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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applying alignment control to unilateral stepping exercise training on 
improving balance and gait ability in post stroke hemiplegia. Methods Twenty subjects who meet the selection criteria 
and agreed to research having hospital care at the B hospital in Sungnam were randornly allocated and enrolled in this 
study. Alignment control to unilateral stepping exercise group was 10, simple stepping exercise group was 10 and totally 
20 patients were confmned. Alignment control to unilateral stepping exercise σaining was applied to experimental group, 
simple stepping exercise was applied to control group. These were proceeded for 8weeks(3days a week, 30DÙnutes a day), 
change of balance and gait ability was checked to investigate the effect Balancia software was used for checking the 
ability of static balance, TUG was used for checking the ability of dynaDÙc balance, force plateforrn system were used 
for checking the ability of gait. Results Bnd Conclusion In conclusion, heDÙplegic patients who performed alignment 
control to unilateral stepping exercise training showed more effective results than heDÙplegic patients who perforrned 
simple stepping exercise on improving for static, dynaDÙc balance and gait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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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뇌졸중은 전반적인 또는 국소적인 뇌기능의 소실로서， 광범위 

한 기능의 손상과 심각한 징L애를 동반한다{Duncan et al., 

2002). 특히 뇌졸중으로 인한 감각 운동 능력의 소실은 자세 

조절 능력의 손상을 야기시키고 일상생활힘t의 독립성과 보행 

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Desrosiers et a l., 2002) 뇌졸중 

환자들은 마비측에 대한 신체인식의 구조화가 어려워 전반적인 

균형의 유지가 어려운 특성을 가지게 되며CRode et a l. , 

1997), 뇌졸중 환자는 무게 중심이 대부분 비마비측 하지에 펀 

중되어 비마비측으로 더 많은 체중을 줌으로써 비대칭적인 균 

형 상태를 보이게 된다{Sackley and Lincoln , 1997). 또한 

자세조절 근육의 비효율적인 동원 양상과 자세 유지에 펼요한 

근육의 지구력도 감소되어 자세유지의 구조적 기보}이 되는 정 

렬유지가 어려워 균형의 조절과 안정성에도 문제를 가진다 

(Harburn et al., 1995). 

뇌졸중 환자들의 재활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보행 

(Shin et a l., 2010)이란 최소한의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조화 

된 사지의 움직임을 통하여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신체의 무게 

중심을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Chon et al., 2000). 

보행은 균형， 협응， 운동감각， 돼수용감각， 관절 및 근육이 

조화롭게 작용하여 나타나는 복잡한 운동이며(0’Sullivan and 

Schmitz, 2000) 뇌졸중 환자의 보행 능력은 환자가 수행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범위를 결정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재 

활의 중요한 결과물이디(Richards et a l. , 1993). 그러나 뇌졸 

중 환자들은 마비측에 대한 무시의 특성을 가지며 신체인식의 

구조화가 어려워 전반적인 균형의 유지나 보행의 조절에 어려 

운 특성을 갖는다{Rode et al., 1997). 뿐만 아니라 마비측 하 

지의 지지시간 감소， 보행률(cadence)과 활보장 길이의 감소 

협응 능력의 저하가 발생하여 기능적 활동에 제한을 갖게 된다 

(Roerdink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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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환자들의 비효율적 정렬상태， 체중을 이동시카는 능 

력의 저하， 비대칭적인 균형 상태는 균형의 조절과 보행에 영 

ï5"J=-을 미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선행연구들에서는 고유수용 

성 감각정보를 이용한 하지 재정렬 운동{구성회， 2006) , 다양 

한 과제수행을 이용한 하지관절 기능수행운동(안명환， 2012) , 

리듬청각자극을 이용한 편측 복합스테핑운동{김현동， 2013) 등 

을 통해 정렬에 대한 집중적인 정보와 다양한 보행형태의 운동 

적용이 뇌졸중 환자들의 균형과 보행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보 

였다 김현동-(2013)은 편마비 환자들이 비마비측 다리로 스태 

핑을 하는 동안 마비측이 봄 전체의 체중을 수용할 수 있는 근 

육의 힘을 마비측 다리가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하였 

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랴듬청각자극을 이용한 편측 복합스 

태핑운동을 수행한 군이 운동치료 군에 비해 정적， 동적 및 기 

능적 균형능력과 보행능력에서 유의하게 큰 기능적 향상이 있 

었음을보였다. 

스테핑은 선행적 자세조절과 하지의 수의적 조절의 상호작 

용이 상당히 요구되는 움직임이대Michel et a l., 2009). 따라 

서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신체정렬을 통한 편측 

스랩 업 운동이 균형능력과 보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 

과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신제정렬을 통한 편 

측 스랩 업 운동을 실시하여 균형능력과 보행능력에 미치는 효 

과를 알아봄으로써 뇌졸중 환자의 균형과 보행능력의 증진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 

은다음과 같다. 

첫째， 뇌졸중 환자의 신제정렬을 통한 편측 스탬 엽 운동이 균 

형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뇌졸중 환자의 신제정렬을 통한 편측 스랩 업 운동이 보 

행능력에 미치는 영횡t을 알아보고자 한다. 

3. 연구으|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정렬을 통한 편측 스탬 업 운동군이 단순 편측 스댐 

엽 운동군에 비해 보행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둘째， 신체정렬을 통한 편측 스랩 업 운동군이 단순 편측 스댐 

업 운동균에 비해 균형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셋째， 신체정렬을 통한 편측 스템 업 운동군의 균형능력， 보행 

능력의 향상이 단순 편측 스댐 업 운동군의 균형능력， 

보행능력의 향상보다 더 클 것이다. 

11.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논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를 진단받고 성남 

시 B병원에 입원하여 기능회복을 위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무작위로 나누어 신체정렬 

을 통한 편측 스랩 업 운동군 10명과 단순 편측 스댐 업 운동 

군 10명으로 나누어 중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선정기 

준은다음과 같다. 

뇌졸중 이외의 다른 신경학적 혹은 정형외과적 문제가 없는 자 

- 인지 -^J애가 없는 지{간이정신상태검사， Mini-Mental State 

Examinatiooj MMSE 결과가 24점 이상) 

- 혈압， 맥박， 호흡에 별다른 이상 없이 독립적으로 6분 동안 

걷기가 가능한 자 

- 연구내용을 이해하고 연구에 동의한 자 

2. 실험 도구 

1) 정적 균형 능력 및 동적 균형 능력 검사 

(1 ) 정적 균형 능력 검사 

정적 균형 능력을 분석하기 위한 측정도구로 Balancia 

CMintosys , Korea)를 사용하였다. 블루투스로 연결된 Wii 

Balaoce Büard로부터 X, Y축에 대한 COP 정보를 수집하여 

전후， 좌우 동요거리와 속도 제중지지율 등을 출력해준다. 모 

든 데이터는 100 Hz로 샘플링하여 추출하였다. 모든 참가자는 

압력판 위에 선발을 벗고 팔을 양 옆에 내려놓은 편안하게 선 

자세로 측정하였다 측정은 모두 눈을 뜬 상태로 30초간 실시 

하였으며， 3번 측정하여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Balancia 프로 

그램은 뇌졸중 환자의 균형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자 간 

신뢰도.(r=.79~.96)와 타당도.(r= .85 ~. 96)가 입증된 유용한 평 

가 도구이대박대성 등， 2013)<그림 1>. 

(2) 일어나 걷기검사 

일어나 걷기검사-(timed “UP and GO" test, TUG)는 운동성， 

동적균형과 이동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방법으로， 특히 

그림 1. 8alan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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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과 ÀJ-애물을 회전하고 돌아오는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히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50 cm 높이의 의자에 앉아 3m 

거리에 반환점을 돌아 의자에 앉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검사의 측정자 내 신뢰도는 r=.99이교 측정자 간 신뢰도는 

r= .98로 신뢰할 만한 도구이대Podsiadlo & Richardson, 

1991). 본 연구에서는 왕복 시간을 3번 측정한 후 평균 시간 

을 기록하였다. 

2) 보행능력 검사 

(1) Force platform system 

AMTI (Advanceed Mechanical Technology Inc, USA)사 
의 Force Plateform System (Model OR6-7-200)은 6개의 

구성요소변환기로 이루어져 있고 동력계(dynamometer)가 작 

용하여 3개의 힘(force) 성분(Fx， Fy, Fz)과 3개의 모멘트 

(moment)성분(Mx， My, Mz)을 측정할 수 있다. XYZ System 

으로 구성되어 있고 Fz축으로 지면에 대해서 수직축에 대한 값 

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 추출 비용{sampling rate) 

을 1 s/ 1,000 hz로 지정하여 보행에서 muscJe activation의 

변화 내용을 관칠하기 위해 torque값을 측정하고 변화되는 내 

용은 뉴턴(newton)의 값을 분석하였다〈그림 2>. 

3. 실험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에 동의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연구군 

과 대조군으로 무작위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그림 2. Force paLteform System 

김동원， 황병용， 쟁상-01 

대조군에게는 중추신경계 물리치료를 15분 적용한 후 마비 

측 하지에 체중을 지지한 상태에서 비마비측 하지를 준비된 발 

판위로 올리는 단순 면측 스탬 업 운동을 15분 적용하였다. 

실험군에게는 중추신경계 물리치료를 15분 적용한 후 마비 

측 하지에 체중을 지지한 상태에서 비마비측 하지를 준비된 발 

판위로 올리는 운동을 시도하게 하였고1 이때 고관절과 슬관절 

이 효율적인 정렬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촉각자극과 음성자 

극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골격의 정렬을 유지하기 위한 근육의 

수축을 확인하였다. 뇌졸중 환자들이 마비측에서 보이는 비효 

율적 정렬상태에서 이상적인 중력선(line-of-gra vity)에 가깝게 

위치하여 지속적인 체중지지에 적응될 수 있도록 감각자극을 

제공하였다. 대조군과 마찬가지로 중추신경계 물리치료 시행 

후 신체정렬을 통한 편측 스템 업 운동을 15분 적용하였다. 

스랩 업 운동에 사용된 발판은 신징에 따라 2가지로 준비하 

였다. 신장에 따라 A발판(가로 50 cm, 세로 30 cm, 높이 15 

cm로 신장 165 cm 이상 사용)과 B발팬가로 30cm, 세로 20 

cm, 높이 8 cm로 신장 165 cm 미만 사용)을 나누어 사용하 

였다 각각의 발뺀l는 가운데 흰색 태잎으로 경계선을 표시하 

여 좌우의 경계를 나누었다 마비측 발은 지면에 고정한 상태에 

서 비마비측 발은 11시 ， 12시， 3시(또는 9시)의 세 방햄l 놓 

아진 발판위에 변갈아서 발을 올렸다가 제자리로 내려놓는 반복 

운동을 실시하였다 1분 스탬 업 운동 후 30초 휴식을 하였으 

며， 이때 마비측 다리는 지면에서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인 정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낙상 방지를 위해 모든 운동 

시 숙련된 치료사가 환자 뒤에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였다. 

4.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처리와 분석은 컴퓨터용 통계프로 

그램인 윈도우용 SPSS 18.0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기술분석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펀차를 계산하였 

다. Kolmogorov-Smimov에 의해서 정규성 검정을 하였으며， 

정규성에 만촉하였으나 대상자 수가 적어 실험 전후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비모수 검정 방법인 윌콕슨 부호 순위 

(Wilcoxon Signed-ra따s) 검정을 이용하였다. 측정 시점별 

각 군 죠에 측정치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맨 휘트니 

(Mann-Whitney) U 검정을 이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을 분 

석하기 위해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111.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으|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총 20명으로 연구군은 신체정렬 

을 통한 편측 스탬 엽 운동군 10명， 대조군은 단순 펀측 스랩 

신체징렬을 통한 편측 스밥 업 운동이 뇌졸중 환자의 균형과 보행에 미치는 영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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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0월괜펀펀I펴펀펌 펌힘 、~.
성별(남/여) 6/4 5/5 .623 
연령(세) 46.80:tll.79a 36.80:t13.14 .220 
신~l(crn) 169.20:t 7.98 165.40:t5.92 .500 
몸무게(kg) 66.70:t9.07 60.70:t8.95 .313 

발병유형 
5/5 4/6 653 

(뇌출헬뇌경색) 

마비축우측/좌측) 5/5 5/5 1.000 

유병기간(개웰 14.7 13 .921 
a평균±묘준편차 

업 운동군 10명이 배정되었다. 두 군 간 성별， 연령， 신장， 몸 

무게， 발병유형， 마비측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2. 중재방법에 따른 변화 

1) 균형 능력의 비교 

(1 ) 정적 균형 능력 

총 동요거리에서 연구군은 중재 전 99.55:t1 3.28rnrn에서 중재 

후 83.841: 1 1. 03血로 15.7 l:t9.17rnrn만큼 이동하였으며，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p <'01) 대조군은 중재 전 

98.27 :t 25.15rnrn에서 중재 후 85.06:t2 1. 18rnrn로 13.2l:t15.88 

m 감소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p < .05) 

동요거리의 변화량에 대한 연구군과 대조군의 집단 간 비교에 

서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p>.05). 

X축 이동거리에서 연구군은 중재 전 64.93:t8. 89rnrn에서 중 

재 후 56.5l:t8.갱血로 8.42:t 8.11rnrn만람 감소하였으며， 유의 

한 변회를 보였다{p < .05). 대조군은 중재 전 60. 19:t1 2.17rnrn 

동요거리 99 .55:t13.283 83.84:t11.03 -2.701" 

X축 이동거리 64.93 :t8.89 56 .51:t8.78 -2.395' 

Y축 이동거리 61.97:tl0.21 50.11 :t7.46 -2.803" 

동요속도 3.31 :t .44 2.80:t39 -2.710" 
a평균±표준펀차 

'p<.05 "p<.Ol 
↑언구군과 대조군의 그룹 간 비교 

표 3. 동적 균형 비교!TUG) 

에서 중재 후 52.28:t 10.38rnrn로 -7.9l:t 12.05血1 만큼 감소하였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p<.05). x축 이동거리 

의 변화량에 대한 연구군과 대조군의 집단 간 비교에서는 유의 

한 변화가 없었다{p>.05). 

Y축 이동거리에서 연구군은 중재 전 61.97:t10.21 rnrn에서 

중재 후 50.1 l:t7.46 血로 11.86:t6.24 rnrn만큼 감소하였으 

며， 유의한 변회를 보였다{p<.0 1). 대조군은 중재 전 64.12:t 

24.81 rnrn에서 중재 후 55 .49 :t20.24 血로 -8.63:t12.10 血

보였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p>.05) 

Y축 이동거리의 변화량에 대한 연구군과 대조군의 집단 간 비 

교에서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p>.05). 

동요속도에서 연구군은 중재 전 3.3 l:t.44 cmlsec에서 중재 후 

2.80:t .39 cmlsec로 -.5l:t .31 cmlsec감소하였으며， 유의한 변 

화를 보였다{p<.01). 대조군은 중재 전 3.28:t .82 cmlsec에서 

중재 후 2.84:t .69 cnVsec로 - .44:t.5 1cmlsec감소하였으며，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p<.05). 동요속도의 변화량 

에 대한 연구군과 대조군의 집단 간 비교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p>.05)<표 2>. 

(2) 일어나 걷기검사 

연구군의 일어나 걷기검사는 중재 전 23.30:t6.80초에서 중재 

후 20.14:t6.20초로 3.15:t1. 78초로 나타나 유의하게 감소하 

였대p<.01)‘ 

대조군의 일어나 걷기검사는 중재 전 30.34:t1 2.02초에서 

중재 후 26.66:t1 2.34초로 - 3.68:t4.92초로 나타나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5). 

일어나 걷기검사의 변화량에 대한 연구군과 대조군의 집단 

간 비교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p>.05)<표 3>. 

98.27:t25.15 

60.19:t12.17 

64.12:t24.81 

3.28:t .82 

85.06:t21.18 

52.28:t10.38 

55 .49:t20.24 

2.84:t .69 

-2.090‘ 
-2.091* 

-1.938 

-2.077' 

.820 

.406 

1 풍지| 전 풍채 후 Z 줌채 헌 중[J]] 후 I ’ l 
23.30 :t6.803 

a평균±표준편차 
'p<.05 • 'p<.Ol 

20.14:t6.20 

f연구군과 대조군의 그룹 간 비교 

-2.803" 30.34:t12.02 26.66:t12.34 -1.988' 226 

4 • The effects of applying alignment ∞ntrol to u미lateral stepping exercise training on improving balan∞ and gait ability in post stroke hemiple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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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환경양 토크 강 비교 
! 연괜騙뿔밟뺀홉행轉밭대조군 γ 가 ‘ uτ j| 

중재 전 중채 후 Z 중재 전 중재 후 • [ 

35.34 :1:23.75" 
a평균±묘준펀차 

57.78土3 1.24 -2.803"" 44.10 :1:19.61 46.19:1:17.21 -.255 .006"" 

'p<.05 • 'p<.Ol 
↑연구군과 대조군의 그룹 간 비괴 

2) 보행능력의 비교 

(1) 환측 토크값 비교 

연구군의 환측 토크값은 중재 전 35.34 :1: 23.75 N-cm에서 중재 

후 57.78土3 1. 24 N-cm로 증가를 보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O l). 대조군의 환측 토크 값은 중재 전 

44. 1O:t19.61 N-cm에서 중재 후 46.19:t17.21 N-cm로 변화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환측 토크 

값의 변화햄l 대한 군 간 비교에서는 연구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Ol)<표 4>. 

IV. 고찰 

뇌졸중 환자들의 주요 문제는 비정상적인 균형능력， 비대칭적 

인 자세， 마비측 하지의 근육햄 등으로 인한 마비측의 체중 

지지 능력의 감소 비대칭적인 보행을 하는 것이대Den Otter 

et a l., 2006; Rodriguez and Aruin, 2002) 보행 방식은 대 

체로 느리고 과도한 노력이 요구되며，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협 

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특정이라고 하였다(S Edwards 

and Charlton, 2002). 

뇌졸중 환자들은 건측으로 대부분의 체중지지가 이루어지 

고， 비정상적인 정렬은 또 다른 부분의 정렬 변화를 일으킨다. 

이로 인해 균형의 안정성이 감소되고 체중의 이동이 어려워 보 

행의 안정성도 감소되어 보상전략이 발생하게 된다{Sackley 

and Lincoln, 1997) 

뇌졸중 환지들이 보이는 비효율적 특정들을 개선하기 위해 

다OJ'한 치료적 접근법들이 연구되었고 자세조절과 균형의 회복 

을 위해 서기 자세에서의 체중지지를 이용한 치료적 접근법도 

권장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황은옥{201O)은 효율적인 지역사회 

보행을 위해 다양한 환경에서의 보행훈련이 펼요하며， 갑작스런 

동요에 균형을 유지하고 쟁뽑을 넘어가거나 피하는 등 다%댄 

접근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Kloter and Dietz(2012)은 

새롭고 어려운 과제와 환경에 계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중추신 

경계 신경회로에 의미 있는 자극을 유도뼈 운동학협1 효과적 

이라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신체정 

렬을 통한 편측 스랩 업 운동이 균형능력과 보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일아보기 위해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신제정 

렬을 통한 면측 스랩 업 운동은 지속적인 자세조절과 효율적인 

근긴장 상태가 유지되어 토크의 유의한 증가 양상을 보였다. 신 

체정렬을 통한 편측 스랩 업 운동은 신근의 활동을 통해 하지의 

효율적 정렬상태를 유지하고 마비측으로의 체중이동을 쉽게 하 

여 보행의 안정적 요소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근의 

활성회는 선형 전위(Iinear displacement)가 이루어져 효율적 

인 근육의 길이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생리학적 이득을 

갖게 한cj{Neumann， 2013) 

본 연구는 신체정렬을 통한 펀측 스랩 엽 운동이 뇌졸중 

환자의 균형과 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시 

행하였다 그 결과 마비측에 체중지지를 집중적으로 유도하는 

신제정렬을 통한 편측 스웹 업 운동이 환자들의 균형과 보행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의 재훨에 

있어 지역사회와 같은 복잡한 환경적 과제를 반영하는 스템 업 

운동과 지속적인 체중지지를 포함하는 운동 프로그램이 고안되 

어야 할 것이다 향후 임상 치료사들이 신체정렬에 대한 다양 

한 적용과 이를 활용한 표준화된 틀을 제공하는 연구들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신체정렬을 통한 편측 스랩 

업 운동이 균형과 보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정적 균형검사에서 동요거리， X축 이동거리， 

동요속도에서 연구군과 대조군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화 

를 보였다 Y축 이동거리에서는 연구군에서만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동적 균형검사에서는 연구군과 대조군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지만 집단 간 변화량에서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중재 전 · 후의 토크값의 비교에서는 연구군에 

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지만 대조군에서는 유의한 증가를 보이 

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신체정렬을 통한 편측 스템 업 운동이 뇌 

졸중 환자의 균형과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뇌졸중 환자의 효율적인 신체정렬 운동 

과 마비측으로의 집중적인 체중지지 운동의 활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신체정렬을 통한 펀측 스럽 업 운동이 노흩중 환자의 균형과 보행에 미치는 영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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