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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뇌에 공급되는 혈류의 순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뇌졸중(Susan
과 Thomas, 2001)은 발병 후 약 15~20%는 사망하고, 완전히
회복되는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70~75%는 뇌의 침범영역에 따라 운동장애, 감각장
애, 인지장애 및 언어장애 등 신경학적 장애가 나타난다(조복
희, 1998; 양정빈, 2009).
이러한 신경학적 장애 중, 감각 장애는 뇌졸중 환자의 최소
50%에서 나타나며(Carey, 1995), 실제 빈도는 그 이상이며
심지어 임상적으로 ‘순수운동 뇌졸중(pure motor stroke)’이
라고 정의된 환자들에서도 대부분 감각 이상을 나타낸다(김종
성, 1999; 도원영, 2004).
이 중 고유수용성 감각의 손상은 뇌졸중 환자에서 36~54%
에 이르며(Carey, 1993; Smith et al, 1983), 자세조절과 보
호반사능력, 관절의 운동 능력, 균형능력의 저하를 일으켜
(Edwards, 1996) 기능회복을 지연시킨다(Wadell, 1987).
고유수용성 감각은 근방추, 골지건 기관, 관절이나 관절낭,
인대에 분포하는 기계적 수용기에 의해 시각적 정보 없이 신체

부위의 공간적 위치 혹은 움직임을 감지하는 무의식적인 감각
정보이다(Bayramoglu et al, 2007).
관절위치감각(joint position sense)과 관절운동감각(kinesthesia)(William, 2005)을 뜻하며, 신체의 균형을 조절하고
관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되먹임 요소로 작용한다
(Voight et al, 1996).
또한 위험한 움직임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관절의
안정성을 제공하며 정상적인 관절의 협조 운동(Bayramoglu et
al, 2007)과 새로운 운동 학습에도 영향을 준다(Hasan, 1992).
Janda(1987)에 따르면 인간의 움직임은 감각계와 운동계
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호간의 조절을 통해 운동이 이루어지고,
감각운동계(sensorimotor system)의 적절한 기능조절과 협응
운동, 관절의 안정성과 움직임 패턴의 균형에 있어서 고유수용
성 감각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이러한 고유수용성 감각의 저하
는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가 아니어도 신체인식능력에 문제가
생겨 균형 능력의 저하를 일으킨다(Janda, 1987).
뇌졸중 환자에서 고유수용성 감각의 저하는 근 긴장도의
감소와 함께 균형능력 감소에 영향을 주며(황병용, 2007), 적
절한 신체 정보의 감소로 인해 움직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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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2008).
뇌졸중 환자의 기립 및 보행 능력 감소와 함께 일상생활동
작 수행능력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Harburn et al, 1995).
이러한 고유수용성 감각이 감소된 뇌졸중 환자는 마비측에
체중부하를 피하거나 어려워하게 되고, 무릎의 꺾임(buckling),
보행실조를 초래하여 기립 및 보행훈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는 안전, 기능적 예후, 입원기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게 된다(Bohannon과 Larkin, 1987; Carey, 1995; Connell et al, 2008).
고유수용성 감각은 인간의 움직임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
고, 고유수용성 감각 감소를 보이는 뇌졸중 환자의 치료적 중
재에 있어서 고유수용성 감각 증진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은 중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여겨진다.
국내 고유수용성 감각에 대한 연구는 고유수용성 감각과
균형 및 보행능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이거나 고유수용성
감각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보다는 균형능력의 변화, 보행
속도의 변화, 근 활성도 등을 평가하여 고유수용성 감각 촉진
이 뇌졸중 환자에게 미치는 변화를 평가하였다(구성회, 2006;
정두교, 2009; 소동학, 2012; 서흥원, 2012; 한슬기,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에게 고유수용성 감각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고유수용성 감각, 운동기
능, 일상생활동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함으로써 고
유수용성 감각 운동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고유수용성
감각의 변화가 균형 및 보행능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동작에도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는 뇌졸중으로 인하여 편마비 진단을 받은 6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은 경기도에 위치한 I병원 물리치료실
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로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3.3세였고, 남자 4명, 여자 2명이었으
며, 발병기간은 평균 12.1개월이었다. 질환별 특성에서, 뇌졸중
종류는 뇌출혈 3명, 뇌경색 3명이었으며, 편마비 부위는 오른
쪽이 2명, 왼쪽이 4명이었다. K-MMSE의 점수는 평균 29.1점
이었다.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1) 뇌졸중으로 인하여 편마비로 진
단받고, 발병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2) 의학적으로 혈압이
나 심박동수가 안정적이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3)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MMSE-K)가 24점 이상인 자, 4) 하지의
경직이 Modified Ashworth Scale에 의해 Grade 2 이하인
자, 5) 하지에 관절 구축이 없고, 정형 외과적으로 문제가 없는

자, 6) 연령, 성별, 마비측 제한이 없는 자였다.
2. 실험절차
본 연구에는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5명의 물리치료사가 주 3
회씩 6주간 고유수용성 운동 프로그램을 대상자에게 실시하였
다. 5명의 치료사는 환자에게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 운동프로그램을 충분히 숙지하였다. 6명의 대상자에
게 2011년 11월 14일부터 2011년 12월 23일까지 6주간 주
회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고유수용성 감각, 운동기능
및 일상생활동작을 평가하였다. 고유수용성 감각은 치료 시작
시, 2주 후, 그리고 6주 후에 측정하였고, 운동기능 및 일상생
활동작은 프로그램 시작 전과 후에 측정하였다.
1) 고유수용성 감각 운동 프로그램(proprioceptive exercise
program)
고유수용성 감각 운동 프로그램은 Elis와 Rosenbaum(2001),
Diracoglu 등(2005), Sahin 등(2007), 그리고 Panics 등
(2008)이 제시한 방법을 참고하여 실시하였다. 표 1과 그림 1
에 운동프로그램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2) 평가 방법
⑴ 고유수용성 감각 평가(evaluation of proprioception sense)
① 수동 각도 재현(passive angle reprocudtion, PAR)
PAR은 고유수용성 감각 중에서 특정한 위치를 재현해 내는 관
절위치감각(joint position sense)을 측정하는 방법으로(황지
선 등, 2010) 1° 단위로 관절운동의 측정이 가능한 등속성 역
량계(Cybex 770 USA)와 시각적 단서를 차단하기 위해 안대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그림 2).
측정 방법은 슬관절의 90° 굴곡 상태인 시작 자세에서 환
자의 슬관절을 초당 10°의 각속도로 목표 자세인 슬관절 30°
굴곡 및 60° 굴곡자세까지 수동 신전시킨다. 이후 5초간 정지
하여 환자에게 목표 각도를 기억하게 한 후 시작 자세로 돌려
놓는다. 이를 총 3회 반복하여 목표 자세를 기억하게 하였다.
이후 환자의 슬관절을 시작자세에서 초당 5°의 각속도로 수동
신전시키면서 목표 자세에 이르렀다는 것을 감지하는 순간 미
리 누르고 있던 버튼에서 손을 떼게 하였다. 각 시도는 3회 반
복하고, 목표 각도에 대한 각도 차의 평균을 이용하여 고유수
용성 감각을 평가하였다.
(2) 운동기능 평가(Evaluation of Movement Function)

① 뇌졸중 손상 평가척도(Stroke Impairment Assessment
Set, SIAS)
SIAS는 뇌졸중 손상에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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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유수용성 감각 운동 프로그램(proprioceptive exercise program)
구성

빈도(횟수)

운동 방법

A

눈 감고 걷기
(Walking with eyes closed)

눈을 감은 뒤 보호자의 도움 하에 앞으로 걷기 실시

25m, 1회/1일

B

흔들림 판
(Mini Trampoline)

흔들림 판 위에서 한쪽다리로 균형 잡으면서 실시

양쪽 1분, 3회 반복/1일

C

한 발 서기
(One-Leg Standing)

한쪽 다리로 선 상태에서 슬관전을 약간 굴곡시킨 상태로
양쪽 1분, 3회 반복/1일
균형을 잡으면서 실시

D

한 발 전 ․ 후방으로 뻗기
(Leg Swings)

한쪽 다리로 선 후 반대쪽 다리의 슬관절을 약간 굴곡
양쪽 10회, 2회 반복/1일
시킨 상태에서 전방과 후방으로 고관절 굴곡과 신전 실시

E

한 발 외측으로 벌리기
(Sideways Leg Swings)

한쪽 다리로 선 후 몸은 앞으로 약간 기울인 상태로 균형
을 유지하기 위해 벽이나 기구를 잡은 뒤 반대쪽 다리를 양쪽 10회, 2회 반복/1일
몸을 지나치게 고관절 외전과 내전 실시

F

한 발로 쪼그렸다 일어나기
(One-Leg Squat)

한쪽 다리로 선 후 반대쪽 다리를 앞쪽으로 들어준 뒤
양쪽 다리에 10회 반복/1일
아래 방향으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남

G

높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의자의 높이를 슬관절 보다 높게 설정한 후 앉았다가 일어
20회 실시/1일
(Sitting on a high chair and standing up) 서기를 실시

H

낮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Sitting on a low chair and standing up)

의자의 높이를 슬관절 보다 낮게 설정한 후 앉았다가 일어
20회 실시/1일
서기를 실시

A

B

C

D

E

F

G

H

그림 1. 고유수용성 감각 운동 프로그램(proprioceptive exercise program)

발되었다(Chino N 등, 1994);(표 2).
이 도구는 9개의 범주, 즉 운동 기능(motor function), 근
긴장도(muscle tone), 감각 기능(sensory function), 관절운
동범위(range of motion), 통증(pain), 체간 기능(trunk
function), 시공간기능(visuospatial), 말하기(speech), 건측
기능(sound-side function) 등 22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측정

한다(표 3).
각 항목별로 0~3점, 0~5점의 점수가 부여되며 총점은 76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운동 기능이 좋음을 의미한다. SIAS
는 최소의 필요 항목으로 이루어져 항목당 한 가지 행동을 수
행하여 평가하므로, 10분 이내에 완료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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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상생활동작 평가(Evaluation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① 독립기능측정(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IM)
독립기능측정(FIM)은 6가지의 영역, 즉 신변처리(self-care), 대
소변조절(sphincter control), 이동성(mobility), 운동성(locomo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 그리고 사회인지(social
cognition)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총 18개 항목으로 7점 척도를 이용한다. 1, 2점은 다
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경우를, 3~5점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
양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6, 7점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경우를 의미하며, 최소점수가 18점, 최대점수가 126점이다
(Granger 등, 1993; Kidd 등, 1995).

그림 2. 수동 각도 재현(passive angle reprocudtion, PAR)
표 2. 뇌졸중 손상 평가척도
(Stroke Impairment Assessment Set, SIAS)
실험자1

실험자2

실험자3

Motor Function

22

20

21

Muscle Tone

6

6

6

Sensory Function

10

11

11

ROM & Pain

8

8

8

Trunk Control

6

6

5

Higher Cortical Function

5

5

5

Unaffected side function

4

4

4

Total

61

60

60

항목

3. 분석(Analysis)
연구대상자의 고유수용성 감각의 민감도, 운동기능 및 일상생
활동작에 대하여 고유수용성 운동 중재 전후의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해 SPSS ver.12.0을 이용하여 짝 비교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치료 전, 3주 후, 6주 후 고유수용
성 감각의 민감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하
였다.

III.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3.3세였고, 남자 4명, 여자 2명이었으

표 3. Items and Scaling of the Stroke Impairment Assessment Set (SIAS)

Item
Motor function
Proximal

Distal
Tone
Deep tendon reflexes
Muscle tone
Sensory function
Touch
Position
Range of Motion
Pain
Trunk function
Verticality test
Abdominal MMT
Higher cortical function
Visuospatial function
Speech
Unaffected side
Total score = 76

Upper Extremity

Lower Extremity

0~5(Knee-mouth)
0~5(Finger function)

0~5(Hip flexion)
0~5(Knee extension)
0~5(Foot tap)

0~3
0~3

0~3
0~3

0~3
0~3
0-3(Shoulder abduction)

0~3
0~3
0~3(Ankle dorsiflexion)

Other

0~3
0~3
0~3
0~3
0~3
0~3(Grip strength)

0~3(Quadriceps M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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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발병기간은 평균 12.1개월이었다. 질환별 특성에서, 뇌졸중
종류는 뇌출혈 3명, 뇌경색 3명이었으며, 편마비 부위는 오른
쪽이 2명, 왼쪽이 4명이었다. K-MMSE의 점수는 평균 29.1점
이었다.
2. 고유수용성 감각의 전후 비교
연구 대상자 6명의 고유수용성 감각 운동 전과 후의 우측과 좌
측의 수동 각도 재현(passive angle reproduction, PAR)을
통한 변화 비교 결과, 목표 각도인 30°와 60° 모두에서 평균
오차 범위가 감소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표 4).
3. 운동기능 및 일생생활의 전후 비교
연구 대상자 6명의 고유수용성 운동 전후의 독립기능측정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IM) 결과 자기 관
리, 가동성 그리고 이동능력 항목들의 평균값과 총점에서 향상
된 모습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5).
뇌졸중 손상 평가척도(Stroke Impairment Assessment

Set, SIAS)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Trunk fucntion과
Higher cortical function 항목 외의 평균값이 모두 증가하였
으며, Motor function과 Total score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표 6).

IV. 고찰
Charles Sherrington(1906)은 고유수용성을 운동과 자세의
위치 감각이라고 정의하였으며, 특수한 감각기들이 구심성
(afferent) 정보를 중추신경계에 전달한다고 하였다. 고유수용
성 감각은 신체의 위치나 자세의 인식, 각각의 운동 면에서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모든 관절의 각도와 각속도, 그것들의 움
직임의 비율에 대한 정보를 중추신경계에 제공한다(Rothwell,
1987). Freemean(1965)과 그의 동료들은 실제적인 고유수
용기가 관절의 신경말단부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발목관절의 불안정성이 있는 환자들에게 흔들리는 나무판
(wooden roker), 또는 흔들리는 판(wobble board)을 이용

표 4. 치료 전후 고유수용성 감각 능력 비교

RT
LT
RT
LT

30
30
60
60

1st.
Mean±SD
42.03±16.60
44.93±8.66
65.16±6.51
68.43±9.85

2nd.
Mean±SD
40.60±8.54
41.33±9.90
62.16±5.47
63.46±6.33

3rd
Mean±SD
38.93±4.99
39.36±6.95
61.93±5.70
63.03±4.37

F-value

p

.11
.64
.56
1.03

.89
.53
.57
.37

t-value

p

-1.15
.00
-1.93
-1.46
.00
-1.00
-1.54

.30
1.00
.11
.20
1.00
.36
.18

표 5. 독립기능측정(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IM) 결과의 전후 비교

n=6

self
spin
mo
lo
co
so
t

pre
Mean±SD
33.67±6.50
14.00±.00
19.17±2.40
10.83±4.07
13.83±.40
20.50±1.22
112.00±12.79

post
Mean±SD
36.17±4.83
14.00±.00
20.17±1.32
11.33±3.26
13.83±.40
20.83±.40
116.33±8.80

표 6. 뇌졸중 손상 평가척도(Stroke Impairment Assessment Set, SIAS) 결과의 전후 비교

n=6

mo
mu
sen
ROM
Tr
Hi
Un
T

pre
Mean±SD
17.33±4.17
8.50±1.64
7.83±3.97
6.67±2.33
4.83±.75
4.33±.81
4.50±.83
54.00±6.45

post
Mean±SD
18.50±3.88
8.83±1.47
7.83±4.26
7.00±2.75
4.83±.75
4.33±.81
4.83±.75
56.33±6.83

t-value

p

-2.90
-1.58
.00
-.59
.00
.00
-1.58
-2.90

.03*
.17
1.00
.57
1.00
1.00
.1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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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균형훈련을 실시한 결과, 발목 염좌의 재발이 의미 있게
감소함을 보고하고 있다. 이 결과는 고유수용성 운동조절이 관
절의 기계적수용기 작용의 중요성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말
초관절 운동에서의 중추신경계 작용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되
었다.
임상적으로 고유수용성 감각은 신경학적 문제를 가진 환자
의 평가와 치료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뇌졸중 발병
환자의 65%는 일반적으로 촉각과 보호반응, 고유수용성 감각
의 상실을 경험한다(Rothwell, 1987). 근육, 건, 관절수용기로
부터 입력된 중요한 운동학적 정보(kinesthetic information)
는 신체를 지지하도록 도와주며, 관절의 현 위치와 관절이 정
적으로 있는지, 움직이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관절의 운
동 범위와 운동량, 운동의 시작 시기와 운동을 하는 동안 신체
분절의 속도와 가속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고유수용
성 감각은 여러 관절에 생기는 긴장과 압력, 관절의 다양한 위
치를 유지하는 것과 연관된 근육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중추신
경계에 제공한다. 이러한 운동학적 자극의 입력은 시각과 전정
계로부터 입력된 자극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통합될 것이다(이
한숙, 1996).
환자의 치료적 중재에 있어 고유수용성 감각의 회복은 치
료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고유수용성 감각은 외부로부터
작용된 힘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인해 근육의 수축성을 변
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손상된 관절의 기능적 불안정이나
재손상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하다(Day, 1988).
고유수용성 감각 평가방법 중 임상적으로 가장 흔히 사용
되는 손가락 혹은 발가락 검사는 피부에 가해지는 힘, 움직이
는 정도와 속도 등 방법적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Wingert JR, Burton H 등, 2009) 정량적이지 않고
(Carey LM, Matyas TA 등, 2002) 시간에 따른 미세한 변화
를 추적 검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환자의 반응 및 결과
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Carey LM, Matyas TA 등,
2002; Wingert JR, Burton H 등, 2009) 정상의 기준이 정
의되어 있지 않다(Carey LM, 1995; Carey LM, Matyas TA
등, 2002; Lincoln NB, Crow JL 등, 1991; Lincoln NB,
Jackson JM 등, 1994). 본 연구에서는 등속성 역량계를 이용
하여 표준화된 검사 절차에 따라 정량적으로 측정한 고유수용
성 감각 평가를 통해 고유수용성 감각을 구성하는 관절위치감
각과 관절운동감각의 정상기준을 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편
마비 환자의 환측뿐만 아니라 건측에서 발생하는 고유수용성
감각의 이상도 진단할 수 있었다(황지선 등, 2010).
SIAS는 뇌졸중 환자 평가를 위한 좀 더 포괄적인 도구이
다. SIAS는 ROM과 건측 사지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
들도 포함되어 있다. SIAS는 Single-task assessment로 매일
10분 이내의 시간으로 간단한 동작으로 평가될수 있다. SIAS

는 원위부와 근위부의 운동기능을 나누어서 평가할 수 있으며,
근력과 근력에 관련된 기능적인 활동도 평가할 수 있다. SIAS
의 대부분의 항목들은 전통적인 신경학적 검사에 기초하며, 의
학 전문가들에게 특별한 도구 없이 수행될 수 있다.
일상생활동작의 기능평가를 위하여 현재까지 개발된 평가 방
법들은 PULES profile, Functional Life Scale (FLS), Functional Assessment Inventory (FAI), Katz Index, Barthel
Index, Kenny Self-Care Evaluation, Functional Independent Measure (FIM) 등이 있다(Crewe, 1981). 이 중 FIM은
1983년 Granger 등에 의해 개발되었고, 1984년 American
Congress of Rehabilitation Medicine과 American Academy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에서 보완되
었으며, 환자의 장애상태, 재활치료의 결과를 평가․기록하기 위
한 도구이다(Heineman 등, 1993). FIM은 내용타당도와 구성
타당도가 증명되었고, 검사자간 신뢰도도 높은 것으로 관측되었
다(Dodds 등, 1993; Hall 등, 1993). FIM은 기본적인 일상생
활동작 이외의 의사소통, 사회인지 등의 평가항목이 포함되어 포
괄적인 환자의 기능상태를 추적 관찰할 수 있는 평가도구이다(양
충용 등, 1998).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운동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동안 치
료시간 이외의 환경을 제한할 수 없고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
상자의 수를 5명으로 국한하였으며 대조군이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한명의 치
료사가 아니고 5명의 치료사가 시행하여 동일한 치료를 적용하
기 어려움이 있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고유수용
성 감각 운동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을 때 환자의 운동기능 및
일상생활동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 6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이 연구에 연구대상자는 주 3회 6주간 고유수용성 운동 프
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고유수용성 감각에 대한 평가는 독립기
능측정(PAR)을 통해 얻었고 운동기능평가는 뇌졸중 손상 평가
척도(SIAS), 일상생활동작평가는 독립기능평가(FIM)를 측정하
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연구 대상자 6명의 고유수용성 감각 운동 전과 후의 우측
과 좌측의 수동 각도 재현(passive angle reprocudtion,
PAR)을 통한 변화 비교 결과, 대상자 6명 모두의 평균 오차
범위가 30°와 60° 모두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지만 통계적
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편측에 마비가 오는 경우 반대
측 사지에도 고유수용성 감각 저하가 있다는 연구 결과하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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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대상자 양측 모두 운동과 측정 실시 결과 양측 모두 실험결
과의 오차범위가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 대상자 6명의 고유수용성 감각 운동 전․ 후에 독립기능
측정(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IM) 결과 SelfCare, Mobility 그리고 Locomotion 항목들의 평균값과 총점
에서 향상된 모습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또한 뇌졸중 손상 평가척도(Stroke Impairment Assessment Set, SIAS)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Trunk function
과 Higher cortical function 항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
값이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실험자들이 고려했던 Motor
function과 Total score에서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
자의 고유수용성 감각 운동프로그램 실시 전 · 후를 비교하였을
때 독립기능측정(PAR)의 경우 중재 전 실험의 오차범위의 평
균에 비해 중재 후 실험의 오차범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지만(p>0.5) 평균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제언사항을 고려하여 다시 연구한다면 좀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뇌졸중 손상
평가척도(SIAS)와 독립기능평가(FIM) 결과의 평균이 모두 증
가하였다. 특히 연구자들이 기대했던 Motor Function 항목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고유수용성
감각 운동프로그램이 편마비 환자의 Motor Function에 있어
서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추후에 중재의 기간, 빈
도, 대상자의 수 그리고 대조군이 고려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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