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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머리-목 회전이 면부전마벼 환자의 

팔꿈치 선전근력에 마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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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investigation was to exarnine the influence of head and neck(HN) 
position in the transverse plane on the static production of elbow extension force in the 
involved(paretic) upper extremity of patients with hemiparesis. On this study, thirty 
patients who had experienced a cerebrovascular accident were matched with 
neurological1y intact subjects. Force of static elbow extension was tested with a 
hand-held dynamometer, twice with the HN rotated toward the paretic side and twice 
with the HN rotated toward the non-paretic side. Elbow extension force differed 
significantly with the HN in the two position in patients with hemiparesis but not in 
normal persons (ct=O.05). Res비ts of this study support the conclusion that HN position in 
the transverse plane influences the production of static elbow extension force on the 
paretic side in patients with hemipar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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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머리와 목의 위치에 따른 사지 근육 활동 

의 변화는 Magnus와 de Kleijin(1912)에 의 
해 긴장성 목반사라는 이름으로 처음 제기되 

었다. 이들은 대뇌 피질이 제거된 토끼 연구 

에서 지절의 근긴장도가 머리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며， 이 반사가 목에 위치한 고유감각 

수용기의 자극에 의해 얼어난다고 주장하였 

다. 이 주장은 McCouch등(1951)의 미로가 

제거된 고양이 연구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 

다. 그중 머리-목 회 전에 따른 지절의 변화 

를 비대칭성 긴장성 목반사(asymmetrical 
tonic neck reflex, A TNR)라 하는데， 전통적 
인 형태는 머리와 목이 회전되었을 때 얼굴 

쪽 지절에서는 신전과 외전이， 머리 쪽에서 

는 굴곡과 내전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반사 

는 사지 전체에서 모두 보이지만 하지보다는 

상지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Rider， 
1972). 

일반적으로 원시 반사들은 보다 성숙된 정 

위반사와 평형반용에 의해 억제됨에 따라 점 

차 감소하게 되나(Fiorentino， 1973), 사라지 
는 것이 아니라 상위 중추가 성숙함에 따라 

통합되 는 것 이 다(Ayres， 1972). 비 대 칭 성 긴 
장성 목반사도 다른 정상 유아의 원시반사처 

럼 출현과 통합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시기 

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을 달리 

하고 있다. 비대칭성 긴장성 목반사의 출현 

과 통합시기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 

나 대체로 생후 5개월 수준에서 사라진다는 
것과， 그 이후에 이 반사가 나타나는 것온 

비정상적인 발달의 정후라는 것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비대칭성 긴장성 

목반사가 통합된 이후에 정상적으로 이 반사 

가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 

란의 여지가 많이 남아 었다. 

Wells(1944)는 정상 성인에게 긴장성 목반 

사가 일어 날수 있음을 처음으로 제시하였고 

Parannenter(1975)는 6-10세의 아동들을 대상 

으로 연구한 결과， 아동들이 손을 무릎에 얹 

고 꿇어앉아 있을 때 머리와 목을 돌린 쪽의 

지절에서 비대청성 긴장성 목반사가 일어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5-6세와 7-8세의 정상아 

와 뇌성마비 아동과의 비교 연구에서 권오윤 

과 정낙수(1990)도 뇌성마비 아동에 비해 그 

정도는 약하지만 정상 아동에게도 이 비대칭 

성 긴장성 목반사를 발견할 수 있었다. Deu
tsch 둥(1987)은 18-35세의 학생 48명을 대상 

으로 머리-목 위치가 동척성과 둥장성 운동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비대칭성 

긴장성 목반사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상지 치료계획 수립시 이점올 고려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반면， Geddes와 0’Grady(1979)는 20-32세 
의 정상 성인올 대상으로 실험 한 결과 J긴장 

성 목반사의 정후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 

다. Anderson과 Bohannon(1989)은 21-55세 

의 정상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엎드린 자세 

에서 머리 회전이 팔꿈치 신전근의 근력에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비대칭성 긴 

장성 목반사가 성인에게 영향올 주지 않는다 
고 결론지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사란 어떤 자 

극에 대한 반용이며， 신생아 때 나타나는 원 

시반사는 아동이 정상 발달하면서 그 영향력 

이 점차 감소되어 더 높은 수준의 정위 또는 

평형반웅으로 통합된다. 그러나 상위중추 신 
경계에서 억제하는 통제기능이 손상올 받거 

나 지연되었올 때 원시반사들은 통합되지 않 

고 정 상발달이 나 감각통합올 방해 한다(Fiore

ntino, 1973). 그러므로 뇌성마비 아동들에게 
이 반사는 뚜렷이 나타나며(권오윤과 정낙수， 

1990; Bobath, 1971; Gesel1, 1938) 신 경 학적 
손상 수준과 회복 정도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의 하나로 검사되고 있다(Parannenter， 
1983; Rider, 1972). 그러나 뇌성마비와는 달 

리 정상발달올 거친 후에 질병이나 사고 둥 

으로 인하여 뇌손상을 받은 환자에게서도 같 

은 반웅올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가 

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뇌혈관 장애로 인 

한 편마비와 비대칭성 긴장성 목반사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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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에 대 해서 는 Bobath와 Brunnstrom의 주장이 

대 표적 이 다(Warten， 1984). Brunnstrom(1970) 
은 이 반사훌 비롯한 다른 원시반사들이 뇌 

혈관 장애 후에 나타나는 것은 운동조절이 

다시 통합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는 것을 뜻 

하며， 이 반웅을 운동이나 동작에 이용하여 

정상적인 조절 형태를 재 구축시키려 하였다. 

다시 말해 편마비 환자의 의지적인 팔꿈치 

선전에 머리-목 회전에 따른 지절의 변화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Bobath 
(1978)는 편마비 환자에게 버대창성 긴장성 

목반사가 나타나는 것은 인정하였으나， 이 반 

사가 정상적인 고위중추 수준의 정위반웅과 

평형반웅의 통합올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따 • 

라서 머리-목 회전율 야용하여 동작올 유발 

시키는 것은 원시적이고 전형적인 형태를 강 

화하여 선택적인 동작으로의 진행을 차단한 

다고 하였다;‘이외에도 많은 연구에서 머리

목 회전이 사지 곤육 활동의 변화에 영향올 

미 친다고 주장하고 있다(Rider，‘ 1972; Gillet~ 
1964). 특히 W~lshe(1923)는 편마비 환자에 게 
서 비대칭성 긴장성 목반사와 강직과의 관계 

를 관찰하여 머리-목 회전이 지절에 나타나 

는 강직의 강도와 분포에 변화를 준다고 했 

으며 이 것 은 Twitchel1 (1951)에 의 해 재 확인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Waπ'en(1984)은 근전도를 

이용하여 각각 14명씩의 편마비 환자와 정상 

대조군에서 머리-목 회전과 비대칭성 긴장성 

목반사와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편마비 환자 

와 정상인 모두에게서 비대칭성 긴장성 목반 

사의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Bohannon 
과 Andrews(1989)도 31명의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머리-목 회전이 마비된 쪽의 팔꿈 

치 굽혐 근력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같이 원시반사가 통합된 이후의 정상 

인에게서나 뇌손상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들 

에게서 머리-목 회전이 사지 근육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상이 

한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 

은 일반적으로 쉽게 취할 수 있는 자세<Boh

annon, 1986)에서， 엄상적으로 많이 고려되는 

근력검사(Clarkson 과 Gilewich, 1989)를 통 

하여 정상 성인과 편마비 환자에게서 머리

목 회전이 사지 근육의 활동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었다. 만일 비대칭성 

긴장성 목반사가 근육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보인다면 임상에서의 평가와 치료 

과정에서 머리와 목악 위치가 고려 되야 할 

것이 다(Kottke 등， 1988). 

n.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및 기간 

본 연구의 대상은 뇌혈관장애로 언하여 편 

마비 증상이 있다고 진단을 받고 국립재활병 

원， 원주 기독병원， 의정부 성모병원， 상지대 

학교 부설 한방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 
는 환자 30명과 이 연구의 취지를 알고 참여 

하겠다고 자원한 머리회전과 상지운동의 영 

향을 미치는 정형 외과적 신경 생리학적 문 

제가 없는 정상인 30t청을 대상으로 하였다(표 

1, 2, 3, 4). 
본 연구에 참가한 편마비 환자는 다음의 

선정조건올 갖추었다. 

첫째， 뇌혈관 장애로 인하여 이차적으로 편 

마비가 된 환자. 

둘째， 연구자가 지시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따룰 수 있는 환자. 

셋째， 머리-목 회전이 수의적으로 가능한 

환자. 

넷째， 환측의 팔꿈치 신전근력이 1.0 kg 이 
상의 힘을 낼 수 있는 환자. 

2. 실험방법 
모든 피험자들은 치료대에 편안하게 바로 

누운 자세로 어깨는 30。 정도 외전시킨 후 

팔꿈치는 90。 굴곡시키고 전완은 중립 위치 

에 두었다. 무작위로 머리와 목의 위치를 설 

정 한 후 Hand-held dynamometer를 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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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돌기 (styloid process)바로 윗부분에 수 에 측정자 임의로 Dynamometer롤 이탈시켰 

칙으로 대었다. 대리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30초의 휴식율 취한 후 같은 자세에서 재 

어께와 팔의 앞쪽을 고정하였다. 구두지시와 측정을 하고， 다시 1분간의 휴식후 머리와 목 

함께 최소한 3초 이상의 팔꿈치 신전근의 둥 의 위치를 반대 방향으로 놓고 다시 측정하 

척성 운동을 하게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최 였다. 시각적인 되먹임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 

대 근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구두지시률 3 험자의 눈은 가리고 실시하였다(그림1). 
초 이후에도 계속 주고 운동 시작 4-5초 후 

그립1. 피험자의 측정 자세 

3. 분석방법 

편바비 환자와 정상인 각각의 머리一목 회 

전에 따른 팔꿈치 신전근의 변화를 비교하 

기 위하여 짝비교 t검정을 하였으며 롱계 처 

리에는 SPSSIPC+률 사용했다. 통계학적 유 

의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유의수준 a=O.05로 

하였다. 

표1. 편마비 환자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 

남(%) 

65세 미 만 8(26.7) 

65세 - 74세 4<13.3) 

75세 이상 3<10.0) 

계 15(50.0) . 

평균연령: 64.2 :t 11.5( 세) 

m.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쩍인 륙생 
가. 편마비 환자의 성별 및 연령분포 

연구대상자 30명중 남자가 15명 (50%)， 여자 

가 15명 (50%) 이었으며 연령분포는 33세에서 

81세까지로 평균연령온 64.2세였다(표1). 

(단위: 명) 

여(%) 계(%) 

7(23.3) 15 (50.0) 

4<13.3) 8 (26.7) 

4(13.3) 7 (23.3) 

15(50.0) 3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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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편마비의 환측 분류 

연구대상자 30명중 우측편마비 환자가 17 으로 우측편마비 환자가 좌측편마비 환자보다 

명 (56.7%) ， 좌측편마비 환자가 13명 (43.3%) 4명 많았다(표2). 

표2. 편마비의 환측분류 

우측편마비 

화측편마비 

계 

환자수(명) 

17 

13 

30 

백분율(%) 

56.7 

43.3 

100.0 

다. 발병후 기간 기간을 보면 최저 1개월에서 최고 1l07R 월까 

1996년 7월 31 일 기준으로 환자의 발병후 지 였다(표3). 

표3. 벌·병후 기간 

6개월 이하 

7개월 - 187ß 월 

19개월 이상 

계 

환자수(명) 

13 

9 

8 

30 

백분율(%) 

43.3 

30.0 

26.7 

100.0 

라. 대조군의 일반적인 특성 여자가 23명 (76.7%)이었으며， 연령분포는 53세 

연구대상자 30명 중 남자가 7명 (23.3%) ， 에서 83세까지로 평균연령은 72.6세였다(표4). 

표4. 대조군의 일반적인 특성 

성 

남 (n=7) 

여 (n=23) 

평균연령: 72.6 ::t 6.30(세) 

나이(세) ::t 표준편차 

71.6 ::t 9.32 

73.0 ::t 5.30 

2. 실험군에서 머리-목 회전에 따른 활꿈 했을 때의 측정값과 후두부가 실험지절을 향했 
치 근력차에 대한 벼교 올 때의 근력 측정값간의 차이에는 p<O.05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5). 
편마비 환자에게서 얼굴이 실험지절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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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편마비 환자에게서 머리-목 위치에 따른 근력 비교 (N=30) 

얼굴측 

후두측 

*p<O.05 

근력 (kg， 평굵±표준편차) 

5.4933 :t 2.365 

4.7α)() :t 2.434 

자유도 t-값 Prob. 

29 4.72 O.αm 

3. 대조군애서 머리-목 위치에 따른 근력 때의 측정값과 후두부가 실험지절을 향했을 

벼교 때의 근력 측정값간의 차이에는 P>0.05로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6). 
정상인에게서 얼굴이 실험지절을 향했을 

표6. 정상인에게서 머리-목 위치에 따른 근력 비교 (N=30) 

Prob. 

얼굴측(n=30) 

후두측(n=30) 

*p>0.05 

근력 (kg， 평균±표준펀차) 

7.2817 :t 3.616 

7.3367 :t 3.756 

N. 고찰 

1. 실험방법얘 대한 고찰 

본 연 구에 서 는 Hand-Held Dynamometer 
를 사용하여 머리-목 회전에 따른 팔꿈치 

신전근력의 차이를 퉁척성 운동을 통하여 알 

아보려 하였다. Hand-Held Dynamometer는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그 신뢰도가 높다고 

인정되었으며 (Trudelle-Jackson 둥， 1994; 

Bohannon, 1986), 여러 연구에서 풍척성 운 

동시 근력측정에 자주 사용되었다(이정원 퉁， 

1996; Andrews 둥， 1996; Brinkmann, 1994; 

Bohannon 둥， 1991). 다만 다른 연구들이 대 

부분 굽힘근을 대상으로 실험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신전근을 측정하였다. Fellow 

등(1994)이 25명의 펀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팔꿈치의 수의적인 운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길항근의 고긴장도라기 보다는 주동근의 긴 

장도에 따른다는 연구에 바탕을 둔‘것으로 

자유도 t-값 

29 - 0.32 0.750 

일반적으로 편마비 환자들이 상지 근육의 

굽힘 근에 서 협 력 작용(synergy pattem)을 통 

한 고긴장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굽힘근을 측 

정한다는 것은 제한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신전근올 태하였다. 

그러나， 많은 편마비 환자들이 피질조절 

(cortical controD 장애에 의한 흉쇄유돌근의 

약화가 초래되어 능동적인 머리-목 회전이 

힘들게 된다(Mastaglia 둥， 1986).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환측방향으로 머리-목 회전을 시도 

하였을 때 회전된 상태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머리를 중립방향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강해 

져 완전한 머리-목 회전이 유발되지 않올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완전히 팔꿈치 

신전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관절의 

외회전근 또는 내회전근을 함께 사용할 수 

있었기에 측정시 어깨와 상완을 고정하였다. 

실험결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한쪽 방향에 

서 2회 측정한 후 그 측정값의 펑균으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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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분석의 측정치로 삼았는데 이는 연세대학 

교 원주캠퍼스에 재학 중인 3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률 한 결과 급간내 상관계 

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가 실 험 
지절과 얼굴이 일치하였을 때 0.99, 그 반대 

방향에서는 0.98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평 

균을 측정값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2. 실험결과에 대한 고활 

머리-목 회전에 따른 사지의 근 긴장도 변 

화는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중추 

신경계의 수준올 평가하는 척도로서의 역할 

을 수행하고 동시에 GeselH(938)이 강조했듯 

아 기능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준다. 특히 편 

마비 환자의 경우 협력작용의 하나로 얼굴과 

목이 환측으로부터 돌아가 있는 경향이 뚜렷 

하기 때문에 비대칭성 긴장성 목반사가 편마 

비 환자에게 영향올 미친다면 목의 위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은 환측의 굴곡 경향 

올 더욱 강화될 것이다. 본 연구는 머리-목 

회전에 따른 팔꿈치 근력의 변화를 살펴보아 

비대칭성 긴장성 목반사가 편마비 환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대조군으로 비슷한 연령의 정상인을 대상으 

로 같은 실험을 하여 편마버 환자에게 단목 

적으로 반사의 영향이 이루어지는지의 여부 

를 보이고， 나아가 원시반사가 통합된 이후 

에 일정한 상황에서 다시 그 반사가 나타날 

수 있늠가도 함께 알아보았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누워있을 때 

편마비 환자에게서 머리-목 회전에 따라 팔 

꿈치 신전근력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것은 

Bohannon과 Andrews(1989 )가 갈은 실험 방 

법으로 팔꿈치 굽힘근에 행했던 실험을 반박 

하는 것이다. 반면 정상언에 경우에서는 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이것 역시 이전에 행 

해졌던 많은 실험들의 결과를 인정 (Ander

son과 Bohannon, 1989; Geddes와 0 ’Grsdy, 
1989)또는 반박(권오윤과 정낙수， 1990; De
utsch, 1987; Parementer, 1975)하는 것 이 다. 

그러나， 뇌혈관 장애의 영향이 여러 가지 요 

인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선행연구에 

서 간과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그 요 

인들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다. 

먼저， 뇌혈관 장애에 의한 좌， 우측 손상 

영역에 따른 나타나는 증상의 차이가 았다는 

점이다. 보통 좌측 편마비 환자의 경우 공간 

인식능력 결여롤 비롯하여 전체적인 지각능 

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우측 펀마 

비 환자는 운동신경 장애와 운동초기에 실행 

의 어려웅， 운동지연， 그리고 방향감각 결핍 

둥의 특정을 지니고 있다(Umphred， 1990). 상 

기 사항들은 편마비 환자의 손상측에 따라 

다른 실험결과흘 보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좌， 우측편마비 환 

자간의 팔꿈치 근력차에 대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물론 전체적인 근력의 수치의 차이는 

보였으나 머리-목 회전에 따른 근력차에는 

손상영역의 위치가 영향올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발병후의 기간을 1-6개월， 7-18개월， 19 

개월 이상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해 본 

결과 집단간의 비대칭성 긴장성 목반사의 영 

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 것은 Bohannon 
(1987)이 186명 의 편마비 환자의 상지 운동능 

력올 평가한 연구에서 상지 운동능력은 발병 

후의 기간보다는 입원후의 치료기간에 따라 

서 좌우된다고 주장한 바와 일치하나 앞으로 

치료기간에 따른 비교가 필요함을 과제로 남 

겼다. 

이외에도 환자의 나이를 65세 이하， 66-75 

세， 76세 이상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했 

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도 비교해 보았는데， 

이 요소들도 통계학적으로 머리-목 회전에 

따른 팔꿈치 근력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분석되었다. 다만 나이에 따른 집단간 비 

교에서 65셰 이하 집단과 76세 이상 집단간 

올 유의수준 0.1로 놓고 분석하였올 때 근력 

차간에 차이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연구대상 

자의 수가 적으며 65세 미만 집단의 수가 나 

머지 두 집단의 합의 수와 같기 때문에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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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비교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 한국 BOBATH 학회지. 1996;1(1):13-24. 
점 역 시 보다 자세 한 검 로가 필요하다고 할 Andrews W, Thomas MW, Bohannon RW. 
수 있 다 Normative values for the isometric 
본 연구는 앞서 설명한 요소들이 실험결과 muscle force measurements obtained 

에 영 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편마비 with hand-held dynamometers. Phys 
환자들을 요소간의 구분 없이 측정값올 평가 Ther. 1996;76:248-259. 
하였다. 그러나 검토한 이외의 요소들， 특히 Ayres Aj. Sensory Integration and 
뇌혈관장애의 발병원인， 발병횟수， 고유수용 Learning Disorders. Los Angeles, 

성감각 손상정도， 경직의 정도， 우세(domi- Westem Psychological Services; 1972. 
nant)여부 퉁에 따른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Bobath B. Adult Hemiplegia: Evaluation 
여겨진다. 또한 고정적인 자세와 운동방법으 and Treatment. 2nd ed. London: 
로 비대칭성 긴장성 목반사의 영향을 검사하 Willi없n Hein mann Books; 1978. 

는 대신， 역통적인 운동에서의 변화에 대해 Bohannon RW, Anderson LR. Head and 
서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neck position does not influence 

maximum static elbow extension force 
measured in healthy individuals tested 

V. 걸론 while prone. Occup Ther J Res. 1989: 
9:371-376. 

본 연구는 머리-목회전에 의한 상지근력의 

변화를 팔꿈치 신전근올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정상성인에게서 머리-목 회전은 팔 

꿈치 신전근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p> 

0.05). 
둘째， 편마비 환자에게서 머리-목을 손상 

된 지절 방향으로 돌렸올 때에서 그 반대 방 

향으로 돌렸을 때보다 팔꿈치 신전근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p<0.05). 

본 연구의 결과로 편마비 환자를 평가하 

고 치료함에 있어서 머리-목의 회전위치， 즉 

비대칭성 긴장성 목반사의 영향이 고려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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