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뇌졸 환자는 신경학 병변의 원인으로 몸통 움직

임 하 근육의 약화가 나타난다[1,2]. 부분의 환자

에서 배근육의 약화가 두드러지지만 몸통의 근력은 굽힘

근 보다 폄근 회 력(torque)에서 더욱 약화가 나타나고

[3] 몸통 움직임에 한 고유감각 하는 시상면상의 몸

통의 치를 바로잡을수 없게되기 때문에[4], 뇌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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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의 목 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뇌졸 환자에게 허리 지지 와 궁둥 패드가 목, 몸통 각도와 가슴우리 확장에

미치는 향을 즉각 으로 알아보고자 함이다. 15명의 뇌졸 환자는 허리 지지 사용, 궁둥 패드 사용, 허리 지지 와 궁둥

패드 동시 사용, 사용하지 않았을 때를 반복 으로 측정하 다. 측정은 휴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목과 몸통 각도를 측정하

고, 가슴우리 확장은 자를 이용하 다. 연구 결과 허리 지지 와 궁둥 패드 동시 사용이 사용하지 않았을 때 보다 목,

몸통 각도, 아래쪽 가슴우리 확장에 유의하게 증가하 다. 본 연구를 통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뇌졸 환자에게 허리 지지

와 궁둥 패드 동시 사용이 뇌졸 환자의 가슴우리 확장과 목, 몸통 각도 증가에 즉각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향후 연구에는 더 많은 상자와 재를 지속시켜 장기간의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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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mmediate effect of lumbar support and ischial pad on 

neck, trunk angle and chest expansion for stroke patients using wheelchair.

Fifteen stroke patients were measured repeatedly when a lumbar support using(L support), a Ischial pad using(I Pad), 

a Lumbar support with ischial pad using(L With I), and non using it(Non using). The measurement of the neck and 

trunk angle was confirmed using a mobile phone camera, and chest expansion was performed using a tapeline. L 

With I increased significantly in neck and trunk angle and lower chest expansion than non using. This study shows 

that simultaneous use of lumbar support and ischial pad for stroke patients using wheelchair can increase the neck 

and trunk angle, chest expansion immediately. Future studies will need to identify more long-term changes by 

continuing intervention with mor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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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앉은 자세에서 척추와 골반의 움직임은 결여되고

척추뒤굽음(kyphosis)이 나타나게 된다[5,6].

척추의 뒤굽음(kyphosis) 증가는 머리척추각과 음의

상 계가 있고[6,7], 앉은 자세에서 등 의 뒤굽음이 증

가할수록 허리 는 편평해지게 된다[8]. 감소된 머리척추

각은 방머리자세를평가하는 지표로[7], 방머리 자세

의 잘못된 자세는(abnormal posture)호흡기능을 하 시

킨다[9]. 방머리자세나 등굽이가 심한사람일수록 가슴

우리 확장에 제한이나타나며[10,11], 뇌졸 환자는 가슴

우리확장에 감소를 보인다[12,13]. 가슴우리 확장의 평가

는 호흡기능과 련된 요한 지표 하나이다[12].

뇌졸 환자의 경우 신체 기능 결여로 휠체어 생활

을 많이 하게 되는데[14] 딱딱한 의자에 비해 부드러운

좌석의 휠체어에 앉을수록 좌압에 불균형과[15] 허리

의 편평함, 등 의 뒤굽음, 방머리자세가 증가하게 된

다[7,8]. 이러한 이유로 뇌졸 환자의 휠체어에 앉은 자

세를 교정시키고 가슴우리를 확장시킬 수있는 재방법

개발이 필요하겠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골반 지지 가 있는 휠체어는 좌

압의감소와머리-목 정렬에 증가를 보 고, 골반지지

를 용하고 좌석의 뒤쪽 경사를 증가시켜 주는 휠체어

의 경우 허리 앞굽음 증가뿐만 아니라 폐 기능에 개선

을 나타내었다[16,17]. 이처럼 자세교정을 한휠체어

재는 이미 많이 연구 되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휠체어를 제작하 기 때문에 임상에서 쉽게 용하기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제한이 있다[16-18]. 본

연구에서 사용한 허리 지지 와 궁둥 패드는 골반의 앞

기울임과 허리척추 앞굽이를 증가시키기 한 재 장비

이다.

허리폄에 의한 올바른 직립자세는 가슴우리 확장 증

가, 폐기능, 신체정렬을 개선시킨다[16,17,19]. 선행연구

에서 허리 지지 와 궁둥 패드는 휠체어 자세에 있어 척

추 굽이 골반 재정렬에 효과를 확인하 지만[20,21],

이 연구의 은 건강한 사람을 상으로 하 기 때문

에 실제 휠체어를 사용하는 환자에게직 으로 확인하

지 못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뇌졸 환자에게 허

리 지지 와 궁둥 패드 사용이 목, 몸통 각도 가슴우

리 확장에 미치는 즉각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휠체어

환자를 한 호흡물리치료의 새로운 재방법을 제시하

는데 있다.

2. 연  

2.1 연  대상

본 연구는 뇌졸 으로 진단받은(MRI, CT) 15명의 반

신마비 환자로 진행된 연구이다. 상자 선정조건은 가

슴우리 척추에 선천 인 변형이나 수술 병력이 없고,

호흡계 질환이 없는 자, 룬스트롬 회복단계(Brunnstrom

recovery stage) 3단계 이상의 자들로, 6개월 이상 발병

이 지난 환자 다. 만약 담당의사에 의해 연구의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단된 환자나, 성 만성 요통이 있는

상자들은 연구에서 제외하 다. 본 연구는 단일집단

반복 실험 설계 연구로 15명의 상자를 패드와 지지

를 사용하지않았을때, 허리지지 를 사용하 을 때, 궁

둥 패드를 사용 하 을 때, 허리 지지 와 궁둥 패드 동

시 사용하 을 때로 나열하여 15명의 상자에게 지지

패드를 반복 으로 노출시켰다. 다른 치료효과를 배

제하기 해 치료 일정이없는 날 측정을 실시하 고, 패

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허리 지지 를 사용하 을 때,

궁둥 패드를 사용하 을 때, 허리 지지 와 궁둥 패드를

동시 사용하 을 때 순으로 측정을 실시하 다.

2.2 연  차

지지 패드 사용은 독립된 공간에서 이루어 졌다.

모든 상자의 자세는 휠체어에 바로 앉은 자세에서 측

정이 진행되었다. 구체 인 측정자세는 좌석과 등받이가

만나는 곳에 엉덩이를 깊숙이 치하고 안 띠로 감아

착시켰다. 발 을 조 한 후 발목을 올려놓은 상태에

서 엉덩 과 무릎 은 90도 치로 하 고 이때

상자의 양팔은 팔걸이에 올려놓았다. 네 가지 자세로 휠

체어에 앉아 있을 때 1분간 비된 모니터를 응시하도록

하 고 이때 목, 몸통 각도와 가슴우리 둘 를 측정하

다(Fig. 1 참고).

Fig. 1. Patients sitting po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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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  도

2.3.1 휠체어

본연구에 사용된 휠체어는좌석 비 38㎝, 깊이 42㎝

등받이 높이 42㎝, 좌석 각도 2°, 2㎝씩 발 높이가 조

가능한 수동형 휠체어(Start M1DB, OttoBock, Germany)

을 사용하 다. 15명의 실험 상자들 모두 등받이 각도

가 동일한 상태에서 측정되었다.

2.3.2 허리 지지대

본 연구에서 사용된 허리 지지 (The Original

McKenzie® Lumbar Roll™, Orthopedic Physical

Therapy Products, USA)는 가로28㎝, 세로12㎝ 크기의

패드로 내장은 우 탄으로 되어있고 커버는 폴리에스테

르 재질로 되어있는 지지 이다. 휠체어에 장착하 을

때 고탄력 고정 스트랩 으로 고정이 가능하고 본 연구에

서는 연구 상자 허리 부근에 지지 를 장착 하 다(Fig.

2 참고).

2.3.3  드

본 연구에 사용된 궁둥 패드(Incline Cushion, EZ

Bodytype Labatory & Chiropractic Education Academy,

Korea)는가로35㎝, 세로25㎝, 높이6㎝, 앞 경사 12°로 앉

았을 때 휠체어로부터 려나는 것을방지하고자 바닥면

에 벨크로를 부착하여 제작하 다(Fig. 2 참고).

Fig. 2. Wheelchair using lumbar support and 

ischial pad

2.3.4. 사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카메라는 스마트폰(아이폰6,

A1586, Apple, USA)이 사용되었다. 목, 몸통 각도 촬

은 시상면에서 이루어 졌고 동일한 측정을 하기 해 삼

각 가 비되었다. 삼각 로부터 휠체어까지 거리는 80

㎝ 이었다.

2.3.5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는 휴 용 원형 자

(Hoechstmass-Rollfix®, Germany)가 사용되었다. 최

호흡 시 쪽 가슴우리 둘 와 아래쪽 가슴우리 둘 를

측정하 고, 남성은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여성은 흰

색 면 티를 입은 상태에서 측정이 이루어 졌다.

2.4 측  도   

2.4.1 목, 몸통 각도 측

목, 몸통 각도 변화를 측정하기 해 도우 용

ImageJ(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Version, 1.32J,

USA) 소 트웨어를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사

진을 로그램에입력하여각 부 의 각도를확인하 다.

목 각도 측정은 귀구슬(tragus)과 목 7번 가시돌기

(spinous process)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두 지 이 만나

는 선과 7번 가시돌기로부터 수평선의 각도를 구하 다.

몸통각도측정은목 7번 가시돌기와넙다리 큰돌기

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두 지 이 만나는 선과 큰 돌기로

부터 수평선의 각도를 구하 다[22](Fig. 3, Fig. 4 참고).

Fig. 3. Neck angle measurement

Fig. 4. Trunk angl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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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가슴우리 레 측

쪽 가슴우리와 아래쪽 가슴우리의 확장 변화를 측

정하기 해 가슴둘 를 측정하 다. 측정 자세는 휠체

어에 앉은 상태에서 진행하 고, 4가지의 휠체어 자세에

서 각각 측정을실시하 다. 쪽가슴우리측정은 3번째

갈비사이 공간 지 과 5번 등 가시돌기를 평행하게 연

결하여 만나는 원주상 둘 를 측정하 고, 아래쪽 가슴

우리 측정은 칼돌기의 끝부분과 10번 등 가시돌기를

평행하게 하여 쪽 가슴우리 둘 와 같은 방식으로 측

정하 다. 측정방법은 최 들숨 시 가슴둘 를 측정하

고 곧이어 최 날숨 시 가슴둘 를 측정하여 최 들숨

값에서 최 날숨값의 차이 값을 구하 다. 본 연구에서

는 동일한 측정을 하기 해측정 인체에 무해한 마커

를 이용하여 표식을 하 고, 총 3회의 측정을 실시하여

평균 값을 데이터 값으로 하 다[23].

2.5 분  

본 연구의 모든 통계 분석은 IBM SPSS ver. 21.0

(SPSS Inc., Chicago, IL, USA) 로그램을 사용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은 기술통계로 확인하 고, 각각

조건에 따른 목 각도, 몸통 각도, 쪽, 아래쪽 가슴우리

확장 비교는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이용하 다. 분석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짝비교 t 검정 (paired t-test, A-B, A-C,

A-D, B-C, B-D, C-D)을 통해 사후 검정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모든 검정의 통계학 유의 수 의 ⍺는 .05

이다.

3. 결과

3.1 연  대상   특

본연구에 참여 한 상자들의성별은 남성 11명, 여성

4명, 나이는 55.4±13.9세, 평균 몸무게는 71.8±3.6㎏, 마비

측 부 는 오른쪽 11명, 왼쪽 4명 평균 키는 170.2±6.58㎝

이었다. 앉은 자세에서 좌석으로부터 평균 머리 높이는

87.00±3.96㎝, 평균 어깨 높이는 55.27±2.46㎝, 오 으로

부터 좌석 끝의 평균 거리는 43.43±2.76㎝, 오 으로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거리는 42.97±1.65㎝이었다(Table 1 참

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variable

Gender(male/female) 11/4

Age(year) 55.4±13.9

Weight(㎏) 71.8±3.6

Paretic side(right/left) 11/4

Standing height(㎝) 170.2±6.58

Sitting head height(㎝) 87.00±3.96

Sitting shoulder height(㎝) 55.27±2.46

Sitting popliteal depth(㎝) 43.43±2.76

Sitting popliteal height(㎝) 42.97±1.65

3.2 각 건에  목 각도, 몸통 각도, 쪽 가슴

우리 , 아래쪽 가슴우리  비 .

목 각도는 재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51.49

±7.22°, 허리 지지 를 사용하 을 때 54.78±7.71°, 궁둥

패드를 사용하 을 때 55.20±8.15°, 허리 지지 와 궁둥

패드를 동시에 사용하 을때 59.47±6.75°로 조건별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05). 각조건에따른목 각도차이를

확인하기 해 사후검정을 짝비교 t 검정으로 분석한 결

과 재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허리 지지 와 궁

둥 패드를 동시에 사용하 을 때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고(p<.05), 궁둥 패드를 사용했을 때와 허리 지지 와 궁

둥 패드를 동시에 사용하 을 때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5).

몸통 각도는 재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101.98±5.37°, 허리 지지 를 사용하 을 때 104.49±4.78°,

궁둥 패드를 사용하 을 때 104.62±4.78°, 허리 지지 와

궁둥 패드를 동시에 사용하 을 때 107.75±5.08°로 조건

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각조건에 따른몸통각

도 차이를 확인하기 해 사후검정을 짝비교 t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재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허리 지

지 를 사용하 을 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5),

재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허리 지지 와 궁둥 패

드를 동시에 사용하 을 때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한, 궁둥 패드를 사용했을때와 허리 지지 와

궁둥 패드를 동시에 사용하 을 때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쪽 가슴우리 확장은 재 장비를 사용

하지 않았을 때 1.66±0.59㎝, 허리 지지 를 사용하 을

때 2.07±.7㎝, 궁둥 패드를 사용하 을 때 2.04±.79㎝, 허

리 지지 와 궁둥 패드를 동시에 사용하 을 때 2.02±.75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아래쪽 가슴우리 확

장은 재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1.6±0.57㎝,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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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를 사용하 을 때 2.07±.53㎝, 궁둥 패드를 사용하

을 때 2.03±.81㎝, 허리 지지 와 궁둥 패드를 동시에

사용하 을때 2.42±.9㎝로 조건별 유의한 차이가있었다

(p<.05). 각조건에따른 아래쪽가슴우리 확장차이를 확

인하기 해 사후검정을 짝비교 t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재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궁둥 패드를 사용하

을 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5), 재 장비를 사용

하지 않았을 때와 허리 지지 와 궁둥 패드를 동시에 사

용하 을 때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Table 2,

Fig. 3, Fig. 4 참고).

4. 고찰

반신마비로 인한 뇌졸 환자는 몸통 근육에서도 약

화가 나타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우리 주변에 구축이

나타난다[24,25]. 몸통 근육은 복부근 에서도 나타나지만

최 근력을 측정할 경우에는 등 근육 근력에 더 큰 감소

폭을 보이고[3], 휠체어를 사용하는 뇌졸 환자에서는

오랜 기간 력에 항하여 척추의 직립자세를 유지 할

수 없으므로 몸통을 웅크리게 된다[4,5]. 몸통을 웅크리게

되면 목의 뒤굽음(kyphosis)은 증가하고[7] 이러한 자세

는 결국 호흡에 필요한 가슴우리 움직임을 하시킨다

[12,13].

이에 본 연구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만성 뇌졸 환자

15명을 모집하여 휠체어에 허리 지지 나 궁둥 패드 모

두 사용하지 않고휠체어에 앉았을 때, 궁둥 패드를 사용

하 을 때, 허리 지지 를 사용하 을 때, 허리 지지 와

궁둥패드를 동시에 사용하 을때에 따라 목, 몸통각도,

쪽 가슴우리 확장, 아래쪽 가슴우리 확장에 한 조건

별 변화를 분석하 다. 연구결과 재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허리 지지 나 궁둥 패드를 사용하

을 때 목 각도, 몸통 각도, 아래 가슴우리 확장이 증가하

는 경향을 보 으나 결과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던

것은 허리 지지 를 사용하 을때 몸통 각도 증가와, 궁

둥 패드를 사용하 을 때 증가된 아래가슴우리 확장뿐이

었다. 뇌졸 환자의 경우 넓은 등근이나 척추세움근의

경직으로골반의올림(elevation)과 뒤쪽 당김(retraction)

이 일어나척추 뒤굽음을 형성하게 된다[26]. 이차 으로

발생하는 의 구축은 척추를 뻣뻣하게 하여 몸통 움

직임을 하시키며 가슴우리 확장을 제한시킬 수 있다

[25]. 따라서 각각의 재 장비 단일 용이 재 장비를

용하지 않았을 때에 목 각도, 몸통각도, 아래 가슴우리

확장에 모두 차이가 없었던 이유로는 장비 사용을 1분간

사용했었던 시간 한계로나타났던결과일수도 있지만,

뇌졸 환자의 신경학 장애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차

인 문제로 인해 나타났던 결과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허리 지지 와 궁둥 패드를 동시에 사용하

을 때 목 각도, 몸통 각도, 아래 가슴우리 확장에 재 장

비를 사용 하지 않았을 때 보다 유의하게 증가하 다.

지 까지 웅크린 자세를 감소시키기 한 휠체어 변

화는 한 가지 방법보단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결합하여

용하고 있다[27]. 등허리를 젖히기 해 경사지게만든

등과 골반의 동시 지지는 편평한 등받이 지지 보다 좌

석 압력 감소, 등받이 압력 증가가 가능하고 머리와 목을

더욱 수직으로 세울 수 있었으며 압력 심 이동을 고르

게 분포 할 수 있다[16]. 선행연구에서 골반과 등허리 동

시 지지는 등허리 단일 지지 보다 방 머리자세 노인의

목 각도와 몸통 각도를 더욱 증가시켰다.

앉은 자세에서 척추의 폄을 해서는 좌석의 압력은

어들어야 하고 등받이 압력은 증가해야 한다[22]. 따라

서 본 연구의 첫번째 략은허리 지지 를통해 허리의

앞굽음을 증가시키기 함이었고 두 번째 략인 궁둥

패드는 골반의 앞기울기를 증가시키고자 사용하 기 때

문에 등허리의 젖힘이 일어나 몸통 각도가 증가한 것 같

고, 몸통 굽힘과 목 각도에 강한 상 계로 보아[6,7] 목

Variables aNon using bL support cI pad dL with I p

Cervical angel(°) 51.49±7.22 55.20±8.15 54.78±7.71 59.47±6.75 .001

Trunk angle(°) 101.98±5.37 104.62±4.78 104.49±4.78 107.75±5.08 .013

eUpper chest(㎝) g1.66±0.58 1.96±.8 1.75±.59 2.02±.75 .488

fLower chest(㎝) 1.6±0.57 2.03±.81 2.07±.53 2.42±.9 .011

aNon using: Non using lumbar support and ischial pad, bL support: Lumbar support using, cI pad: Ischial pad using, dL with I: Lumbar
support with ischial pad using, eUpper chest: upper chest expansion, fLower chest: lower chest expansion, gvalue is standard
deviation, Values are standard deviation

Table 2. Comparison of cervical, trunk angle and upper, lower chest expansion among four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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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에도 향을 미쳐 목 각도 증가를 보 던 것으로 사

료된다. 올바른 앉기는 쪽 가슴우리로 호흡하기 보다

는 아래쪽 가슴우리로 호흡하는 경향을 보인다[19]. 호흡

시 가슴우리 움직임 패턴은 가슴 호흡과 배호흡이 있다.

가슴 호흡은 쪽 가슴우리 호흡으로움직이고 배호흡은

가로막 수축에 의한 아래쪽 가슴우리호흡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28].

따라서 이러한 직립자세가 갈비 의 움직임을 증가시

키고[19], 가로막 움직임을 보조하여 배호흡이 일어나

쪽 가슴우리 확장에는 차이가 없는 반면, 아래쪽 가슴우

리 확장에는 증가가 가능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본연구에서는 재 장비에 따른 간섭 효과에 한

을 이고자 짧은 시간 내에 장비를 교 하 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허리 지지 와 궁둥 패드를 동시에 용

하 을 때에 증가하는 목 각도와 몸통 각도, 가슴우리 확

장을 확인했다는 에서 임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휠체어를 타는 뇌졸 환자

15명을 실시한 연구 으므로 상자 수가 다는 과

간섭효과가 다른 비교 재연구보다는 작을 수 있지만

배제할 수없었다는 , 연구 참여자 체에게 동일

한 휠체어가 제공되었다는 이 있다. 연구 상자의 체

격 조건에 따라 허리 지지 에 향, 체 에 따른 궁둥

패드의 향이 각기 다를 수 있지만 휠체어 좌석과 등받

이 각도를 일정하게 측정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모든

상자를 동일한 휠체어로 측정하 다. 한 각도 측정

방법에서도 X-ray와 같은 객 인 방법을 용하지 못

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로 상자의 목과 몸

통 각도를 확인한 , 자를통해 가슴우리 확장을 확인

한 은 임상에서 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경제 이

기 때문에 반복하여 측정할 수 있다는 이 이 있다.

향후연구에서는 더 많은 상자와 더 오랜기간 연구

를 통해 기 선 자료보다최종 단계에 어떠한 차이가 있

는지 최종 단계가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환자들이 자세가 변화된 상태에서 휠체어를끌고 이동하

는 심폐기능 운동자각도 젖산농도 분석을 하는 것

도[29],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뇌졸 환자 15명을

상으로 허리 지지 와 궁둥 패드가 즉각 으로 목 각도

와 몸통각도 가슴우리 확장에 미치는 향을 허리지

지 사용, 궁둥 패드 사용, 허리 지지 와 궁둥 패드 동

시 사용, 사용하지 않았을 때를 각각 조건에 따라 반복

으로 측정하 다. 연구결과 재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

을 때 비해 허리지지 나 궁둥패드를사용하 을 때목

각도, 몸통 각도, 아래 가슴우리 확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결과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던 것은 허리

지지 를 사용하 을 때 몸통 각도 증가와, 궁둥 패드를

사용하 을 때 증가된 아래가슴우리 확장뿐이었다. 하지

만 허리 지지 와 궁둥 패드를 동시에 사용하 을 때 목

각도, 몸통 각도, 아래 가슴우리확장은 재장비를사용

하지 않았을 때 보다 유의하게 증가하 다. 그러므로 임

상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뇌졸 환자에게 등굽이를 감

소시키고, 배호흡을 유도하기 해 허리 지지 와 궁둥

패드를 동시에 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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