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연씬i1JlJ료찍띠lJ lI 18권 에 12

NEUR。까i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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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 e purpose of the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ffect of proximal stability foUowing change upper extremity
function of the patients with sσoke. Me빼ods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a pa디ent with stroke who has b않n treated in
dep따trnent of physical therapy, Bucheon-Korea Su Hospi띠1. Evaluation tool were used Grooved pegboard, MFT, 9-holes
pegboard test. For the four weeks the subject was treated 30 minutes per session , five times per week. Results Th e
grooved pegboard test was increased from 13 pegs to 16 pegs, MFf test was increased from 62.5 score to 7 1. 875 score ,
and 9-horI es pegboard test was decrease from 71 seconds to 62 seconds.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that proximal
stability incr않se would be affected the upper extremity function of the pastient with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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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용한다， 또한 입상적으로 다OJ=한 신경학적 결함을 보이는데

서론

주로 운동기능과 감각의 상실， 의식수준의 변화， 인지와 지각능

vascular acciden t)

력의 손상， 언어기능 장애 등이 나타난다{Susan & Thomas,

라고도 불라는 질환으로 국소적 혹은 전반적인 신경학적 결손

200 1) 신체 기능 중 상지 및 손의 기능은 일상생활동작의 수

의 증상이 24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이다(Sham ， 2006). 통계

행 및 독립적 일상생활의 수행을 위해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

결과에 의하면 뇌졸중은 평균 수명의 연장 및 노령화로 인하여

다{이경무 등， 1990). 이러한 상지의 기능은 숭력에 대항하는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원인 중의 하나이며 40 대 이후 장년층에

자세유지 능력과 원위부 통작에 효과적으로 반응하논 체간의

서 그 빈도가 점차 증71'하고 있대통계청， 2006). 최근 의료기

안정성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면마비로 인한 상지 기

술의 발달로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운

능의 제한은 일상생활동작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가

동조}애， 인지기능 저하， 실어증， 심리/행동 집}애 등의 뇌졸중으

되며， 제간에서의 회전능력과 안정성을 감소시킨다. 이는 사지

뇌졸중(stroke)은 일명 뇌혈관조L아lCcerebral

로 인한 후유증으로 신체 또는 정신적 징빼가 발생될 뿐만 아

의 동작을 제한하여 비효율적 동작을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체

니라 이로 인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된다

간 주변 근육들의 협력 수축은 제간 안정성 유지에 필수적이다

(박병규와 양진환， 2003). 또한 운동장애， 지각 및 인지장애，

(황병용，

1990)

감각장애， 언어징F애， 시각장애 등의 기능장애와 일상생활동작

체간 안정성 유지는 근육과 웅직임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

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면에서 ~애를 초래하므로(유은영， 1997).

는 데 목적이 있으며， 특히 사지의 웅직임과 안정성에 기여하

초기 재활치료 프로그램은 예상되는 많은 합병증을 예방하는

는 근육들은 국소 근육(Iocal muscle)으로 체간하부에 위치한

것에서부터 물리치료1 작업치료， 언어치료， 및 각종 보장구의

근육들을 말한다(오재섭 등，

사용을 통하여 환자의 저하된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

의 안정성 (core stability)’이란 허리， 고관절， 복근의 활동이라

다{이병희， 2006; 박금주 등， 1998)

하였으며， 이것은 신체의 중력중심(center

2003). Phill(2002)은 ‘체간하부
of gravity) 에 주로

뇌졸중에 의하여 흔히 유발되는 편마비는 개인의 보행능력

위치하며 ， 움직임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또한 체간하부는 근위

을 감소시커고 가정과 사회에서 일상생활활동의 제한 요소로

부 신체부위가 웅직이는 동안 정렬을 맞추어 그 자세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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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동작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원위부의 효과를 증진시커
는 부위이대김미선 등，

2005).
Hsieh 등(2002)은 뇌졸중 환자의 포괄적인 일상생활동작

기능의 초기 예측인자로서 체간 조절의 평가와 치캄} 중요하다

고 강조하였다 상지의 기능적이고 정상적인 웅직임은 체간에
잘 배열되어 움직이고 체간 웅직임과 조회롭게 협응할 때 일어
나며， 수의적 움직임은 근위부의 선행된 자세 정렬에 의해 이루

어진다. 앉기나 서기에서 체간은 움직이는 팔의 중심이 되고 팔

을 움직이고 사용하는 범위를 증가시커는 데 영향을 준다.
대다수의 뇌졸중 환자가 직변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
나가 상지 기능의 회복。 l 다. 대부분의 치료가 이동이나 보행

그림

1.

처|간 하부의 안정성을 위한 치료

그림

2.

치료 전

문제에 집중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지 문제가 소홀해지기
쉽다. 그러나 보바스 개념은 신체 모든 부위 간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하는 치료를 강조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다른
부위를 고려하지 않고 한 부위만을 따로 떼어 치료하는 경우가
없도록해야한다

11.
1.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2014 년 9 월 29 일부터 2014 년 10 월 24 일까지 경

9-holes pegboard

평가 시 신체 정렬상태.

기도 부천의 고려수병원에 뇌졸중 진단을 받고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의 선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2) 2주차 흉추부의 정렬상태와 어깨관절 주위의 역동적인 가
동성을 위한 치료를 하였음. 앞 주에 몸통치료에 집중해서

1) 의학적으로 뇌졸중에 의한 편마비로 진단받은 환자 중 의사

선행성 자세조정을 통한 봄통 안정성을 만들어 놓았다면 2

소통이 가능한 자

주차에서는 팔의 동작 범위가 넓어지게끔 하였음.

2) 발병일이 1 년 이내인 자

3)

3주차 손을 정확하게 표적에 가져가는 능력을 증진시커기

3) 연구자가 지시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자

위해 어깨와 팔꿈치 안정성을 만들어 주는 팔 뻗기 치료를

4)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

하였음

4)
2.

4주차 표적에 가져갔을 때 자연스럽게 잡고 웅직이기 위하

여 회내와 회외 동작이 더 잘되는 치료와 손의 섬세한 움직

실험 도구 및 평가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손 기능 검사의 측정도구는

임을 위해 손가락을 따로 용직이는 과제를 이용한 치료도

pegboard ,

시행하였음{그림 2).

pegboard

MFT

(Manual

Function

Grooved
Test) , 9-holes

세 가지를 사용하였다.

4.
3.

치료내용

총 4주에 걸쳐 4 단계로 나누어 치료를 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분석방법

연구 시작 전 평가 점수와 4주 동안 치료 후 평가 점수를 비교

하여 분석하였다.

같다.

1) 1 주차 흉곽에 어깨뼈가 안정적으로 위치하게 하고 어깨의

111.

연구결과

가동성을 위해 몸통 전체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는 치료를
하였음{그림 1)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남자 환자로 나이는 53세이고 진단명은 전대뇌동맥 경색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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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른쪽 편마비이다 발병일은 2014 년 1 윌 20 일이며 관상동
맥 질환 보유자이다 고혈압이 있고1 당뇨는 없다 과거력으로
는 2014 년 1 월 18 일 음주 후 귀가하고 19 일 몸이 좋지 않아
누워 지냈으나， 20 일 오전부터 우측 근위약 증상 발생하여 오

후 5 시경 부천성모병원

ER

내원하고 상기 병증 진단 후 입원

치료를 받았다.2 월 6 일 만성동맥폐색증 증상에 대하여 경피관
상동맥중재술 실패하고 관상동맥우회술 고려중인 상태로 재활
의학과 전과되어 치료 후 본원에 전원하였다.

2.

손 기능 검사소견

그림

1) Grooved pegboard 검사 소견

3.

손의 섬세한 움직임을 위한 과제 치료

우세손은 딩분 동안 13 개를 꽂았고， 비우세손은 104초가 걸렸

4) 걷는 모습과 손 기능의 변화

다 평가를 하는 동안에 환자분은 손을 들어 올린다기보다 어

연구 시작 전에는 전체적으로 저긴장 상태이고， 다리를 들어서

깨를 이용하여 손의 높이를 바꾸는 모습이었다 꽂는 순간에

보행을 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팔을 들어 올렬 때에

특히 손가락과 손목을 쓰지 않았으며 건측 손으로 테이블을 누

는 말꿈치를 펴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 올렸고， 손의 움직임은

름과 동시에 몸통을 구부리는 모습을 보였다 페그를 열쇠 모

서둘고 업지가 손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양 구멍에 손가락을 조절하여 맞춰 넣어야 히는데 손의 내재근

4주 동안의 지료 후에는 초기보다 균형감각이 좋아져 보행

을 사용하지 않아 굴리지 못하고 집은 채로 더 큰 관절인 손목

속도가 증7봐였고 아직 발의 움직임이 부족하여 골반을 사용

이나 팔꿈치를 사용하여 넣으려고 하였다{표 1).

하여 발을 앞으로 가져가는 모습이다 팔을 들어 올릴 때는 팡
꿈치를 많이 펴는 모습이었고， 손으로 여러 가지 도구를 잡아

2) MFT (Manual Function Test) 검사 소견

섬세하게 웅직이는 능력이 증가하였다.

건측은 32 점 만점에 30 점， 환측은 20 점으로 100 점으로 환산
했을 때 각각 93.75 , 62 .5점으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입

IV. 고찰

방제 옮기기 항목에서 입방체를 집으러 가는 손의 모양은 그
크기에 맞게 알맞게 벌어져 있는 모양이었다. 어깨의 안정성이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처l간 안정성 강화 운동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집고 팔을 펴서 옮기는

체간 및 상지의 근활성도와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

과정에서 흔들림이 보였다{표 2).

써 뇌졸중 환자 치료에 대한 효율성 증진을 위한 훈련 프로그
램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3) 9-holes pegboard 검사 소건

체간 안정성 유지는 근육과 웅직임 조절 능력을 향상시카

오른쪽은 1 분 11 초， 왼쪽은 2 '5초가 걸렸다. 표준편차를 김반해

는데 목적이 있으며， 특히 사지의 움직임과 안정성에 기여하는

서 보았을 때 환자분은 왼손은 평균이랑 근접해 있는 점수였으

근육들은 국소 근육(Jocal mus c! e) 으로 체간하부에 위치한 근

나， 오른손은 평균과 매우 떨어져 있어서 왼손과의 기능차리를

육들을 말한다{오재섭 등， 2003). Phill(2002)은 ‘체간하부의

볼 수 있었다(표 1)

안정성 (core stability) ’이란 허리， 고관절， 복근의 활동이라 하

앞서했던 grooved pegboard 평가와 달리 페그의 크기와

였으며，

이것은 선체의 중력중심(center

of gravity) 에 주로

모양， 넣는 구멍의 크기도 일정했고， 굵기도 더 굵어서 집기 편

위치하며， 움직임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또한 제간하부는 근위

했다는 점에서 디 쉽게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그립 3).

부 신체부위가 움직이 는 공안 정렬을 빚추어 그 자세를 유지하
고 동작어l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원위부의 효과를 증진시키
는 부위이다{김미선 등， 2005)

표

1. grooved

grooved

pegboard 와

pegboard( 초)

9-holes pegboard

(초)

9-holes pegboard

99

110

13711\ '5분)

104

1 6 개(')분1

102

1il.93

19.il4

71

2 '5

6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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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FT

「

듀

컵사내용

14년 쩔 m일 1，
좌

.

무

14년 1鎭 rl!l일
화

우

•

•
•

l
l

1) 45도 미만

shoulder f1 exion

2)

45 -90도

3)

90-135 도

4)

135 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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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ieh 등(2002)은 뇌졸중 환자의 포괄적인 일상생활동작

김미선(2005)은 뇌졸중 환자 4 명을 대상으로 4 개월간 체

기능의 초기 예측인자로서 체간 조절의 평가와 치료가 중요하다

간하부 안정성 강화운동을 실시한 결과， 편마비로 인하여 감소

고 강조하였다. 상지의 기능적이고 정상적인 움직임은 체간에

된 상지 관절의 능동적 가통 범위증가와 움직임 속도 감소에

잘 배열되어 움직이고 체간 움직임과 조화롭게 협응할 때 일어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검사영역은 다르지

나며， 수의적 움직임은 근위부의 선행된 자세 정렬에 의해 이루

만 제간하부 안정성 강화 운동으로 요부 주위근육이 강화되어

어진다. 앉기나 서기에서 체간은 움직이는 팔의 중심이 되고 팔

상지의 조절 능력을 향상시 키는 데 효과가 있음은 본 연구결과

을 움직이고 사용하는 범위를 증7씨키는 데 영호t을 준다.

와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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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체간하부 안정성 강화 운동을 실시하여 만

로 9초 줄었고， 왼쪽은 25 초에서 24초가 걸려 1 초 감소하

성 뇌졸중 환자의 체간과 상지 근육의 근활성도에 유의한 효과

였다. 재평가 후에도 왼쪽은 별 차이를 안보였으나 오른쪽

를 보았으며， 이러한 체간 및 상지근육의 근활성도 향상의 치

은 1 분 2초로 평균 18.93초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

료 효과를 기초로 하여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동작을 위한 상
지의 기능적인 웅직임 호댐을 위한 치료적 중재를 시작할 수

다{그림

옮기는 기능은 빨라졌고 grooved pegboard 평가를 통해

있다고생각된다.

체간강화 운동과 상지의 독립적인 움직임을 위한 훈련을

봤을 때 손가락 하나하나 웅직이는 능력은 소폭 상승하였

한 후， 상지 기능 향상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상지 기
능 평가 도구를 이용한 상지 기능 평가에서 치료 후 접수가 증

4).

4. MFf와 9-holes pegboard 평가를 통해 봤을 때 사물을

다.

5. 전체적으로 접수가 상승한 것은 어깨의 안정성이 생기고 가

가하여 상지의 근 활성도와 기능이 증가하여 뇌졸중 환자의 상

동범위가 좋아지면서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지 기능 향%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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