor strengthening training based on the Bobath
concept for 1 hour a session, for five weeks. The outcome was measured Angulometer for pelvic symmetricity,
Biorescue for limit of stability (LOS), 10meter walk test and video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articipant improved the symmetricity of pelvic lateral height and weight bearing, LOS and gait speed than the baseline
after intervention. It was also maintained during the regression process.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d hip abductor
strengthening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postural symmetricity, balance and gait speed in hypoxicischemic brain
injured with F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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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동결 보행 (Freezing of gait)은 파킨슨 증후군이나 특정할
수 없는 여러 원인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걸음장애로 정의
1)
한다. 동결 보행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은 걸음을 시작하려고
하면 발이 땅에 더 붙는 느낌을 호소한다. 주로 출발과 정지,
2)
뱡향 전환, 좁은 통로에서 빈번히 발생된다. 걸음을 시작한
후 짧고 빠른 걸음이 나타나지만 지속적이지 못하고, 전후 및
3)
좌우 무게중심점 이동 속도가 느리며, 환경 변화와 과제에
4)
따른 다양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의 신경학적 합병증인 파킨슨증,
근육긴장이상, 무도병, 간대성 근경련 등의 운동 장애는 40%
정도 발생하며, 일부 환자는 발병 후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5)
파킨슨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후
6)
파킨슨증이 발생하는 정확한 기전은 불명확하지만, 일부 연

구에서 시상(thalamus), 중심방소엽(paracentral lobule), 띠
이랑(cingulate), 감각 연관 겉질(sensory association cortices), 중간뇌(midbrain)에서 뇌 신진대사 감소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시각 겉질(visual cortex) 및 소뇌
(cerebellum)의 기능 저하와 동결 보행의 특성 변화가 상관
7)
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후의 동결
보행을 명확히 판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결 보행의 임상연구
는 주로 피킨슨병에 집중되었다. 동결 보행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표준화 시키기 어렵고, 평가를 통해 환자의 보행 능력
8)
을 확인하는 객관적 도구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객관적 평
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부 연구에서 동결 보행의 가장 효
과적인 측정방법으로 360도 양방향으로 빠르게 회전하는 방
9)
법으로 측정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보바스 개념은 오랜 기간 신경 재활을 위한 치료방법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치료사가 임상 접근을 위한 치료의
틀로 사용해 왔다.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보바스 개념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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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적으로 발전되었으며, 현재 보바스 개념은 중추신경계의 병
변으로 인한 기능, 동작 및 자세 조절 장애가 있는 환자를 평
가하고 치료하는 문제 해결 접근법이며, 모든 신체 및 기능
11)
장애를 가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보바스 개념에서는
이월 효과와 자세 조절을 강조한다. 이월 효과는 일반화, 수행
력, 학습과 유지 그리고 치료에서 가정, 일상 수행 능력으로
12)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세 조절은
13)
공간에 신체의 무게중심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며, 모든
동작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전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자세 안정성은 핵심조절점과 기저면 사이의 정렬 상태
를 통해 만들어진다. 핵심 조절점 중 하나인 몸쪽 핵심 조절
점은 어깨, 머리 및 골반 부위를 말한다. 그중 골반은 신체 대
칭성을 위한 엉덩관절과 몸통 조절의 상호작용에 기여하여 신
14)
체 동작의 역동성을 강화한다. 골반의 대칭성을 강화는 정
15)
상 보행 조절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중간볼기근은
외적 안정성 역할과 골반의 좌우 대칭성에 영향을 주며 골반
16)
의 조절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몸이 움직이는
동안인 디딤기시 무게중심을 조절하고 독립적인 보행과 균형
17)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외적 안정성은 균형 잡
18)
힌 체중 이동과 대칭적인 보행 능력에 요구되며, 이 근육이
약화된 경우 걸음걸이가 가장 손상된다고 일부 연구에서 보고
19)
하였다.
선행 연구 중 허혈성 저산소증 뇌손상 환자와 동결 보행의
상관성을 연구한 결과는 있었지만, 이를 임상적으로 분석하여
동결 보행의 유무를 판단하여 진행한 연구는 없었다. 또한 동
결 보행이 나타나는 허혈성 저산소증 뇌손상 환자에게 치료적
중재를 하여 동결 보행에 대한 효과를 진행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결 보행이 나타나는 허혈성 저산소증 뇌
손상 환자에게 보바스 개념을 기반한 중간볼기근 강화 운동이
동결 보행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및 연구 기간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 대상자는 여성 1명으로 신장 148cm, 체중 37.7kg,
나이 32세, 허혈성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이며,
보조도구 없이 10m 이상 보행 가능한 자이며, 동결 보행의
7)
특징을 보였다. 오른쪽이 비우세측, 왼쪽이 우세측이다.
(Table1) 대상자는 이전 병원에서 자택으로 퇴원 후 긴장도
증가와 동작 조절 능력의 감소로 인해 경기도 소재의 B 병원
에 입원 중인 환자이다. 대상자의 전 관절은 정상 각도와 도
수 근력 측정 상 3등급 이상이며, 근 긴장도 평가에서 오른쪽,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

Subject

Gender

F

Age(year)

32

Weight(Kg)

37.7

Height(cm)

148

Diagnosis

hypoxic brain injury

Affected side

Rt > Lt

왼쪽 상하지 1등급이며, 위치감각, 이점 분별 검사, 입체 감각
모두 정상이며 버그 균형 평가에서 44점으로 360회전하거나,
한 다리로 서 있는 동작 시, 한발 앞에 다른 발을 일자로 두
고 서있기 항목에서 각각 1점이다.
(2) 연구 기간

본 연구는 2019년 7월 1일부터 경기도에 위치한 B 병원에서
입원한 허혈성 저산소 뇌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2019년 8월 9
일까지 5주 동안 총 20회로 5회 기초선 기간, 10회 중재 기
간, 5회 회귀 기간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1회 중
재 시간은 1시간이었다.
3. 측정도구 및 방법
본 연구는 단일 사례 연구 방법(single-subject research design) 중 ABA 디자인으로 진행하였다. 기초선 기간 A(prebaseline phase) 5회 와 회귀 기간 A’(reqression phase) 5
회는 치료 중재를 하지 않았으며, 총 20회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에 대한 평가는 매회 실시하였다.
(1) 10m 보행 평가

10m 보행 평가는 보행 개시 후 안정기 보행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 도구이며,20) 총 14m 거리에 2m 가속 기간, 2m
감속 기간을 뺀 10m의 소요 시간을 측정하였다.21) 총 3번 측
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22)
(2) 균형 평가

서있는 동안의 체중이동 분포와 압력 중심의 이동 경로, 안정
성 한계를 측정하기 위해 Biorescue (analysis system by
biofeedback,Rm Ingenierie, France)를 사용하였다. 정면을
응시한 채로 몸의 중심을 잡도록 한 후 발의 압력 분포도 측정
과 모니터상에서 지시하는 과제 수행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때
과제 수행은 총 8개의 방향으로 나타나며 몸통의 움직임을 통
23)
한 보상작용을 제어하며 시행한다. 이동 면적과 체중이동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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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오른쪽 분포도에 의해 결과가 측정되며 검사-재검사 방법
24)
에서 0.84로 높은 신뢰도인 평가 도구다. (Figure1.(A))

4. 치료 중재
29)
Shu Raine (2009) 제시한 보바스 개념을 근거하여 수정 보
25)
완한 중간볼기근 강화 훈련 다음과 같다.

(3) 골반 기울기 평가

본 연구에서는 자세 측정기(posturemeter)를 이용하여 우세
측과 비우세측 골반의 시상면의 골반 가쪽 기울기를 측정한
다. 골반 기울기 측정은 다리를 골반 넓이만큼 벌리고 전방을
응시하며 선 자세에서 양쪽 엉덩뼈 능선(iliac crest)을 촉지
하여 측정한다. 침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향하면 왼쪽 골반 하
방, 왼쪽으로 향하면 오른쪽 골반 하방을 의미하며 한 눈금
당 2도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Figure1.(B))

(1) 누운 자세에서 중간볼기근 강화

엉덩관절 폄근과 벌림근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궁둥뼈 결절
에 위치한 몸 쪽 부위 뒤 넙다리근의 재정렬, 발뒤꿈치를 지
면에 닿게 하여 발뒤꿈치에 가해지는 압력을 느끼도록 한다.
(Figure 2.(A)) 치료사의 왼쪽 손은 환자의 넙다리뼈 큰 돌기
와 넙다리뼈 머리, 오른쪽 손은 몸 쪽 뒤 넙다리근을 촉진한
다. (Figure 2. (B)) 이 자세에서 치료사는 환자에게 무릎을
앞으로 밀어 발뒤꿈치의 체중이 가해진 후 엉덩이가 들어지도
록 동작을 유도해야 한다. 반복 동작을 통해서 치료사의 안내
없이 정확한 동작 수행이 가능하면 옆으로 누운 자세로 자세
를 전환한다. (Figure 2.(C))

(4) 동결 보행 평가 (동영상 촬영)

동결 보행의 가장 효과적인 검사 방법으로 Snijders (2012)가
제시한 양방향으로 좁은 사분면에서 360도로 양방향으로 2회
씩 빠르게 회전하는 것을 촬영하여 분석하였다.9) 측정에 대한
분석은 동결 보행의 존재로 점수가 매겨지며. 이 평가도구의
민감도는 0.74, 특이성은 0.94이다.9)

(2)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중간볼기근 강화

수건이나 다른 치료사 보조를 통하여 골반 올림 되거나 몸통
가쪽 굽힘, 엉덩관절 굽힘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상작용을 방

(A)

(B)

Figure 1. (A) Biorescue, (B) Posturemeter

(A)

(B)

(C)

Figure 2. Gluteus medius strengthening in a supine posture
(A) Heel compression on the surface (B) Proximal hamstring facilitation in a supine hook lying
(C) Gluteus medius facilitation in a supine hook 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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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다. 중간볼기근 강화는 등척 수축을 목적으로 엉덩관절
가동범위 내에서 구심성 수축과 원심성 수축을 반복하며 시행
한다. (Figure 3.(A)) 동작의 시작은 새끼벌림근을 시작으로
가쪽 번짐 유지한 채로 엉덩관절을 상방으로 이동시키며, 다
양한 범위에서 실시한다. (Figure 3.(B))
(3) 일어선 자세에서 중간볼기근 강화

몸통 굽힘이나 상지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릎관절보다
엉덩관절이 높은 앉은 자세에서 중간볼기근을 강화한다.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는 동작을 통해서 최대 엉덩관절 벌림근과 폄
근 수축을 유도한다. 이 단계의 목적은 기능적 선 자세에서
보행 개시로 동작 전환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Figure 4.(A))
앉고 서기를 반복하여 안정된 한발 서기가 이루어진 후 디딤
기쪽 다리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반대쪽 다리의 움직임을 유
도하여 신체 동요에 대한 적응과 근 활성화를 증진시킨다.
(Figure 4.(B))

5.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각각 회기 동안 골반의 기울기, 체중이동 분포도,
안정성 한계의 총면적, 보행 속도에 대한 측정값을 기록하였
다. 측정된 자료는 그래프와 사진을 통하여 시각적 분석을 통
하여 대상자를 분석하였다. 각 변수들의 기초선 기간 A, 중재
기간 B, 회귀 기간 A’에서 평균값과 단계의 변화율을 비교하
였다. 각 기간에 평균±2*표준편차를 넘어선 값이 2번 연속될
26)
경우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Marklund와
Klässbo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기초선 기간에서의 평균값 이
27)
상인 경우 치료 지속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골반 가쪽 기울기 변화
골반 기울기 평가 시 침의 위치가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면 왼
쪽 골반 측으로 기울어진 것을 나타낸다. 기초선 기간 A, 중

(A)

(B)

Figure 3. Gluteus medius strengthening in a side lying posture
(A) Abductor digiti minimi muscle stretch in a side lying
(B) Hip abductor facilitation with foot eversion in a side lying

(A)

(B)

Figure 4. Gluteus medius strengthening in a standing posture
(A) Single leg stance through postural transition (B) Single leg stance through tandem g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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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기간 B, 회귀 기간 A’의 변화량은 다음과 같다. (Table 2,
Figure 5) 기초선 기간 A에서 2.44±0.30°, 중재 기간 B에서
0.44±0.31°, 회귀 기간 A’에서 0.28±0.11°로 나타났다. 기초
선 기간 A에 비해 중재 기간 B, 회귀 기간 A’에 각 2°, 2.16°
로 골반의 기울기가 감소하였다.

2. 균형 능력 변화
(1) 서있는 자세에서 체중이동 변화
서있는 자세에서 체중이동 평가 시 기초선 기간 A, 중재 기간
B, 회귀 기간 A’ 변화량은 다음과 같다. (Table 3, Figure 6,
Figure 7)
첫째, 비우세측(오른쪽)의 체중이동 분포도(%)는 기초선

Table 2. Pelvic lateral tilit

(Unit : °)

variable

A(pre-baseline)

B(Intervention)

A’(regression)

pelvic tilit left depression
(°)

2.44±0.30

0.44±0.31

0.28±0.11

M±SD : mean ± standard deviation

Figure 5. Pelvic lateral tilit
Table 3. Weight bearing in standing position (Biorescue)
variable

Biorescue weight bearing
(%)

(Unit : %)

A(pre-baseline)

B(intervention)

A’(regression)

More affected side
(right)

40.42±3.06

52.16±1.80

51.70±2.69

Lesser affected side
(left)

59.58±3.06

47.84±1.80

48.30±2.69

M±SD : mean ± standard deviation

Figure 6. Weight bearing in standing position (Bioresc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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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Weight bearing in standing position (Biorescue - Foot pressure)

기간 A에서 40.42±3.06%, 중재 기간 B에서 52.16±1.80%,
회귀 기간 A’에서 51.70±2.69%로 나타났다. 기초선 기간 A
에 비해 중재 기간 B, 회귀 기간 A’은 각 11.74%, 11.28%로
체중이동 분포도가 증가하였다.
둘째, 우세측(왼쪽)의 체중이동 분포도(%)는 기초선 기간
A에서 59.58±3.06%, 중재 기간 B에서 47.84±1.80%, 회귀
기간 A’에서 48.30±2.69 나타났다. 기초선 기간 A에 비해 중

재 기간 B, 회귀 기간 A’은 각 11.74%, 11.28%로 체중이동
분포도가 감소되었다.

Table 4. Loss of stability in standing position (Biorescue)

(Unit : mm²)

variable

Biorescue
LOS
(mm²)

(2) 안정성 한계 변화

안정성 한계 평가 시 기초선 기간 A, 중재 기간 B, 회귀 기간 A’
총면적의 변화량은 다음과 같다. (Table 4, Figure 8, Figure
9) 총면적(mm²)은 기초선 기간 A에서 3731.6±564.24mm², 중

A(pre-baseline)

B(intervention)

A’(regression)

More affected side
(right)

1729±400.72

2241.3±599.43

2556.4±429.09

Lesser affected side
(left)

2013.4±482.99

2468.2±716.06

2730±681.86

Forward

2134.2±201.89

2710.2±803.08

2384.2±617.80

Back

1608.6±399.09

1999.2±555.50

2384.2±407.75

Total

3731.6±564.24

4708.3±1280.54

5285.8±900.47

M±SD : mean ± standard deviation

Figure 8. Loss of stability in standing position (Bioresc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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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Loss of stability in standing position- image (Biorescue)

재 기간 B에서 4708.3±1280.54mm², 회귀 기간 A’에서
5285.8±900.47mm²로 나타났다. 기초선 기간 A에 비해 중재
기간 B와 회귀 기간 A’은 각 976.7mm², 1554.2mm²로 점진
적 증가하였다.

3명이 동결 보행 정의에 의해 동영상에 의한 시각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기초선 기간 A, 중재 기간 B, 회귀 기간 A’에서
2회씩 360도 양방향 회전 시 동결 보행이 없어지지 않았다.

Ⅳ. 고찰
3. 10M 보행 속도 변화
10m 보행 평가 시 기초선 기간 A, 중재 기간 B, 회귀 기간
A’의 10m 걸어간 시간(s) 값 변화는 다음과 같다. (Table 5,
Figure 10) 총 시간(s)은 기초선 기간 A에서 6.65±0.33s, 중
재 기간 B에서 6.20±0.37s, 회귀 기간 A’에서 5.81±0.15로
나타났다. 기초선 기간 A에 비해 중재 기간 B와 회귀 기간
A’은 각 0.45s, 0.84s로 단축되었다.
4. 동결 보행 변화
9)
일부 연구에서 보고된 동결 보행 평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시각 분석을 위하여 동영상으로 녹화되었으며 숙련된 치료사

본 연구는 허혈성 저산소증 뇌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동결 보
행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보바스 개념에 근거한 중간볼기근
강화가 비우세측과 우세측의 골반과 체중 분배 대칭성, 균형,
보행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일부 연구에서 허혈
성 저산소증 뇌손상 환자가 동결 보행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
7)
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동결 보행을 임상 연구에서 객관
8)
적으로 제시하기 어렵지만, 일부 연구에서 360도 회전은 동
9)
결 보행을 객관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보고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이를 근거하여 연구의 대상자인 허혈성 저산
소증 뇌손상 환자에게 동결 보행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Table 5. 10M Walk test

(unit : sec)

variable

A(pre-baseline)

B(Intervention)

A’(regression)

10M walk test
(sec)

6.65±0.33

6.20±0.37

5.81±0.15

M±SD : mean ± standard deviation

Figure 10. 10M Wal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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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 연구 방법은 A(기초선 기간), B(중재 기간), A’
(회귀 기간) ABA’ 단일 연구 사례로 진행 되었다. 치료 중재
는 보바스 개념에 근거한 중간볼기근 강화를 목적으로 두었으
며, 치료 진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월 효과 중 향상된 조
절 상태를 유지하는 수행력과 다음 치료시간까지 향상된 조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학습 또는 유지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
12)
였다. 정형적이면서 과제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된 보
28)
상 전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작의 분절화와, 개개인에
29)
맞춰 점진적 단계 및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대상자의 보상 전략을 최소화 하기 위해 환자 개인의 자세
조절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자세 설정을 상황에 맞게 진행
하였다. 이를 토대로 5주간 치료 중재를 하였으며, 다음과 같
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골반 기울기 평가 시 기초선 기간 A, 중재 기간 B,
회귀 기간 A’의 변화량은 다음과 같다. (Table 2, Figure 5)
기초선 기간 A에서 2.44±0.30°, 중재 기간 B에서 0.44±0.31°,
회귀 기간 A’에서 0.28±0.11°로 나타났다. 기초선 기간 A에
비해 중재 기간 B, 회귀 기간 A’에 각 2°, 2.16°로 골반의 기
울기가 감소하였다.
Borghuis J 등 (2008) 은 중간볼기근은 단순히 엉덩관절
의 벌림 작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엉덩관절과 골반의 안정
30)
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일부 연구는 중간볼기근 약화되거나 억제되면, 골반의 가쪽
기울기나 하강이 유발되어 골반의 안정성 제공에 기능적 저하
31)
를 일으켜 낙상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서있는 자세에서 체중이동 평가 시 기초선 기간 A,
중재 기간 B, 회귀 기간 A’ 변화량은 다음과 같다. (Table 3,
Figure 6, Figure 7) 비우세측(오른쪽)의 체중이동 분포도
(%)는 기초선 기간 A에서 40.42±3.06%, 중재 기간 B에서
52.16±1.80%, 회귀 기간 A’에서 51.70±2.69%로 나타났다.
기초선 기간 A에 비해 중재 기간 B, 회귀 기간 A’은 각
11.74%, 11.28%로 체중이동 분포도가 증가하였다.
우세측(왼쪽)의 체중이동 분포도(%)는 기초선 기간 A에서
59.58±3.06%, 중재 기간 B에서 47.84±1.80%, 회귀 기간 A’
에서 48.30±2.69 나타났다. 기초선 기간 A에 비해 중재 기간
B, 회귀 기간 A’은 각 11.74%, 11.28%로 체중이동 분포도가
감소되었다.
안정성 한계 평가 시 기초선 기간 A, 중재 기간 B, 회귀
기간 A’ 총면적의 변화량은 다음과 같다. (Table 4, Figure
8, Figure 9) 총면적(mm²)은 기초선 기간 A에서
3731.6±564.24mm², 중재 기간 B에서 4708.3±1280.54mm²,
회귀 기간 A’에서 5285.8±900.47mm²로 나타났다. 기초선
기간 A에 비해 중재 기간 B와 회귀 기간 A’은 각 976.7mm²,
1554.2mm²로 점진적 증가하였다. 기초선 기간 A에 비해 중

재 기간 B와 회귀 기간 A’ 에서 치료 효과의 유의한 결과를
내었다. 이는 Fujisawa (2006)가 연구한 중간볼기근의 강화
가 비대칭적인 체중 지지 시간의 감소와 균형 능력의 향상에
32)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과
도하게 치중되었던 우세측의 체중이동이 줄어들고, 비우세측
의 체중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양 하지의 대칭성 향상이 증진
되었다. 이러한 대칭성 향상이 기저면에서 무게중심을 안정적
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성 한계의 이동거리가 증진
됨에 기여하여 총면적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10m 보행 평가 시 기초선 기간 A, 중재 기간 B, 회귀
기간 A’의 10m 걸어간 시간(s) 값 변화는 다음과 같다. (Table
5, Figure 10) 총 시간(s)은 기초선 기간 A에서 6.65±0.33s,
중재 기간 B에서 6.20±0.37s, 회귀 기간 A’에서 5.81±0.15로
나타났다. 기초선 기간 A에 비해 중재 기간 B와 회귀 기간
A’은 각 0.45s, 0.84s로 단축되었으며 치료효과의 유의한 결
과를 보였다.
Mercer 등 (2009)은 엉덩관절 벌림근 강화 운동은 보행
33)
속도, 가쪽 안정성 조절 능력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 중간볼기근의 근력 회복은 보행의 디딤기
단계에서 엉덩관절의 자세를 안정화하며, 몸의 중심을 유지하
34)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엉덩관절 벌림근인 중간볼기근의 강화 운동
을 통하여 양하지의 대칭성과 자세 조절의 향상이 보행 속도
의 향상을 이끌어 냈다고 사료된다.
넷째, 동결 보행 평가에서 동영상 분석은 동결 보행이 나
타나는 존재 자체는 변함이 없었지만 과제 수행의 속도 증진,
보폭 길이의 증진이 나타났다. 일부 연구에서 엉덩관절 벌림
근은 보행의 입각기 시 양하지 지지에서 단 하지 지지기로 보
행이 이동되었을 때 무게중심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35)
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입각기시에 반대쪽의
유각기가 되는 발에 대한 안정성을 높여 보폭의 길이를 증진
한 효과와 일치한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로 보바스 개념에 근거한 중간볼기근 강화는
골반의 대칭성과 안정성을 토대로 선 자세에서의 대칭적인 체
중이동, 균형 능력 증진, 보행 동안에 대칭적인 걸음과 활보장
의 증가를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보바스 개념
에 근거한 중간볼기근 강화는 동결 보행이 나타나는 허혈성
저산소증 뇌손상 환자에게 골반 안정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균형, 보행 능력의 대칭성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자 1명으로 진행되어 연구 결과
의 일반화가 어렵고, 동결 보행에 대한 정의에 의해 평가되는
동결 보행 평가 방법에서 연구자의 평가 방법이 다소 주관적
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 된다. 또한 결과 분석을 위한 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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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주, 리 폴, 장우남

수치화된 평가도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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