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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eccentric muscle contraction program 
on walking and balance ability of children with brain Lesion disorder.

 Two children with brain Lesion disorder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subjects are spasticity, 
which makes the body too tight or difficult to adjust. The numbness of the limbs or numbness of the 
muscles of the legs due to involuntary exercise paralysis is frequently changed, and excessive shaking 
occurs in addition to the intended actions. The intelligence estimated by the Intelligence Test and Visual-
Motor Integration Development Test (VMI) is equivalent to Severe Mental Retardation Level (IQ / VMI: less 
than 35). The test was conducted for 12 weeks and the subjects had eccentric muscle contraction program 
for 50 minutes a day and twice a week. To assess the walking and balance ability subjects were tested on 
following items: Walking ability for 6 m forward walk test, 10 m forward walk test, 3 m backward walk test, 
stair up 4 steps and stair down 4 steps. Balance ability for single leg stand in opened eyes and closed eyes 
were measured.

 In the case of subject A and B, 6 m forward walk test was reduced by 6.2%(A), 3.2%(B) and 10 m 
forward walk test was reduced by 6.6%(A), 6.2%(B). 3 m backward walk test reduced by 4.2%(A), 1.3%(B) 
compared to the pre-test. Stair up 4 steps was reduced by 2.9%(A), 4.3%(B) and stair down 4 steps was 
reduced by 6.7%(A), 3.2%(B) than the pre - test. Single leg stand in opened eyes was increased by 21.6%(A), 
24.6%(B) in the right foot and the left foot was increased by 20.2%(A), 35.8%(B). Single leg stand in closed 
eyes increased by 8.1%(A), 17.5%(B) in the right foot and the left foot was increased by 10.9%(A), 11.1%(B).

 Those result show that the eccentric muscle contraction exercise program had positive 
influence in the walking and balance ability for children with brain lesion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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Ἁᴚ

뇌병변 장애인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운동장애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비대칭적 자세, 균형능력

의 결함, 체중이동 및 섬세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

수적인 특수한 운동요소가 상실되어 있다[1]. 그 중 근

육의 약화나 근긴장 그리고 불수의 동작 으로 인해 일상

적인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으며[2], 비대칭적인 

자세 및 신체의 불균형과 같은 하지 정렬의 문제와 체중

이동능력 감소, 운동실조 등의 문제로 독립적인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3]. 이처럼 뇌병변 장애인들은 일

상생활에서 기립과 보행능력에 장애를 받아 이동능력에 

제한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

으로 작용하고 있어 뇌병변 장애인들의 보행과 평형능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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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4]. 

뇌병변 장애인들의 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원인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요인은 뇌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장애와 근골격의 강직 및 

보행 장애로 근긴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근

육의 활성이 적절한 시기와 순서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자세조절이 불안정하게 되

며, 운동기능이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5]. 이에 

하지의 근신경 발달을 통한 근력개선을 위한 운동방법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Yoo

et al. [6]은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트레드밀에서 

보행운동을 수행한 결과 하지정렬 상태에 변화를 주었

고 보행능력 향상이 되었음을 보고하였고 체중이동 운

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체

중이동 운동을 진행함으로써 평형능력, 근활성도, 좌우 

대칭적 자세 및 보행능력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체중이동 능력은 보행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보

행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조절과 양측 하

지로의 체중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보고하였다[7]. 

또한 Dettmann et al. [8]은 환측 하지로 무게중심을 

이동하지 못하게 되면 불안정한 보행의 원인이라 하였

으며, 보행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립자세 유지와 

조절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더불어 양측 하지로 체중이

동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뇌병변 장애인

의 보행과 평형능력의 향상은 일상생활과 더불어 사회

복귀를 위한 중요한 목표이다.

일반적으로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운동의 유

형에는 보행, 불안정한 지면에서의 체중이동 운동, 수

중운동, 승마운동 등의 운동으로 접근하여 효과를 규명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뇌병변 장애인의 약해진 근력과 

높아진 근긴장도 그리고 스스로 근육을 조절하지 못하

는 불수의 동작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근육을 사용하는 

기초적인 단계에서의 근수축 방법을 학습하는 것은 중요

한 해결과제라 생각된다. 이처럼 다양한 뇌병변 장애인

의 신체적 특징과 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동 프로그램의 

도입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근본적인 근수축 방법에 따

른 운동 프로그램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력발달을 위한 기본적인 근수축 방법으로는 단축

성 근수축(concentric muscle contraction)과 신장성 

근수축(eccentric muscle contraction)을 포함하고 있

는 등장성(isotonic) 운동이 있으며 이중 신장성 근수축 

운동의 장점은 단축성 근수축과 비교하여 피로를 덜 느

끼고[9], 근육활동 시 발현되는 운동단위가 적음에도 불

구하고 큰 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산소수요량, 에너

지 소비량, 젖산 생성량이 적은 것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10]. 이러한 선행연구의 근거에 따라 뇌병변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신장성 근수축 운동을 강조하는 운동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체력향상에 효과가 있

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뇌병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신

장성 근수축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보행과 평형능력

의 변화를 분석하여 뇌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운동 프로

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자는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S센

터에 소속되어있는 뇌병변 장애아동 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뇌병변 장애인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

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

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이 연구의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의 뇌병변 장애로 진단을 받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A와 B는 모두 몸

이 지나치게 긴장하거나, 신체조정이 어려운 경직형

(spasticity)으로 불수의 운동마비로 사지가 떨리거나 

근긴장도가 수시로 변해 의도한 행동 이외에 과도한 흔

들림이 많이 나타나고 의도적인 움직임을 시도할 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능적 동작을 방해하고 균형

감각과 위치감각이 없어 협응동작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며, 대상자 A는 지능검사 및 시각-운동 통합 

발달 검사(VMI)로 추정한 지능이 Severe Mental 

Retardation Level(IQ/ VMI: 35 미만)에 해당하는 학

생이다. 이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와 부모에게 이 연

구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참가 동

의를 받았다.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Table 1>.

연구대상자 A는 뇌병변 장애와 지적장애를 중복으

로 진단받은 아동으로 일상생활측면에서 타인의 지시

를 따르거나, 본인 스스로 앉거나 서기, 걷기가 가능

하지만 협응성의 부족으로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제한

이 있으며 전반적인 동작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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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문제점이 관찰되고 있다. 보행 중에는 빈번하게 

넘어지거나 장시간 보행 시 쉽게 지치거나 피로감을 표현

하고 있어 적극적인 신체활동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

다. 특히, 무릎관절을 적절한 관절의 가동범위(ROM)에서 

굽힘( lexion)하지 못하고 발의 보폭이 작아 조급한 상태

에서 자연스럽지 못한 걸음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높

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의 이동 시 무릎의 굽힘과 

폄(extension)동작이 원활하지 않아 충격을 흡수하고 

자세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계단을 이용

하여 이동할 때는 손잡이 레일을 잡고 계단을 오르고 내

릴 수는 있지만 주로 왼발만 사용하여 한 번에 한 칸씩 움

직이며 달리거나 점프동작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연구대상자 B는 뇌병변 장애아동으로 아킬레스힘줄

(achilles tendon)과 장딴지근(gastrocnemius muscle)의 

단축으로 발바닥쪽굽힘(plantar lexion) 상태로 보행을 

하고 있으며, 평지에서의 보행 시 종종 넘어지는 동작을 

보이며 계단을 올라갈 때에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이동능력이 지체되어 있다. 경사로에서는 손잡이

를 잡지 않고 오르내릴 수 있으나 계단은 손잡이를 잡고 

한 칸씩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고정식 자전거

에서의 페달링은 가능하나 연속적이고 일정한 리듬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측정 도구 및 방법

이 연구의 측정 도구와 방법은 뇌병변 장애아동에게

적합하도록 구성할 수 있도록 특수체육 전문가, 특수교

육 전문가, 운동재활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

단의 검증을 받고 시행하였다. 

보행능력 측정 변인

  보행측정은 Rehm-Gelin et al. [12]이 사용한 방법

으로써 주로 노인이나 장애인이 갖는 일상생활의 불편

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보행동작을 수행하는데 소

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측정항목으로는 6 m 걷기

(6 m forward walk test), 10 m 걷기(10 m 

forward walk test), 3 m 뒤로 걷기(3 m 

backward walk test), 4개 계단 오르기(stair up 4 

steps) 그리고 4개 계단 내려오기(stair down 4 

steps) 동작을 실시하였으며, 이 측정항목의 신뢰도

를 평가하는 급내 상관계수는 0.97이다.

 6M 걷기 검사(6 m forward walk test) 시작부터 

종료지점까지의 거리 6m를 색상 테이프를 이용하여 

평평한 지면에 붙여놓고 대상자가 이동하는 동선을 제

시하였다. 시작이라는 신호와 함께 걷기 시작하여 양 

발이 모두 종료선을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

하였다. 측정은 2회 실시한 후 그 평균값을 검사결과로 

사용하였다.

10M 걷기 검사(10 m forward walk test) 시작부터 

종료지점까지의 거리 총 13 m 구간 중 시작 지점과 도

착 지점 각 1,5 m의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10 m 구간

을 최대 보행 속도로 이동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측정

은 2회 실시한 후 그 평균값을 검사 결과로 사용하였다.

 3M 뒤로 걷기 검사(3 m backward walk test) 시

작부터 종료지점까지 3m를 색상 테이프를 이용하여 

평평한 지면에 붙여놓고 대상자가 이동하는 동선을 제

시하였다. 시작이라는 신호와 함께 뒤로 걷기 시작하

여 양 발이 모두 종료선을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을 측정하였다. 측정은 2회 실시한 후 그 평균값을 검

사결과로 사용하였다.

 4개 계단 오르기(stair up 4 steps) 4개의 계단을 

오르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검사로써, 측정자

의 시작이라는 신호와 함께 4개 계단으로 오르기 시작

하여 양 발이 모두 마지막 4번째 계단에 도달하기까지

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측정은 2회 실시한 후 그 평균

값을 검사결과로 사용하였다. 

 4개 계단 내려오기(stair down 4 steps) 4개 계단

을 내려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검사로써, 

측정자의 시작이라는 신호와 함께 4개 계단을 내려오

기 시작하여 양 발이 모두 마지막 바닥에 도달하기까

지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측정은 2회 실시한 후 그 평

균값을 검사결과로 사용하였다.

Table 1. Physical characterlistics of the subjects.

Subject A Subject B

Gender Male Male

Age(yrs) 13 13

Height(cm) 138.2 140.7

Body weight(kg) 38.6 41.5

BMI(kg/m2) 20.21 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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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능력 측정 변인

평형능력 측정은 Sung[13]이 사용한 방법으로써 

주로 노인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평형능력을 

측정하였다. 대상자의 운동 중 평형능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평가하는 평형성 검사는 안정

된 지면 위에서 한발을 들고 안정적인 자세로 유지하

는가를 측정ㆍ평가하였다.

눈뜨고 외발서기 (single leg stand in opened eyes) 

측정에 앞서 측정방법과 자세를 대상자에게 시범을 보

이고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 양팔을 옆으로 들고 준비자

세를 준비하였다. 준비가 끝나면 눈을 뜬 상태에서 서서

히 한발을 들고 눈을 감은 후 안정된 자세를 유지한다. 

몸을 심하게 움직이거나 다리를 땅에 내리거나 팔을 내

리게 되면 검사를 종료하였다. 총 2회 실시하여 그 평균

값을 검사결과로 사용하였다.

눈감고 외발서기 (single leg stand in closed eyes) 

측정에 앞서 측정방법과 자세를 대상자에게 시범을 보이

고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 양팔을 옆으로 들고 준비자세

를 준비하였다. 준비가 끝나면 서서히 한발을 들고 눈을 

감은 후 안정된 자세를 유지한다. 몸을 심하게 움직이거

나 다리를 땅에 내리거나 팔을 내리게 되면 검사를 종

료하였다. 총 2회 실시하여 그 평균값을 검사결과로 사용

하였다.

운동 프로그램

이 연구의 신장성 근수축운동 프로그램은 1회 50

분,주 2회, 총 12주간 수행하였다.  신장성 근수축운동 프

로그램은 Bubbico & Kravitz [14]의 연구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을 뇌병변 장애 아동이 수행할 수 있는 동작으

로 구성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운동의 빈도는 ACSM

에서 장애가 있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경우 주 3회를 권장

하고 있지만, 이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체력수준을 고

려하였을 때 주 2회 실시하여 운동의 효과가 있었다는 선

행연구[15]에 근거하여 빈도를 설정하였다. 또한 운동

강도는 프로그램 단계에 따라 RPE를 기준으로 가볍다

(11)에서 약간 힘들다(14)로 설정하였다.

준비운동은 트레드밀을 이용하여 10분간 진행하였다.

지도자는 트레드밀에서 대상자와 시선을 마주하게 위

치하고 천천히 걷기(3km/h)시작하여 가볍게 달리기

(8km/h)까지의 과정을 동일한 자세로 지도하였다. 이 중,

 가속구간에서는 지도자는 양손을 잡아주어 정상 속도

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신장성 근수축을 수

행하는 감속구간에서는 대상자가 스스로 달리는 속도

를 감소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장애아동의 하지근

력 발달과 신장성 근수축 동작을 강화시키기 위해 스쿼

트, 스텝박스 내리기, 허들점프를 수행하였다. 스쿼트

는 양쪽 발을 어깨 넓이로 간격으로 조정하고 올라오

는 단축성 구간(2초)과 내려가는 신장성 구간(5초)동

안 수행하였으며, 지도자는 운동 중 대상자의 양손을 

잡고 균형을 유지하며 정확한 동작으로 수행할 수 있

도록 지도하였다. 스쿼트 동작 시 올라오는 단축성 구

간에서는 두발을 이용하여 무릎을 펴면서 올라오고 내

려가는 신장성 구간에서는 외발로 내려가기 동작으로 

신장성 근수축운동을 강화시켰다. 스텝박스 내리기 동

작은 20cm 높이의 스텝박스를 이용하였다. 스텝박스 

오르기 동작은 지도자의 보조를 받아 박스 위에 올라

선 후에 스스로 내려가는 동작으로 운동초기에는 한발

씩 내리는 동작에서 시작하여 향상기에는 두발로 점프

하여 내리는 방법으로 플라이오메트릭적 요소를 가미하

여 신장성 근수축 방법의 특징을 극대화시켜 지도하였

다. 허들점프는 16cm와 23cm 높이의 미니 허들을 이

용하여 두발을 이용하여 동시에 점프하여 허들을 넘고 

착지 시에도 두발이 동시에 착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

였다. 장애아동의 보행안정성 및 고유수용성 증가를 

위한 트램폴린에서의 스쿼트 운동은 지면에서 실시한 

방법을 동일하게 트램폴린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운동의 강도는 과부하의 원리와 점증부하의 원리에 따

라 적응기(1-4주, 10회, 2세트, RPE 10), 향상기(5-8

주, 12회, 2세트, RPE 12), 유지기(9-12주, 15회, 3세

트, RPE 14)로 나누어 개인의 체력수준 및 운동 적응

상황에 따라 강도를 증가시키고, 세트 사이에는 대상

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2분간의 휴식시간을 충분히 제

공하였다. 뇌병변 장애아동의 특성상 신장성 근수축 

구간에서 동작 유지의 어려움이 있어 운동초기 2주 동

안은 지도자의 보조기법 도움을 받아 수행하였으나 3

주차부터는 대상자 스스로가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절하였고, 대상자들이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

운 동작들은 지도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정확한 

자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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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 할 수 있도록 주의하였다. 신장성 근수축운동 프

로그램은 <Table 2>와 같이 제시하였다.

Table 2. Eccentric muscle contraction exercise program.

Index Exercise Intensity

Warm-up Walking and running

Eccentric muscle 
contraction 
exercise

Squat (both foot)
Squat (2up-1down)
Step down
Hurdle jump
Squat (both foot with 
trampoline)
Squat (2up-1down 
with trampoline)

<1-4 week>
10 reps X 2 sets, RPE 10
<5-8 week>
12 reps X 2 sets, RPE 12
<9-12 week>
15 reps X 3 sets, RPE 14
<rest>
2 min between set & 
exercise

Cool-down Stretching

자료처리

이 연구에서 측정ㆍ수집된 자료는 사전검사를 실시하

고 12주간의 신장성 근수축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전, 사후의 측정결과와 증

감의 차이를 비교하고 비율(%)로 산출하였다.

결과

보행능력의 변화

신장성 근수축운동 프로그램을 실시 한 후 보행능력

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 A의 6 m 

걷기는 사전검사 시 8.53초에서 사후 검사 시 7.29초

로 1.24초(-6.2%) 감소하였고, 10 m 걷기는 사전검사 

시 12.82초에서 사후검사 시 11.49초로 1.33초(-6.6%) 

감소하였다. 3 m 뒤로 걷기는 사전검사 시 9.12초에서 

사후 검사 시 8.27초로 0.85초(-4.2%) 감소하였다. 4

개 계단 오르기는 사전검사 시 6.52초에서 사후검사 시 

5.93초로 0.59초(-2.9%) 감소하였고, 4개 계단 내려가

기는 사전검사 시 6.93초에서 사후 검사 시 5.58초로 

1.35초(-6.7%) 감소하였다. 대상자 B의 6 m 걷기는 사

전검사 시 7.98초에서 사후 검사 시 7.34초로 0.64초

(-3.2%) 감소하였고, 10 m 걷기는 사전검사 시 11.77

초에서 사후검사 시 10.53초로 1.24초(-6.2%) 감소하

였다. 3 m 뒤로 걷기는 사전검사 시 7.49초에서 사후 

검사 시 7.23초로 0.26초(-1.3%) 감소하였다. 4개 계

단 오르기는 사전검사 시 6.19초에서 사후검사 시 5.32

초로 0.87초(-4.3%) 감소하였고, 4개 계단 내려가기는 

사전검사 시 6.36초에서 사후 검사 시 5.72초로 0.64초

(-3.2%) 감소하였다.

Table 3. Changes in gait ability of pre and post 12 weeks eccentric 
muscle contraction exercise.

Index Subject Pre Post Decrease

6 m forward walk test 
(sec)

A
B

8.53
7.98

7.29
7.34

-1.24
-0.64

10 m walking test 
(sec)

A
B

12.82
11.77

11.49
10.53

-1.33
-1.24

3 m backward walk 
test (sec)

A
B

9.12
7.49

8.27
7.23

-0.85
-0.26

stair up 4 steps (sec) A
B

6.52
6.19

5.93
5.32

-0.59
-0.87

stair down 4 steps 
(sec)

A
B

6.93
6.36

5.58
5.72

-1.35
-0.64

평형능력의 변화

신장성 근수축운동 프로그램을 실시 한 후 평형능력

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 A의 눈 

뜨고 외발서기는 오른발의 사전검사 시 3.42초에서 사

후 검사 시 7.74초로 4.32초(21.6%) 증가하였고, 왼발

은 4.29초에서 사후 검사 시 8.33초로 4.04초(20.2%) 

증가하였다. 눈 감고 외발서기는 오른발의 사전검사 시 

1.59초에서 사후 검사 시 3.21초로 1.62초(8.1%) 증가

하였고, 왼발은 2.75초에서 사후 검사 시 4.93초로 2.18

초(10.9%) 증가하였다. 대상자 B의 눈 뜨고 외발서기는 

오른발의 사전검사 시 3.63초에서 사후 검사 시 8.55초

로 4.92초(24.6%) 증가하였고, 왼발은 6.35초에서 사후 

검사 시 13.52초로 7.17초(35.8%) 증가하였다. 눈 감고 

외발서기는 오른발의 사전검사 시 1.38초에서 사후 검사 

시 4.88초로 3.50초(17.5%) 증가하였고, 왼발은 1.93초

에서 사후 검사 시 4.16초로 2.23초(11.1%) 증가하였다.

Table 4. Changes in balance ability of pre and post 12 weeks eccentric 
muscle contraction exercise.

Index Subject Pre Post Increase

Single leg stand in 
opened eyes (sec)

A 3.42
4.29

7.74
8.33

4.32
4.04

B 3.63
6.35

8.55
13.52

4.92
7.17

Single leg stand  in 
closed eyes (sec)

A 1.59
2.75

3.21
4.93

1.62
2.18

B 1.38
1.93

4.88
4.16

3.50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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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이 연구는 신장성 근수축 운동 프로그램이 뇌병변 장

애아동의 보행과 평형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봄으로써 뇌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신장성 근수축운동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연구

대상자A와 B의 보행능력(6 m 걷기, 10 m 걷기, 3 m 뒤

로 걷기, 4개 계단 오르기, 4개 계단 내려가기)과 평형

능력(눈뜨고 외발서기, 눈감고 외발서기) 개선에 긍정적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장성 근수축 

운동 프로그램은 뇌병변 장애아동의 보행능력과 평형능

력을 개선시킬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보행능력은 일상생활 

중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이 연

구에서 6m 걷기, 10m 걷기 그리고 3m 뒤로 걷기를 측

정한 결과 대상자 A와 B 모두 측정기록이 감소되어 보

행능력이 향상되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Yoo et al. 

[16]은 편마비 장애인를 대상으로 유산소운동과 무산

소운동을 결합한 복합운동을 수행하여 6m 걷기와 3m 

뒤로 걷기에서 각각 17%씩 감소되어 보행능력에 긍정

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 Shin & Song 

[17]은 뇌성마비 아동들을 대상으로 순환식 운동을 진

행한 결과 대동작 기능, 보행속도 및 균형능력 향상에 

긍정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대상자 A와 B의 사전 측정 시 보행자

세의 불안정성과 흔들림으로 인해 넘어지거나 중심을 

유지하는데 시간이 지체되어 보행에 어려움이 있었지

만 트레드밀에서 저속으로 걷기(3km/h)와 달리기

(8km/h)를 통하여 가속과 감속의 반복적인 움직임을 

통해 근력 조절과 운동단위 조절능력 그리고 고유수

용감각 조절작용을 통해 체중 중심이동 능력이 향상

된 것으로 생각한다. Ko et al. [18]은 경직성 뇌성마

비 아동 25명을 대상으로 전신진동자극훈련을 6주

간 진행한 결과 10m 보행걷기 검사에서 훈련 전 

43.81초에서 훈련 후 30.22초로 감소하였다고 보고

하였고, Cho et al. [19]은 뇌성마비 아동 18명을 

대상으로 8주간 가상재활을 병행한 트레드밀 운동을 

진행한 결과 10m 걷기 검사와 2분 걷기 검사에서 유

의한 변화를 주어 보행능력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로 비추어 볼 때, 신장성 근

수축운동은 지면으로부터 오는 흔들림으로 인해  근

육, 건, 인대의 활성도가 높아져 근육개시시간 단축, 고

유수용성 및 하지근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어 

안정적으로 더 강한 추진력이 생겨 보행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뇌병변 장애인의 보행기능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체중이동 및 체중지지가 중요하

다[11]는 주장이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줄 수 있다

고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 4개 계단 오르기와 내려가기를 측정한

결과 대상자 A와 B 모두 측정기록이 감소되었으며 이

는 계단 오르기와 내리기 동작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

났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ong & Yoo [20]는 편마

비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항성운동을 수행한 결과 4개 

계단 오르기와 내려가기는 운동 후에 각각 36%, 30%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고, Taracki et al. [21]은 뇌성

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12주간 닌텐도 wii- it 비디오게

임을 이용한 균형운동을 실시한 결과, 10개의 계단 오

르기에서 훈련 전 10.32초에서 훈련 후 8.42초로 유의

하게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

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쿼트

와 스텝박스 오르내리기 동작을 통해 하지근력이 향

상되어 자세의 흔들림이 감소되고 안정성이 향상되어 

기능적인 보행 활동인 계단 오르기 및 내려가기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신장성 근수축 방

법 측면에서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Del and Thomas 

[22]는 단축성 수축운동 시 운동단위 발현 비율은 신

장성 수축운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일부 저강

도의 운동에서 유사한 비율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

한 이유는 신장성 근수축운동 동안의 전반적인 근육의 

장력이 높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신장성수축의 근력

은 단축성수축의 근력보다 120%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대근력발현 시 전체 운동단위를 동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23]. 또한, 신장성 근수축운동은 근육의 적응, 

근력 발현 능력 그리고 근비대의 측면에서 단축성 근

수축운동과 비교하여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

서 신장성 근수축운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상자들의 

발목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켰으며 운동단위의 점

증(recruitment)과 발화율( ire rate)의 증가와 더불어 

운동강도에 따른 근섬유의 비율 중 type Ⅱb의 단위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뇌병변 장애아동의 근

수축 활동 시 적절한 시기에 근육을 수축시키고 이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생각한다.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성감각, 시각, 전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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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토대로 중추에서 수합 명령하여 근육을 통해 나

타내는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눈뜨고 

외발서기와 눈감고 외발서기를 측정한 결과 대상자 A

와 B 모두 측정기록이 향상되어 평형능력이 향상된 것

으로 나타났다. 허들점프와 스텝박스 내리기에서 플라

이오메트릭 형태의 운동 중 신장성 근수축운동은 근육

의 길이를 감지하여 뇌에 신호를 보낸 이후에 단축성 수

축을 통하여 근육의 길이 조절을 한다. 이러한 동작이 

신경계가 신전-단축주기(stretch-shortening cycle)

에 보다 빠르게 반응하기 위해 적응되는 과정으로[24] 

신경근계의 반응 능력을 개선시켜 신경계의 흥분을 증

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신장성 근수

축운동이 뇌병변 장애아동의 평형능력 개선에 효과적

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근육의 사전 활성기

(preactivation)가 나타나는 시점을 단축시키고 구심성 

신경에서 시작된 자극을 운동신경의 원심성 신경을 거

쳐 효과기인 근육에 도달시키는 근육 반사궁(reex 

arc) 반응 시간을 단축시켜[25] 뇌병변 장애아동의 

평형성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한

다. 아울러 인체는 움직임을 수행할 때 자세와 운동조

절을 하기 위하여 대뇌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

라 말초신경계와 근육, 척수, 뇌간, 소뇌 및 대뇌 등이

어떤 체계를 이루어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6], 특히 인체가 평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근육만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자극에 대해 근육

과 신경의 협력반응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뇌병변 자

애아동의 평형성 유지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상자의 개인별 변화를 살펴보면 연구대상자 A의 

보행 시 주된 문제점은 빈번하게 넘어지거나 쉽게 지치

며 무릎을 굽히지 않고 발을 가까이 자주 떼며 보폭이 

좁은 상태에서 보행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높은 곳

에서 낮은 곳으로의 이동 시 무릎의 굽힘(flexion)과 폄

(extension)동작이 원활하지 않아 충격을 흡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다. 계단을 이용하여 이동할 때는 

손잡이 레일을 잡고 계단을 오르고 내릴 수 있지만 왼

발만 사용하여 한 번에 한 칸씩 움직이며 달리거나 점프

동작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보행의 문

제점 중 넘어지는 빈도와 무릎관절의 굽힘과 폄 동작이 

현저하게 개선된 것으로 관찰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좌우 양측 발을 모두 이용하여 교차하며 이동할 수 있

게 되었다. 또한 트레드밀에서의 보행과 달리기 그리고 

스텝박스에서 내리는 동작 중 쿵쿵 거리는 소리가 현저

하게 감소된 것으로 보아 발목과 무릎관절에 전달되는 

충격도 일정부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연구대상자 A는 뇌병변장애와 지적장애

를 동반으로 가지고 있는 중복장애 아동임에도 불구하

고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반복적

으로 수행하며 모든 동작들을 스스로 인지하고 수행할 

수 있었다. 이는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장성 근

수축운동 프로그램을 다양한 대상자에게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연구대상자 B는 평지에서의 

보행 시 넘어지는 빈도가 감소되었으며 계단을 올라갈 

때에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이동능력에 어

려움이 있었지만 스스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을 정도

로 보행과 평형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신

장성 운동 프로그램 참여하기 전 한쪽(오른쪽)으로 쏠려 

있던 비대칭성이 양쪽의 근력이 증가하여 불안정한 무게 

중심이 안정화되고 이로 인한 고유수용감각이 향상되어 

자세조절능력과 협응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신장성 근수축운동 프

로그램이 뇌병변 장애아동의 보행과 평형능력의 향상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일상생활

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아

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울

러 뇌병변 장애아동의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지도

할 경우 다양한 신장성 근수축운동의 동작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

이 연구는 12주간 뇌병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신

장성 근수축운동 프로그램을 수행한 결과 보행능력(6 

m 걷기, 10 m 걷기, 3 m 뒤로 걷기, 4개 계단 오르

기, 4개 계단 내려가기)과 평형능력(눈뜨고 외발서기, 

눈감고 외발서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연구는 뇌병변 장애아동 2명

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이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

와 제시하고 있는 신장성 근수축운동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인 빈도, 강도, 시간 등을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더 많은 대상자를 중심으

로 신장성 근수축운동 프로그램의 효용성을 밝히고 검

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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