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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지지 유무에 따른 상하지 협응운동이 만성 뇌졸중 

환자의 보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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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 발 지지 유무에 따른 상하지 협응운동이 만성 뇌졸중 환자의 보행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만성 뇌졸중 환자 14명을 대상으로 하여 한 발을 지지하여 상하지 협응운동(주 3

회, 4주간)을 적용한 군(n=7)과 한 발 지지없이 상하지 협응운동을 적용한 군(n=7)으로 무작위 배정하였다. 보행능력
검사는 10MWT, F8W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동적균형능력검사는 FSS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정규분포를 한 
10MWT는 두 군의 측정시점에 따른 유의성 검정을 위해 이요인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정규분포를 하지 않은 
F8WT, FSST는 두 군의 측정시점에 따른 유의성 검정을 위해 Friedman 검정을 하였고, 두 군간 비교를 위하여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측정에서 두군 모두 측정시점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보아 상하지 협응운동은 뇌졸중 환자의 보행 능력에 유용한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주제어 : 보행, 동적균형, 10MWT, F8WT, 만성 뇌졸중, 상하지 협응운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upper and lower limb coordinated exercise 
for gait ability in stroke patients. Upper and lower limb coordinated exercise method was conducted in two 
different groups; one is an one leg support group and the other is a non support group. In this study, 14 
patients were participated. One leg support group was applied to 7 patients, and non support group was applied 
to 7 patients. Both group carried out 3 times a week for 30 minutes during 4 weeks. Data were analyzed 
statistically via Repeated two-way ANOVA, Mann-Whitney U test, and Friedman test. The results of the 
measurement analysi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10MWT among 2 
groups after intervention(p<.05).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F8WT, FSST among 2 groups after 
intervention(p<.05). According to Bonferroni test, one leg support group had significant increased from 
pre-intervention to post-4 week.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nonsupport group. In conclusion, 
improvement of gait ability in chronic stroke patients was effect to upper and lower limb coordinated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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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뇌졸 은 환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암을 제외한 

단일질환 에서 우리나라 사망률 1 에 해당하는 고

험 질환이다[1]. 뇌졸 은 운동장애, 감각장애, 인지장애, 

언어장애, 삼킴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동작을 수행하

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를 보인다[2][3]. 특히 뇌졸  환자

는 균형 조 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4], 보행을 해 필요

한 운동 기술의 상실은 환자를 좌 시키는 가장 큰 문제 

의 하나이다[5].  

뇌졸  환자들은 보행 시 마비쪽이 비마비쪽에 비해 

좌우의 안정성 한계가 반 이하로 진행되며, 마비쪽으

로의 무게 심 이동능력이 어려워 균형과 보행능력 하

가 발생된다[6]. 이러한 뇌졸  환자의 균형과 보행능력

의 감소를 향상시키기 한 물리치료  근 방법으로 

고유수용성신경근 진법(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PNF)[7], 하지 무게부하  트 드  보행훈련

[8], 진  과제지향 항훈련[9], 동기계화 보행훈련

기를 통한 훈련[10], 뒤로 걷기 훈련[11] 등이 있다.

이 게 다양한 치료법들 에서 상하지 응운동은 

보행주기  일어나는 동작을 분석하여 PNF 패턴을 결

합한 운동이며, 운동 시 PNF의 단일패턴만을 용할 경

우 기능 인 보행 움직임을 기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

체 각 분  간의 상호 연 되는 상하지 응운동으로 움

직임을 유발해야 한다[12]. 이러한 상하지 응운동은 양

쪽의 사지를 훈련시키는 양측성 운동으로써 운동을 하는 

동안 당한 자세 유지를 진시키기에 효과 인 방법이

다[13]. 

보행의 동작과 같이 한 발이 지지하고 있는 닫힌사슬 

운동은 지구력의 증진, 근육의 응 수축을 일으켜  

주 의 동심성 수용체를 자극해 더 많은 고유수용감각을 

제공해 다[14]. 그러나 한 발을 지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하지 응운동은 더 많은 견인력과 회 력을 발생시키

고 안정성이 외부에 의해 제공되며[15], 가속도의 증가와 

기능 인 활동 진을 제공한다[16]. 이 게 한 발을 지

지한 상태와 지지없는 상태에서의 운동형상학은 다르고, 

한 근육의 활성도 달라진다는 보고가 있다[17]. 

지 까지 부분 상하지 응운동을 용한  논문에

서는 상하지 응운동을 보행과 유사한 동작인 한 발을 

지지한 자세에서 용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았다. 하지

만 한 발 지지없는 자세에서의 상하지 응운동을 용

하여 각각에 한 효율성을 비교하여 알아 본 논문은 미

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성 뇌졸  환자

를 상으로 상하지 응운동을 한 발을 지지한 자세와 

지지없는 자세에서 비교하여 보행능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본 연구는 뇌졸 으로 진단을 받고 남원시에 소재한 

N병원과 N의료원, H기 에서 입원 혹은 외래로 치료를 

받고 있는 만성 뇌졸  환자 14명(남자 10명, 여자 4명)을 

상으로 하 다. 연구 기간은 2011년 12월 26일부터 

2012년 2월 3일까지 고, 2012년 3월 12일부터 4월 26일

까지 다. 측정 에 연구에 해 상자들에게 설명한 

후 자발 으로 동의를 한 경우에 상자로 선정하 다. 

동의한 뇌졸  상자들은 무작 로 한 발을 지지한 

상하지 응운동군 7명과 지지없는 상하지 응운동군 7

명으로 배정되었다. 뇌졸  상자들은 뇌졸 으로 진단

을 받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지팡이나 보행기 사용유

무와 계없이 독립 으로 10 m 이상 보행이 가능한 자, 

30분 이상의 훈련이 가능한 자,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치

료사의 지시를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자, 근육 계 질

환으로 치료한 과거력이 없는 자로 하 다. 연구 상자

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Variable
non support

(n=7)

support

(n=7)
p

Gender
Male 5 5

1.00
Female 2 2

Hemiple

gia

Right 3 5
0.35

Left 4 2

Type of 

Stroke

Infarction 3 4
1.00

Hemorrhage 4 3

Onset time(Months) 31.00±13.03a 35.00±22.41 0.69

Age(years) 79.86±4.02 71.43±14.12 0.17

Height(cm) 161.29±9.93 161.71±7.54 0.92

Weight(kg) 57.29±9.69 56.57±11.63 0.9
a
Mean±SD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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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측정도구

2.2.1 10 m 걷기 검사(10 meter walking test; 

10MWT)

직선보행능력을 평가하기 해 10MWT를 이용하

다. 10MWT는 임상 으로 간편하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사방법으로 편평한 치료실 바닥에 길이 14 m의 테이

를 부착한 후 상자가 14 m의 거리를 걷도록 하는 것이

다. 이때 보행 거리 14 m  상자의 가속과 감속을 고

려하여 양끝 2 m를 제외한 10 m의 거리에 한 보행 시

간을 시계로 3회 측정하 고, 그 평균값을 보행능력의 

측정변수로 사용하 다. 이 검사방법은 발병 후 6개월이 

경과 한 반마비 환자에서 0.96의 신뢰도를 보여 보행속도

를 평가하는데 아주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18].

2.2.2 8자 걷기 검사(Figure of 8 walk test; 

F8WT)

곡선 보행 능력을 평가하기 한 F8WT의 측정방법

은 약 1.5 m 거리를 두고 양쪽에 2개의 원뿔을 설치한다. 

원뿔 사이 앙에 시작 을 표시하고 곡선 주행 방향을 

선택하게 한 후 원뿔면으로부터 바깥쪽으로 향해 서게 

하여 비가 되면 걷게 한다. 그리고 나서 시작자세로 돌

아오면 된다. 원뿔을 건드리거나, 균형을 잃어버릴 때는 

실패로 간주하고 다시 시도한다. 완주한 거리에 한 보

행 시간을 시계로 3회 측정하 고, 그 평균값을 곡선 

보행 수행 능력의 측정변수로 사용하 다. F8WT는 0.92

의 높은 측정자간 신뢰도와 0.84의 검사 사이의 신뢰도를 

보이는 검사이다[19].

2.2.3 4개 정사각형 걷기 검사(Four Square 

Step Test; FSST)

뇌졸  환자의 동  균형능력을 평가하기 한 도구

로 FSST를 이용하 다. FSST는 지면에 ‘+(plus sign)’

와 같은 모양인 90도로 놓여있는 높이 1 cm, 길이 90 cm

인 4개의 막 를 넘어가며 실시하는 측정도구이다. 평가

방법은 환자가 2번을 보고 1번 칸에 선다. 가능한 빨리 

다음 순서의 사각형으로 걷는 것이다. 순서는 시계방향

으로 2, 3, 4, 1 순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시계반 방향으

로 4, 3, 2, 1 순으로 앞으로, 뒤로, 으로 걷는 것을 요구

한다. 이때 시계는 첫발을 뗄 때 시작하고 마지막 발이 1

번 칸에 닿은 후 총 소요된 시간을 측정한다. 막 기를 

건드리거나, 균형을 잃어버리거나, 칸에 두 발을 놓지 못

했을 때는 실패로 간주하고 다시 시도한다. 첫 번째에는 

연습을 하게 하고 두 번째 시도에 시계를 이용하여 

1/100 로 구분하여 시간을 측정하 다. 모든 연구 상

자들은 3번 측정 후 평균값을 결과값으로 사용하 다. 

FSST는 0.99의 높은 측정자간 신뢰도와 0.98의 검사 사

이의 신뢰도를 보이는 검사이다[20].

2.3 연구절차

2.3.1 측정절차

상자들은 한 발 지지없는 상하지 응운동과 한 발 

지지한 상하지 응운동을 4주 동안 주 3회, 1회당 30분

씩 시행하 다. 측정은 재 , 재 후, 재 종료 2주 

후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 측정자와 상자에게는 자

신이 속한 군이 무슨 군인지 모르게 하 으며, 5개의 테

스트는 무작 로 진행되었다. 각 검사 간에 3분의 휴식시

간이 주어졌고, 측정 결과에 따른 수는 상자에게 알

리지 않았다.

2.3.2 중재절차

본 연구에서는 상하지 응운동으로 신체 각 부분의 

PNF 패턴들을 결합하여 사용하 다. 결합된 패턴은 다

음과 같다. 마비쪽 상지 패턴은 굽힘-모음-가쪽돌림 패

턴이었고 련 어깨  패턴은 앞쪽올림 패턴이었다. 같

은 쪽 하지 패턴은 폄-벌림-안쪽돌림 패턴이었고 련 

골반 패턴은 뒤쪽내림 패턴이었다. 반 쪽 상지 패턴은 

폄-벌림-안쪽돌림 패턴이었으며 련 어깨  패턴은 뒤

쪽내림 패턴이었다. 이와 같은 쪽 하지 패턴은 굽힘-모음

-가쪽돌림 패턴이었고 련 골반 패턴은 앞쪽 올림 패턴

이었다.

충분히 교육 받은 치료사가 운동에 앞서 상자들에

게 상하지 응운동을 이해시켜 주었고, 상하지 응운

동에 익숙해지도록 교육하 다. 상자는 상하지 응운

동을 앉은 자세(sitting)와 으로 운 자세(sidelying)에

서 시행하 고, 각 자세마다 1회에 10  동안 유지하게 

하 으며 10회를 1세트로 총 3세트를 실시하 다. 각각

의 세트 사이에 휴식시간을 10 로 설정하 고, 상자

가 자세를 변경한 후에는 1분간의 휴식시간을 주었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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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상자들은 모두 한 장소에서 다 같이 참여하 다. 

모든 운동은 숙련된 4명의 재자 감독 하에 진행되었고, 

상하지 응운동의 각 자세는 무작 로 진행되었다.

앉은 자세에서 한 발 지지없는 상하지 응운동은 의

자에 앉은 뒤 발바닥이 땅에 닿지 않은 자세로 용하

다. 그리고 으로 운 자세에서는 매트에 으로 워 

발바닥이 벽에 닿지 않은 자세로 용하 다. 한, 앉은 

자세에서 한 발 지지한 상하지 응운동은 의자에 앉아 

발바닥이 땅에 완 히 닿아있는 자세로 용하 다. 그

리고 으로 운 자세에서는 매트에 으로 워 발바

닥이 완 히 벽에 닿아있는 자세로 용하 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상자 14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의 모든 

분석은 도우용 SPSS version 18.0 통계 로그램을 사

용하 다. Shapiro-Wilk 검정방법을 통해 상자들의 정

규성 검정을 하 으며, 한 발 지지없는 상하지 응운동

군과 한 발 지지한 상하지 응운동군의 일반 인 특성

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사용하 다. 10MWT에서 각 군간의 균형과 

보행능력을 측정시 에 따라 변화된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반복 측정된 이요인 분산분석(repeated two-way 

ANOVA)을 실시하 고, 사후검정은 Bonferroni 검정을 

실시하 다. FSST, F8WT는 정규분포를 하지 않아 비모

수 검정인 Friedman 검정으로 분석하 다. 각 시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Bonferroni 교정법으로 유의수

을 조정하여 Wilcoxon부호순  검정으로 비교하 다. 훈

련 과 후 차이값의 군간 비교를 해 훈련 후 값에서 

훈련  값을 뺀 차이값으로 Mann-Whitney U 검정을 

시행하 다. 통계  유의성을 검정하기 한 유의수  α

는 0.05로 하 다.

3. 결과 

3.1 10MWT

한 발 지지없는 상하지 응운동군과 한 발 지지한 상

하지 응운동군의 직선보행 능력을 알아보기 한 

10MWT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측정 시간과 

군간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p>.05). 두 군에 따른 

10MWT의 차이는 통계학 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p>.05), 측정한 시간에 따른 10MWT의 차이는 통계학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p<.05). 사후분석한 결과, 

재 보다 4주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 고(p<.05), 4주 

후와 운동종료 2주 후의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p>.05).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

group 0.307 1 0.307 2.138 0.169

time 0.09 1 0.09 21.99 0.001

group 

X time
0.015 1 0.015 3.675 0.079

<Table 2> Results of two-way ANOVA for 10MWT 
before, after, and follow up intervention 
among groups

3.2 F8WT

한 발 지지없는 상하지 응운동군과 한 발 지지한 상

하지 응운동군의 곡선보행 능력을 알아보기 한 F8W 

검사 시간의 변화에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한 발 

지지없는 상하지 응운동군의 F8W 검사를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항목에서 세 측정 시 간에는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한 결과, 4주 후의 

F8WT 시간은 재 보다 유의하게 감소하 으며

(p=0.156), 운동종료 2주 후의 F8WT 시간도 재 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05). 한 발 지지한 상하

지 응운동군에서는 세 측정 시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재 과 4주 후 차이값의 

군간 비교를 해 4주 후 값에서 재  값을 뺀 F8WT 

시간의 차이값은 Table 4에 제시하 다. 한 발 지지없는 

상하지 응운동군이 한 발 지지한 상하지 응운동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before after  follow up χ² p

non 

support

(n=7)

32.55±

18.45a
31.93±

13.61

30.76±

14.45
3.714 0.156

support

(n=7)

30.46±

16.95

22.48±

13.84

22.25±

14.26
10.571 0.005

aMean±SD

<Table 3> Comparison before, after, and follow 
up of F8WT



The Effects of Upper and Lower Limb Coordinated Exercise in One Leg Support or non Support on Gait Ability in Chronic Stroke Patient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85

　
　

non support 
(n=7)

support
(n=7)

Z　 p

F8WT 0.62±9.85a 7.98±5.67 -1.725 0.097

aMean±SD

<Table 4> The difference of F8WT in each group

3.3 FSST

한 발 지지없는 상하지 응운동군과 한 발 지지한 상

하지 응운동군의 동 균형 능력을 알아보기 해 

FSST 시간에 따른 변화에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한 발 지지없는 상하지 응운동군은 세 측정 시 간에

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한 결

과, 4주 후의 FSST는 재 보다 유의하게 감소하 으

며(p=0.156), 운동종료 2주 후의 FSST도 재 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04). 한 발 지지한 상하지 

응운동군에서는 세 측정 시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재 과 4주 후 차이값의 군간 

비교를 해 4주 후 값에서 재  값을 뺀 FSST 시간

의 차이값은 Table 6에 제시하 다. 한 발 지지없는 상하

지 응운동군이 한 발 지지한 상하지 응운동군에 비

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before after follow up χ² p

non 

support

(n=7)

49.27±40

.26a
39.84±

18.63

40.26±

19.21
3.714 0.156

support

(n=7)

35.90±21

.03

27.49±

17.04

26.98±

18.09
11.143 0.004

aMean±SD

<Table 5> Comparison before, after, follow up of 
FSST 

　
non support

(n=7) 

support

(n=7)
Z p

FSST 9.43±11.35a 8.42±5.28 -0.064 1

aMean±SD

<Table 6> The difference of FSST in each group 

4. 고찰

본 연구는 만성 뇌졸  환자를 상으로 한 발 지지없

는 자세와 한 발 지지한 자세에서 상하지 응운동을 

용하 고, 동 균형, 직선보행, 그리고 곡선보행에 한 

효과를 알아보았다. 

재 방법으로 용된 상하지 응운동은 신체 각 부

분들의 PNF 패턴들을 결합하여 보행에 맞춰 기능 으로 

사용하 다. 이 운동은 추신경계 손상 환자의 균형과 

보행 운동방법으로 최근 응 능력을 증진시키기 한 

목 으로 사용되고 있다[21][22][23]. 한 이 운동은 마

비쪽 근 활성화에 효율 으로 작용하여 기능 인 움직임

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균형과 보행의 향상을 한 

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한 상하지 응운동은 등척

성 수축을 일으켜 자세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기능 인 

운동을 한 몸쪽 의 안정성과 자세의 긴장도를 얻

고, 지각 , 운동 , 정신  측면 등 체를 통합하고, 환

자의 의식, 인지력, 근력, 응력, 지구력을 증가시키는데 

가장 효과 이며, 운동능력의 향상에 효과 이다[24].

최근 이문규 등[25]은 뇌졸  환자 12명을 상으로 

상하지 응운동을 으로 운 자세, 반-선 자세에서 시

행하여 균형능력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4주 후 정

과 동  균형 측정 모두 유의한 향상을 보 다. 상하지 

응운동은 신체 부를 이용하여 정확한 패턴으로부터 

유발되는 움직임을 사용하고, 이러한 패턴으로 인한 방

산(irradiation) 상을 진 원리로 하여 균형능력의 증진

과 좀 더 기능 인 움직임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고 제안

했다.

반마비 주요 증상  하나는 체 체 의 61-80%를 

비마비쪽에 지지하여 서는 것이며[26], 이로 인하여 균형

능력의 감소가 발생된다[27]. 이러한 비마비쪽의 많은 체

지지는 뇌졸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반마비 보행

(hemiplegic gait)을 유발하며, 입각기의 단하지 지지기

(single support time) 동안에는 기 면이 좁아지기 때문

에 더욱 균형의 조 이 요하다. 따라서 뇌졸  환자가 

기능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균형과 보행은 한 

련이 있다[28][29]. 이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결과에서 

10MWT와 F8WT의 보행측정 값은 운동 보다 운동 후 

유의하게 보행능력의 향상이 있었으며, 이러한 보행능력

의 유의한 향상은 동 균형의 향상이 보행능력의 향상에 

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는 동  균형능

력이 향상 될수록 보행능력이 증가한다는 연구의 내용과

도 일치한다[30][31]. 



한 발 지지 유무에 따른 상하지 협응운동이 만성 뇌졸중 환자의 보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286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 Jul; 11(7): 281-288

한 보행은 신체의 력 심이 좌․우, 상․하로 움

직이면서 부드럽고 규칙 으로 공간에서 몸을 앞으로 이

동시키는 동작으로 들의 기능과 근육들의 응 능력

이 필요하며 양 하지의 조성을 요구하는 몸 체의 복

잡한 움직임이다[32]. 따라서 한 보행을 해서는 상

지와 하지의 한 응 능력이 필수 이다. 최근 뇌졸

 환자 22명을 상으로 상하지 응운동을 용한 연

구를 보면 상하지 응운동과 하지 순환운동을 4주 동안 

용하여 보행 수행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33]. 

보행 시 응  움직임을 측정하기 하여 보행 사정과 

재 도구(Gait Assessment and Intervention Tool; 

G.A.I.T.)를 용한 결과, 상하지 응운동이 하지 순환

운동만큼 응력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 고, 운동종료 1

주일 후 추  검사에서도 증가한 응력을 유지하 다. 

이는 뇌졸  환자들에게 상하지 응운동이 응력을 증

가시킴으로써 다양한 신체부분이 효과 으로 움직여 보

행 수행을 증진시켜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 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 결과에서 나온 보행능력의 유의한 

향상은 상하지 응운동을 통해서 응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한 운동종료 2주일 후에 균형과 보행속도가 유지된 

것은 숙련된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비교  속 으로 

변화시키는 연습과 경험의 과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34]. 이는 부분의 연구들이 사후 검사의 수행

능력은 훈련 에 실시되는 시 시도의 수행 횟수와 직

인 련이 있으며, 이러한 반복 인 수행이 운동학

습을 강화시킨다고 하 다[35][36]. 이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상하지 응운동의 반복 인 수행이 균형과 

보행속도의 학습에 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 한 직

선보행과 정 균형 뿐만 아니라 곡선보행과 동 균형에

서의 유의한 향상은 운동학습으로 인해 이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한 발을 지지한 것과 같은 닫힌사슬에서의 운동은 여

러 을 가로지르는 많은 근육군이 동작을 조 하기 

해 활성화되고[37], 체 지지 자세에서 수행되기 때문

에 과 근육의 기계  수용기를 자극하며, 작용근과 

항근의 력 수축을 진하고, 동  안정성을 증진시

키기 때문에 보다 효과 이다[38].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 발 지지한 군과 지지없는 군 간에 유의하게 보행능력

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상하지 응운동을 4주동안 용

하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정상 성인 41명을 

상으로 열린 사슬운동군과 닫힌 사슬운동군으로 나 어 

항운동을 실시한 결과 재 2주, 4주 후에 몸 심의 

-후 이동속도와 좌-우 이동속도가 두 군 모두 증가하

으나 닫힌사슬운동 군에서만 6주 후에도 유의하게 증

가하 다[39]. 따라서 향후 재 기간을 6주 이상 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상하지 응운동이 만성 뇌졸

 환자들의 보행능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그

러므로 만성 뇌졸  환자의 재활을 한 근법으로 상

하지 응운동을 용하는 것은 보행 증진에 효과 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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