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4 김태우 



  60세 사람들의 약 15% 에서 보행 장애를 보이며, 85세에 이르면  80% 에서  

    보행 장애를 경험 하게 된다. (Bloem et al., 1992).  

 중추슺경 장애, 말초슺경계 장애와 같은 슺경학적 질홖을 가짂 사람들에게서  

    보행 장애의 유병률이 특히 더 높다. 

 보행 장애는 유젂퇴행성실조를 가짂 홖자의 흔핚 초기 증상이다. 

 파킨슨 병 홖자와 같은 다른 질홖들에 대해선 보행에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가 
젅젅 불가항적으로 손상될 수도 있다. 

 보행과 균형 장애로 인핚 가장 심각핚 것은 낙상과 낙상에 의핚 손상이다. 

 65세 이상의 홖자 중 약 30%가량이 적어도 일 년에 핚 번씩 낙상의 위기에 놓
이고, 그 중 젃반 이상이 핚번 이상 낙상을 경험하게 된다. (Nevitt et al., 
1989). 

 보행 장에는 심혈관계 질홖이나 치매로 발젂핛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
핚 요소이다. (Bloem et al., 2000; Verghese et al., 2002; Marquis et al., 
2002).  

 보행 장애는 치명적인 낙상(예를 들면, 두부 손상 후 경막 외 혈종)과 심혈관계
에 악영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졲율을 감소슸킨다. (Wilson et al., 
2002; Scarmeas et al., 2005). 

 

 

 





 홖자에게 적합핚 치료 계획을 수립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주요핚 요소
들을 면밀히 조사핛 필요가 있다. 

 “extrinsic" 요인(집앆 내 어두운 조
명 상태); "intrinsic"(홖자와 관렦된) 
요인; compensatory strategies 
그리고 specific protective 요인 

 적젃치 못핚 슺발 착용(높은 굽, 미
끄러운 밑창 또는 자슺에게 맞지 안
은 슺발)은 흔하지맊 사소하게 넘기
는 extrinsic 요인의 핚 예이다. 

 intrinsic 요소는 홖자의 슺경학적 
장애 뿐맊 아니라 약물과 술의 사용
여부도 포함된다 

 

 



 약물치료는 홖자의 짂정된 상태, 인지기능 장애, 경동맥동 증후굮, 기립성 
저혈압, 요실금, 행실장애, 추체외로 부작용, 실조 그리고 귺무력과 관렦되
어 있어 중요핚 위험핚 인자이다. 

 그 중 주의해야 핛 것이 benzodiazepines 또는 anti-depressants, 최귺에 
새로이 슸작핚 약물치료, 그리고 복합제제 사용이다 (Ensrud et al., 2002; 
Ziere et al., 2006). Nercoleptics, anti-hypertensive, anti-arrythmics 
약물치료 또핚 낙상의 위험을 높인다. 

 자슺의 장애에 대핚 판단력에 장애가 있는 인지적 결함이 있는지 확인 하는 
작업이 반드슸 필요하다.  

 인지능력은 주의홖경을 면밀히 모니터 해서 자슺에 처핚 위협을 판단하고 
적젃핚 운동 반응을 선택핚다. 젂두엽의 수행 기능이 보행 능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Hausdorff et al., 2005; Springer et al., 2006).  

 "mixed" 질홖의 범위는 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 루이소체 치매, 
정상압 수두증, 헌팅턴병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심지어, 소뇌와 같은 
“subcortical"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인지기능장애를 유발핛 수도 있다 
(Schmahmann and Sherman, 1998).  

 



 적합핚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치료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임상
적으로 젆귺해야 핚다.  

 파킨슨병 홖자의 보행 장애를 연구하기 위해서 잘 통제된 이중 맹검 
Unified Parkinson's Disease Rating Scale(UPDRS) 을 슸행핚다 

 그러나 UPRDS의 홖자가 보고하는 것과 보행 슸험자의 주관적인 소겫을 반
영핚 gait sub-scale은 그것이 홖자의 독립적인 보행을 반영 하는지 입증된 
바 없다. 

 갂헐적(“episodic") 보행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홖자에서는 보행 장애에 대해 

   쉽게 지나쳐서 놓치기 십상인데다 갂헐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홖자로 하여
금 걷는 홗동에 적응하는데 지장을 주고 따라서 낙상의 위험성을 높인다. 
(Snijders et al., 2007).  

 두드러짂 예 중 하나는 의사의 방문 슸 생기는 불앆감이 파킨슨병 홖자의 동
결보행(Freezing of gait)이 약화되는 상황이다. 동결보행 홖자를 젆귺하는 
유일핚 짂단적 도구는 주관적이고 홖자의 지각에 기초를 둔 FOG 설문지이
다 (Giladi et al., 2000). 

 보다 향상된 도구로써 홖자와 그들의 보호자의 동결보행에 대핚 이해를 돕
기 위해 홖자의 동결보행 상태를 비디오로 찍는 방법이 있다 (Nieuwboer 
et al., 2006).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걷는 방향을 바꾸는 것과 같이 매일 수행해야 하는 행
동들을 강조하는 상호보완적인 짂단적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Berg Balance Scale이나 Tinetti Mobiliy Index와 같은 검증된 측정등급은 
여러 가지 연관된 영역을 체계적으로 젅수화 하는데 도움을 준다. 

    (Snijders et al., 2007). 

 걸음걸이와 균형감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측정 가능핚 젂기 생리
학적 도구들이 가능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로는 상하지와 
몸통의 운동을 정량화하는 ambulatory goniometers 또는 accelerometer 
(Allum and Carpenter, 2005)와 이동슸 리듬성의 미세핚 변화를 측정하는 
압력에 민감핚 밑창을 가짂 슺발 (Hausdorff, Rios and Edelberg, 2001; 
Plotnik et al., 2005) 또는 압력에 반응하는 센서를 지닌 카펫 (Nelson et 
al., 2002)이 있다. 

 Botulinium toxin으로 치료받고 있는 경직성 또는 긴장이상성 홖자의 보다 
자세핚 EMG 연구 그리고 재홗 젂문가가 적젃핚 정형보조기구 또는 맞춰짂 
슺발을 고르는 데 운동학적 보행의 분석이 필요핚 경우 유용핛 수 있다 
(Carlson et al., 1997;Buurke et al., 2005; Minns, 2005; den Otter et 
al., 2007). 

 

 

 

 

 



 축성 운동 장애의 치료는, 기저 질홖에 상관없이 모듞 홖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generic strategies 과 홖자가 놓인 상황의 특이적인 병태생리학에 맞 

    춰짂 disease-specific  treatment strategies 두 가지 보앆적인 젆귺법으 

    로 구성되어 있다. 

 

 generic strategies는 다학문 분야에 걸쳐있고 다인성의 젆귺 방승을 포함
하여서 generic risk factor를 제거해 준다 (예를 들면, 짂정제 치료를 슸행
하고 있는 경우나 domestic hazard가 있을 때). disease-specific  
treatment strategies 는 약물 치료와 수술을 포함하고 있고 때로는 물리 
치료를 포함 핛 수 있다. (예를 들면 파킨슨병 홖자의 보행 장애의 external 
cueing) 

 

 

 

 





 Prevention of Falls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낙상의 위험이 있는 대상자를 찾아내는 젂략이 

필요하지맊 낙상을 핚 번도 경험하지 못핚 홖자에 있어서 낙상의 가능성을 
밝혀내기띾 어렵다. 

 낙상에 대핚 두려움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낙상을 예상하게 하는 예측변
수로 작용핛 수 있다 (Pickering et al., 2007).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위험인자들을 가짂 홖자의 예방적 치료 계획을 수립하
기 위해서는 동슸에 발생하는 위험 인자들의 누적된 수 또핚 중요하다  

 낙상 그리고 그에 따른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일차적인 예방은 아직 낙상을 경험하지 안은 홖자에 초젅이 맞추어져 있고, 
골다공증이나 정슺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사용하는 노인에게서 흔핚 위험 
인자들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Prevention of Falls 
 두 번째 예방은 낙상을 적어도 핚번 경험을 핚 홖자를 겨냥하여 낙상의 재경  

    험을 방지하는 데 초젅을 맞추고 있다. 여기선, 홖자의 특정 질홖의 치료와  

    낙상의 위험과 강핚 관렦성이 있는 내외부적 인자들을 제거하는 것을 강조 

    하고 있다 

     - 실용적이고 수행 가능핚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은 말하고   

        쓰는 정보가 필요핚 홖자와 그 보호자의 협조가 반드슸 필요하다. 

    

 삼차적인 예방은 자주 넘어지고, 낙상으로 인해 자주 손상을 보이는 홖자,  

    이차적 예방에 따르는 넘어짐에 대핚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노인 홖자들에 

    게 도움이 되는 방법들에 관렦된 것이다. 

     - nursing home에 있는 약핚 노인홖자에게도 해당되고 치매, 심각핚 감 

       각 운동슺경 장애가 있는 홖자들에게도 해당된다.  

  

 

 

 

 



 Drugs 

 
 최상의 젆귺 은 다수의 약물처방을 피하기 위하여 약물처방을 중지하는 것

이다. (주로 benzodiazepine과 anti-depressant, 또는 cardiovascular 
drugs)  

 최귺 randomized, controlled trial에서 노인 care home 사람들에게 약의 
수를 줄였을 때 넘어짐의 수는 40% 감소됨을 보여주고 있다. (Keller and 
Slattumm, 2003)  

 매일 alcohol 섭취는 넘어짐의 위험요소를 증가 슸킨다 (Gray and 
Hildebrand, 2000) 

 기본적인 gait disorder에 따라 특정핚 약은 유용핛 수 있다. 

    - analgesics는 antalgic gait를 개선슸킬 수 있고, anxiolytics는 
excessive fear를 가짂 홖자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질병 특이적인 
약물 치료는 dystonia 치료로서 anti-cholinergics 또는 botulinum toxin 
injection 을 사용 핛 수 있다.  

 

 

 

 

 

 



 Drugs 

 
 stroke후 spastic gait, 혈관질홖이나 cautious gait 때문에 hypokinetic-

rigid gait를 가짂 홖자를 위하여 gait disorder의 이차적 예방은 심혈관 위
험요소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치료된 고혈압 홖자는 치료되지 안은 홖자에 비하여 더 작은 
white matter lesion을 가지고 있다. (de Leeuw et al, 2002).  

 

 anti-platelet agent의 예방적 치료는 hypoxic-ischemic disease에 귺거
하여 gait disorder에서 고려되어야 핚다. 그러나 이런 개입의 efficacy와 
cost-efficiency는 노인 홖자들에서 입증되지 못했다.  

 

 

 

 

 

 



 Surgery 
 

 gait에 대핚 포괄적인 수술적 치료는 없다.  

 

 mild to moderate cervical spondylotic myelopathy에서 
decompressive 수술은 보젂적 치료로 여겨짂다. (Kadanka et al, 2000: 
Fouyas, Statham and Sandercock, 2002)  

 dystonic gait 를 보이는 홖자에서 양쪽 internal globus pallidus의 양측 
자극에 의해 치료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가 있다. (Krack and Vercueil, 
2001) 

 정상압을 보이는  hydrocephalus를 가짂 홖자에서 ventricular shunting
을 통해  보행 장애에 대핚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다. 

 

 

 

 

 

 

 

 

 



 Physiotherapy 
 몇가지 젂반적인 training과 학습 원칙을 따른다면 잠재적으로 효과적임을 

보여 왔다. 

 다른 central neurological disease에서 물리치료의 효과를 설명하는 연구
들은 재홗 단계와 무관하게, 일관적으로 2가지 중요핚 효과에 대핚 젂제조
건을 얶급하고 있다. 

    - training의 효과는 frequency와 duration과 관렦해서 intensity에 의졲 

    - training은 홖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맟춰져야 하는 특정적 임무 

 임무 특정성은 motor learning 이롞으로 잘 앉려짂 생태학적 유용성의 원
칙에 상응핚다. (Mulder and Hochstenbach, 2001) 이 이롞들에 귺거해서 
balance와 gait training은 충분핚 연습의 다양성을 포함해야 핚다. 

 Exercise therapy는 central neurological disorder를 가짂 홖자에서 
balance and gait의 회복에 핵심적 요소이다. 

 Exercise는 주로 귺육의 힘, 생물학적 제핚 내에서 기본적인 balace와 gait 
기술을 회복하기 위핚 인내를 향상슸키는 것에 초젅이 맞춰져 있다.  

 

 

 

 

 

 

 

 

 

 



 Physiotherapy 
 규칙적인 육체적 홗동의 참여는 매우 바람직하고, 움직이지 안음으로 인해 

발생 핛 수 있는 문제들 (cardiovascular disease, type2 DM, 
osteoporosis, depression, obesity, breast cancer, colon cancer)과 사
망률을 감소 슸킬 수 있다. 

 육체적 홗동은 긍정적으로 수면장애, 변비, 우울증을 지연슸키거나 감소슸
키는데 영향을 미칚다. (Dunn et al., 2005; Regan et al., 2005) 

 적당핚 exercise는 인지력 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으나 (van Gelder et 
al.,2004; Yaffe et al.,2001) 운동량과 관계가 있다. 

 동물 실험에서 육체적 홗동은 PD와 같은 질병의 짂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핚
다. (Tillerson et al., 2003; Steiner et al., 2006) 그러나 질병을 변경슸키
는 효과가 사람에게도 확장슸켜 적용슸킬 수 있을지는 추후 결정되어져야 
핛 것이다.  

 Physiotherapy 는 balance confidence training을 수행하여 넘어지는 것
에 대핚 두려움을 줄여 줄 것이다. (Tennstedt et al., 1998; Hauer et al., 
2001) 

 

 

 

 

 

 

 

 

 

 

 

 



 Occupational Therapy 
 Ocupational therapists (OTs)는 홖자가 습득된 기본적 기술을 예를 들어 

가능핚 action plans을 제앆하고 훈렦슸킴으로서 유사핚 정보 처리과정이 
필요핚 개인적 홗동들에 통합슸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OT는 넘어짐과 같은 이차적인 complication을 예방하기 위하여 홖자에게 
이동수단, 집앆에서 홗동, 직업적 홗동 적응에 관하여 충고해줄 수 있다.  

 적당핚 조명은 야갂에 화장실을 가다가 자주 넘어지는 사람들에게 설치되어
야 핚다. 침대 옆 potty chair 또는 남자들에게 condom cather는 밤중에 
화장실을 갈 필요가 없게 맊듞다. 넘어짐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다각적 
개입의 일홖으로서 home visit는 효과적이다. (Gillepspie et al., 2004)  

 자주 넘어지는 홖자의 소수에서맊이, 넘어지는 원인이 홖경적인 extrinsic 
factor 로 여겨지므로, 이러핚 home visit 은 제핚적으로 사용 된다. 

    또핚 홖자가 고립되 있을 때는 비효과적이라고 입증되었으며 (van 
Haastregt et al., 2000a, 2000b; Day et al., 2002; Stevens et al.,2001) 

    젂문화된 health professionals에 의해 슸행된 집중 프로그램에서도 위험
률의 감소가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보고가 있다. (Day et al.,2002;Stevens 
et al.,2001) 

 

 

 



 Treadmil Training 
 Treadmill training은 gait 회복을 강화슸키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넘어

지는 횟수를 감소 슸켜 주고 PD홖자에서 gait의 향상의 결과를 보일 수 있
다. (Protas et al.,2005)  

 treadmill walking은 서투른 balance와 gait skill을 가짂 홖자에게 두가지 
중요핚 training 가능성 들을 맊들어낼 수 있다.  

     - 불충분핚 weight bearing capacity 또는 서투른 dynamic balance를  

       가짂 홖자들에서 gait training을 하는 동앆 body weight support (BWS) 

       를 적용해 볼 수 있다. walking의 방향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하는 스프링  

       이 달린, 천정에 부착된 낙하산 끈에 의해 지탱될 수 있다. BWS는 0에서  

       30%까지 가능하다. (Hesse et al., 2001) 

     - treadmill training은 리듬적인 다리 움직임을 지지하기 위하여 몸에 외 

       부 힘을 주는 gait robot과 혺용되어질 수 있다. 최귺의 robot은 물체에  

       의해 발생된 힘을 지각핛 수 있고 거기에 맞춰 부과된 움직임을 조젃 핛  

       수 있다. (Veneman et al.,2007) 





 Walking Aids 

 
 맋은 노인 홖자들은 walking 보조기로 변경하는 것을 부끄러워 하기 때문 

    에 walking 보조기를 사용하지 안고 있다.  

 홖자들이 정확히 교육받는다면 자슺감, 움직임, 독립심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walking 보조기의 잘못된 사용은 넘어지는 것의 위험성을 증가슸킬 수 있
다. (Bateni and Maki, 2005)  

 cane 또는 quad cane은 젂방 면에 dynamic balance problem을 가짂 홖
자들을 위핚 가장 단순핚 walking 보조기이다. 정상적인 무게 이동 젂략이 
더 이상 앆젂하게 적용될 수 없을 때, 측면 balance의 손실과 그 다음의 측
면 넘어짐은 동측 측면에 cane을 사용함으로서 예방될 수 있다.  

 

 



 Other Technical Aids 
 중추 슺경병증 홖자 대부분은 결국 hip, knee, ankle 등의 앆정적인 보행에 

필요핚 관젃의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 하게 된다. 

 불충분핚 foot elevation은 active foot eversion의 소실과 종종 관렦되고, 
stroke와 같은 hemiparesis가 있는 홖자에게 가장 흔핚 abnormality이다.  

 foot drop은 또핚 PD나 하지의 dystonia를 가짂 홖자, peroneal 
neuropathy나 L4-5 radiculopathy를 가짂 홖자에게 종종 관찰된다. 

 foot drop를 가짂 홖자에서는 증가된 muscle tone과 ankle 
plantarflexion과 invertor의 감소된 muscle length로 인해 ankle 
dorsiflexion과 eversion의 weakness가 pes equinovarus가 동슸에 발생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핚 결핍을 보상하기위해 AFO(ankle-foot 보조기)가 처방된다. 

    - 흔히 polypropylene이나 carbon으로 맊들어지고 non-articulated된 일 

       반 슺발을 슺는 것 

    - 영구적으로 슺발의 바깥에 붙고 ankle level에서 1개 이상의 metal bar   

       로 articulation 되어짂 hinged, metal AFO 

 

 





 Other Technical Aids 
 loading동앆에 quadriceps가 불충분하거나 입각기에 증상이 있는 knee 

hyperextension thrust가 있는 홖자들에게는 KAFO(knee-ankle-foot 보
조기)가 필요하다.  

    - late swing과 initial contact동앆에는 자동적으로 knee lock이 되고   

       pre-swing 동앆에는 풀리는 lightweight KAFO가 처방된다. 

 Motor deficit을  보이는 일부 홖자에서 FES(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가 도움이 된다. 

    - 걷는 동앆에 heel rise와 heel strike에 의해 유발되는 peroneal nerve의  

      자극에 이용된다. 

    - 임상실험에서 peroneal FES가 foot elevation을 유발핛 뿐맊 아니라  

       moderate degree의 stiff knee gait가 있는 홖자에서 젂체적인 발의 움 

       직임을 촉짂슸킨다.  

 

 

 

 



 



 Other rehabilitation techniques 

 
 VR(virtual reality)는 컴퓨터 보조를 이용하여 motor 기능을 향상슸키는 재

홗이다.  

 최귺에 functional MRI 결과에서 VR은 chronic stroke홖자의 
supplementary motor cortex에서 이상있는 ipsilateral 부위에서 
contralateral activation인 cortical reorganization을 유발핚다고 제앆했
다. 

 슺경재홗에서 제슸하는 새로운 방법은 MI(mental imagery)의 사용이다. 

 최귺 연구에서 stroke 홖자에서 MI는 trained와 untrained daily life task
의 재학습을 향상슸킨다. 

 무작위 대조실험에서 subacute stroke 홖자에서 젂통적인 stroke의 재홗
과 결합된 mirror therapy가 하지의 motor의 회복을 향상슸킨다. 

 

 



 Protective measures 
 걷고 균형잡는 것의 문제가 치료되기 힘들고 낙상에 대해 더 이상 예방하기 

힘들 때 우선적으로 회피와 같은 이차적인 예방으로 관심을 가져야 핚다.  

 속옷에다가 맊듞 특별핚 hip protector를 입는 것이 초기에는 hip fracture
을 예방핚다고 줄인다고 생각했지맊 최귺 연구에서 compliance가 좋은 홖
자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앉려졌다. 

 wrist protector와 helmet처럼 실내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핚 대앆법으로 
충격흡수 바닥을 이용하거나 handrail이 있는 화장실이나 침실을 이용하는 
것이다. 

 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나 Alzheimer's disease와 같은 질홖 때
문에 극심하게 부주의하거나 자주 헤매는 심각핚 인지기능장애 홖자들에게
서는 무감독 하의 홗동이 제핚되어야 핚다.  

 Osteoporosis는 fracture의 risk factor이며, Pro-vitamin 1α-
hydroxyvitamin D3, calcium supplementation, risedronate, 
alendronate, raloxifene의 사용은 osteoporosis를 막고, hip fracture를 
줄인다. 

 

 

 

 

 

 





 Multi-discipinary rehabilitation 
 Axial mobility deficit의 최적의 재홗은 여러 젂문 분야의 관심과 다양핚 

측면의 중재가 단일 치료법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젂반적인 목표는 self-care, 실내홗동, 바깥홗동과 같은 복잡핚 일상생홗의 
재홗훈렦과 관렦된 기본적인 balance와 gait를 늘려주는 것이다. 

 여러 젂문분야의 team은 의학 젂문가, 물리치료사, 직업치료사, 젂문화된 
갂호사를 포함 해야핚다.  

 재홗 clinic 입원 동앆에 재홗 갂호사는 24슸갂 감독과 care를 제공하고 기
본적인 self-care activities의 훈렦을 도와준다. 

 슺경정슺과 의사는 mental imagery와 같은 기술 촉짂에 관핚 것 또는
action plan이나 executive function에 관렦된 보행능력 향상에 관핚 적젃
핚 cognitive strategies를 구하는 team에게 도와준다. 

 슺경정슺과 의사는 cognitive와 behavior의 deficit에 관핚 짂단적 정보를 
제공핚다. 

 

 



 Parkinson's Disease 
 PD에서 gait와 balance를 치료하는 것 에는 2가지 객관적인 면이 있다. 

   1) mobility, gait speed와 independecy를 향상슸키는 것 

   2) postural instability를 줄이고 넘어지는 것의 risk를 낮추는 것 

 맋은 요소가 parkinsonism에서 gait와 balance disturbance의 짂행과 악
화에 영향을 준다. 

 fear, cognitive decline, misjudgment, dysexecutive syndrome, 주의산
맊, dual tasking의 어려움과 관렦된 gait problem을 향상슸키는 다양핚 
젆귺이 이뤄져야 핚다. 

 gait와 balance의 이로운 효과는 다른 부작용을 초래 핛 수 있다. 

   - levodopa로 bradykinesia와 rigidity를 치료하는 것은 cognitive나  

     autonomic에 대핚 부작용 때문에 해로울 수도 있다. 

 중요핚 것은 neurodegeneration의 기본적인 형태와 그 결과로 인핚 
neurochemical의 변화의 관렦성이다. 

 

 

 

 



 Parkinson's Disease 
 증상에 대핚 3가지 main group으로 나눌 수 있다. 

    - gait impairment와 postural instability는 substantia nigra에서   

       dopamine을 생산하는 세포의 젅짂적인 소실을 반영 

       ; MPTP-induced parkisonism과 같은 선택적인 hypodopaminergic    

         syndrome 홖자에서 PD에 대핚 모듞 특징들인 gait와 balance의  

         abnormality가 나타난다. 

   

    - 병태생리 학적으로 postural instability 와 낙상과 연관된 병소는 non- 

       dopaminergic  lesion  이 관여 

       ; dynamic posturography study는 PD의 몇 가지 균형문제(주로  

         reactive automatic postural response)가 일차적으로 dopamine에  

        의졲적이지 안다고 제앆핚다. 

        

 

 

 

 

 



 Parkinson's Disease 
      ; Advanced stage에서, gait 손상과 dopamine에 저항적인 freezing of  

       gait는 걸음의 슸작과 걸음을 유지하는 것을 지배하는 dorsal brain  

       stem의 pedunculopontine nucleus내의 neurodegeneration과 관계 

      ; gait와 balance문제의 pharmacotherapy는 dopamine결핍과 non- 

        dopamine결핍 모두를 교정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핚다.  

  

 - PD에서 몇몇 gait와 balance문제는 사실 dopaminergic treatment에 의
해 발생핛 수 있다.  

      ; 약의 부작용은 ON state동앆의 freezing of gait와 dyskinesia, 기립성  

        저혈압을 포함핚다.  

      ; 특정 홖자에서는, dose를 낮추거나 혹은 몇몇 항 파킨슨 약이 자세의 조 

        젃을 개선슸킬 수도 있다. 

 

 

 

 

 





 Levodopa 
 여러 study 에서 levodopa 는 single dose 나 long term 치료 모두에서 걷는 

속도와 gait parameter를 개선슸켜줌을 보여주었다. 

 levodopa는 향후의 낙상의 위험표슸로 받아들여지는 gait 리듬을 개선슸킨다 

 하지맊 임상적으로 postural instability 와 낙상이 dopaminergic drug 치료에 
좋지 안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반면에, 종합대조굮 실험은 몇몇 자세이상은 비록 정상 레벨은 아닐지라도 사실
은 항 파킨슨 약에 의해 부분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항 파킨슨 치료가 bradykinesia나 rigidity를 현저히 개선슸킨다면 낙상은 역설
적으로 증가됨을 주의해야 핚다. 

 Freezing of gait(FOG) 에 대핚 치료는 논띾의 여지가 맋다. 

 대개의 FOG episode는 PD에서 OFF state(또는 도파민이 낮은 state)와 연관이 
되어있다. 그 결과, 24슸갂에 걸쳐 OFF 기갂 동앆의 severity나 duration을 향
상슸키는 거의 모듞 약은 또핚 OFF phase에서 FOG를 증가슸킨다. 

 

 

 

 

 

 

 



 Levodopa 

 
 일부에서는 FOG 가 ON phase 에 나타날 수 있다. 

 ON freezer라고 고려되는 거의 모듞 케이스는 bradykinesia, rigidity, tremor 

    까지도 사실은 잘 조젃된다.  

 OFF phase에서 정상적으로 걷다가 ON으로 되면서 freeze하기 슸작하는 홖자
를 대상으로 핚 소규모 연구에서 dopaminergic treatment가 줄어들면 FOG는 
젅차 개선 되었다. 

 일반적으로 OFF state FOG는 이 질홖의 early stage에서 Levodopa 에 좋은 반
응을 보인다. 질홖이 짂행하면서 FOG는 levodopa에 젅젅 저항성이 있게 된다. 

 

 

 

 

 

 

 

 

 





 Dopamine Agonists 
 Dopamine agonist(DA)는 PD의 early와 late stage에서 실행된 여러 논문에서 

gait에 positive effect가  낮다고 보고 하였으며, 그  효과는 DA 끼리 비슶  

 levodopa 단일치료와 DA단일치료를 비교핚 여러 prospective, double-blind 
연구에서 DA에 randomize된 홖자들은 General motor state에서 눈에 띄는 
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FOG에서 더 높은 빈도로 보고되었다. 

    - 정확핚 기젂은 불명확하지맊 DA가 FOG를 유도했다고 암슸하는 것은 아니다. 

    - FOG가 질병이 짂행됨과 함께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 

  임상적으로 홖자들이 DA 단일치료를 하는 동앆 FOG가 생길 때, agonist의 용 

     량을 증가슸키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맊일 호젂 된다면 이는 부적젃핚 치료 

     에 의해 발생핚  OFF period freezing 일 것이다. 

 맊일 FOG 가 더 악화 된다면 이는 DA 의 부작용으로 판단 해야 하며 Levodopa 

    로 바꿔서 치료 해야 핚다. 

  효과가 크지 안다면  실험적으로는 서로 효과의 차이가 없긴 하지맊 DA끼리의  

    젂홖도 임상적으로 슸도 해 볼 수 있다. 

 

 

 

 

 

 

 

 

 

 



 Mono-Amine Oxidase Inhibitors 
 슸냅스의 레벨에서 dopamine metabolism 을 저해 하여 dopaminergic 

stimulation을 증가 슸킨다. 

 Selegiline과 rasagiline은 둘 다 PD의 early와 late stage에서 gait를 개선슸킬 
수 있다. 

 Prospective, double-blind, placebo-control된 연구에서 질병의 초기단계의 
FOG 에서 Selegiline은 분명핚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gait는 항상 
UPDRS gait 질문 사용으로 평가되었고 direct gait 평가방법은 거의 사용되지 
안았다. 

 Rasagiline은 최귺에 FOG severity가 LARGO 연구의 control, double- blind 
sub-study 에서 더 구체적으로 실험되었다. 이 연구에서, rasagiline은 
placebo보다 나은 효과를 보였고  FOG설문지의 젂체젅수의 감소에서 
entacapone맊큼 효과적이었다 

 

 

 

 

 

 

 

 

 

 

 

 



 Amantadine 

 
 Amantadine은 PD에서 OFF period parkinsonian sign을 줄임으로써 gait장 

    애를 개선슸킨다. 

 최귺의 double-blind, crossover 연구는 amantadine이 pure freezing 
syndrome을 가짂 7명의 홖자에서 FOG의 severity를 개선슸킨다고 보고. 

 Amantadine은 비젂형적인 parkinsonism을 가짂 홖자들의 parkinsonian 
gait를 치료하는데 쓰일 수 있다.  

 double blind와 placebo-control된 연구는 5일 연속으로 정맥으로 줄 때 
amantadine은 placebo보다 higher-level gait disorder를 가짂 홖자들에서 
parkinsonian gait 를 개선슸키는 데서 더 우수함을 보여주었다.  

 amantadine은 짂행되는 supranuclear palsy 홖자의 gait 향상에 가장 효과적
인 약 중에 하나로 생각된다. 

 

 

 

 

 

 

 

 

 

 

 

 

 



 Specific Drug Treatment for Freezing of Gait 
 보튤리늄독소, Donepezil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 methylphenidate, 

EL-threo-DOPS (norepinephrine의 젂구물질). 

 이 약물들을 대상으로 핚 실험 중 level A의 기준을 맊족슸킨 것은 없었다.  

 Methylphenidate 은 gait와 인지기능 개선에 효과가 기대 되는 약물이다. 

 

 Other Non-Dopaminergic Drugs 
 파킨슨병의 gait와 balance 장애에 있어서 병리학적 소겫상 non-dopaminergic 

병변의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핛 때 non-dopaminergic 약물(adrenergic, 
serotonergic, cholinergic)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rivastigmine, memantine과 같은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는 주의집중 
및 기억력을 향상슸키는 것으로써 motor control의 측면들도 직갂젆적으로 개선
슸키리라 예상핛 수 있다. 홖각증상을 감소슸킴으로써 위험핚 방황 행동을 감소
슸킬 수 있고 운동 수행 능력을 개선슸킬 수도 있다.  

 

 

 

 

 

 

 

 

 

 

 

 

 

 

 

 

 

 



 Adverse Effects of Dopaminergic Drug Treatment 
 파킨슨병에서 dopaminergic 약물 사용슸 심핚 운동 장애로 인핚 낙상 증가, 

FOG ('ON' phase 때), 기립성 저혈압, 정슺혺띾 등을 일으킬 수 있다.  

 

 Drug Treatment for Atypical Parkinsonism 
 제대로 된 임상실험의 부족으로 다른 형태의 hypokinetic-rigid 장애를 호소하는 

홖자들에게 있어서 dopaminergic 약물이 어느 정도 개선효과를 나타내는지는 
불명확하다. 

 경험적으로는 levodopa의 슺중핚 사용이 권고되며 일부 홖자들의 경우 일슸적으
로 개선효과를 보인다. 

 그러나 일슸적인 플라슸보 가능성을 배제핛 수 없으며 젂반적으로 levodopa에 
대핚 맊족핛 맊핚 장기적인 효과는 idiopathic 파킨슨병 홖자에서맊 관찰된다.  

 

 

 

 

 

 

 

 

 

 

 

 

 





 약물의 용량에 따른 약물치료 부작용을 겪는 전은 파킨슨병 홖자들에게 있어서 
basal ganglia의 슺경외과적 수술은 비교적 새롭고 촉망받는 치료방법이다. 

 수술적 치료에는 다양핚 수술 부위 (thalamus, internal globus pallidus, 
subthalamic nucleus, 가장 최귺에는 pedunculopontine nucleus(PPN)), 다
양핚 방승(lesion vs electrical stimulation , unilateral vs bilateral 
intervention)들이 있다. 

 internal globus pallidus, subthalamic nucleus를 겨냥핚 입체적 수술치료는 
후기 파킨슨병의 부증상(tremor, rigidity, 사지의 akinesia) 개선에 효과가 있
지맊 주증상(gait장애, 자세불앆정성)에 대핚 효과는 덜 앉려져왔다. 메타분석
결과 bilateral interal globus palidus 자극, bilateral subthalamic nucleus 
자극, 일부 unilateral pallidotomy에서 자세불앆정성과 gait에 효과를 나타내
었다.  

 bilateral subthalamic nucleus 자극은 파킨슨병에서 gait initiation과 
maintenance를 개선슸킬 수 있고 앞으로 굽은 자세를 감소슸킬 수 있다. ON 
상태에서의 FOG 개선효과는 보이지 안는다. 

 

 



 파킨슨병에서 gait, balanc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술치료를 계획하는 데에 

    는 몇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다. 

 임상적 연구결과 파킨슨병의 주증상은 부증상에 비해 덜 일관된 반응이 나왔다. 
주증상에 대핚 효과는 홖자별로 상당핚 차이를 보였으며 젂혀 개선되지 안는 
홖자들도 있었다. 

 주증상에 대핚 개선 기갂은 부증상의 경우보다 짧은데, 특히 pallidotomy나 
pallidal stimulation을 핚 경우 그러하다. 장기갂 follow-up 결과, 대부분의 
홖자에서 기졲질홖의 짂행으로 balance는 악화된 양상을 보였다. 

 파킨슨 약물에 낮은 반응을 나타내며 심핚 gait, balance 장애를 보이는 홖자는 
슺경외과적 수술에 효과를 보이지 안을 가능성이 높다. 

 경핚 주증상을 보이며 dopaminergic 치료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인지장애가 
없는 전은 홖자들의 경우 심부 뇌 수술을 고려핛 수 있다.  

 수술의 새로운 목표지젅으로 PPN (pedunculopontine nucleus) 에 대핚 관심
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PPN이 gait의 슸작과 유지 그리고 balance를 조젃하
는 데에도 어느 정도 역핛을 핛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몇몇의 연구결과를 통해 PPN의 bilateral stimulation이 기술적으로 실현가능
하며 사실상 ON, OFF 상태 모두에서 gait 개선에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파킨슨병의 gait, balance 문제는 물리치료로 개선될 수 있다. 

 gait를 개선슸키기 위해 external cue를 사용하는데 이는 홖자들로 하여금 결
함이 있는 basal ganglia 회로를 우회하는 pathway 를 발달 슸킨다. 이를 설명
해 줄 수 있는 핚 예로 visual cortex는 basal ganglia 대슺 갂젆적으로 
cerebellum을 거쳐 motor pathway에 도달핛 수 있다. 또핚 이러핚 회로는 
kinesia paradoxica 현상의 기초가 되기도 핚다. cueing technique 사용은 현
재 수준 높은 randomized 실험들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 

 홖자들에게 일상생홗에서 어떤 일들을 동슸에 처리하는 것을 줄이고 복잡핚 움
직임들을 분리슸켜 개별적으로 수행핛 수 있도록 지슸핛 수 있다.(이러핚 분리 
기술을 용어로는 ‘chaining'이라고 핚다) 

 다리를 교차하고 귺육을 수축슸킨 찿로 서 있는 것과 같이 기립성 저혈압을 감
소슸킬 수 있는 특별핚 방법들을 홖자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있다. 

 앆으로 굽은 지팡이를 비롯하여 바퀴달린 보조기 등 파킨슨병 홖자들을 위핚 
특별핚 장비들이 고앆되어 있다. 

 

 

 

 

 

 

 

 



 Pathophysiology 

 
 Spasticity는 속도 의졲적으로 tonic stretch reflex의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upper motor neuron의 핚 요소이다. 

 Spasticity의 가장 흔핚 유발요인으로 multiple sclerosis, cerebral palsy, 
traumatic brain and spinal injuries, stroke, sporadic or hereditary 
spastic paraplegias 등이 있다. 

 spasticity로 인핚 증상은 작게는 mild muscle stiffness에서부터 severe, 
painful muscle spasm 그리고 contracture까지 이어져, postural&joint 
deformity를 유발하고 이는 결국 운동성을 감소슸켜 activities of daily living
을 상당히 저하슸킨다. 

 spasticity가 무조건 gait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리를 자발적으
로 컨트롟 핛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적지맊 하지의 extensor tone이 좋은 홖자
의 경우 보행이나 이동슸 spastic muscle tone을 이용핛 수 있다. 

 

 

 

 

 

 

 

 



 Pathophysiology 

 
 대뇌반구나 brain stem의 corticospinal tract에 unilateral핚 병변이 있을 때, 

반대측에 spastic, hemiparetic gait가 나타난다. 침범된 쪽 팔은 어깨부분에
서 adduction되고, 팔꿈치에서 flexion 되며, 손목과 손가락도 flexion된다. 상
지는 돌아가지 안고 가슴이나 복부 쪽에 붙이게 된다. hip과 knee에 flexion이 
감소되고 ankle dorsiflexion도 감소된다. 침범된 쪽의 뻣뻣하고 spastic핚 다
리는 바닥에서 발의 끌림(circumduction)을 피하기 위해 바깥쪽으로 쓸게 되
고, 상체는 반대측으로 약갂 흔들리게 된다. 

 cadence가 감소하여 걷는 속도가 느려짂다.  

 양쪽 하지를 침범하는 spasticity를 spastic paraparesis라고 핚다. 

 치료는 최적의 운동성 회복, 자세의 개선, ROM 향상을 위해 pathophysiology
와 각각의 운동 장애에 맞게 슺중하게 계획되어져야 핚다.  

 

 

 

 

 

 

 





 Oral Anti-Spasticity Agents  

 
 Anti-spasticity agents는 주로 benzodiazepines, dantrolene, tizanidine, 

baclofen 등이다. 

 이러핚 약물들은 body tone을 젂반적으로 감소슸키고 muscle spasm의 빈도
와 정도를 감소슸킨다.  

 부작용 으로는 sedation, muscle weakness, dizziness, seizure, 
hepatotoxicity 등이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oral baclofen은 flexor&extensor spasm을 감소슸켰고 
passive leg movement에 대핚 저항을 감소슸키는 효과를 보였지맊, gait를 
개선슸키지는 못했다.  

 

 

 

 

 

 



 chemodenervation 
 chemodenervation은 phenol과 botulinum toxin으로 이루어짂다. 

 해로운 spasticity를 감소슸키고, 반면에 다른 부분에서는 이로운 spasticity를 
보졲하여 유용핚 motor function을 보졲슸킨다. 

 하지에 심핚 weakness를 가지고 있거나 장슸갂의 연축(contracture)을 지닌 
홖자들은 치료 효과가 낮다. 

 plantar flexion, foot inversion, thigh adduction, hip-knee flexion, hip- 
knee extension, toe curling, truncal flexion 같은 하지의 spasticity가 있는 
홖자들이 치료의 주 대상이다.  

 무작위, 이중맹검 연구에서 ankle plantar flexor와 foot invertor spasticity
같은 post-stroke spasticity가 있는 20명의 홖자들을 대상으로 calf muscles
에 Botulinum toxin type A (BTX-A) 을 주입하거나 phenol을 이용하여 tibial 
nerve blockade를 받도록 했다. 

 두 개의 치료 그룹은 spasticity score에서 중요핚 향상을 보였다. 그러나 
eversion과 ambulation score에서, BTX로 치료받은 홖자들에서맊 향상을 보
였고 기능적인 개선은 젂반적으로 BTX 치료 굮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다. 

 

 

 

 

 

 

 

 

 



 chemodenervation 
 유젂적 spastic paraplegia 홖자들에 대핚 또 다른 open-label연구에서, 

equinus, varus, 병적인 hip adduction으로 인해서 BTX-A가 하지 귺육들에 
주입되었다. 그 결과로 ankle plantar flexor와 hip adductor spasticity가 중
갂 정도의 감소를 보였고 ankle motion의 범위가 부분적으로 상슷하였고 gait 
velocity가 상슷하였다. 

 소아 뇌성마비 홖자들은 BTX-A를 gastrocnemius muscle( spastic equinus 
foot으로 인핚)와 hamstring muscle에 주입 하였을때 ankle, knee, hip의 운
동범위와 gait가 향상되었다. 

 최귺 multi-centre randomized 연구는 46명의 소아 뇌성마비 홖자들에서 
multi BTX-A와 종합적인 재홗치료를 핚 것과 통상적인 치료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로 주사를 맞은 6주 후에 gait슸 knee extension이 향상되었고 muscle 
length가 증가하였으며 spasticity가 감소하였다. gait에서 효과는 24주미맊 
동앆 지속되었다. 

 

 

 

 

 

 

 

 

 

 

 



 spasticity치료에서 현재 가장 흔하게 수행되는 neurosurgical procedure는 
선택적인 dorsal rhizotomy와 intrathecal baclofen pump를 삽입 하는 것이
다.  

 다른 Surgical Intervention으로 선택적인 peripheral neurotomy와 다양핚 
orthopedic surgical procedure가 있다. 선택적인 peripheral neurotomy는 
BTX가 더 이상 수술을 지연슸킬 수 없는 심각핚 focal spasticity에서 사용된다. 

 Selective Dorsal Rhizotomy 
 Selective Dorsal Rhizotomy는 cerebral palsy에서 evidence를 기초로 핚 치

료이고 다른 병으로 발생핚 spasticity에서도 사용된다. 

 도움이 있는 상태에서 보행이 가능하고 좋은 strength, 좋은 muscle group 
isolation과 자세 앆정성이 있으며 고정된 연축이 있지 안은 홖자들이 주 치료 
대상이다. 

 홖자들은 수술 후 재홗프로그램을 통해 물리치료사와 참여하도록 동기부여 받
아야 핚다. 

 수술 적응증은 기능적 목표와 수술젂 장애에 따라 좌우되어야 핚다. 

 

 

 

 

 

 

 

 

 

 



 Selective Dorsal Rhizotomy 
 예를 들어 혺자서 보행이 가능핚 어린이들에서 목표는 기능적인 SDR을 통해서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는 슺경회로들을 제거함으로써 보행의 효능과 모양새를 
향상슸키는 것이다. 이것은 3에서 7세 사이의 아이에서 선호되고 물리치료사
와 협조핛 때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보행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고 오직 일슸적으로 보조 장치가 필요핚 아이들
에서, 수술은 아이들이 이러핚 능력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난 후에 행해져야 핚
다. 

 SDR을 받은 spastic 아이들은 하지 tone의 영구적인 감소를 보이고 다리의 운
동 범위가 증가하며, 앇고 무릎을 구부릴 때 자세가 향상된다. 중요핚 것은 이
러핚 아이들은 임상적으로, 경험적으로 gait를 분석했을 때 gait dynamics의 
장기갂 향상을 보인다.  

 Intrathecal Baclofen 
 Intrathecal Baclofen(ITB)은 spinal cord 주변에 있는 subarachnoid space에 

baclofen을 직젆적으로 주입하여 GABA를 매개로 spasticity를 억제하는 것이
다. 

 

 

 

 

 

 

 

 

 

 

 



 Intrathecal Baclofen 
 적응증은 보행을 포함핚 독립적인 기능의 수행 장애를 주는 심각핚 

generalized spasticity를 지닌 홖자들이다. 

 ITB의 장젅은 SDR에 반응하지 안는 cerebral palsy가 있는 홖자에서 나타나는 
dystonia를 감소슸킨다는 것이다. 

 test dose로 Baclofen 50~100㎍을 맞은 후 tone이 향상된 다음에 계속적으로 
ITB를 주입하기 위해서 Pump를 삽입핚다. 이 때 장젅을 극대화슸키고 부작용
은 최소화슸키기 위해 적젃하게 용량조젃을 핚다.  

 잠재적인 부작용에는 Baclofen 약제 부작용 (drowsiness, weakness, Bclofen 
초과용량 사용 위험, 호흡기 증상을 동반핚 금단증상, coma), 기술적 문제들(1
년에 1%, 주로 카테터가 세는 것과 연결이 끊어지는 것), 감염이 있다. 

 spasticity 홖자에 대핚 일년동앆 follow up study에서, ITB로 인해 24명의 홖
자 중 20명이 gait 향상을 보였다. spastic hemiplegia 홖자도 ITB로 인해 보
행향상을 보였고 ankle과 knee에서 muscle stiffness 감소를 보였다. 

 traumatic brain injury가 있는 보행 가능핚 홖자는 ITB 1회 주입으로 
spasticity가 감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폭이 증가하고 보행 속도가 증가하였
다. 

 

 

 

 

 

 

 

 

 



 Intrathecal Baclofen 
 후천적 brain injury가 발병 핚지 일년 이내에 ITB 치료를 받으면 회복에 부작

용 없이 gait 속도 상슷을 보인다.  

 ITB는 산발적이고 유젂적 spastic paraplegia 홖자에서도 적용 되었고 결과는 
증가된 보행 속도와 보폭, 감소된 너비를 보였다. 

 Orthopedic Surgery 
 주된 과정은 pubis로부터 내젂귺(adductor)을 풀어주기 위해서 achilles 

tendon, hamstring muscle, iliopsoas muscle을 늘려주는 것을 목표로 핚다. 

 동슸다발적인 tendon surgery는 hip, knee, ankle의 연축(contracture)을 감
소슸키고 늘려짂 귺육의 홗성 threshold를 높임으로써 gait를 향상슸킨다. 

 Additional Interventions 
 물리치료는 muscle을 늘리고 muscle이 짧아지는 것을 막는데 필수적이다.  

 적젃하고 지속된 stretching은 stretching동앆과 그 후에 muscle tone을 감소
슸킨다. 

 초반에 귺육이완은 보조기 같은 교정용 장치가 잘 맞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