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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화상 환자의 재활치료를 위한 보행보조 로봇훈련의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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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ilot Study of Robot-Assisted Training for the Lower Extremity Rehabilitation of Burn Patients
Yoon Soo Cho, M.D., Min Hye Noh, P.T., So Young Joo, M.D. and Cheong Hoon Seo, M.D.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Hangang Sacred Heart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Scar contracture influence the outcome of burn patients significantl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feasibility of
robot-assisted training for the lower extremity rehabilitation of burn patients.
M ethods: This pilot study was conducted on 7 burn patients for 8 weeks between January 2019 and November 2019. Two of
7 patients withdrew from this study because one had skin abrasion on the legs which thigh fastening devices were applied on
and the other was not participate in the assessment at 4 weeks after training. Final 5 patients received gait training with
Ⓡ
SUBAR and numeric rating scale (NRS), 6-minutes walking test, and range of motion in flexion and extension of knee and
ankle joint were evaluated before training, 4 weeks and 12 weeks after training.
Results: The subjects had a mean age of 51.8±98 years, mean total burn surface area of 30.8±13.7%, mean duration from inst
jury to 1 assessment of 102.8±39.3 days. Anyone of 5 patients did not have musculoskeletal or cardiovascular side effects
such as increased or decreased blood pressure or dizziness. The significant improvement in NRS, gait speed, and range of
motion in knee extension and ankle plantarflexion after robotic training (all P＜0.05).
Conclusion: Robot-assisted training could be feasible for the rehabilitation of burn patients and it could improve muscle
strength and range of motion in lower extremities, and gait function. (J Korean Burn Soc 2020;23:31-36)
Key Words: Robot-assisted training, Rehabilitation, Scar contracture, Burns

수축의 병리학적 결과이며[1], 관절 가동범위의 감소를 야

서

론

기하여 일상적 활동 수행 및 보행 기능에 제한을 야기할
수 있다[1,2]. 화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화상 후 흉터 구축은 과도한 흉터 생성과 지속적인 흉터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흉터 구축으로 인한 기능 제한은 퇴
원 후 6개월에도 지속되었으며[2], 화상체표면적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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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중증 화상환자의 93.5%에서 수상 1달째 적어도 1부
위 이상의 관절 구축이 발생하였다[3]. 중증 화상에 대한 내
과적, 외과적 치료 방법의 발전으로 인해 화상 환자 생존율
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4], 이로 인해 흉터 구축을 가진
화상 생존자의 수도 늘어나 퇴원 시 흉터 구축의 유병율이
38∼54%에 달하고 있다[1]. 중증 화상환자의 생존율 증가
에 따라, 화상 치료에서 주요 관심사 또한 생명을 구하는
부분에서 기능과 사회 복귀 같은 재활 문제로 옮겨가고 있
는 중이다[3]. 흉터 구축은 화상 중증도 정도, 재활 치료 시
간과 함께 화상 환자의 치료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다[5].
화상 재활의 주요 목적은 운동범위 및 기능 제한을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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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화상 흉터 구축의 생성을 막는 데 있으며, 화상 입원

반흔이 있는 환자,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이나 기립성 저혈

치료 기간 동안 시행된 적절하고 충분한 재활치료는 화상

압이 있는 환자, 인지력 저하 혹은 상지의 장해로 로봇 조절

생존자들에게 흉터 구축의 생성을 지연시킬 수 있었다[6].

이 어려운 환자, 중등도 이상의 관절 질환을 가진 환자, 골

하지의 화상 흉터 구축으로 인해 보행 장애를 보이는 화상

절과 같은 하지 체중 부하의 금기증이 있는 환자는 제외되

환자들에게 시행되는 고전적인 재활치료 방법에는 단절된

었다[20]. 대상 환자들은 로봇훈련 기간 동안 흉터 관리제

동작의 수동적 관절 가동 훈련, 보행 보조기를 이용한 보행

품-실리콘, 압박옷, 보습제 등- 적용, 통증 및 가려움증에 대

훈련, 물리치료사에 의한 도수 치료들이 있다[7]. 재활치료

한 약물복용을 시행 받았다. 본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에 관한 최신 지견에서 환자가 목표한 동작과 비슷한 동작

승인을 받았으며(HG 2019-004), 연구 대상자들은 피험자

을 집중 반복 훈련함으로써 운동 기술을 익히게 된다는 운

설명서 내용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 후 자발적으로 참여하

동학습이론이 강조되고 있으며[8,9], 이러한 운동학습이론

였다.

에 근거한 치료방법이 고전적 운동치료보다 더 효과적이라

Ⓡ

보행보조 재활로봇 SUBAR (CRETEM Co. Ltd, AnyangⓇ

고 보고되고 있다[10,11]. 이에 따라, 하지 보행장애를 가진

si, South Korea)를 사용하여 보행훈련을 받았다. SUBAR

환자들에게 숙련된 물리치료사들에 의해 정상 보행 동작을

는 다리를 지지해주는 외골격과 보행을 도와주는 운전장치

집중적으로 반복하는 훈련이 시행되고 있으며, 동시적으로

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자가 외골격을 다리에 착용하고 로

치료사의 육체적 노력과 시간을 줄이고 보행 운동학의 반

봇의 힘을 빌려서 걷는 방식이다(Fig. 1). 로봇 적용 보행훈

복적 재연성을 개선하기 위해 보행 훈련을 보조해주는 로

련 시작 전에 먼저 환자의 엉덩이관절 부위에서 무릎까지,

봇 장치들의 개발이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2-16].

무릎에서 발까지 길이를 재서 환자의 하지 길이에 따라

이들 보행 보조 로봇 장치는 정상 생리적 보행 패턴에 따라

SUBAR 의 다리 외골격을 조정한다. 다음 단계로 SUBAR

환자의 하지 움직임을 유도하도록 미리 프로그램 되어 있

의 외골격에 환자의 양쪽 다리를 넣고 허벅지와 아랫다리

으며, 뇌졸중[12], 척수손상[13], 파킨슨병[14] 등 중추 신경

를 단단히 고정한다. 보행 속도는 환자의 보행장애 정도에

계 손상 환자들과 슬관절 혹은 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

따라 1부터 5까지 5단계로 조절 가능하며, 무릎 관절 가동

에게[15,16] 임상적 긍정적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범위에 따라 25도부터 60도까지 5단계로 환자에게 맞추어

재활 치료 분야에서 로봇 기술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화상

적절하게 조절한다. 각 단계는 환자의 근력, 관절운동각도

재활분야에서 화상 치료 중 야기되는 통증 조절에 컴퓨터

의 호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절되었다. 모든 데이터는 태

를 이용한 가상현실 적용 사례들을[17,18] 제외하고는 현재

블릿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저장되며, SUBAR

까지 의료용 보행보조 재활로봇의 화상재활치료 적용이 국

운전은 환자에 의해 직접 이루어지거나 환자 안전을 위해

내에 보고된 바가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 하지의 화상 흉터

원격으로 치료사에 의해서도 조절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구축으로 인해 관절 가동 범위의 제한과 보행 장애를 보이

보행 훈련은 제자리 보행, 정 보행, 역 보행 3가지 방식으로

Ⓡ

Ⓡ

고 있는 화상 환자의 재활치료에 보행보조 재활로봇을 적
용하여 임상적 안정성 및 유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본원 재활의학과에 입원 중인
화상 환자 중 양측 하지에 화상 흉터 구축으로 인한 운동제
한과 보행장애를 보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보행보조 로봇훈
련의 임상적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선행 연구를 시
행하였다. 양측 하지에 흉터 구축으로 인한 운동제한과 보
행장애를 보이는 화상 환자 7명이 연구에 등록되었으며, 환
자들은 모두 화상 수상 후 무균처치나 피부 이식수술로 상
처의 완전한 표피 재형성이 이루어진 환자들이었다[19]. 몸
무게 100 kg 이상, 키 150 cm 미만 혹은 185 cm 이상으로
로봇 착용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을 가진 환자, 흉터
부위 출혈이 있거나 로봇 착용시 표피 손상 위험성이 있는

Ⓡ

Fig. 1. Robot-assisted gait training with SUBARⓇ.

조윤수 등：보행보조 로봇훈련

리치료사는 6분 보행 평가 동안 환자 곁에서 함께 이동하였
으며 필요한 경우 약간의 도움을 제공하였고, 2번 시도에서

Nothing
Nothing
Nothing
Abrasion

더 빠른 수치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운동각도와 근력은 흉
터 구축을 보이는 관절이 평가에 포함되었으며, 가동운동
범위 측정은 휴대용 각도계(goniometer)를 사용하였다.
Training

훈련 전, 훈련 후 4주와 8주에 호전 유무를 알아보기 위
해 먼저 각 기간의 평가점수 평균들을 Frideman test를 사
용하여 비교 분석한 후 유의한 경우 Dunnett T3 post hoc
test로 사후검정을 시행하여 비교하였고, 다음으로 훈련 전
과 훈련 후 4주, 훈련 후 8주의 평가점수 차이를 계산한 기
간들 사이의 변화량 평균을 Wilcoxon singed rank sum

군데, 무릎 10군데, 발목 9군데였다(Table 2). 참가자 중 근
골격계 부작용이나 현기증, 혈압 상승이나 저하 등 심혈관
계 부작용이 발생된 사례는 없었으며 통증 및 가려움에 대
한 약물 복용을 시행한 환자에서 약물 종류 및 용량의 변화
는 없었다.
Table 3은 훈련 전, 훈련 후 4주, 훈련 후 8주에 시행한
평가점수의 평균을 보여준다. 로봇 보행훈련 전과 비교하
여 훈련 후 4주, 8주에 통증 숫자평가척도가 8.4±0.8점에서
5.2±0.8점, 4.6±0.5점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며(P＜0.001)
보행속도, 무릎 신전 및 발목 저측 굴곡 가동범위가 훈련

K, A
K, A
K, A
K
76
76
171
56
42
41
41
40
FB
FB
EB
SB

76
173
115

Both H,
Both H,
Both H,
Right A
Both H,
Both H,
Both H,
Both H,
45
59
48
64

린 기간 102.8±39.3일이었으며, 관절구축 부위는 대퇴부 10

M
M
M
M

30.8±13.7%, 평균 수상 후부터 로봇 보행훈련 시작까지 걸

4
5
6
7

상 2명, 열탕화상 1명, 전기화상 1명, 평균 화상체표면적

F
M
M

세, 평균 신장 163.0±8.2 cm, 평균 체중 66.6±5.7 kg, 화염화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Enrolled Patients

구에 참여하였다(Table 1). 참여자들은 평균 나이 51.8±9.8

1
2
3

평가를 받지 않아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5명이 8주까지 연

Burn type

벗겨짐이 발생하여 중단하였고 1명은 훈련 후 4주의 임상

Age (years)

록되었으며, 이들 중 1명은 고정 belt 착용 부위에서 피부

Sex

환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7명의 화상환자가 연구에 등

TBSA (%)

Duration since
burn injury
(days)

과

Case No.

결

13
41
17

다.

SB
FB
FB

USA)이 사용되었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

41
64
66

Joint with LOM

sion 21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Chicago,

K, A
K, A
K

test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통계 분석을 위해 SPSS ver-

TBSA = total body surface area, LOM = limitation of motion, SB = scalding burn, FB = flame burn, EB = electrical burn, H = hip, K = knee, A = ankle, PTx = physical
therapy.

보행보조 로봇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물

8
8
8
2

Duration of
training
(weeks)

사[21],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의 굴곡 및 신전 운동범위가

Robot＋conventional PTx
Robot＋conventional PTx
Robot＋conventional PTx
Dropout (skin abrasion)

NRS), 평지에서 6분 동안 보행한 거리를 측정한 6분 보행검

8
4
8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는 훈련 전, 훈련 후 4주와 8주에
실시되었으며, 통증 숫자평가척도(numeric rating scale,

Robot＋conventional PTx
Dropout (personal cause)
Robot＋conventional PTx

Adverse events

1회 30분씩, 하루 1회, 주 5회, 8주 동안 치료군에게 시행하
였다.

Nothing
Nothing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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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all P＜0.05). 사후검정에서 통증

변화량을 보였다(P=0.006).

숫자평가척도, 보행속도, 발목 저측 굴곡 가동범위가 로봇
보행훈련 후 4주 평가에 유의한 호전을 보였으며(all P＜0.05)

고

찰

훈련 후 4주와 8주 평가점수 평균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all P＞0.05). 무릎 신전 가동범위는 훈련 전 −7.8±

본 연구는 하지에 화상 수상 후 흉터 수축으로 인한 관절

7.9도에서 훈련 후 4주 −0.8±1.7도, 훈련 후 8주 −0.4±0.9

가동범위 제한과 보행 장애를 보이는 화상환자의 재활치료

도로 8주 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유의한 호전을 보였다

에 보행보조 로봇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본 선행연구이다.

(P=0.034).

Ⓡ
보행보조 재활로봇 SUBAR 는 다리를 지지해주는 외골격

각 평가 기간들 사이의 변화량 평균 비교는 Table 4에서

과 보행을 도와주는 운전장치로 구성되어 있어 보행훈련시

보여준다. 통증 숫자평가척도, 보행 속도, 발목 배측 및 저

기존의 숙련된 물리치료사에 의한 재활치료보다 낙상 위험

측 굴곡의 가동범위의 변화량은 훈련 전부터 훈련 4주 사이

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화상환자들은 상처 치유 동안

(−3.2±0.8점, 0.3±0.1 m/sec, 5.7±7.6도, 14.5±12.2도)에 훈

뿐 아니라 재활치료 중에도 치료적 술기들에 의해 통증의

련 후 4주에서 8주 사이(−0.6±0.5점, 0.1±0.1 m/sec, −4.1±

악화를 경험하게 되며[22], 흉터 통증의 35%가 1년 이상 지

8.7도, 3.7±7.8도)보다 유의하게 더 큰 값을 보였다(all P＜0.05).

속된다고 알려져 있다[23]. 특히 하지 관절 주위의 흉터 통

발목 배측 가동범위는 훈련 초기 4주의 양의(positive) 변화

증은 상처의 재상피화 후에도 관절 가동범위에 제한을 야

와 달리 훈련 후 4주와 8주 사이에 유의한 음의(negative)

기하고 보행 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화상 환자들의 보행
기능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숫자평가척도를

Table 2. Demographics Characteristics of Five Patients with
Robotic Training for 8 Weeks

Sex (male/female)
Age (years)
Height (cm)
Weight (kg)
Body mass index (kg/m2)
Burn type (FB:SB:EB)
Percent of TBSA (%)
Duration since burn injury (days)
Joint of LOM (H:K:A)

4:1
51.8±9.8
163.0±8.2
66.6±5.7
25.1±1.6
3:1:1
30.8±13.7
102.8±39.3
10:10:9

Data for continuous variable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FB = flame burn, SB = scalding burn, EB = electrical burn, TBSA =
total body surface area, LOM = limitation of motion, H = hip,
K = knee, A = ankle.

Table 4. Comparisons of Improvement in Parameters among
Three Assessments

Pre∼
4 weeks
Pain NRS
Speed (m/sec)
ROM of joint (°)
Knee flexion
Knee extension
Ankle dorsiflexion
Ankle plantarflexion

−3.2±0.8
0.3±0.1

10.8±20.5
6.3±7.3
5.7±7.6
14.5±12.2

4 weeks∼
8 weeks

P-value

−0.6±0.5
0.1±0.1

0.002
0.021

1.3±3.2
6.6±7.8
−4.1±8.7
3.7±7.8

0.250
1.000
0.006
0.013

Wilcoxon singed rank sumtest was used for analysis.
NRS = numeric rating scale, ROM = range of motion.
P＜0.05.

Table 3. Comparisons of Descriptive Parameters at before Training, 4 Weeks and 8 Weeks after Robotic Training

Before
Pain NRS
Speed (m/sec)
ROM of joint (°)
Knee flexion
Knee extension
Ankle dorsiflexion
Ankle plantarflexion

4 weeks
ab

5.2±0.8
0.6±0.09a

96.7±17.1
−7.8±7.9a
16.1±7.4
ab
17.6±3.5

108.7±15.7
−0.8±1.7b
22.4±4.9
a
33.7±12.6

8.4±0.8
0.3±0.03ab

a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evaluated using Frideman test with Dunnett T3 post hoc test.
The same alphabet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P=0.05) on post hoc test.
NRS = numeric rating scale, ROM = range of motion.
P＜0.05.

8 weeks

P-value

b

＜0.001
＜0.001

110.1±15.5
−0.4±0.9c
17.9±4.4
b
37.8±4.4

0.258
0.034
0.062
＜0.001

4.6±0.5
0.7±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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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통증 강도를 측정하였으며, 훈련 후 8주까지 지속

후 하지 보행 기능에 유의한 호전을 보였음이 보고되었다.

적인 흉터 통증의 감소를 보였다. 특히, 훈련 초기 4주 동안

로봇 적용을 통한 반복적이고 자발적인 보행 동작이 뇌피

에 훈련 후반 4주보다 유의하게 더 큰 통증 감소를 보였다.

질에서 감각 및 운동 자극에 대한 피드백을 유발하고 이를

무릎 관절 전치환술 환자의 초기 재활치료에서 로봇 적용

통해 관절 움직임과 근력의 호전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재활훈련은 고식적 재활훈련보다 수술 후 초기 통증 감소

[13,24].

에 유의하게 더 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다[24,25].

본 연구는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아니고 대상 환자수가

일정 속도와 일정 각도로 무릎 관절 움직임이 이루어지도

적었으며, 통증 감소에 미치는 외부적 요인들의 영향을 완

록 프로그램화된 로봇 보행훈련의 적용은 하지 화상 환자

전히 배제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하지만, 중재 과

의 재활치료에서 재활 술기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통증

정 및 효과 평가 항목들이 타당성 있게 시행됨으로써 후속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를 위한 선행 연구로 충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화상

화상 흉터는 특징적으로 수상 후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수상 후 56일째인 환자에게 로봇 고정 belt 적용부위에 피

까지, 때때로 24개월 이상 지속되기도 하는, 병적인 과증식

부 찰과상이 생겨 훈련을 중단한 사례가 1명 있었으나, 추

을 보이게 된다[2]. 본 선행연구 대상자들은 수상 후부터 평

후 연구에서 흉터가 더 안정화된 후 로봇 훈련을 시행함으

균 102.8±39.3일에 로봇 보행훈련을 시작하였으므로, 이런

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로봇 훈련 중 어떤

과증식 과정이 훈련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근골격계 부작용이나 심혈관계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았다.

통증 숫자평가척도, 보행 속도, 발목 배측 및 저측 굴곡의

Belt로 인한 피부 자극이 없도록 추가적인 재질 개선과 흉

가동범위의 훈련 후 4주부터 8주 사이의 변화 정도가 훈련

터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로봇 적용 시기에 대한 추가적

시작부터 4주 사이 호전된 정도와 비교하여 통계학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유의하게 감소된 효과를 보였던 것은 흉터 과증식의 진행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로봇 훈련 자체가 흉터 과

결

론

증식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추
후 대조군 연구를 통해 로봇 훈련이 흉터 과증식에 영향을

보행 장애를 가진 하지 화상 환자에게 로봇 보행훈련은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안전하다고 고려될 수 있으며, 고식적 보행훈련에 비해 통

재활훈련으로 인한 보행기능 회복을 측정하는 지표로써

증 감소, 보행 속도 증가, 하지 가동범위 향상에 더 나은 결

6분 보행 검사를 시행하여 보행 속도를 측정하였다. 보행

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행보조 재활로봇

속도는 보행 기능 회복을 반영하는 타당성 높은 지표이며,

의 적용은 하지 화상 환자에게 하지 운동기능과 보행기능

보행 속도의 변화를 통해 재활치료의 효과를 판정할 수 있

회복을 위한 새로운 치료적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

다[26]. 로봇 보행훈련 후 4주와 8주에 보행속도가 꾸준히

로 기대되며 추가적 대조군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호전되었으나, 훈련 초기 4주 동안에 훈련 후반 4주보다 보
행 속도의 호전 정도가 유의하게 더 증가하였다. 보행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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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속도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 관절 가동범위 평가 항목에서 훈련 후 8주 동안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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