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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환자의 발목 보조기 착용이 발목 근육의 활성도와

선 자세 균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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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Yoon, Jang-Soon. The effect of wearing an ankle support on the activity of ankle muscles and standing posture balance for stroke 

patients. Exercise Science, 22(1): 1-9. 2013.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learn how muscle activity of tibialis anterior and medial 

gastrocnemius changes and the balanced is affected when a stroke patient wears an ankle support in standing posture.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H, K, and R clinic or hospital with 26 stroke patients who participate in the therapeutic exercise. Among the 26 subjects, 

13 of them wore an ankle support and the other 13 did not. The EMG was utilized to measure the muscle activity in the tibialis anterior 

(TA) and the medial gastrocnemius (MGCM), and the TETRAX equipment was used to calculate the stability index (SI) and the weight 

distribution index (WDI).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independant t-test. As a result, the group wearing an ankle support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uscle activity of tibialis anterior of the affected side(p<.05). In the stability index,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when the patients stood still with their eyes close, and in the static stability index(p<.05). In the 

weight distribution index, when they were instructed to stand on sponge with their eyes open (p<.05). It is considered that the ankle 

support, which is influenced to improve muscle activities and balance of stroke patients, also provides stability in the standing posture 

and affects the weight distribution. Therefore, stroke patients should take this into account when deciding to use an ankle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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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순. 뇌졸중 환자의 발목 보조기 착용이 발목 근육의 활성도와 선 자세 균형에 미치는 영향. 운동과학, 제22권 제1호, 

1-9,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뇌졸중 환자의 선 자세에서 보조기 착용과 미착용 시 발목 근육의 전 경골근과 내측 비복근에 

근 활성도의 변화가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 방법은 강원도에 위치한 H, K, R 병, 의원에서 운동치료

(Therapeutic Exercise)를 받는 뇌졸중 환자 26명중 발목 보조기 착용군 13명, 미착용군 13명으로 나누어 EMG를 이용하여 건측

과 환측의 전경골근(Tibialis anterior；TA)과 내측 비복근(medial gastrocnemius；MGCM)의 근 활성도를 측정하였고, TETRAX 장

비로 안정성 지수(Stability index；SI)와 체중 분포 지수(Weight distribution index；WDI)를 측정하였다. 결과는 독립표본 t 검정

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발목 보조기 착용군은 환측의 전경골근 근 활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5), 안정성 지

수에서는 눈 감고 선 자세와 정적 안정성 지수에서, 체중분포지수에서는 스폰지 위에 눈 뜨고 선 자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따라서 만성 뇌졸중 환자의 근 활성도와 균형개선을 위해 발목 보조기 사용이 선 자세의 안정성 제공과 체중

분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되므로 뇌졸중 환자의 발목 보조기 사용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뇌졸중, 발목 보조기, 근 활성도, 균형, 체중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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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뇌졸중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 동안 장애를 갖게 하는 원

인 중 하나이다(Hsieh et al., 2002). 뇌졸중 환자의 대부분은 

시상면에서 신체의 한쪽이 마비되는 편마비를 나타내고, 비 

마비측 하지에 체중을 유지시키는 비정상적인 정렬로 인해 

효과적인 근육활동과 체중이동을 방해하며, 균형능력의 저

하를 가져온다(Bohannon & Larkin, 1985).

이러한 균형 능력의 소실은 발목 근력의 약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보행 체계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균형능력이

라고 하였으며(Wolfson et al., 1995),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

는 균형능력의 소실로 인해 자세 흔들림이 증가, 마비된 다

리에 체중지지 감소의 결과를 가져온다(Pohl & Mehrholz, 

2006). 

특히 기능적으로 중요한 장애 중 하나는 균형능력 소실이

며, 균형은 모든 기능적인 행동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며 앉

기, 일어서기, 걷기 행동의 필수 요소이다(Yavuzer et al., 

2006). 뇌졸중 후 균형은 대칭적 자세와 안정성에서 많은 장

애를 가지게 된다. 이 문제는 외부 힘이 작용하거나 동작의 

시작에서 제한을 주게 된다(Wang et al., 2005).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는 균형능력 소실로 인해 자세의 흔

들림이 증가 되고, 마비된 다리에 체중지지가 감소되어 낙

상위험 증가의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에서 

균형능력 향상은 재활운동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Pohl & Mehrholz, 2006). 이러한 균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활운동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환측 하지로 체중지지

를 많이 하게 함으로써 균형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고, 치료 

방법으로는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 기법, Bobath 치료방법, 

신경 발달 촉진 치료와 같은 운동치료와 과제 지향적 운동 

등이며(Eser, Yavuzer et al., 2008；Salbach et al., 2004), 반복

적인 훈련을 해야 하지만 과도한 강직이나 변형이 없을 때

에는 발목 보조기가 이용되고 있다.

균형 훈련 동안 신체적 안정성(body stability)을 위해 엉덩

관절(hip joint)과 발목 관절(ankle joint)이 균형 조절에 중요

한 역할을 하며, 신체 동요(body sway)가 클 때는 엉덩관절

이 작용하고, 신체동요가 작을 때는 발목 관절이 주로 작용

한다(이한숙, 최홍식, 권오윤, 1996). 특히, 발목 관절은 신체

균형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발이 놓이는 표면에 신체

를 적응시켜 양발의 위치 변화가 있는 활동을 수행할 때 과

도한 불균형을 막아 주며 신체에 적절한 기저면을 제공하고

(Schenkman M & Bulter 1989), 발목 관절 근육의 협응 작용은 

선 자세에서 동요를 조절하여 움직임 시 무게중심이 체간에

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안정된 자세를 유지시켜 준다(채정

병 등, 2001).

일반적으로 발목 보조기는 발목 관절의 안정성을 제공하

고, 보행 속도의 증가와 보행 중의 에너지 감소를 목적으로 

처방되며, 불충분한 발목 관절의 불안정성을 보상해 주어 

균형 능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Esquenazi et al., 

2009；Fatone et al., 2009；Nolan et al., 2009). 또한 발목 보조

기의 사용은 신체의 중심을 내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고 환

측으로 체중 이동이 쉽게 되도록 하며 신체의 비대칭성을 

감소시켜정적, 동적 균형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Wang et 

al., 2005). 

균형은 기저면 내에서 무게중심을 유지하고 신체의 이동

시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여 신체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Tyson et al., 2006), 발목 보조기의 

사용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Chen 등(2008)은 뇌졸중 

환자에게 전방 발목 보조기(anterior ankle foot orthosis)를 이

용하여 뇌졸중 환자의 환경의 변화 상황에서 동적인 안정성

에 도움이 된다고 했으며, Pohl & Mehrholz (2006)는 뇌졸중 

환자와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게 발목 보조기를 착용했을 때 

자세동요가 적게 일어난다고 하였으며, Wang 등(2005)은 뇌

졸중환자의 발목 보조기에 의한 자세 조절의 역할을 알아본 

결과 아급성기에 효과가 있으나 만성기 환자에서는 이미 선 

자세의 비대칭, 기저면 증가, 근육의 단축 등 구조적인 변화

가 나타나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뇌졸중 환자의 선 자세는 체중 분산의 비대칭과 자세 동

요로 특징되어 지며(Bohannon & Tinti-Wald, 1991), 체중 분

산의 비대칭은 체중 분포의 비대칭을 의미하는 것이다. 뇌

졸중으로 손상된 자세 조절능력은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성

에 영향을 끼치며(Desrosier et al., 2002), 근 긴장도의 비대

칭, 체성 감각의 장애, 공간지각의 문제 등이 자세의 불안정

성을 만든다고 하였다(Geurts et al., 2005). 체중부하의 비대

칭성은 운동기능의 척도로 사용되어 왔고(Sackley, 1991), 비

대칭으로 인하여 선 자세의 균형 조절의 장애로 높은 낙상 

발병률을 보인다(Geurts et al., 2005).

뇌졸중 환자의 비정상적인 근육의 활성, 비정상적인 자세

역학, 감각의 장애들은 비대칭적 체중지지의 원인이 되고, 

이것은 다시 양측하지의 체중지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

로 설명할 수 있다(Brunt et al., 1995).

이와 같은 비대칭을 개선하여 기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연

구들은 Balasubramanian 등(2007), Tyrell 등(2011), 이용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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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rthosis

구분 남 여
연령(age)

(Means±SD)
신장(cm)

(Means±SD)
체중(㎏)

(Means±SD)
우측마비 좌측마미

유병기간
(month)

뇌출혈 뇌경색

보조기 착용군 8 5 57.92±4.90 160.53 ±8.49 58.00 ±8.32 3 10 9.69±1.25 8 5

보조기 미착용군 5 8 58.92±5.51 160.84 ±8.56 56.69 ±8.51 6 7 9.07 ±1.25 9 4

*p<.05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2012)으로 주로 보행과 관련이 있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발목 관절의 근 활성도에 대한 연구에서 박상영(2011)은 

발목 보조기의 발목 관절 각도에 따른 근 활성도 비교, 

Berger 등(2010)은 다리의 등척성 운동 후, Scott 등(2012)의 

신발의 유형에 따라서, 박제영(2010)은 입각기에서 인솔 착

용, Forghany 등(2012)은 평평한 신발을 신고 보행 시 등의 

발목 근의 활성도를 다양하게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연구에서 발목 보조기의 형태에 따른 자

세 안정성이나 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연구들이 있었

고(Chen et al., 2008；Chen et al., 1999；Wang et al., 2005), 

발목 보조기의 착용 유무에 따라 보행에 미치는 효과에 대

하여 논의 되고(Esquenazi et al., 2009；Fatone et al., 2009；

Nolan et al., 2009)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보조기를 통해서 기능 향상이나 균형

능력 향상, 일상생활 향상에 중점을 둔 치료적인 면을 강조

한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움직임에 기초와 시작이 되는 선 

자세의 변화에 대한 연구 자료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목 보조기 착용 유무로 뇌졸중 

환자의 발목 근의 활성도 변화나 정적 균형, 체중 분포에 어

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환자의 기능 향상을 위한 효

과적인 보조기 적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강원도에 위치한 H, K, R 대학 병, 의원

에서 2012년 6월부터 8월까지 뇌졸중 환자로 소뇌와 전정기

관 질환, 양 하지에 신경학적 손상, 시각 및 청각 장애를 가

진 자를 제외하고 뇌졸중 진단 후 6개월 이상 경과되고, 약

식정신상태검사(MMSE-K)의 점수가 24점 이상, Berg 균형척

도가 41점 이상, 타인의 신체적 도움 없이 10분 이상 독립적

인 선 자세 유지가 가능하며, 목 관절이 수동적으로 10도 이

상 배측굴곡 가능하고, 환자 본인과 보호자가 본 연구의 참

여에 동의한 자로, 운동치료를 받고 있는 뇌졸중 환자 중 90

도 저측 굴곡 제한 플라스틱 단 하지 보조기를 마비측에 착

용하고 있는, 발목 보조기 착용군 13명, 보조기 미착용군 13

명으로 총 26명을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2. 연구절차

모든 연구대상은 의사의 진료를 통하여 성별, 나이, 신장, 

체중, 과거력, 유병 기간, 마비 측, 진단 등의 특성을 기록한 

후, 발목 보조기 착용과 발목 보조기 미착용군으로 무작위 

선정하여, Tele Myo 2400T dynamic electro myography 

(Noraxon Inc. Arizona, U.S.A)를 이용한 근전도 검사, 균형 

측정 장비(TETRAX)로 안정성 지수, 체중분산 지수를 측정하

였으며, 환자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측정 전

에 검사방법을 2회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후 3회를 측정하

여 평균한 수치를 적용하였다.

3. 발목 보조기 및 측정장비

1) 보조기

발목 보조기는 관절형 발목 보조기로 발목의 내측 과와 

외측과는 착용 시 닿지 않도록 1/8인치 덧붙임과 높이기를 

하였으며 중족궁(longitudinal arch)를 유지하거나 받쳐주기

(support)위하여 족궁(arch support)을 만들었다. 발의 중족골

두 부분의 내측부분과 외측부분은 체중지지를 받을 때 넘어

지는 경향이 있어 내측과 외측을 각각 1/16인치씩 넓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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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stability index of ankle foot orthosis wear and no wear group

구      분
발목 보조기 착용군(N=13) 발목 보조기 미착용군(N=13)

t p
Mean±SD Mean±SD

마비측 전경골근 19.71±3.88 20.36±3.37 3.3.7 .006
*

마비측 내측비복근 26.64±5.83 26.64±5.8 1.50 .159

건측 전경골근 14.54±2.85 13.50±3.97 .91 .38

건측 내측비복근 12.47±7.53 13.49±4.66 .39 .69

*

p<.05

재료는 5 mm의 170 °C에서 녹는 열가소성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하여 족배 굴곡 90 ° 멈춤형(posterior 90 ° ankle stop 

type)으로 만들었다<그림 1>.

2) 근 활성도의 측정

근 활성도는 Tele Myo 2400T dynamic electro myography 

(Noraxon Inc. Arizona, U.S.A)장비로 측정하였고, 부착부위

는 환측 전경골근과 환측 내측 비복근에 Zipp(1982)의 연구

를 기준으로 근전도 부착부위는 환측으로 전경골근의 근위 

1/3부위과 아킬레스건과 내측 비복근이 만나는 부위에서 근

위부 2 ㎝의 내측 비복근의 근복에 부착하였다. 수집된 표면

근전도 신호는 디지털 신호로 Myoresearch-XP 1.07 소프트웨

어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근전도 신호의 표본 추출률은 

1000 Hz로 설정하였고 대역통과필터(band pass filter)를 이용 

하여 20~500 Hz로 필터링 하였으며, 60 Hz 노치필터를 사용

하였다. 패드는 (주)바이오 프로테크의 2.5*5 ㎝의 것을 사용

하였다. 선 자세의 측정은 5초간 측정을 하고 시작과 끝날 

때의 각 1초를 제외한 3초를 데이터로 사용하며, 3회 실시한 

평균값을 결과 값으로 하였다.

3) 안정성지수 및 체중분포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 뇌졸중 환자의 균형능력 중 정적균형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Tetrax Portable Multiple System (Tetrax, 

Tetrax Ltd, Ramat Gan, Israel)을 사용하였다.

검사 전 연구절차를 충분히 설명한 후 발목 보조기를 착용

한 상태 또는 신발을 착용한 상태로 양 발을 측정 판에 위치시

키고, 눈 뜨고, 눈 감고 바로선 자세, 스폰지 위에서 눈 뜨고, 

눈 감고 바로선 자세에서 5초 동안 자세의 안정화 여부를 확인

하고 32초간 측정하였다. 본 검사는 각각 3번 측정 후 평균값을 

결과 값으로 사용하였다(Laufer et al., 2003). 이 측정 장비의 

검사자내 신뢰도는 r=.88, 검사자간 신뢰도는 r=.95이다

(Kohen-Raz, 1991).

4.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의 모든 통계적 분석은 WINDOW용 PASW ver. 

18.0을 이용하여 각 집단 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

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모든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α=.05로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발목 보조기 착용군과 미착용군의 근 활성도

보조기 착용군과 미착용군의 근 활성도의 수치는 보조기 

착용 유, 무에 따라 선 자세의 균형 유지 시 나타나는 최대 

근 활성도 수치를 상대적 비율로 표준화 하여 비교하였다. 

마비측 전경골근에서 발목 보조기 착용군이 19.71±3.88 %, 

발목 보조기 미착용에서 20.36±3.37 %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5). 그러나 발목 보조기 착용군의 환측 내측 비복

근에서 발목 보조기 착용군이 26.64±5.83 %, 발목 보조기 미

착용 26.64±5.8 %로, 건측 전경골근에서 발목 보조기 착용군 

14.54±2.85 %에서 발목 보조기 미착용 13.50±3.97 %로 유의

하지 않았다<표 2>.

2. 발목 보조기 착용군과 미착용군의 안정성 지수 

안정성 지수에 대한 결과는 눈 감고 선 자세에서 발목 보

조기 착용군은 30.60±9.61, 발목 보조기 미착용군은 34.07± 

6.92, 정적안정성 지수는 발목 보조기 착용군은 43.38 ±.764, 

발목 보조기 미착용군은42.38±.96로 유의 하였다. 그러나 눈 

뜨고 선 자세에서 발목 보조기 착용군은 20.62±3.75, 발목 

보조기 미착용군은 24.07±2.90, 스폰지 위에서 눈 뜨고 선 

자세에서 발목 보조기 착용군은 26.98±5.77, 발목 보조기 미

착용군은 29.56±5.95, 스폰지 위에서 눈 감고 선 자세 발목 

보조기 착용군은 31.93±7.03, 발목 보조기 미착용군은 35.75 

±6.38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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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 of weight distribution index of ankle foot orthosis wear and no wear group

구        분
발목 보조기 착용군(N=13) 발목 보조기 착용군(N=13)

t p
Mean±SD Mean±SD

눈 뜨고 선 자세 6.23±1.23 6.35±.72 .32 .75

눈 감고 선 자세 6.25±1.37 6.63±1.32 1.15 .27

스폰지 위에 눈 뜨고 선 자세 6.03±1.87 7.70±2.93 2.31 .03
*

스폰지 위에 눈 감고 선 자세 7.69±2.53 7.64±2.96 .05 .97
*

p<.05

Table 3. Result of stability index of ankle foot orthosis wear and no wear group

구    분
발목 보조기 착용군(N=13) 발목 보조기 미착용군(N=13)

t p
Mean±SD Mean±SD

눈 뜨고 선 자서 20.62±3.75 24.07±2.90 .91 .37

눈 감고 선 자세 30.60±9.61 34.07±6.92 2.25 .044
*

스폰지 위에 눈 뜨고 선 자세 26.98±5.77 29.56±5.95 1.25 .23

스폰지 위에 눈 감고 선 자세 31.93±7.03 35.75±6.38 .05 .95

정적 안정성 지수 43.38±.764 42.38±.96 2.66 .021
*

*

p<.05

3. 발목 보조기 착용군과 미착용군의 체중분포 지수

체중분포 지수에 대한 결과는 눈 뜨고 선 자세에서 발목 

보조기 착용군은 6.23±1.23, 발목 보조기 미착용군은 

6.35±.72, 눈 감고 선 자세에서 발목 보조기 착용군은

6.25±1.37, 발목 보조기 미착용군은 6.63±1.32, 스폰지 위에

서 눈 감고 선 자세에서 발목 보조기 착용군은7.69±2.53, 

7.92±3.36, 발목 보조기 미착용군은 7.64±2.96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스폰지 위에서 눈 뜨고 선 자세에

서 발목 보조기 착용군은 6.03±1.87, 발목 보조기 미착용군

은 7.70±2.9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표 4>.

Ⅳ. 논의

뇌졸중 환자에게 발목 보조기의 사용은 비정상적인 보행

에 대한 개선을 위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보행과 함께 

균형의 문제의 개선은 뇌졸중 환자의 재활에서 중요한 부분

이다. 뇌졸중 환자의 재활운동에서 중요한 목적은 환측 하

지로 체중이동 능력을 향상시켜 대칭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안정성을 회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발목 보조기의 착용 유무에 따라 보행에 

미치는 효과가 논의 되었고(Esquenazi et al., 2009；Fatone et 

al., 2009；Nolan et al., 2009), 발목 보조기의 형태에 따른 자

세 안정성이나 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연구들이 있었

다(Chen et al., 2008；Chen et al., 1999；Wang et al., 2005).

자세 조절은 기저면 내에 신체 중심을 유지하는 것이 라

고 할 수 있으며 작은 동요에는 발목 전략을 이용하게 되고 

발의 근력이나 감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발목 관절 전략은 발목의 적절한 가동 범

위와 근력이 필요하게 되며, 발목 보조기는 발목 관절의 안

정성과 적절한 체중 부하를 제공해 준다(Chen et al., 2008；

Wang et al., 2005).

뇌졸중 환자의 발목 보조기에 관하여 Chen 등(2008)은 발

목 보조기의 착용 유무에 따라 외측으로 체중의 이동과 손

상 측의 체중 지지의 증가를 통하여 동적인 안정성에 도움

이 되는 것으로 보고했으며, Pohl & Mehrholz(2006)는 발목 

보조기 착용 유무에 따른 선 자세의 자세동요 변수를 측정

한 결과 발목 보조기를 착용했을 때 자세동요가 적게 일어

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Wang 등(2005)은 발병 6개월 이전

과 12개월 이후의 발병기간에 따른 발목 보조기에 의한 자

세 조절의 역할을 알아본 결과 초기의 발목의 안정성을 제

공하는 것에는 효과가 있으나 만성기 환자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는 상반된 견해의 연구들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목 보조기 착용집단과 발목 보조기 미착

용집단으로 나누어 발목 보조기 착용유무에 따른 발목 근육

의 근 활성도와 선 자세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 결과 근 활성도 변화는 마비측의 전경골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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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마비측의 내측 비복근과 건측의 

전경골근, 내측 비복근의 근 활성도에서 변화는 있었지만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정선과 박상영(2011)이 발목 보조기의 

발목 관절 각도에 따른 근 활성도를 비교한 결과 비복근과 

전경골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Berger 등(2010)은 

한 다리의 등척성 운동 후 운동한 다리의 전경골근의 근 활

성도는 감소되고 내측 비복근은 증가되어 신체 안정성에 영

향을 주고, Scott 등(2012)의 신발의 유형에 따라서 중간 입각

기에 전경골근이나 내측 비복근의 근 활성도에 유의한 차이

가 있었고 보행시 근 활성도는 전경골근에서 증가되었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발목 관절의 각도나, 운동들을 고

려하지 않았으며, 신발의 무게는 보행 시 전경골근의 활성

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근 활성도에 차이가 발

생한 것으로 보이며, 중간 입각기에서 내측 비복근의 활성

도가 증가하였으나 후경골근에서는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선 자세에서 실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윤혜선 등(2004)은 기저면의 넓이에 따라 전경골근, 

내측비복근의 근 활성도 차이는 없었고, 박제영(2010)은 중

간 입각기에서 인솔 착용이 비복근의 근 활성를 감소시키

며, Forghany 등(2012)은 평평한 신발을 신고 보행 시 중간 

입각기에 비복근의 근 활성도는 증가되지 않았고, 

Franettovich 등(2012)은 평발의 맨발 보행에서 보조기 사용

과 테이핑은 전경골근의 최대 활성도를 감소시킨다고 하는 

상반된 연구들도 있었는데, 이것은 보행중이거나 신발, 인

솔 등 다양한 요인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의 결과 전경골근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은 보조기에 의

한 고정으로 미 착용군에 활성도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이

며, 전체적으로 발목 보조기 착용이 발목 근 활성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발목 보조기 착용에 따른 안정성에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Park 등(2009)은 전방 또는 후방의 발목 보조기 유형에 따른 

균형 차이는 없으며, Kim 등(2011)은 맨발과, 동적 발목 보조

기, 전통적인 발목 보조기를 착용 후 머리의 좌우측 움직임

에 따라 눈 감고 선 자세의 안정성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임

호용과 박승규(2007)는 정적 동요에서 전방과 후방 동요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좌우 동요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

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안정성 지수에서는 모든 자세에서 감소하는 양

상을 보였으나 눈 감고 선 자세와 정적 안정성 지수에서 유

의한 감소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Chen 등(2008)이 발목 보조기 착용 시 

둔부전략보다 발목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여 안정성을 제공

하고, Simonsa 등(2009)은 동적 균형과 체중지지에 발목 보조

기의 효과는 없었으나 보행에서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들

이 있는데 대부분 정적 균형과 보행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들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발목 보조기의 보상작용 기전의 영향일 것이라는 

연구들이 있는데 (Simonsa et al., 2009), 본 연구의 결과 자세 

동요가 전체적으로 감소되고 안정성 지수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때 Chen 등(2008), Kim 등(2011), Pohl & 

Mehrholz (2006)의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와 비슷

한 결과로 보여 진다.

그러나 뇌졸중 환자의 편측 하지에 발목 보조기의 착용은 

기능적인 움직임을 제한하는(Wang et al., 2005) 기능도 있음

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발목 보조기 착용에 따른 체중분포에 관련된 연구들은 

Kim 등(2011)은 발목 보조기의 착용이 눈 감고 선 자세에서 

머리의 좌우측 움직에 따라 체중분산에 차이가 있었으며, 

전후방 고정의 보조기 유형에서는 두 보조기간 체중분산에

는 차이가 없었고, 임호용과 박승규(2007)는 체중 지지율에

서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체중 분포지수에서는 스폰지 위에서 눈 뜨고 

선 자세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기타의 자세에서는 

감소가 있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Kim 

등(2011)은 머리의 움직임에 따라 체중분포에 보조기가 도

움이 되며, Pohl & Mehrholz(2006)의 28명의 뇌졸중환자와 외

상성 뇌손상환자에게 발목 보조기 착용유무에 따른 자세동

요 연구에서 발목 보조기 착용이 자세동요가 줄었다고 보고

한 결과와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결과로 보여 지며, 안정성

과 체중분포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발목 보조기가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발목 보조기 착용이 안정성을 높였다고 보고한 선

행 연구들의 결과(Wang et al., 2005；Chen et al., 1999；임호

용 등, 2004；박소연 & 박정미, 2002)들과 일치하는 것은 아

니지만 본 연구에서 체중 분포지수의 차이가 작아진 의미는 

발목 보조기가 안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안정성 지수의 의미 있는 변화는 체중분포에도 기

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에서 상반된 결과들이 

다양하게 논의 되고 있으나 뇌졸중 만성기에 발목 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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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은 안정성을 높이지만 만성기에는 효과가 없으며(Wang 

et al., 2005), 이용우(2004)는 체중지지의 대칭성이 보행에 중

요하며, Benjuya 등(2004)은 선 자세에서 감각계와 지지면의 

변화에 따라 신체 동요의 양과 시간이 증가하여 전경골근 

등의 발목 주위의 근육들이 상호수축작용이 필요하다고 하

였고, Chen 등(2008)은 뇌졸중 환자의 균형유지에 발목 보조

기의 착용 유무에 따라 외측으로 체중의 이동과 손상 측의 

체중 지지의 증가를 통하여 동적인 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많은 연구들에서 대부분 보조기의 필요성을 제시

하고 있는데, 이상의 결과에서 보듯이 발목 보조기 사용이 

만성 뇌졸중 환자의 정적 균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뇌졸

중 환자들은 해부학적 손상의 정도나 손상부위가 차이와 다

양한 환경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 있고 환자에게 적합한 균

형훈련 변수를 선택하여 환자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 수단을 선택 하여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발목 보조기 착용 유무에 따라

서 발목 근의 근 활성도와 선 자세의 안정성 지수, 체중분포

지수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근 활성도는 마비측 전경골근

에서 보조기 착용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안정성 지

수에서는 눈 감고 선 자세, 정적 안정성 지수에 차이가 있었

다. 체중 분포 지수에서는 스폰지 위에 눈 뜨고 선 자세에서

만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의 발목 보조기 착용

은 선 자세에서 근활성도, 안정성, 체중분포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선정조건에 충족하는 일부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모든 뇌졸중 환자에 대해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는 제한점이 있으며, 뇌졸중 환자의 

재활과정에서 균형능력 개선은 중요한 부분이며, 보조기를 

착용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조기의 선택과 착용기간을 결정

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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