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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Recovery of Upright Standing Posture on Balance Control in Patients with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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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Purpos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recovery of upright standing posture on balance
control in patients with stroke. Subjects and Method Two participants received treatment of physical therapy to perform
realignment training for upright standing posture on 30 minutes a day, five days a week during four weeks. Patients were
measured with OLST(One Leg Standing Test), TUG(Timed “Up & Go” Test) and MCTSIB(Modified Clinical Test of
Sensory Interaction and Balance) by a therapist. Result The results were as following: OLST and MCTSIB were
improved, but TUG was increased in two subjects. Conclusion Postural stability was improved after training of upright
standing posture to recover alignment. We suggests that realignment of upright standing posture is feasible and suitable
for individuals with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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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자세란 중력, 기저면, 중력중심점 및 환경에 따라 각 관절의 위
치 및 정렬 그리고 그에 따른 근긴장도로 구성된다(Massion,
1994). 자세조절은 자발적으로 동작을 수행할 때 신체의 위치
와 방향을 조절하는 능력을 말하며, 이것은 신체 흔들림을 최
소화하도록 반응하여 신체분절의 위치를 유지하는 복합적 조절
과정으로 설명한다(Berg et al., 1992). 일반적으로 자세조절
은 정적 안정성인 ‘자세유지’와 동적 안정성인 ‘자세안정성’으로
나눌 수 있다(Bouisset and Do, 2008). 자세안정성은 다양
한 기전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단순한 자세고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고정은 구조적 안정성으로 표현하
며, 한 관절이나 신체의 각 분절의 선택적 동작을 어렵게 만들
고 기능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제한적 의미를 갖는다. 또한 동
작에 대한 체감각 되먹임 정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
문에 자세조절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운동수행 능력을 가질 수
있다(Shumway-Cook et al., 2006).
정상적인 자세조절 활동을 위해서는 신체분절을 항중력 방
향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역학적 조절기능으로, 기저면 내에
무게중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는 기능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안정성과 과제수행을 위한 선행적 자세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틀(reference frame)을 제공한다.
과제수행을 위한 목표물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동작수행에 필요
한 신체를 움직이기 위하여 머리, 몸통, 어깨와 같은 신체 중심
및 근위 부의 위치를 인식하여 동작에 대한 기준을 제공한다.
특히 시각, 평형감각, 고유수용성감각, 피부감각과 같은 다양한
감각기능은 동작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이처
럼 자세조절은 자세안정성과 자세인식력이라는 두 가지 기능적
요소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중 자세인식력은 다양한 감각수용
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송보경 등,
2011).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의 주요한 증상 중 하나가 전
체 체중의 61%-80%를 비마비측 다리로 편중한다는 것이며,
이로 인한 비대칭적인 체중분포와 자세정렬로 인해 균형능력의
감소가 초래된다(Nyberg and Gustafson, 1995; Cryfe et
al., 1977). 균형이란 주어진 환경 내에서, 기저면 위에 신체중
심을 유지하는 능력이며, 정적균형과 동적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적균형이란 신체가 안정성 한계 내에서 무게중심을 유
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Nashner, 1990), 동적균형이란
신체가 움직이는 동안 넘어지지 않고 자세를 조절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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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의미한다(Edwards, 2001). 신체의 균형을 적절히 유
지하기 위해서는 3가지 기능적 요소 즉, 신체의 생체역학적 측
면인 근골격계의 작용과 협응성 동작을 포함한 운동 및 감각기
능의 통합적 상호작용이 필요하다(Horak, 1987). 이러한 신체
의 균형조절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감각계는 시각, 평형감각, 고
유수용성감각이 있다(Cheng et al., 2001).
고유수용성 운동조절 프로그램이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의 균형 및 동작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며(황병용,
2002), 자세정렬 프로그램은 신체의 위치감각 변화에 효과가
있었다(김유현, 2003). 고유수용성 감각은 근방추, 골지건기관
및 관절수용기를 통해 신체의 위치를 파악하고, 동작에 대한
정보를 중추신경계에 전달하여 최적의 상태로 동작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Schmidt, 1988). 따라서 신체정렬의 변화는
시상면, 관상면, 수평면에서의 신체분절의 재배열을 의미하며
(Edwards, 2001), 체중분포의 변화와 중력 작용에 대한 신체
위치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력중심에
신체가 노출되는 것은 신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근력의 양을
인식(김종만과 이충휘, 1997)하는 것으로 자세긴장도와 자세인
식력의 증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선 자세정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근육은 가자
미근과 종아리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자미근은 선 자세
의 안정성을 위해 구심성 또는 원심성 근 수축을 통해 발목뿐
만 아니라 무릎의 신전 속도를 조절하고 안정된 선 자세를 유
지할 수 있도록 자세조절을 하는 역할을 한다. 정상적인 앞정
강근과 가자미근은 굴근과 신근 사이에 교차억제가 일어난다
(Goulart and Valls-Sole, 2001). 하지만 뇌졸중으로 인한 편
마비환자에서는 가자미근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며, 앞정
강근이 정상이더라도 근 활동이 어렵게 된다(Raine et al.,
2009; Gjelsvik, 2008). 신경학적 장애로 인해 운동단위의 동
원특성이나 근 활동 분포도의 변화가 정렬상태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으며, 결국 신체정렬의 변화는 근 기능의 특성을 변
화시킨다고 하였다. Raine 등(2009)은 발을 통한 감각정보는
양 하지의 근 활성패턴과 환경적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발의 내재근 활성화는 다리 근 활성패턴의 운
동 사슬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지면반발력을 만드는 필수적
인 요소라고 하였다. 또한 발뒤꿈치 딛기는 효율적인 지면반발
력과 근 활성패턴 강화에 핵심적인 요소이며, 발목동작에 대한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뇌졸중 환자의 균형능력을 감소
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마비측의 비대칭적인 신체정렬이 자세
정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균형능력
의 감소는 뇌졸중 환자의 보행능력의 저하와 낙상의 위험요인
이 됨으로 뇌졸중 환자의 치료목표는 균형능력의 회복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구성회, 2006). 본 연구는 편마비환자의 발과

발목의 근 활성화와 관절위치를 회복시키는 운동치료가 선 자
세정렬과 균형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본 연구는 부산에 위치한 S병원에서 뇌졸중으로 진단, 입원치
료 중인 환자들 중 이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2명을 대상으로 2013년 4월 8일부터 5월 4일까지 4주
간 시행하였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일반적인 물리치료를 받
고 추가적으로 선 자세정렬 회복을 위한 운동치료를 시행하였
다. 본 연구에서 정한 대상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뇌경
색 또는 뇌출혈로 편마비가 발생한 자, 둘째 타인의 도움 없이
1분 이상 선 자세 유지가 가능한 자, 셋째 하지와 체간에 정형
외과적 질환이 없는 자, 네 번째 연구자가 지시하는 내용을 이
해하고 따를 수 있으며, 한국형 간이정신상태 판별검사
(MMSE-K)에서 24점 이상인 자이다(표 1).
표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Subject 1

Subject 2

Gender

M

F

Age (y)

63

62

Weight (kg)

168

156

Height (cm)

64

51

Type of stroke

Infarction

Infarction

Affected side

Right

Right

Duration of stroke

2

7

2. 측정도구 및 방법
연구대상자의 선 자세정렬 회복이 균형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직립자세에서 균형능력을 측정하였다. 측정도구
는 One Leg Standing Test(OLST)와 Modified Clinical
Test of Sensory Interaction and Balance(M-CTSIB),
Timed Up & Go Test(TUG)를 사용하였다.
선 자세정렬 평가는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진으로
평가하였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연구 전․후 대상자와 디지털
카메라의 거리와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며, 자세정렬에
대한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선 자세 위치를 동일한 장소와 범
위로 진행하였다.
1) One Leg Standing Test

한 다리로 서 있기 검사는 선 자세에서 정적 균형능력을 측정
하는 도구로써, 이 검사의 검사자간 신뢰도는 0.99이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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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두발로 선 상태에서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비마비쪽 다리
가 바닥에서 떨어지도록 하여 독립적으로 한쪽 다리로 서 있게
한 후 초시계로 그 시간을 측정하였다. 다리를 들어 올리는 높
이는 반대쪽 다리의 발목내과로 부터 상방 5 cm 높이로 하였
으며,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기록하였다(Vellas et al.,
1997).
2) Timed “Up & Go” Test

동적 균형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방법으로, 연구 대상자
는 높이 46 cm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출발 신호와 함께 일어
나 의자전방에 표시된 3 m 지점의 반환점을 되돌아와 의자에
다시 앉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이 검사의 타당도, 검사 재검사,
검사자간 신뢰도는 각각 0.99이다. 일어나 걸어가기 검사 시간
이 30초 이상이면 기초이동능력이 의존적이어서 독립적으로
실외이동이 어렵다. 이 검사는 최근에는 허약한 노인뿐 아니라
뇌졸중, 파킨슨질환, 관절염질환이 있는 환자에도 적용되고 있
다(Ng and Hui-Chan, 2005).

정렬 회복 운동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매주 One Leg
Standing Test(OLST), Timed “Up & Go” Test(TUG),
Modified Clinical Test of Sensory Interaction and
Balance(M-CTSIB) 평가를 실시하였다.
4. 치료방법
모든 치료는 선 자세에서 시작한다. 치료대를 골반 높이까지 올
린 상태에서 대상자는 양손을 치료대 위에 놓도록 한다. 마비측
손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보조가 도움을 제공한다(그림. 1, 2).

3) Modified Clinical Test of Sensory Interaction and
Balance

본 연구에서 균형반응 검사를 위해 균형과 감각상호작용 검사
(M-CTSIB)를 바닥조건(부드러운 바닥, 정상적인 바닥)과 시각
조건(눈을 뜨고, 눈을 감고)에 따라 정상적인 바닥에서 눈을
뜨고(조건1) 정상적인 바닥에서 눈을 감고(조건2), 부드러운
바닥에서 눈을 뜨고(조건3) 부드러운 바닥에서 눈을 감는(조건
4) 4가지 조건에서 균형과 감각상호작용을 검사하였다. 균형과
감각상호작용 검사 시 얻어지는 결과는 1/100초까지 측정 가
능한 디지털 초시계를 사용하였으며, 부드러운 바닥은 바닥의
윤곽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밀도와 두께 그리고 크기
(60×70×5 cm)의 약간 푹신한 스펀지를 사용하였다.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발은 어깨넓이로 벌리게 하였다. 선
자세에서 시선은 전․상방 15°를 향하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
하도록 하였다. 대상자들의 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건사이
에 30초에서 2분의 휴식을 취하게 하였다. 한쪽 또는 양쪽 무
릎이 구부러지거나 발뒤꿈치나 발가락이 바닥에서 떨어지면 검
사를 중지하고 그 전까지 측정된 시간을 기록하였다. 각 시도
마다 30초를 만점으로 3번씩 시도하여 평균값을 기록하였다
(Wrisley and Whitney, 2004).
3. 연구절차
이 연구에서는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의 직립 선 자세정
렬 회복이 균형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치료 전․후의 차
이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설계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4주간 주 5회, 매회 30분씩 직립 선 자세

Fig. 1. Facilitation of knee control

Fig. 2. Facilitation of active plantarflexion

1) 무릎 전방 굴곡 및 신전훈련

양쪽 발뒤꿈치는 바닥에 붙인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며, 자발적
동작을 통해 양쪽 무릎을 전방 굴곡할 수 있도록 지시한다. 무
릎 굴곡 시 체중이 앞쪽으로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굴곡범위는 발뒤꿈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진행한다.
2) 발뒤꿈치 들어 올리고 내리기훈련

양쪽 발뒤꿈치를 동시에 들어 올리고 천천히 내리도록 유도한
다. 이것은 가자미근의 원심성 수축 유도하기 위해서 발뒤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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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었다.
대상자 1의 TUG 검사 결과는 사전 검사 30초, 2주차 30
초, 3주차 36초, 4주차 40초로 2주차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대상자 1은 치료과정 중 갑작스런
컨디션 저하로 인하여 1주차 검사 결과의 누락이 발생하였다.
대상자 2는 사전 검사 33초, 1주차 47초, 2주차 80초, 3주차
100초, 4주차 86초로 4주차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지속적인
증가가 관찰 되었다(표 2).

를 바닥방향으로 내리도록 천천히 유도한다. 발목관절의 정렬
향상을 위해 발꿈치뼈 안쪽의 팽팽한 연부조직이 충분히 길어
질 수 있도록 유지하고 발목의 굴곡과 신전동작의 반복을 촉진
하다. 대상자의 수행능력에 따라 범위와 반복 횟수를 조절한다.
3) 마비쪽 다리로 서기

비마비쪽 다리를 바닥에서 들어 올리고 유지하도록 한다. 이때
마비쪽 다리는 과도한 무릎신전 등과 같은 보상적 자세정렬이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비쪽 다리로 서 있는 시간과 반
복 횟수는 수행 시 나타나는 자세와 동작의 정확성을 치료사가
판단하여 결정한다.

2. 환경변화에 따른 균형능력 검사
대상자 1의 M-CTSIB 검사 결과에서 조건 2, 3에서는
M-CTSIB 시간도 증가되었으며, 모든 조건에서 사전 검사에
비해 치료적 중재 4주 후에 검사 결과 값의 증가가 관찰 되었
다. 대상자 1은 치료과정 중 갑작스런 컨디션 저하로 인하여 1
주차 검사 결과의 누락이 발생하였다. 대상자 2는 모든 조건에
서 사전 검사에 비해 치료적 중재 4주 후 검사 결과 값의 증가
가 관찰되었고, 조건 1에서는 M-CTSIB 시간 또한 증가된 것
으로 나타났다. 모든 조건에서 사전 검사에 비해 치료적 중재
4주 후 검사 결과 값의 증가가 관찰되었다(표 3).

III.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대상자 2명의 치료적 중재 후의 OLST,
TUG, M-CTSIB 를 통하여 치료 전, 1주차, 2주차, 3주차, 4
주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1. 정적 ․ 동적 균형능력검사 결과
대상자 1의 OLST 결과는 사전 검사 10.6초, 2주차 42.6초, 3
주차 56.3초, 4주차 70.3초로 지속적인 증가가 측정 되었으며,
1주차 검사 결과에서 대상자의 갑작스런 컨디션저하로 인하여
누락이 발생하였다. 대상자 2는 사전 검사 21.6초, 1주차 24.3
초, 2주차 30.6초, 3주차 47.3초, 4주차 57.3초로 증가된 결과

3. 운동치료 전 ․ 후 선 자세정렬 비교
벽에서 20cm 떨어진 거리에서 바로 선 자세로 디지털 카메라
를 사용하여 사진 촬영을 실시하였다. 정확한 자세정렬 비교를
위해 운동치료 전․후 대상자와 디지털 카메라의 거리와 높이
를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며, 자세정렬에 대한 오차를 줄이기 위

표 2. Results of static and dynamic balance test

OLST(sec)
TUG(sec)

Pre-test

1 week

2 week

3 week

4 week

Subject 1

10.6

-

42.6

56.3

70.3

Subject 2

21.6

24.3

30.6

47.3

57.3

Subject 1

30

-

30

36

40

Subject 2

33

47

80

100

86

표 3. Results of M-CTSIB test

Subject 1
M-CTSIB (sec)
Subject 2

Pre-test

1 week

2 week

3 week

4 week

condition 1

30

-

condition 2

9.3

-

30

30

30

13.6

27.5

30

condition 3

7

-

7

7.6

8.5

condition 4

4

-

condition 1

8

10

4

3.6

5.3

14

17.6

30

condition 2

6.5

17

20

14.6

30

condition 3

5.3

condition 4

4

8

6

9.3

8

3.8

2.3

4.6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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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선 자세 위치를 동일한 장소와 범위로 진행하였다.
운동치료를 실시하기 전 비대칭적인 자세정렬상태를 보이
며 대부분 비마비측으로 체중분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립균
형시 안정성이 떨어지고, 마비측으로 체중이동이 어렵다. 4주
간의 운동치료 후 자세정렬은 신체분절에 대한 인식력 증가와
신체 각 분절이 중력에 대항하여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
었으며, 체중부하를 양쪽 발에 균등하게 유지할 수 있을 정도
로 호전되었다(그림 3, 4).

그림 3. Pre-test(L), After 4 week(R)

그림 4. Pre-test(L), After 4 week(R)

IV. 고찰
뇌졸중이 발병하게 되면 손상부위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는 하나 일반적으로 운동 기능, 감각 기능, 언어 기능, 인지지
각 기능, 시․지각 기능의 약화나 소실이 나타난다(Duncan et

al., 1997). 이러한 요소들 중에서 운동 기능과 감각 기능의 손
상은 뇌졸중 환자의 자세조절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eurts, 2005). 자세조절에는 고관절과 발목관절
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발목관절은 자세동요에 대해
균형을 조절하고 보행 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위해서 발목
의 근 활성화와 고유수용성 감각이 필요하다(Wilson et al.,
2006). 뇌졸중 환자에게 있어서 근력의 약화는 기능적 회복을
제한하는 요소 중 하나며(Whitney et al., 1998), 특히 발목
관절의 근력 약화는 균형을 유지하는 데 문제를 발생시킨다(황
병용, 1999). Almeida 등(2006)는 전․후 방향으로의 교대로
자세 동요에 대한 균형유지는 앞정강근과 가자미근의 교대적
활성에 의존하며 몸이 수직선을 넘어 전방으로 무너지기 전에
가자미근의 활성이 시작되고, 다시 후방으로 몸을 세우기 전에
앞정강근의 활성이 시작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으로 인한 성인 편마비 환자 2명을
대상으로 환자의 선 자세정렬 회복이 균형능력에 미치는 효과
를 알아보기 위해 발과 발목의 근 활성화와 관절위치를 회복시
키는 치료적 중재를 실시한 후 정적 균형능력에 대한 평가
OLST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상자 1은 사전 검사
10.6초에서 4주차 70.3초로 증가하였고, 대상자 2는 사전 검
사 21.6초에서 4주차 57.3초로 증가하였다. 이는 발과 발목관
절 위치회복에 따른 감각자극과 발목관절 주변 근 활성화로 인
한 정적 균형능력 향상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동
적 균형 능력에 대한 평가는 TUG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대
상자 1은 사전 검사 30초에서 4주차 40초로 시간적 증가가 나
타났고, 대상자 2의 결과에서도 사전 검사 33초에서 4주 차
86초로 대상자 모두 시간적 증가가 나타났다. TUG 평가 결과
에서 치료적 중재 후 오히려 시간의 증가가 나타났는데, 이는
선 자세정렬 회복으로 보행 시 비대칭적인 요소가 감소하고 발
목관절의 위치감각이나 근력 및 다양한 체중지지율의 증가에
따른 부분일 것이라 생각된다. 환경변화에 따른 균형능력 검사
평가는 M-CTSIB를 사용한 결과 대상자 1의 조건 1에서 사전
검사 30초, 4주차 30초로 동일하였으며, 조건 2에서 사전 검
사 9.3초, 4주차 30초로 증가하였다. 조건 3에서 사전 검사 7
초, 4주차 8.5초, 조건 4에서 사전검사 4초, 4주차 5.3초로 모
든 조건에서 사전검사에 비해 4주차 결과 값이 증가되었다. 대
상자 2의 조건 1에서 사전 검사 8초, 4주차 30초로 증가하였
고, 조건 2의 사전 검사 6.5초에서 4주차 30초로, 조건 3에서
사전 검사 5.3초, 4주차 8초, 조건 4에서 사전 검사 4초, 4주
차 6.6초로 발과 발목관절 위치회복이 감각기능에 영향을 주어
균형능력에 향상과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박유형(2008)의 연구에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고유수
용성 운동조절 프로그램을 시행 후 정적 균형능력의 변화를 알
아보기 위해 자세동요면적을 측정하였다. 눈을 뜬 상태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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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동요면적이 12.29 mm²/s에서 12.9 mm²/s로 감소하였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의 자세동요면적은 25.63 mm²/s에서
13.62 mm²/s로 감소하였다. 또한 TUG는 20.47초에서 15.27
초로 감소하여 동적 균형능력이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연구 결과와 달리
TUG 평가 결과에서 시간적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선 자세정
렬 회복으로 보행 시 비대칭적인 요소가 감소하고 발목관절의
위치감각이나 근력 및 다양한 체중지지율의 증가에 따른 부분
일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연구 대상자의 수가 적어 뇌졸중 환
자의 선 자세정렬 회복에 따른 균형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일반
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치료과정 중 갑작스런 대상자 1
의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평가 누락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대
상자 1에 대한 1주차 평가의 누락은 4주 후 실시한 OLST,
M-CTSIB 평가 결과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평가에 있어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진 측정
장비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부분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본 연구
에서 실시한 균형능력 평가는 접근성이 좋고 신뢰도가 높았으
며 사진을 통해 비교한 자세적인 측면은 정렬회복의 향상을 볼
수 있었다.

3.
4.

5.

6.

7.
8.

9.

10.

V. 결론
본 연구는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 중 2명을 대상으로 선
자세정렬 회복 훈련이 균형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
해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4주간 주 5회 하루 30분간 발과 발
목의 근 활성화와 관절위치를 회복시키는 훈련을 실시하였으
며, OLST, TUG, M-CTSIB 평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OLST, M-CTSIB에서 치료적 중재 기간이 길어질
수록 균형능력의 향상이 있었다. TUG 결과에서는 치료적 중
재 기간 후 시간이 증가하여 동적 균형능력의 향상보다는 자세
조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에게서
지속적인 선 자세정렬 회복 훈련을 시행하는 것이 자세정렬의
비대칭적인 요소를 감소시키고 균형능력과 자세 안정성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많은 뇌졸중 환
자를 대상으로 자세정렬에 따른 자세안정성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 자세정렬에 따른 균형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치료적
중재 방법에 대한 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1.

12.

13.

14.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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