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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기능적 전기 자극을 이용한 생체되먹임 융합 자세조절 훈련을 중재하여 급성기 뇌졸중 환자들의
다리 근활성도와 균형 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뇌졸중 환자는 기능적 전기 자극을 이용한 생체
되먹임 융합 자세조절 실험군 15명과 일반적인 생체되먹임 융합 자세조절 대조군 15명으로 나누어 8주간 주 5회, 30분
간 시행하였고, 다리 근활성도를 평가하기 위해 근전도를 이용하여 가쪽넓은근, 안쪽넓은근, 넙다리곧은근, 넙다리두갈
래근를 측정하였다. 균형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Biorecue를 이용하여 균형 능력을 측정하였다. 다리 근활성도 비교에
서는 가쪽넓은근, 안쪽넓은근, 넙다리곧은근, 넙다리두갈래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균형 능력 비교에
서는 신체 중심 이동면적, 총 궤적 길이, 안정선한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기능적 전지 자극
을 이용한 생체되먹임 자세조절 훈련이 일반적인 생체되먹임 자세조절 훈련 보다 다리 근활성도와 균형 능력을 향상시
키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기능적 전기 자극, 생체되먹임, 뇌졸중, 근활성도, 균형

Abstract  The muscle activity and balance ability of the acute stroke patient has been checked by the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using biofeedback fusion postural control training in this study.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using biofeedback fusion postural control training have been 
implemented on 15 trainees and general biofeedback fusion postural control training have been 
implemented on another 15 trainees for 30 minutes at 5 times per week during 8 weeks, and vastus 
lateralis, vastus medialis, rectus femoris and biceps femoris have been measured using the biceps 
femoris to evaluate the muscle activity of the lower extremity. The moving surface area, whole path 
length and limited of stability have been measured using biorecue to measure the balance ability. There 
was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on the vastus lateralis, vastus medialis, rectus femoris and biceps 
femoris in the muscle activity of the lower extremity and there was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on surface area, whole path length and limited of stability in the balancing ability. Based on above, 
it is realized that the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using biofeedback fusion postural control training 
is more effective than the general biofeedback fusion postural control training on the improvement of 
the muscle activity of the lower extremity and the balance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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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출혈되거나 경
색되어 뇌 조직의 손상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장애를 유
발하는 신경학적 질환으로 뇌졸중 환자들은 비정상적인 
근 긴장도, 근력 약화, 일상생활을 제한, 인지능력 저하, 
균형 능력 저하 및 보행 장애 등의 다양한 문제가 나타난
다[1]. 뇌졸중으로 인한 대뇌 겉질과 추체로(pyramidal 
tract) 손상은 반신마비를 가져오며 자세, 근 긴장도, 수
의적 움직임의 비정상화로 인해 운동 장애가 나타나게 
된다[2].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동작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한을 가져오게 된다[3]. 마비
측에 대한 조절 능력이 소실되어 근육 약화, 비대칭적인 
자세, 균형 능력 저하와 체중 이동능력 저하, 섬세한 기능
을 수행하는 운동요소의 상실 등으로 삶의 질 저하를 일
으킨다[4]. 

뇌졸중 후 근골격계의 변화는 신체의 비사용으로 인하
여 근육에 구축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신체 부위를 담
당하는 대뇌 겉질의 위축을 초래하여 마비가 더욱 심해
진다[5]. 뇌졸중 환자의 마비측 근육인 속근(white 
muscle)가 위축되는 형태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근육의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6]. 이러한 근육의 
문제들은 결국에 근육 약화로 나타나고 일상생활을 위한 
과도한 에너지 소비, 운동 시작의 어려움, 비정상적인 수
축, 근·골격계의 부하 상태 동안 근육의 기본적인 능력을 
감소시키게 된다[7]. 뇌졸중으로 인한 근육의 기능적 변
화는 높은 에너지 소비와 근·골격계의 문제를 유발하여 
운동조절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신체 기능의 약화시킨다고 
생각된다. 운동손상과 기능적 활동을 비교하는 연구들에
서 둘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8]. 반신마비는 신
체의 한쪽에 근력 약화와 운동 장애를 보이며, 대부분 경
우에는 다리 근육의 약화를 보인다. 근력 약화는 팔보다 
다리에서 더 빠르게 시작되며, 다리 근력은 일생생활 동
작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반신마비 환자
들은 넙다리네갈래근과 넙다리뒤근에서 근력 약화를 보
인다[9]. 근력약화로 인한 비사용은 마비를 더욱 심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일상생활과 사회로의 복귀에 제한을 준
다고 생각된다. 뇌졸중 발병 이후 발생하는 마비측의 근
력 약화와 감각 저하는 환경에 대하여 신체 분절을 정렬
하고, 자세를 조절하는 균형 능력의 제한을 가져오게 된
다[10]. Salbach 등[11]은 다리 근활성도 증가가 일상생
활 동작과 관련된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보
고하였다.

대부분 뇌졸중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체중 이동 시 자
세 동요가 두 배 정도 커지게 된다. 반신마비를 갖고 있
는 뇌졸중 환자는 불안정성 극복을 위해 비마비측 쪽으
로만 체중을 이동시켜 불균등한 체중분배율과 비정상적
인 자세조절 및 균형을 보이게 된다[12]. 대부분의 일상
생활 동작은 다양한 신체 중심을 변화시키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상생활 동작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
기 위해선 자세조절 능력이 필요하다[13]. 뇌졸중 환자의 
목표는 독립적인 보행과 일상생활에 있고, 보다 수월한 
동작을 위해서는 균형 능력이나 자세조절 능력이 우선되
어야 한다[13]. 균형 능력은 장애를 예측하는 중요한 인
자이며, 균형 능력의 회복은 보행 능력과 높은 상관관계
를 나타낸다[14]. 뇌졸중 환자들은 다양한 자세에서도 비
마비측으로 체중의 60~65% 정도를 지지하는 경향을 나
타내고, 체중지지 자세에서 안정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면
서 신체 중심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어 낙상과 
같은 위험한 요소에 노출된다[15].

뇌졸중 환자들의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시키는 물리치
료적 접근 방법은 과제 지향적 운동, 기능적 전기 자극, 
트레드밀 보행 훈련, 운동 이미지 훈련, 리듬 청각 자극 
훈련, 로봇 치료, 가상현실 훈련, 근력 강화 운동 등과 같
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최근 뇌졸중 환자의 기능적 
능력의 향상에 감각적인 요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자극을 이용한 새로운 중재 방
법들이 개발되고 있다[16]. 기능적 전기 자극(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치료는 반복적인 움직임을 훈련하
는 동안 운동의 재학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돕는 치료법
이다[17]. 기능적 전기 자극은 근력 강화, 경직을 감소, 일상
생활 동작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뇌졸중 환자의 마비측 근육 
부위에 적용되었다[18]. 기능적 전기 자극 훈련은 약화된 
근육이나 마비된 근육에 전기적 자극을 가해 수축
(contraction)을 유발하여 근 위축 방지, 근력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19]. 기능적 전기 자극의 영향을 
받는 신경이나 근육은 척수의 전각(anterior horn)에서 
신경계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전기 자극이 되는 동안 환
자 스스로의 노력이 결합되어 피라미드로의 활동을 강화
시킨다. 이는 뇌졸중 환자가 일상생활을 활동하는 동안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준다[20]. 기능적 전기 자극은 뇌졸
중 환자의 마비된 운동 부위에 근력과 신체적 능력 향상
을 돕는다[21]. 기능적 전기 자극은 뇌 손상을 가진 사람
들의 근력과 운동회복을 초래하여, 더 나은 기능적 수행
을 촉진하며, 근육 활동 참여와 함께 하는 감각자극은 피
질 신체영역에 가소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22].



기능적 전기 자극을 이용한 생체되먹임 융합 자세조절 훈련이 뇌졸중 환자의 근활성도와 균형 능력에 미치는 영향 321

생체되먹임은 기기를 이용하여 신체에 나타나는 반응
에 시⋅청각 되먹임을 이용하여 조절하는 것을 말하며, 
자신 스스로의 반복적 훈련으로 운동 학습(motor 
learing)이 가능하고 운동 후 직후 자신의 과제수행과 평
가의 결과를 즉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뇌졸중 환자에
게 적합한 훈련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23]. 이심성 정
보에 대한 내부 반응의 느낌을 획득하기 위해 신경생리
학적 상태가 반영된 신호를 시⋅청각 혹은 움직이는 그
림 등으로 컴퓨터 화면에 나타내는 것이다[24]. 생체되먹
임을 이용하는 참여자는 생체되먹임으로 인해 효과적으
로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며, 즐기면서 자신 스스가 
과제를 수행하고 처리할 수 있어 치료에 흥미와 동기부
여를 가질 수 있다[25]. 개개인에게 맞는 훈련 프로그램
을 제공하기 위해 가상현실의 환경에서 시청각이나 고유
수용감각과 같은 감각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고 적응 정
도에 따라 운동의 난이도를 바꿔가며, 환자에 맞는 환경
을 창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26]. 결과에 대하여 즉각적
인 되먹임을 제공하여 운동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생체되먹임을 이용한 중재는 기존의 일반적인 중
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뇌
졸중 환자의 재활훈련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7]. 생체되먹임은 새로운 중재 방법으로 다양한 환경 
속에서 환자를 의미 있고 즐거운 활동에 참여시키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28].

Robertson 등[29]은 뇌졸중 환자를 15명을 대상으로 
4주 동안 1일 2시간씩 기능적 전기 자극을 부착하여 균
형 훈련을 중재한 그룹과 기능적 전기 자극을 부착하지 
않고 균형 훈련을 중재한 그룹을 비교 분석한 결과, 기능
적 전기 자극을 부착한 그룹에서 균형 능력의 향상을 보
고하였다. 엄요한 등[30]은 뇌졸중 환자 30명을 대상으
로 생체되먹임을 결합한 컴퓨터화된 자세조절 훈련군과 
생체되먹임을 제거한 동적 균형훈련군을 비교한 연구에
서 생체되먹임을 결합한 컴퓨터화된 자세조절 훈련군이 
동적 균형 훈련군과 비교하여 다리 근활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뇌졸중 환자의 기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재활 훈련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운동감각 입
력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생체되먹임을 결합한 치료방법
들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급성기 뇌졸중 환
자에게 기능적 전기 자극을 이용한 생체되먹임 자세조절 
훈련을 중재하여 다리 근활성도와 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급성기 뇌졸중 환자들의 재활훈련에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S 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number:2018-08-11). 연구는 2018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개월 간 뇌졸중으로 인해 반신마비 
진단을 받고 전남 소재의 재활병원에서 기능 회복을 위
해 중추신경계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입원 환자들 중에
서 뇌졸중 진단을 받고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반신마비 
환자, 뇌졸중 후 재발 병력이 없는 자, 운동 시⋅지각 검
사에서 정상범주에 속한 자, 한국형 간이 정신 상태 검사
에서 24점 이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보조기를 사
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10 m를 걸을 수 있
는 자, 시야결손에 문제가 없으며, 당뇨와 고혈압 외 다른 
의학적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본 연구에 자발적으
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기준에 적합한 뇌졸중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실
험군으로 기능적 전기 자극을 이용한 생체되먹임 융합 
자세조절 훈련 그룹, 대조군은 일반적인 생체되먹임 융합 
자세조절 훈련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에 15명씩, 단
순 무선 표본추출을 통하여 무작위 임의 배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power 3.1.9.4를 이용한 공분산분석을 
기준으로 하여 양측검정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0, 효
과크기 0.50으로 계산하여 총 표본 크기는 28명으로 나왔
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각 집단 당 15명, 총 30명으로 산
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Experiment group
(n=15)

Control group
(n=15) F p’

M±SD M±SD

Age
(year) 55.05±6.51 53.95±6.90 5.17 .588

Height
(㎝) 168.51±14.51 169.06±13.33 21.84 .845

Weight(㎏) 64.19±5.78 66.73±6.11 8,23 .624

Duration
(month) 5.05±0.41 5.31±0.88 1.38 .774

′Shapiro-wilk test
Mean±SD: mean±standard deviation
Experiment group: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using 
biofeedback fusion postural control training
Control group: biofeedback fusion postural control training

Table 1. General characterisitics of the subjects

2.2 연구 도구
2.2.1 근활성도 능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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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MP100 표면 근전도 시스
템(Biopac System Inc., California, USA)을 이용하였
다. 디지털 신호는 개인용 컴퓨터에서 Acqknow -ledge 
3.91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자료 처리하였다.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역 통과 필터 30~500 Hz와 대역 
여과 필터 60 Hz를 사용하였고, 신호의 표본 추출률은 
1,024 Hz로 설정하였다. 수집된 신호는 root mean 
square(RMS) 처리를 하였다. 표면 근전도 신호에 대한 
피부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근전도 부착 부위의 털
을 제모하고 사포로 각질층을 제거한 후, 소독용 알코올 
솜을 이용하여 피부를 깨끗이 닦아내었다. 안정성 한계를 
3회 검사하는 동안 다리의 근활성도를 3회 측정하고 표
준화하기 위하여 측정된 데이터를 실효치로 변환하고 측
정된 값을 이용하여 평균값을 사용했다. 이극 표면 전극
을 측정하는 근육에 부착하였다. 전극부착 근육은 가쪽넓
은근, 안쪽넓은근, 넙다리곧은근, 넙다리두갈래근에 부착
하여 근활성도를 측정하였다.

2.2.2 균형 능력 측정
균형 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균형분석기(Biorescue, 

RM Ingenierie, France)을 사용하였으며, 정사각형의 
기립용 힘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위에는 정확한 발의 
위치를 위해서 눈금자가 표시되어 있다. 균형 능력이 측
정되고, 여러가지 균형 훈련 프로토콜을 통해서 재활치료 
및 운동치료를 중재하는데 사용된다. 검사 방법에는 정적 
균형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두 발 서기를 60초간 수행하는 
동안 신체 중심(center of pressure)의 이동면적(surface 
area)과 총궤적길이(whole path length)를 측정하였다. 
동적 균형 능력인 안정성 한계(limited of stability)를 측
정하기 위해 화면에서 지시하는 8개의 방향으로 체중 이동 
시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모든 평가는 3회를 측정하고, 얻
은 결과 값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Song & Park[31]은 
Biorescue 검사 도구가 검사-재검사 방법에서 급내 상
관계수 ICC=0.84로 높은 신뢰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2.3 중재방법
연구 대상자들은 일반적인 중추신경계 물리치료를 30

분씩 중재한 후, 실험군은 기능적 전기 자극을 이용한 생
체되먹임 융합 자세조절훈련, 대조군은 일반적인 생체되
먹임 융합 자세조절 훈련을 실시하였다. 기능적 전기 자
극을 이용한 생체되먹임 융합 자세조절 훈련은 Physio4
(기능적 전기 자극)과 Balance trainer를 이용하여 중재

하였다(Fig. 1 참고). 기능적 전기 자극(Physio4, Cefar 
Compex, Australia)의 전극은 2채널 단일전극으로 
5×5 ㎝의 접착식 전극을 사용하여 1개의 채널은 앞정강
근(tibialis anterior)에 다른 1개의 채널은 넙다리네갈
래근(quadriceps)에 부착하였다. 자극 조건은 직각 이중 
파형으로 자극 주파수는 40 ㎐로 고정, 펄스 폭 400 ㎲, 
자극 강도는 환자의 기능적 회복 수준에 따라 치료사의 
관찰을 통해 부착 근육의 수축이 시작되면 환자가 견딜 
수 있는 정도로 하였다. Balance trainer (Medica 
Medizin techink GmbH, Germany)는 관절에 2도 정
도의 자유도가 있으며, 무릎패드와 골반 지지대로 구성되
어 있다(Fig. 2 참고). Balance trainer는 사람의 움직임
이 발생 시, 움직임의 정도를 연결된 모니터에서 보여주
며, Balance trainer의 관절은 훈련 과제를 수행하는 동
안 사람의 생리학적 움직임을 허용한다. Balance trainer
에서의 훈련 과제가 선택되면 환자는 컴퓨터 모니터를 주
시하고 훈련 과제에 따라 움직임을 수행하면 된다. 과도한 
보상작용이나 손을 사용하는 경우 치료사의 구두를 통해 
이를 제한한다. 중재는 8주간, 1주일에 5회, 1일 30분 동
안 시행하였다. 뇌졸중 환자의 기능적 능력 향상을 위해
서는 6주 이상의 훈련 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다른 훈련 
프로토콜도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23].

Fig. 1.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using biofeedback 
postural control training

Fig. 2. Balance tr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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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Window용 SPSS　Ver 25.0을 

사용하였다. 그룹 간 정규성 검증을 위해 Shapiro-wilk 
test를 시행하였다. 중재 방법에 따른 근활성도와 균형 
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실시하였다.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α=.05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근활성도 비교
그룹 간의 중재 전·후 가쪽넓은근 근활성도 비교에서 

실험군은 34.51±7.77에서 39.44±8.87로 (F=18.36), 
넙다리두갈래근 근활성도 비교에서 24.25 ±4.59에서 
27.95±4.49로(F=28.69), 앞정강근 근활성도 비교에서 
40.86± 9.62에서 43.99±10.17로(F=45.21), 장딴지근 
근활성도 비교에서 31.35±6.27에서 33.37 ±6.66로 
(F=15.67), 대조군과 비교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05)(Table 2 참고). 

Muscle
Pre-test Post-test

F p‘Experi-me
nt group

Control 
group

Experi-ment 
group

Control 
group

VL 34.51±7.77 35.02±7.89 39.44±8.87 37.78±8.90 18.
36 .007*

BF 24.25±4.59 25.55±5.05 27.95±4.49 27.02±4.76 28.
69 .032*

TA 40.86±9.62 40.94±9.81 43.99±10.17 42.07±10.44 45.
21 .021*

GCM 31.35±6.27 32.07±6.11 33.37±6.66 33.18±6.45 15.
67 .032*

p′ = ANCOVA
*p<.05   
VL: Vatus lateralis muscle
BF: Biceps femoris muscle 
TA: Tibialis anterior muscle
GCM: Gastrocnemius muscle 

Table 2. Comparison of muscle activity between groups

3.2 균형 능력 비교
그룹 간의 중재 전·후 신체 중심 이동면적 비교에서 실

험군은 67.41±13.12에서 461.67±11.54로 (F=31.98), 
총궤적길이 비교에서 8.02±2.22에서 7.73±2.35로 (F= 
17.78), 안정성 한계 비교에서 131.39±28.54에서 141. 
39±29.33로(F=10.49), 대조군과 비교 하여 통계학 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신체 중심 이동면적과 총궤적
길이의 값이 작아졌다는 것은 균형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고, 안정성 한계의 값이 증가 되었다는 것은 
균형 능력의 향상을 뜻한다 (p<0.05)(Table 3 참고). 

Muscle

Pre-test Post-test

F p‘Experi
-ment 
group

Control 
group

Experi
-ment 
group

Control 
group

SA
(㎟)

67.41±13
.12

68.11±13.
99

61.67±11.
54

63.87±12
.44

31.
98 .009*

WPL
(㎝)

8.02±
2.22

8.23±
2.74

7.73±
2.35

7.89±
2.49

17.
78 .033*

LOS(㎠) 131.39±2
8.54

132.55±27
.77

141.39±29
.33

138.89±3
0.6

10.
49 .004*

p′ = ANCOVA
*p<.05
SA: Surface area
WPL: Whole path length  
LOS: Limited of stability

Table 3. Comparison of balance ability between groups

4. 고찰

뇌졸중은 뇌혈관 순환장애로 인해 유발되는 발생빈도
가 높은 중추신경계의 질환이며 감각 및 운동 손상을 포
함한 많은 신경학적 기능손상을 동반한다[33]. 뇌졸중 환
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신체 기능 장애는 마비 증상이 있
으며, 반신마비 환자는 마비측의 감각 및 운동 장애로 인
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제한이 발생한다[33]. 
뇌졸중 이후에 나타나는 운동기능 상실은 근력을 약화시
키고, 비정상적인 근긴장을 만들며, 비대칭적인 움직임과 
운동조절능력의 장애를 가져온다[34].

근력 약화는 활동을 위한 협력수축, 등장성 수축, 자세
유지, 움직임 조절 등 근육의 능력을 감소시키고, 비효율
적인 에너지 소비와 운동 시작의 어려움을 초래한다[7]. 
뇌졸중 환자가 겪는 대표적인 증상인 근력의 약화는 임
상적으로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제한하는 
요소이다[9]. 뇌졸중 후 신경학적 손상으로 다리 근력이 
저하되고, 다리의 근력 저하는 비대칭적인 균형에 관련이 
있다[35]. 뇌졸중 환자의 감각 손상과 근력의 약화는 균
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10]. 

뇌졸중 환자는 마비측에 대한 중추신경계의 능력 저하
로 인해 근육의 조절 능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하여 비정상적으로 근 긴장도가 향상되거나 
저하되고 신체의 한쪽에 마비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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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능력의 감소가 나타난다[3].
본 연구에서는 8주간의 기능적 전기 자극을 이용한 생

체되먹임 융합 자세조절 훈련이 뇌졸중 환자의 근활성도
와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뇌졸중 환자를 대상
으로 그 효과를 구명함으로써 급성기 뇌졸중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논
의하고자 한다.

뇌졸중 환자의 근력 강화의 방법으로 기능적 전기 자
극의 치료적 중재는 마비측 다리의 집중적인 근력 강화
로 다리의 조절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35]. 
뇌졸중 환자들에게 기능적 전기 자극을 적용하였을 때, 
자극을 받은 근육이 활성화되어 근수축 증가와 재교육을 
한다고 보고하였다[37]. Kunkel 등[38]은 뇌졸중 환자의 
넙다리네갈래근과 큰볼기근에 적용된 기능적 전기 자극
은 균형이나 체중 이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고, Ng 
등[23]은 뇌졸중 환자 54명을 대상으로 균형 훈련과 함
께 기능적 전기 자극을 중재한 실험군과 일반적인 체중
지지 훈련을 중재한 대조군을 비교한 연구에서 체중지지
를 동반한 기능적 전기 자극을 중재한 실험군이 대조군
에 비교하여 다리 근활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기능적 전기 자극이 마비된 근육에 전기적 자극을 
주어 운동 단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근활성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Bethel 등[39]은 뇌 컴
퓨터 인터페이스 기반 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 훈련에 기
초한 아급성기 사지 마비 환자의 손에 대한 연구를 하였
고, 실험군 7명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반 기능적 전
기 자극 훈련, 대조군 5명은 기능적 전기 자극 훈련을 중
재하였을 때, 실험군에서 근활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사지 마비 환
자를 대상으로 중재하였고,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대
상으로 중재하였다. 하지만 사지 마비 환자도 뇌졸중 환
자와 마찬가지로 근력 약화와 근육 위축이 발생한다[40]. 
기능적 전기 자극은 감각 신경 자극뿐만 아니라 근수축을 
유발하여 근력 유지 및 강화를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41].

Robertson 등[29]은 뇌졸중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4
주 동안 2시간씩, 기능적 전기 자극을 이용한 균형 훈련
을 중재한 실험군과 일반적인 균형 훈련을 중재한 대조
군을 비교한 연구에서 기능적 전기 자극을 이용한 실험
군이 대조군에 비교하여 균형 능력에 유의한 향상을 보
였다. 본 연구에서도 기능적 전기 자극을 이용한 그룹에
서 근활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Stein 등[42]은 다
리에 기능적 전기 자극의 적용은 근력, 피로 저항, 유산소 
능력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이는 기능적 전기 자극과 

함께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그 효과가 더 크고 
가중 된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환자의 능동적인 개입이 
없는 단순 반복 형태의 기능적 전기 자극은 신경계 환자
의 회복에서 운동 재학습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였다
[43]. Boyaci 등[44]은 기능적 전기 자극의 적용방법에 
대해서 수동적인 전기 자극 치료보다 능동적인 움직임을 
병행한 기능적 전기 자극 훈련이 기능 회복에 더 효과적
이라고 보고하였고, 기능적 전기 자극 동안 과제훈련을 
수행할 경우, 더 효과적인 기능 회복을 보인다고 보고하
였다[45].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능적 전기 자극과 
함께 능동적인 움직임인 생체되먹임 융합 자세조절을 훈
련을 적용하였다. 이는 생체되먹임을 이용한 스스로가 참
여하는 훈련이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움직임에 대한 정
보가 제공되어, 다음 움직임 수행에서 즉각적인 행동수정
을 이끄는 긍정적인 강화로 사용되어 근활성도와 균형 
능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뇌졸중 후 균형 능력의 손상은 안정성을 감소시키며 
기능적 활동 수행의 어려움을 발생시키므로 균형 능력은 
독립적 활동과 기능적인 능력에 기초가 된다[46]. 균형 
능력의 상실은 일상생활에서 움직임을 감소시켜 근력의 
약화를 가져오며, 움직임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한다[10]. Robertson 등[29]은 뇌졸중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4주간 기능적 전기 자극을 앞정강근에 적용하
여 균형 훈련을 실시한 결과, 기능적 전기 자극을 적용한 
그룹에서 균형 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Cho [47]
는 뇌졸중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중간볼기근과 앞정강근
에 기능적 전기 자극을 적용한 트레드밀을 훈련을 중재
하였을 때, 균형 능력에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기능적 전
기 자극 치료가 환자가 훈련을 하는 동안 운동 재학습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이로 인해 중추신경계 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48]. 이는 기능적 
전기 자극이 자발적인 근수축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균
형능력에 양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Tong 등[10]은 아급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전동
식 보행 훈련과 기능적 전기 자극 병행 보행 훈련이 균형
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험에서 20분, 4주간, 1일 1회 
실시한 결과 기능적 전기 자극을 병행한 전동식 보행 훈
련군이 일반적인 전동식 보행 훈련군과 중추신경계 물리
치료군에 비하여 균형에서 세 군간 유의한 차이를 얻지 
못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능적 전기 자극을 적
용한 그룹에서 균형 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에 비해 본 연구에서 중재 기간이 길어 균형 능
력 향상에 유의한 차이를 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뇌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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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환자의 균형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8주 이상의 훈련 
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기능적 전기 자극 뿐만 아니라 다
른 훈련 프로그램도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도 균형 능력의 효과적인 향상을 위해 8주 
이상의 중재기간을 설정하였고, 기능적 전기 자극과 함께 
생체되먹임 융합 자세조절 훈련을 적용하였다.

Hong [49]은 뇌졸중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가상현실
훈련 전 기능적 전기 자극 훈련을 적용한 그룹과 가상현
실훈련 전 수동적 몸통 정렬 훈련을 적용한 그룹으로 나
누어 6 주간, 일주일에 주 3회, 1일 30분을 중재한 후 집
단 내 비교 연구에서 기능적 전기 자극을 적용한 그룹에
서 안정성 한계에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도 
기능적 전기 자극을 적용한 그룹에서 안정성 한계에 유
의한 향상을 보였는데, 이는 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와 생
체되먹임 융합 자세조절 훈련이 뇌졸중 환자의 마비측의 
다리 근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균형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기능적 전기 자극
을 이용한 생체되먹임 융합 자세조절 훈련을 8주 동안 
실시한 후 근활성도와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 기능적 전기 자극을 이용한 생체되먹임 융합 자세조
절 훈련이 근활성도와 균형의 증가에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뇌졸중 환자들에 있어서 효과적인 치료로 생
각되며,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의 기능 회복 중재 방법으
로 제안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연구대상자
의 지역적 제한으로 모든 뇌졸중 환자에게 일반화하기 
어려웠고, 연구대상자의 나이, 성별, 손상 부위와 발병 후 
유병 기간 등의 관련 인자가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히 배제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일상생활 통
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아급
성기 뇌졸중 환자가 아닌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
로 하여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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