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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FES) on temporal parameter s (stride length, step width and cadence) of gait
patterns in a patient with right hemiparesis. A single- subject rever sal (ABAB)
design was used. T he subject was a 25- year - old male who had foot drop and
circumduction gait pattern. An ink foot - print method was used to assess the
temporal parameter s of gait between the baseline phase and the intervention phase.
FES was applied at 8 m walkway , three times a week for 5 weeks. T he result s
show ed that stride length was increased by 4.04 ㎝ and that step width was
decreased by 3.93 ㎝ in the intervention phase. T here was no difference in cadence
between the baseline phase and intervention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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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의학의 발달과 경제발전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뇌졸중

등의 노인성 질환이 증가되어 포괄적인 재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수가 현저히 증

가되었다(김택훈 등, 1996). 뇌졸중은 미국에

서 세번째로 높은 사망원인인데 그 중 신경

계 질환으로는 가장 흔한 질환으로 운동장애

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 두번째이다. 최근 우

리 나라의 사망원인 중에서도 뇌졸중 등의

순환기계 질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1995). 이러한 뇌졸중은 급성기가 지

나면 생존가능성이 높으나, 발병 후 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하며, 신체의 감각과 움직임에

다양한 기능장애가 수반된다(권희규와 오정

희, 1984). 뇌졸중의 기능장애로는 보행장애

와 일상생활동작 수행장애, 지각장애, 언어장

애, 감각장애, 정서장애 등이 있는데(안용팔

등, 1987), 이 중 보행장애는 재활치료 중에

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영진 등,

1987).

편마비 환자들을 위한 재활과정에서 보행

능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이것은 보행이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에 있

어 기능적 독립(functional independence)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Davies, 1985; T urnbull 등, 1995). 뇌졸중으

로 인한 편마비 환자의 보행훈련은 환자를

단순히 걷게 하기보다는, 정상적이고 효율적

인 방식의 보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Davies, 1985). 뇌졸중 등의 중추

신경손상으로 인한 운동장애는 정상적인 보

행이 어려워, 환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작용(compensation)을 많이 이용한다

(Granat 등, 1996). 이러한 보상작용은 비효

율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많은 비정상적인 보

행방식을 유발하기 때문에 정상보행을 배울

기회를 잃게 한다(Smith 등, 1996).

Norkin (1988)은 편마비 환자의 보행 중에 일

어나는 일반적인 문제들 중 하나로 발목관절

의 발등쪽 굽힘이 안 되는 점을 들었다. 즉,

뇌졸중 환자에서는 부분적으로 발등쪽 굽힘

근(ankle dorsiflexor )의 능동적 조절이 잘 안

되고 장딴지근(calf muscles)의 근긴장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하수족(dorp

foot )이 일어나고 있다(Burridge 등, 1997).

정상적인 보행에서 유각기 동안 발가락이 지

면과 떨어지기 위해서는 발목을 능동적으로

발등쪽 굽힘을 시켜야 한다. 그러나 하수족을

가진 편마비 환자는 보행의 유각기에서 발등

쪽 굽힘근을 조정하지 못하므로 바닥에서 발

을 떼기 위해 엉덩이관절과 무릎관절을 정상

범위보다 많이 구부려 하지를 회선(circum -

duction)시키거나 골반을 올리는 보상작용을

일으킨다(Norkin , 1988). 이러한 보행방식은

에너지 소모가 많아 쉽게 지치고, 걷는 속도

를 느리게 할뿐만 아니라, 안전하지 못하며,

경직을 증가시키기도 한다(Burridge 등,

1997).

하수족을 방지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에

서는 주로 보조기를 이용하는데 보행주기 중

뒤꿈치 닿기(heel strike)와 유각기 동안 발바

닥쪽 굽힘근(plantar flexor )을 견제하여 약한

발등쪽 굽힘근을 보상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김진호 등, 1987). Cozean 등(1988)은 발등쪽

굽힘근과 외전근은 대개 치료의 마지막 단계

에서 회복되므로 하수족으로 인한 비정상적

인 보행방식을 막기 위해 알맞은 단하지 보

조기를 사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반면에

물리치료 분야의 신경촉진 접근 방법에서는

뇌손상으로 인한 운동장애 치료 시에 전통적

인 보조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김종만과 이충휘, 1997). 전통적인

보조기는 수동적으로 발목의 하수족을 억제

하기는 하지만 발목의 자유로운 운동을 방해

함으로써 발등쪽 굽힘근의 회복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보조기 사용에 대한 대안으로써

기능적 전기자극(functional electrical stimu-

lation : FES)이 제안되어 왔다. 기능적 전기

자극은 정상적인 신경지배를 받지 못하는 근



육에 전기자극으로 근수축을 유도하여 기능

적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Gracanin 등, 1967). 기능적 전기자극을 적

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일

채널을 이용하여 유각기 동안 하수족이 일어

나는 환자의 비골신경(peroneal nerve)을 자

극하는 것이다. Liber son 등(1961)이 처음으

로 뇌졸중 환자에게 기능적 전기자극을 적용

한 이후로 근래에 들어 기능적 전기자극의

이월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Burridge 등(1997)은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기능적 전기자극을 발등쪽 굽힘근에

적용했을 때 보행속도에 대한 이월효과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Granat 등(1996)의 연구에서는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4주 동안 기능적 전기자극을 비골신

경에 적용했을 때 발뒤꿈치 닿기(heel strike),

발목내전(inver sion), 대칭(symmetry), 보행속

도 등의 보행변수(gait parameter )에 이월효

과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Vodovnik

등(1978)의 연구에서는 편마비 환자에게 4주

동안 발등쪽 굽힘근에 기능적 전기자극을 적

용했을 때 보행시 무릎의 굴곡각도와 고관절

의 움직임에서 뛰어난 이월효과가 있었다. 또

한 생체되먹임과 함께 기능적 전기자극을 편

마비 환자에게 적용하였을 때 무릎굴곡, 발등

쪽 굽힘, 보행주기시간(gait cycle time)에서

이월효과가 있었다(Cozean 등, 1988).

오늘날까지 기능적 전기자극은 기술과 장

치면에서 계속 발전, 향상되고 있지만 임상치

료에서의 유용도는 아직 충분한 검증이 이루

어지지 않은 상태이다(Strojnik 등, 1987). 국

내에서도 연구대상자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기능적 전기자극을 적용했을

때의 보행패턴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

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

별실험 연구설계(single- subject research

design)를 적용하여 뇌졸중으로 인해 하수족

이 있는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기능적 전

기자극을 적용하였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보행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 연 구방법

1 . 연 구 대 상

연구대상자를 정하는 데에는 기존 연구들

의 공통적인 선정조건과 기능적 전기자극 외

에 뇌졸중 환자의 보행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병기간, 장딴지근의 강직, 인지능

력 등이 고려되었다. 연구 대상의 선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뇌졸중이 발병한지 최소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나. 견디지 못할 만큼의 통증 없이 전기자

극에 의해 보행 중 발뒤꿈치 닿기(heel

strike) 시에 만족할만한 발목관절의

등쪽 굽힘 반응이 일어나는 자

다. 실험중 실험자의 지시를 이해할 수 있고,

기능적 전기자극기를 사용하는데 문제

가 없을 만큼의 인지능력을 갖춘 자

라. 독립적으로 서있을 수 있으며 다른 사

람의 도움 없이 7 m 이상 걸을 수 있

는 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25세 된 남자로 발병

후 만 18개월이 지난 뇌졸중 환자이며 원주

기독병원 재활의학과 통원치료 중이다. 환자

는 우측 편마비로 하수족 증세가 있으며 보

행 시 환측 하지의 유각기 동안 엉덩이 관절

을 들어올려 하지를 회전시키는 보행양상을

보였다. 환자의 우측 장딴지근의 MAS

(Modified Ashw orth Scale) 평가등급은 G1＋

이었다. 본 연구는 1999년 12월 3일부터 2000

년 1월 31일까지였다.

2 . 연 구 설 계

본 연구는 기능적 전기자극의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해 개별실험연구의 반전연구(rever sal

design) 중 ABAB 설계를 사용하였다.

3 . 실 험 및 측 정 도 구



가. 기능적 전기자극기

본 연구에 사용된 기능적 전기자극기1)의

전극은 단일 전극으로 5×5 ㎝의 접착식 전

극을 사용하여 발등쪽 굽힘근의 근위부(비골

두 하방 5 ㎝)와 원위부(비골 외과 상방 5

㎝)에 각각 부착하였다. 발뒤꿈치 스위치

(heel switch)는 기능적 전기자극기의 외부스

위치(external switch )로 발뒤꿈치 종골 부위

에 부착하였다. 이것은 보행 중 발뒤꿈치가

바닥에 닿을 때(heel strike)에는 꺼지고 유각

기 전에 발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면(heel

off) 켜지도록 조절되는 스위치이다. 기능적

전기자극기의 파형은 직각 이중파형(rect -

angular bi- phasic)이었고, 자극 강도는 환자

가 편안하면서도 충분한 정도의 발등쪽 굽힘

이 일어나는 강도인 40 ㎃로 하였으며, 최대

강도가 유발되는 시간(ramp- up)은 .2초, 자극

주파수(pulse frequency )는 35 ㎐, 자극 범위

(pulse width)는 250 ㎲이었다.

나. Ink foot - print

본 연구에서는 보행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Ink foot - print를 사용하였다. 평평한 바닥에

길이 800 ㎝, 폭 80 ㎝인 흰색 벽지를 깔고

테이프로 바닥에 고정하였다. 양쪽 운동화에

푸른색 잉크를 묻혀 그 위를 걷도록 하였다.

종이에 찍힌 발자국들 중에서 처음 150 ㎝와

마지막 150 ㎝를 제외한 500 ㎝으로 보행률

을 계산하였고, 그 안에 찍힌 발자국 간격의

평균으로 보행특성 중 보폭(stride length)과

양발너비(step width)를 측정하였다. 보행률

의 측정을 위해서 전자 초시계를 사용하였으

며, 처음 150 ㎝ 거리에 표기한 선을 통과한

첫번째 발자국의 발뒤꿈치 닿기(heel- strike)

순간부터 끝부분 150 ㎝ 선 마지막 발자국의

발끝밀기(toe- off) 순간까지의 시간을 측정하

였다. 시간측정치의 평균±표준편차는 10.93

±3.87초이었다. 보행특성에서 보폭은 발뒤꿈

1) MICROST IM. MEDEL사, 독일

치에서 같은 쪽 발의 다음 발자국 뒤꿈치까

지의 간격으로, 양발너비는 보폭을 연결한 직

선과 보폭사이에 있는 반대편 발자국 뒤꿈치

중앙과의 직간격으로, 보행률은 보행한 거리

에 찍힌 발자국 수를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정하였다.

4 . 실 험 과 정

본 연구의 측정은 5주간 총 13회의 자료

수집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상자가 외래치료를

위해 원주기독병원에 내원하는 월요일, 수요

일, 금요일에 측정하였다. 기능적 전기자극을

적용하지 않는 처음 1차 기초선 단계는 3회

측정하였고, 기능적 전기자극을 적용하는 1차

중재 단계도 3회 측정하였다. 다시 자극을 적

용하지 않는 2차 기초선 단계는 3회, 마지막

으로 다시 기능적 전기자극을 적용하는 2차

중재 단계는 4회 측정하였다.

기초선 측정 전에 환자가 실험 상황에 익

숙해지도록 하기 위해 실험을 위해 마련한

벽지 위를 왕복 2회 걷는 연습을 시킨 후 5

분간 의자에 앉아 휴식하도록 하였다. 이 휴

식기간 동안 전기자극기의 전극 부착과 환자

의 신발 바닥에 잉크를 묻히는 작업이 진행

되었다. 기초선 측정에서는 중재선 실험과 동

일하게 하기 위해 기능적 전기자극기의 전극

을 환자의 오른쪽 발등쪽 굽힘근에 부착하고,

신발 바닥에 잉크를 묻힌 후 전기자극은 주

지 않은 상태에서 보행하도록 하였다. 이때

환자는 기능적 전기자극기의 작동유무를 알

지 못하도록 하였다. 중재선 측정은 기초선

측정과 동일하게 진행하되 기능적 전기자극

을 준 상태에서 보행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인 2명의 물

리치료사로서 1명은 실험과정을 진행하고 1

명은 벽지의 우측에 서서 초시계를 이용하여

보행 시간을 측정하였다.

5 . 분 석 방 법

본 연구결과의 분석을 위해 측정된 보폭,



양발너비, 보행률의 값을 도표로 표시한 시각

분석(visual analy sis)방법을 사용하였다.

Ⅲ . 결과

환자의 환측하지 보폭 간격의 측정결과 1

차 기초선 단계에서 평균값은 80.93 ㎝로 중

립 경향(trend)을 나타내며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그림 1). 기능적 전기자극을 사용한 1

차 중재선 단계에서 보폭의 평균값은 84.97

㎝로 1차 기초선 단계의 평균값보다 높았으

며 측정값이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후

전기자극을 적용하지 않은 2차 기초선 단계

에서 보폭의 평균값은 81.30 ㎝로 1차 중재선

단계의 평균값보다 평균 3.67 ㎝ 낮았고, 다

시 기능적 전기자극을 적용한 2차 중재선 단

계에서 보폭의 평균값은 84.90 ㎝로 2차 기초

선 단계의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양발너비 간격의 측정결과 1차 기초선 단

계의 평균값은 12.13 ㎝로 가속화 경향을 보

였다(그림 2). 기능적 전기자극을 적용한 1차

중재 단계에서 양발너비 간격의 평균값은

8.20 ㎝로 1차 기초선 단계의 평균값보다 낮

았으며 중립 경향을 보였다. 양발너비 간격의

2차 기초선 단계 평균값은 11.33 ㎝로 다시 1

그림 2 . 양발너비의 측정결과

그림 1. 보폭의 측정결과



차 중재선 단계의 평균값보다 높았고, 다시

전기자극을 준 2차 중재선 단계의 양발너비

평균값은 8.68 ㎝로 2차 기초선 단계의 평균

값보다 낮았으며 중립경향을 보였다. 보행률

에서는 1차 기초선 단계의 평균값이 70.90 걸

음수/ 분이었고(그림 3), 자극을 적용한 1차

중재선 단계의 평균값은 70.00 걸음수/ 분으로

1차 기초선 단계와 차이가 없었다. 다시 자극

을 적용하지 않고 측정한 2차 기초선 단계의

평균값은 70.66 걸음수/ 분으로 1차 중재선 단

계의 평균값과 차이가 없었고, 2차 중재선 단

계에서도 평균값은 70.75 걸음수/ 분으로 2차

기초선 단계에 비해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Ⅳ . 고찰

편마비 환자의 재활치료에 있어 보행능력

의 향상은 중요한 치료 목표 중 하나이다

(Davies, 1985). 보행능력의 향상을 통해 환자

는 기능적 독립을 성취할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편마비 환자의 보행훈련은

비정상적인 보행요소를 줄이고 대칭성, 하지

관절에서의 움직임, 보행속도, 보행패턴 등의

보행변수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Davies, 1985). 효율적인 보

행훈련은 보상작용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보행에 필요한 하지근육의 조절능력

을 향상시켜 운동 재학습의 가속화, 사지 협

응력 향상, 환자의 자기 만족감과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Bogataj 등, 1995).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는 발병원인과 손상정도 등

의 요인에 의해 다양한 임상양상을 나타내지

만 좌우 신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기능장애

는 공통적으로 나타난다(Bobath, 1971). 이로

인해 편마비 환자들은 기립자세 시에 일반적

으로 환측 하지에 더 작은 체중부하를 주고

(Bohannon과 Larkin, 1985; Cadwell 등,

1986; Dickstein 등, 1984), 보행 시에는 보행

속도가 느리며, 환측 걸음의 보폭이 짧아 건

측 걸음과 비대칭을 이루고 환측하지의 입각

기가 짧다(Brunnstrom, 1970). 또한 편마비

환자들은 회선 보행(circumduction gait )이나

발끌기 보행(toe- drag gait) 등의 이상보행을

하게되는데, 이러한 이상보행을 일으키는 주

요 요인들 중의 하나로 하수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편마비 환자가 정상적인 보행 패턴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하수족 방지훈련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편마비 환자의 하수족을 막기 위해 임상에

서 가장 많이 처방하는 방법은 단하지 보조

기 착용과 기능적 전기자극이다. 단하지 보조

기는 환측 하지의 약한 근력과 발목관절의

그림 3 . 보행률의 측정결과



하수족을 방지하여 보행기능의 향상에 도움

을 주지만 발목관절의 능동적인 발바닥쪽 굽

힘(plantar flexion)을 막아 이 기능을 억제시

키고 보행주기 중 발끝밀기 시에 일어나는

하지의 협응력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다

(Cozean 등, 1988). 단하지 보조기 외에 하수

족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기능적 전기자극이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전기자극은 주로 말초

신경계 병변이 있는 환자의 근 재교육

(muscle reeducation)과 근 위축의 방지에 초

점을 둔 반면 기능적 전기자극은 중추신경계

병변으로 인한 마비환자의 기능적 동작을 향

상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Liber son 등,

1961).

초기의 기능적 전기자극은 보행훈련에서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효과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부족하여 널리 사용되지 않았

다. 기능적 전기자극이 널리 사용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전극을 부착하는 부위의 피

부손상, 전기자극 시 환자가 느끼는 불쾌감이

나 통증, 그리고 장시간 사용 시 동반되는 근

피로도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부손상

과 근 피로도 등의 문제는 제조기술의 비약

적인 발전으로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고, 이후

연구를 통해 기능적 전기자극방법이 하수족

과 같은 상위 운동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간

단한 운동장애치료에 효과적임이 증명되었다

(Burridge 등, 1997). 그러나 아직까지도 기능

적 전기자극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Cozean 등, 1988; Granat 등, 1996;

Vodovnik 등, 1978).

본 연구에서는 하수족을 가진 편마비 환자

에게 기능적 전기자극을 적용하였을 때 나타

나는 보행특성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기능적 전기자극을 적용

하였을 때 보폭이 증가하였고 양발너비는 감

소하여 보행패턴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보행률에 있어서는 기존의 연구결과

(Burridge 등, 1997; Malezic 등, 1994)와는

다르게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본 연구의 대상자가 25세의 젊은 나

이로 보행속도에 있어서 기초선에서 이미 비

교적 양호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능적 전기자

극이 보행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개별실험연구에서 일정한 측정간격을 유지

하는 것은 오염변인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이

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1주에 3회 외래치료

를 위해 원주기독병원에 내원하는 우측 편마

비 환자로서 개인적 사정이나 날씨 등의 요

인에 의해 병원에 오지 않은 경우가 있어 측

정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다른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물리치료실

에서 실험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주의 집중을

어렵게 한 환경적 요인도 연구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는 더 많은 수의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기

능적 전기자극의 효용도를 검증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지고 전기자극치료의 이월효과에 대

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Ⅴ . 결론

본 연구는 개별실험연구 중 반전연구

(ABAB)설계를 통해 기능적 전기자극이 편마

비 환자의 보행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았다. 편마비 환자의 환측 하지 발등쪽 굽힘

근에 기능적 전기자극을 준 후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을 측정한 결과, 기능적 전기자

극을 적용하였을 때 환측하지의 보폭이 증가

하고 양발너비가 감소됨으로써 기능적 전기

자극방법이 보행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보행률은

기능적 전기자극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기능

적 전기자극이 편마비 환자의 보행패턴을 향

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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