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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stimulus strength that could result in a positive effect on the ankle joint spastic-
ity when patients with chronic stroke performed whole body vibration (WBV) exercise.
Methods: Among 72 patients who were diagnosed with stroke at least 6 months ago, those able to perform a half squat pose with ambu-
lation issues due to ankle joint spasticity (modified Ashworth scale, MAS≥2) were included for analysis. Individuals participated in four 
different frequencies of vertical WBV exercise; 0 Hz, 10 Hz, 20 Hz, and 30 Hz. Vibration amplitude was 3-4 mm and 5 minutes WBV exer-
cise was performed at each frequency, followed by a measurement after 2-minute rest. We assigned 18 individuals to each frequency and 
asked them to participate in the WBV exercise once every 3 weeks. The level of spasticity was evaluated by visual analogue scale (VAS) for 
self-assessment. The myoton PRO was utilized to objectively evaluate the level of spasticity and check the muscle tone and stiffness.
Results: Participants showed 0 Hz VAS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20 Hz application conditions (p<0.05). Muscle tone was sig-
nificantly different at 0 Hz between 20 Hz, and 30 Hz (p<0.05), significantly difference at 10 Hz between 30 Hz (p<0.05). Muscle stiffness 
significantly difference at 0 Hz between 20 Hz, and 30 Hz (p<0.05), significantly difference at 10 Hz between 20 Hz, and 30 Hz (p<0.05). 
Conclusion: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frequency of more than 20 Hz was effective in improving the ambulatory ability in pa-
tients with chronic stroke. Currently, the effective WBV protocol is limited. Hence, this study was designed to suggest an effective WBV 
protocol to improve neuromodulation ability for chronic strok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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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뇌졸중은 국내 사망 원인 3위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과거에 비해 사

망률은 줄었으나 발병률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뇌졸중 후 일반

적으로 40% 정도에서 기능적 손상이 남게 되고, 15-30%는 심각한 장

애를 얻게 된다.1 이로 인한 스트레스,2 운동능력의 제한, 신체의 장애 

및 근력약화, 가동성 저하, 경직, 균형 능력의 문제를 동반하며3,4 특정 

근육의 약화, 운동협응 장애, 비정상적 시너지 운동을 일으킨다고 하

였다.5 운동 조절과 움직임 개시 또한 근육 약화와 근력 저하로 인해 

제한된다.6 

특히 만성 뇌졸중 환자의 경우 다양한 활동 제한으로 인해 불편함

을 호소한다.7,8 다양한 활동 영역 중에서도 특히 보행 능력은 일상생

활을 영위하고 다양한 사회적 참여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나 달라

진 보행 능력의 저하로 인해 뇌졸중 환자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9 보행 능력의 저하는 뇌졸중 발병 초기 단계부터 빈번하게 나타

나며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원인 중 하나는 경직(spasticity)이다. 경직

은 일반적으로 속도에 비례하는 근육 신장 반사의 과흥분을 뜻하는

데 힘줄 반사 항진과 수동 움직임에 대한 저항 증가, 상위 운동 신경원

의 억제 제어 감소로 인한 근육 긴장 항진이 특징이다.10 또 뇌졸중, 뇌

성마비, 다발성 경화증, 척수 손상 및 기타 중추신경계 병변 후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증상이기도 하다. 실제로 척수 또는 대

뇌 병변이 있는 많은 환자들이 경직성 운동 장애를 갖고 있다. 지속적

인 경직으로 관절 위치의 제한,11 경직 근육과 관절 주변 결합 조직의 

변화로 연부 조직이 짧아져 능동적, 수동적 관절 가동성, 하지의 수의

적 움직임, 보행 안정성, 일상생활 활동을 제한한다.12 이러한 경직에 

대한 주요 접근법은 보존적 치료와 외과적 개입이 있다. 물리치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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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는 기존의 보존적 치료인 근육 스트레칭, 초음파 치료, 열 치

료, 전기 자극 등13의 다양한 방향으로 접근하였다. 최근에는 뇌졸중 

환자의 경직 완화를 위한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진동 자극이 제안되

고 있다.14

그 중 전신 진동 운동(whole-body vibration exercise)은 일반인의 신

경근 훈련으로 사용되어 오다가,15 최근에는 전신 진동 운동을 많은 

임상가들이 재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다.16 운동의 수직 

정현파 진동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적 자극은 진동 플랫폼을 사용하

여 발에서 다른 신체부위로 전달된다.17 전신 진동 운동은 기본적으

로 기계적 진동을 인체 근복부에 직접적으로 가했을때 반사적 수축

을 유발한다는 긴장성 진동 반사(tonic vibration reflex)에 이론적 근거

를 두는데,18 인체가 플랫폼 위에 서 있을 때 플랫폼이 반복적으로 아

래로 떨어짐과 동시에 다음 상향 이동을 시작하는데 이러한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근육과 힘줄은 급격하게 늘어난다.19 인체는 근육과 

힘줄을 통해 진동을 인지하고 진동을 완충시키기 위한 적응 반응을 

보이게 되며 이를 통해 긴장성 진동 반사, 즉 반사적 근수축을 일으켜 

근신경계의 기능 향상을 일으킨다. 또 근육의 경직을 감소시켜 능동

적, 수동적 가동 범위를 늘리고 보행률, 보행 속도 등의 보행 능력을 

증진 시킨다고 보고하였다.12 

과거의 연구에서는 진동이 대부분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20 기계장치 등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격 

및 진동 자극은 매스꺼움, 구토, 멀미, 현기증을 야기하며 반복적으

로 장시간 노출될 경우 생체조직 손상이나 허리, 무릎, 어깨, 목, 손목

에 통증 및 부종 등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21 그러나 최근에는 전신 진동 운동의 진동 강도를 적절히 조절

하여 인체가 적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 근신경계의 다양

한 기능 향상을 위한 훈련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22 또한 전신 진동 

운동은 특별한 부작용이 없고 큰 어려움이 없으며 운동 방법을 익히

기에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고령자와 체력 수준이 낮은 다양한 환자에

게도 적용될 수 있다.23 그러나 이런 다양한 장점들이 있지만 운동 전

신 진동 운동에 대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프로토콜에 대한 

지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신 진동 운동이 만성 뇌

졸중 환자의 발목관절 경직에 가장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빈도수

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7년 9월 11일부터 30일까지 광주 광역시 C 재활의학과 

요양 병원에 입원한 뇌졸중 환자 7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신경학적 

회복에 의한 치료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초기 기능적 회복 기간인 

6개월이 지났으며 전신 진동 훈련 시 하프 스쿼트 자세(30°의 무릎 굽

히기)가 가능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은 1) 본 병

원에서 뇌졸중을 진단받은 자, 2) 발병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3) 

mini-mental state examination-Korean (MMSE-K) 점수가 24점 이상인 

자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4) 전신 진동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골절이나 기형 등 정형외과적 문제가 없는 자, 5) 시각 및 청각, 고유수

용성 감각에 이상이 없는 자, 6) 임신, 신장결석, 인공심장, 혈전 등의 

질환이 없어 진동 운동을 할 수 있는 자, 7) 보조도구를 이용하거나 

독립적으로 10 m 보행할 수 있는 자, 8) 발목관절 경직(modified Ash-

worth scale, MAS ≥ 2)이 있는 자로서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 목

적과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인 동의를 얻은 후에 연

구를 실시했다. 총 74명의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나 실험 중 퇴원으로 

인하여 2명이 중도에 탈락하여 제외하고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총 72명이 전신 진동 운동을 수행하였다. 0, 10, 20, 30 Hz 네 가지 빈도

수에 각 18명씩 모집순서에 따라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대상자 중 남

자는 70명, 여자는 2명이었고 뇌경색이 28명, 뇌출혈이 44명이었고 우

측 마비는 24명, 좌측 마비는 48명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각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0.05)(Table 1).

2. 실험방법

1) 중재방법

총 72명의 실험 참가자들은 0, 10, 20, 30 Hz 네 가지 빈도수의 수직 전

신 진동 운동에 참여했다. 각 빈도수마다 5분간 전신 진동 운동을 수

행하고 2분 휴식 후 측정하였다. 실험에 참가하게 된 최종 대상자들

은 진동운동기 위에서 직립자세를 취하게 될 경우 진동 운동이 하지

에 집중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므로 하지에 보다 집중적인 진동 자극

을 유발시키기 위해 선행연구24-26와 유사한 하프 스쿼트 자세를 취하

였다. 5분간 하프 스쿼트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보바스 

Table 1.�The�general�characteristics�of�subject�� �(n=72)�

0�Hz�(n=18) 10�Hz�(n=18) 20�Hz�(n=18) 30�Hz�(n=18) F p

Age�(year) 55.44±5.99 57.00±6.68 54.83±6.17 57.17±3.94 0.710 0.549

Height�(cm) 169.50±4.47 169.89±3.93 169.94±4.50 172.00±5.97 1.002 0.769

Weight�(kg) 66.89±10.06 69.39±8.81 68.67±7.56 66.83±8.88 0.378 0.769

Onset�time�(month) 67.89±35.34 50.59±30.13 48.22±41.65 38.33±29.18 2.291 0.086

M±SD:�Mean±standard�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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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높이를 높여 궁둥뼈 결절 밑에 위치시켜 엉덩이를 보조하도

록 하였다.24 참가자들에게는 무릎의 각도를 30°로 유지하고 양 발에 

고르게 체중을 분배하도록 요청하였다. 진동폭은 3-4 mm로 적용했

다. 18명의 실험 참가자들을 각각의 빈도수에 배정하고, 총 3주간 모

집하여 1회 전신 진동 운동에 참여시켰다. 전신 진동 운동 수행 시 안

전을 위해 물리치료사가 감독하였다.

2) 측정도구

(1) 경직 수준 자가 평가

경직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각적 상사 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를 사용하였다. 시각적 상사 척도는 대상자의 경직 정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대상자를 다른 대상자와 비

교할 수는 없지만 동일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직 정도의 변화를 상

당히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시각적 상사 척도는 0에서 10까지의 범

위를 가지며 0은 경직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고, 10은 보행을 방해하

는 최대 경직 강도를 의미한다.27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에게 스스로 

느끼는 경직의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2) 발목관절 경직 평가(근긴장도&근경도)

대상자의 경직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Myoton PRO (Myo-

tonAS, Estonia, 2013)를 사용하였다. Myoton PRO는 비침습적인 방법

으로 조직의 생체 역학적 특성을 빠르고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다.28 

근전도와는 다르게 근육의 이완 시에도 측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

며, 근수축과 근이완 시에 경직 상태를 객관적인 수치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먼저 탐침(probe)을 사용하여 연부 조직에 일정한 압력을 

제공한다. 그리고 신체 내부의 연부 조직에 진동을 유도하여 자연스

럽게 처음 형태로 회복되는 것을 측정한다. 이완 시의 근긴장도는  Hz

로 제공되며 근수축 시 외력에 모양이 바뀌지 않도록 유지하는 근경

도(muscle stiffness)와 외력에 의해 모양이 바뀐 후 처음 모양으로 돌

아오는 능력인 탄성(elasticity)도 함께 표기된다. Myoton PRO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평가자 내 신뢰도에서의 상관계수는 0.94-0.99로 나타

났다.29 평가는 한 명의 연구자가 모두 수행하였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의 모든 자료는 SPSS software (ver. 21.0 for Windows, SPSS, Chi-

cago, IL, USA)를 사용하여 분석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 

통계로 결과를 서술하였고, 각 조건에서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건 간 차

이의 유의성 검정을 위하여 사후 검정으로 Tukey 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 (HSD) 검정을 실시했다. 자료의 통계 분석에서 모든 통계학

적 유의 수준은 α = 0.05로 정했다.

결 과

1. 경직 수준 자가 평가 변화

전신 진동 운동 전과 후 대상자들의 VAS 점수 변화량의 차이를 나타

내었다(Figure 1). 운동 적용 후 대상자들의 VAS 점수 변화량은 0 Hz에

서 -0.67± 0.48점, 10 Hz 적용 후 -1.56 ± 1.54점, 20 Hz 적용 후 -1.28± 1.07

점, 30 Hz 적용 후 -1.28± 1.07점으로, 전신 진동 운동 후에 점수가 감소

하는 양상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p < 0.05). 사후 

분석 결과 전신 진동 운동 0 Hz 조건은 20 Hz 적용 조건과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 < 0.05). 그러나 0 Hz와 10, 30 Hz 적용 조건 사이에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고, 10, 20, 30 Hz 적용 조건 사이에서도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2. 발목관절 경직 측정치 변화

1) 근긴장도(Hz)의 변화

본연의 진동을 나타내며 수의적인 동작 없이 수동적 움직임 혹은 쉬

Figure 1.�The�compared�of�spasticity�was�evaluated�by�visual�analogue�
scale�for�self-assessmen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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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The�compared�of�change�in�muscle�tone�per�Hz�(**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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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상태에서의 근긴장도(muscle tone)의 변화량 차이를 나타내었

다(Figure 2). 운동 적용 후 대상자들의 근긴장도인 진동 주파수의 변화

량은 0 Hz 조건에서 -0.45 ± 0.39 Hz, 10 Hz 적용 후 -3.16 ± 2.48 Hz, 20 Hz 

적용 후 -6.33 ± 4.26 Hz, 30 Hz 적용 후 -8.07± 5.46 Hz로 전신 진동 운동 

후에 진동 주파수의 변화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진동 주파수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사후 분석 결과 전

신 진동 운동 0 Hz 조건은 20 Hz, 30 Hz 적용 조건 사이에서 모두와 유의

하였으나(p < 0.05), 10 Hz 조건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10 Hz

적용 조건은 30 Hz 조건 사이에서 유의하였으나(p < 0.05), 20 Hz 적용 조

건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0 Hz 조건과 30 Hz 적용 조건 사

이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근경도(muscle stiffness)의 변화

근수축 시의 저항이나 외력에 의해 처음 모양이 바뀌지 않도록 유지

하는 근육의 생역학적 특성인 근경도의 변화량 차이는 나타내었다

(Figure 3). 운동 적용 후 대상자들의 근경도 변화량은 0 Hz에서 -3.47±

2.72 N/m, 10 Hz 적용 후 -18.99 ± 13.85 N/m, 20 Hz 적용 후 -42.72 ± 25.71 

N/m, 30 Hz 적용 후 -52.87± 29.62 N/m로 전신 진동 운동 후에 근경도

의 변화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전신 진동 운동의 빈도수가 높

아질수록 근경도가 감소하였다. 근경도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사후 분석 결과 전신 진동 운동 0 Hz 조건은 

20 Hz, 30 Hz 적용 조건 사이에서 모두와 유의하였으나(p < 0.05), 10 Hz 

조건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10 Hz 적용 조건은 20 Hz, 30 

Hz 조건 사이에서 유의하였으나(p < 0.05), 20 Hz 조건과 30 Hz 적용 조

건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고 찰

본 연구는 72명의 만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전신 진동 운동의 빈

도수가 발목관절의 경직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

행되었다. 효과의 차이에 따라 전신 진동 운동이 인체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이 최소화되고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진동 주파수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근긴장도는 전신 진동 운동 전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0 Hz 조건과 20 Hz, 30 Hz 조건 사이에서, 10 Hz와 30 Hz 조

건 사이에서의 변화량 차이에서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 < 0.05). 근경

도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는데 0 Hz 조건

과 20 Hz, 30 Hz 조건 사이에서, 10 Hz 조건과 20 Hz, 30 Hz 조건 사이에

서도 변화량 차이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p < 0.05). 

이러한 경직 측정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전신 진동 운동의 빈도수가 

높아질수록 경직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20 Hz 이상의 

전신 진동 운동 빈도수가 뇌졸중 편마비 환자의 신경 조절 능력을 개

선시킨다는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30 또한 전신 진

동 운동을 만성 뇌졸중 환자에게 단기간 적용했을 때 발목관절 경직

을 감소시킬 수 있어 이동 능력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한 선행연

구와도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24 또 Pang 등31은 82명의 뇌졸중 환자에

게 전신 진동 운동을 적용하여 무릎과 발목관절의 경직에 유의한 차

이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Miyara 등12은 뇌졸중 환자에게 30 Hz의 

전신 진동 운동을 뒤넙다리근과, 장딴지근, 가자미근에 5분간 적용한 

결과 경직이 감소되었다고 하였다. 그 외에 다발성 경화증, 뇌성마비 

등의 다른 신경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도 유의한 결과

가 나타났다. Schyns 등32은 다발성 경화증 환자를 대상으로 4주간 전

신 진동 운동을 적용한 결과 경직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

했다. 또한 Cheng 등33은 4주간 뇌성마비 아동에게 전신 진동 운동을 

적용한 결과 넙다리네갈래근의 경직 감소가 대조군에 비해 크게 변

화하였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되어 경직 자가 평가 부분에서도 유

의한 감소를 볼 수 있었다. 0 Hz 조건과 20 Hz 조건 사이에서 유의한 

변화를 볼 수 있었고(p < 0.05), 30 Hz 조건에서는 20 Hz에 비해 경직 자

가 평가 점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대상자들이 30 Hz

에서 느끼는 실제 진동 강도가 강하여 보바스 테이블에 앉아 있음에

도 불구하고 자세유지의 어려움과 미끄러져 낙상에 대한 공포심으

로 실상 체감하기에 불편함이 있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신 진동 운동은 연접전억제(presynaptic inhibition)를 촉진시켜 

운동 신경 전달을 조절한다.34 근육에 직접 전달되는 진동 자극이 연

접 이전의 Ia 구심성 억제를 유도하여 신경전달 물질 방출을 감소시

키고 알파운동신경에 대한 Ia 구심성 영향을 저하시킨다. 또한 구심

성 감각 신경은 척수 전각의 Ia 억제성 개재신경원(Ia inhibitory inter-

Figure 3.�The�compared�of�change�in�stiffness�per�Hz�(**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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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n)을 통해 길항근에 전달되는 알파운동신경원의 흥분성을 억

제시켜 길항근을 이완시키는 상호억제 반응(reciprocal inhibition)이 

일어난다. Ia 억제성 개재신경원은 하행경로(descending pathway)로 부

터 흥분과 억제신호를 받게 되고 알파운동신경원과 감마운동신경

원은 고위 중추(higher center)로부터 적당한 근긴장도를 유지하도록 

조절된다.35 이러한 신경 생리학적 억제 기전들과, 근육의 반사 작용과 

기계적 성질에 대한 전신 진동의 영향은 경직이 있는 중추 신경계 환

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36 또한 경직으로 인한 다양한 

2차적 문제 중 기능적인 이동 능력과 활동과 참여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37 

본 연구는 전신 진동 적용 후 즉각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

기간 적용하였다. 전신 진동 운동의 단기간 적용 시 운동 단위는 즉각

적으로 평소 상태나 수의적 근수축보다 더 많은 운동 단위나 근섬유

를 활성화시킨다.38 그래서 근육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적은 근피로로 더 많은 힘을 생산할 수 있다. Da silva 등39의 

연구에 따르면 전신 진동 운동을 적용한 후 적절한 휴식시간은 단기

간 전신 진동 운동을 적용했을 경우 2분, 장기간 연구에서는 누적된 

자극으로 인해 1분의 휴식시간이 효과적인 근 기능 향상을 보였다고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도 매 조건의 전신 진동 운동 적용 후 2

분의 휴식시간을 제공 후 평가했다.

본 연구는 대상자에게 전신 진동 운동을 단기간으로 적용하였을 

때 근긴장도, 근경도에 있어서는 20 Hz 이상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

만 자가 경직수준 평가에서는 30 Hz 이상은 운동 시 대상자에게 불편

함을 줄 수 있는 강도로 사료된다. 보바스 테이블에 완전한 체중지지

를 실시하게 되는 대상작용을 최대한 배제하고 치료 효과에 포커스

를 맞췄다. 그러나 대상자 수가 적고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중에서 연

구 조건에 충족하는 일부를 대상자로 선정하였기에 만성 뇌졸중 환

자 전체에 일반화하기 어렵고 장기간 전신 진동 운동을 적용하였을 

때 대상자의 발목관절 경직과 보행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실험을 진행하면서 연구대상자의 

모집 시 발병기간이 달라 중재프로그램에 대한 종속변인의 임상적인 

효과를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10, 20, 30 Hz보다 다양

한 기간과 더 좁은 범위의 빈도수, 다양한 진폭, 진동 방향을 적용하

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된 프

로토콜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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