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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뇌졸중은 높은 사망률과 함께 세계에서 세 번째

로 많은 성인 장애의 원인이 된다 특(Bath, 2004).

히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는 사지의 편측 부위에

운동 장애가 나타나고 균형능력이 저하되어 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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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적인 상상연습 훈련과 운동 감각적인 상상연습 훈련이

편마비 환자의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

김진섭 김 경⋅
대구대학교 물리치료학과

Effect of Motor Imagery Training with Visual and Kinesthetic

Imagery Training on Balance Ability in Post Stroke Hemiparesis

Jin-seop Kim, PT, MS, Kyoung Kim, PT, PhD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Daegu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compare the effect of two conditions (visual and kinesthetic) of motor imagery：

training on static and dynamic balance.

Methods Fifteen patients with post-stroke hemiparesis volunteer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Two motor：

imagery training conditions, for 10minute trials, employed with audiotape instructions. Measurements were

performed at pretest, posttest and 1-hour follow up in both static and dynamic balance.

Results M： easur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oth static and dynamic balance tests between treatment conditions

(kinesthetic imagery more than visual imagery) at the pretest, post test, and 1-hour follow-up (p<.05). Measures

of both static and dynamic balance tests, for both conditions, improved significantly from pretest to posttest

(p<.05), and was maintained at 1-hour follow up.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both imagery training applications were effective treatment strategies for：

both static and dynamic balance. When comparing the two treatment conditions, kinesthetic motor imagery

training was more effective than the visual motor imagery training in static and dynamic balance.

Key Words Visual imagery training, Kinesthetic imagery training, Balance,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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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과(Swanson

균형 및 기립자세를 유지하기 위해Sandford, 1995).

서는 신체의 체중 지지면 과 중력(base of support)

중심선이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Duggar, 1962).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가 발생하면 기립자세 동안

체간의 동요가 증가 하게 되고 등(Shumway-Cook ,

건측 하지 방향으로 체중 이동이 증가하게1988),

되며 등 체중의 좌우 이동능력이 감(Goldie , 1996),

소하게 되어 등 비정상적인 자세(Dettmann , 1987),

조절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와(Badke Duncan, 1983).

따라서 성인 편마비 환자의 재활 훈련 목표는 균

형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주된 목적이 되어 왔다

등(Bohannon , 1991).

임상에서는 균형 능력을 증가 시킬 수 있는 방법

으로 치료사의 손을 통한 측방 체중 이동(lateral weight

훈련 다양한 지면 조건을 통shifting) (Davies, 1985),

한 균형 유지 훈련 과 시각(Bohannon Larkin, 1985),

과 청각 되먹임을 통한 좌우 대칭훈련김형백 등( ,

김종만 등 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1996: , 1995) .

대부분의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들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재활 훈련을 하,

는 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과도한 비용 지출이 요구

되어 진다 이렇게 제한적인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연구가들은 재활 훈련과 병행하여 자가로 훈련 할

있는 상상 연습을 통하여 기능 회복 할 것을 추천

하고 있다 와(Decety, 1993; Warner McNeill, 1988;

와Yue Cole, 1992).

상상연습은 실제적인 운동 활동 없이 특별한 과제

에 대하여 인지적으로 훈련 하는 방법이며(Driskell

등 실제 과제를 수행 하는 것과 상상하는, 1994),

것은 뇌의 유사한 영역에서 활성화가 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 하고 있다 과(Guillot Collet, 2005).

신경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상상 훈련을

통하여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의 기능 향상

을 위한 방법으로 상지 기능 훈련 등(Page , 2009;

등 일어나고 앉는 동작 훈련김진섭Riccio , 2010), (

등 등 보행 훈련 등2008; Malouin , 2004), (Dunsky ,

과 같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2008) .

상상 훈련을 하는 방법으로는 외부적인 자극 없

이 감각을 느낄 수 있게 시각 청각 촉각 운동감, , ,

각 후각 미각과 같은 다양한 감각들을 병행 하여, ,

사용하고 있는데 등 그 중 가장 널(Jackson , 2001),

리 이용 되는 상상훈련 유형은 크게 운동 감각적

상상훈련 과 시각적 상상(kinesthetic motor imagery)

훈련 의 두 가지 형태로 분류(visual motor imagery)

가 된다 와 는 상상훈련 방법. Mahoney Avener(1977)

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운동 감각적 상상훈련은.

자기 자신이 일인칭 관점의 눈으로 자신의 몸속에

서 다른 사물을 바라보며 운동 수행에 대하여 감각

적인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상상하는 것을 의미하

며 시각적 상상훈련은 자기 자신이 삼인칭 관점으,

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것 같이 상상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동 상상연습 훈.

련은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에게 두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 하여 사용 되고 있으며(Dunsky

등 상지기능 향상에도 많은 연구들이 활발, 2008),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등(Zimmermann-Schlatter ,

최근에는 시각적인 상상연습과 운동감각적인2008).

상상연습을 구분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Fery,

등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2003; Stecklow , 2010),

환자의 균형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어떠한 유형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의 균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 다른 조건의 운동 상상 훈련이 균형능력을 향

상시키는데 더 효과적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연구 대상자1.

본 연구의 대상은 대전 대학병원에서 입원중D

인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로써 본 연구에 자

발적으로 실험에 참여한다는 동의서를 작성 한 15

명의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선정 기준은.

개월 이상의 편측성 편마비를 가진 자 지(1) 6 . (2)

팡이나 보조 도구 없이 분 동안 기립 자세를 할1

수 있는 자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자 한국(3) (4)

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Mini Mental Status Exam-K)

에서 점 이상인 자 운동장면 상상 검사2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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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Vividness of Movemental Imagery Questionnarie)

서 점 이하인 자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3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과 같다(table 1) .

연구 절차2.

실험 진행1)

본 연구 설계방법은 모든 연구대상자들을 순서

없이 모든 실험처치에 참여시키는 무작위 배정 교

차 설계 이다 본 연구에(randomized cross-over trial) .

참여한 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조15

건이 다른 운동 상상 연습 훈련을 받았다 시각. (1)

적 상상 연습 훈련 운동감각적 상상 연습 훈련, (2) ,

각 각의 실험 중재는 치료 순서를 정하기 위하여 1

번과 번의 카드를 무작위 추첨한 순서대로 두 가2

지 다른 조건의 훈련을 실시하였다 상상연습 훈련.

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치료사로 부터 시행 되어

졌으며 일 회로 분 동안 실시되었다 각 훈련, 1 1 10 .

기간 동안 이월 효과 를 줄이기(carry-over effect)

위하여 최소 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가졌다24

와 또한 다른 조건의 상상연습을 시(Lee Ng, 2008).

작하기 전 사전 검사에서 두 조건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 검정으로t

동질성 검사를 실시 한 결과 두 조건 간 에는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평가는.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시간 이후 이월 효과를 측, , 1

정하였다 환자의 피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측정.

시간 사이에는 최소 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가졌다1 .

상상 훈련 진행2)

모든 상상 훈련은 분 분량의 길이로 미리 녹음10

되었다 상상연습 기간 동안 대상자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조용한 치료실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은 상태로 시행되었으며 대상자의,

자세는 무릎위에 베개를 놓고 전완은 내 회전 시켜

팔과 손을 편안하게 베게 위에 올려놓았다 시각적.

인 상상연습과 운동감각적인 상상연습은 등Dunsky

의 상상연습 리허설을 수정 보완하여 본 연구(2008)

에 적용 하였다 상상 훈련 내용은 단계로 구성. 3

되어져있으며 상상연습을 위한 준비단계 환, (1) (2)

측으로 체중 이동 훈련단계 상상연습 훈련 정리(3)

단계로 되어 있다 상상연습을 위한 준비 단계는 심.

리적인 안정감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근육을 이완

하는 훈련이 분간 구성 되었고 이완 훈련 이후에2 ,

는 본격적으로 상상연습을 통한 측방 체중 이동 훈

련이 분간 구성 되어졌으며 마지막 상상연습 훈련6 ,

정리 단계는 다시 현실로 돌아오도록 유도 하여 심

리적인 안정감을 이끌어 내도록 분간 구성 되었다2 .

운동 감각 적인 상상연습과 시각적인 상상연습은

와 의 분류 방법에 의하여 운Mahoney Avener(1977)

동 감각적인 상상연습은 일인칭 시점으로 자기 자

신이 체중 이동 훈련 시 발바닥과 근육 및 위치감

각에 대하여 느끼도록 상상 훈련 하였고 시각적 상,

상연습은 삼인칭 시점으로 제 자의 모습을 상상하3

게 하여 다른 사람이 체중 이동하는 훈련을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는 것 과 같이 상상하게 하였다.

상상 연습 훈련은 동일한 치료사에 의하여 시행 되

어졌고 각기 다른 상상연습 조건을 무작위로 배정

하여 순차적으로 훈련 하였다 상상연습 리허설 각.

단계 사이에는 훈련 내용에 집중 하고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하여 건측 손을 머리 위로 올리도록 지시

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 집중력을 높였다.

측정 및 균형 평가3)

정적 균형 평가(1)

기립자세 후의 정적 균형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

여 전신 자세 측정 시스템(Global posture system,

이탈리아의 구성 요소인Chinesport, ) Stabilometric

N Age Onset time (month) MMSE VMIQ

15 62.60 ± 7.73
a

8.67 ± 2.23 27.80 ± 1.21 1.11 ± .1

a
mean ± standard deviation

MMSE : Mini Mental Status Examination

VMIQ : Vividness of Movemental Imagery Questionnarie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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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이용하여 정적인 균형 능력을 검사하였Lux

다 모든 대상자는 두 팔을 체간 옆에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고 의 균형판 위에 표시된Stabilometric Lux

위치에 맞춰 맨발로 서서 전방을 바라보게 하였다.

정적 균형 평가는 각각의 처치 후 분 동안 번씩, 1 3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제시 하였다 측정 동안에는.

대상자에게 움직이지 않도록 지시 하였고 각 측정,

후에는 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다 검사자간의 측1 .

정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일한 측정자가 측

정하였다 균형 판에서 서 있는 동안 측정한 항목. ,

들은 기준점으로부터 체간이 전 후로 기울어진 정

도 기준점으로부터 체간이 좌우로 기울어진 정도, ,

그리고 기준점으로부터 시작하여 대상자의 신체 압

력 중심이 이동한 궤적 과 이동한 궤적을(trajectory)

넓이로 환산한 균형 면적 으로(90% confidence area)

나타냈다 기준점은 축과 축이 교차하는 원점으. X Y

로 한다 이 측정한 항목들을 통틀어 균형지수라고.

하고 균형지수가 클수록 균형 유지 능력이 감소하,

여 신체 동요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기능적 균형 평가(2)

일어나 걸어가기 검사 는(Timed up and go test)

노인들의 기능적인 보행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로

임상에서 많이 사용된다 측정자 내 신뢰도는. r=.99

이고 측정자 간 신뢰도는 로 신뢰도가 높은, r=.98

평가 도구 이다 와 일어(Podsiadlo Richardson, 1991).

나 걸어가기 검사는 팔걸이가 있는 의자로부터 일

어나 지점을 돌아서 아무런 도움 없이 다시 의자3m

에 앉을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제

시했다 그들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안정적인 보행.

을 할 때 걸리는 시간을 기록하기 위하여 초시계를

사용 하여 측정 했다.

자료 분석3.

본 연구의 모든 통계적 분석은 을 이SPSS 12.0

용 하였으며 유의수준은 로 하였다 운동 상, =.05 .ɑ
상연습 전과 운동 상상연습 직후 그리고 시간 이1

후에 정적인 기립 상태의 중심 변위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회기마다 상상연습 조건에 따라 각각 3

회씩 측정된 정적 균형지수와 의 평균값으로TUG

비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반복측정에 의한 분산 분.

석 를 사(Analysis of variance for repeated measures)

용하였다 그룹 내 운동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신체.

동요 변화와 동적 균형을 알아보기 위해 본페로니

를 이용하였다 유의 수준은(Bonferroni's adjustment) .

유의수준을 비교한 횟수로 나누어 로 설정=0.0167ɑ
하였고 상상연습 전과 상상연습 후 그리고 상상연,

습 시간 후에 걸쳐 반복 측정된 균형지수 및 보행1

시간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운동 전 후 그리고 시. 1･
간 후의 상상연습의 조건 간에 따른 균형지수 및

보행시간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 검정t-

을 실시하였다(Independent t-test) .

Ⅲ 연구 결과.

두 가지 다른 조건간의 정적 균형지수1.

운동 감각적 상상훈련과 시각적 상상훈련은 상상

훈련 전 보다 상상훈련을 한 직 후 전 후 균형지수,･
좌 우 균형지수 실효치 면적이 유의하게 감소되어,･
균형 지수는 증가 하였고 상상연습 한 시(p<.0167),

간 이후에도 상상연습 전 보다 균형지수가 증가하

였다 두 조건 간의 비교 에서는 상상연습(p<.0167).

직후와 한 시간 이후 운동감각적 상상연습 훈련 조

건에서 전 후 좌 우에서 균형 지수가 증가 하였고,･ ･
실효치 면적에서는 한 시간 이후 조건 간(p<.05),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table 2).

두 가지 다른 조건간의 기능적 균형지수2.

운동 감각적 상상훈련과 시각적 상상훈련은 상상

훈련 전 보다 상상훈련을 한 직 후 기능적 균형 지

수인 일어나 걸어가기의 시간이 감소하였고(p<.0167),

상상연습 한 시간 이후에도 상상연습 전 보다 보행

속도가 증가 하였다 두 조건 간의 비교(p<.0167).

에서는 상상연습 직후와 한 시간 이후에서 운동감

각적 상상연습 훈련 조건에서 일어나 걸어가기의

시간이 더 많이 감소 하여 기능적 균형 지수(p<.05)

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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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편마비 환자의 신체적 재활에 있어서 주요한 치

료 방법 중의 하나는 환측 하지로 체중을 지지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며 기립 자세에서 신체

적인 동요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된다.

등 은 정적인 기립 균형과 이Shumway-Cook (1998)

동 능력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체중의

불균형적인 분배는 올바른 보행을 하는데 방해 요

소가 된다 그러므로 과 는 보행. Carr Shepherd(1980)

훈련을 위해 환측 하지로 체중을 지지하고 옮길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

이 편마비 환자에게는 양 하지로의 체중 균형분배

및 균형과 관계되는 중력중심 체중지지 면이 중요,

하게 생각 된다김형백 등( ,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다른 조건의 운　

동 상상 연습을 통하여 편마비 환자의 균형 훈련에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목표 이다 대부분.

의 운동 상상연습 훈련들이 시각적인 상상연습과

운동감각적 상상연습 혼용되어 사용 되어 왔지만

두 훈련 방법은 다소 차이를 나타낸다 시각적 상상.

연습은 과제에 대하여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것에

유리 하지만 운동 감각적 상상연습은 적절한 타이

밍 협응 능력 에 오히려 효과적(timing) (coordination)

이 라고 하였다(Fery, 2003).

본 연구에서 다양한 운동 상상연습 훈련의 효과

Variable Conditions Pre Post Follow-up (1 hour) F p

antero

posterior

sway

Kinesthetic 5.80±3.58
a

1.84±.74* 2.62±1.01** 18.46 .00

Visual 5.53±2.08 3.65±1.73* 4.10±2.35** 9.12 .03

t -.26 3.74 2.25

p .80 .00 .03

medio

lateral

sway

Kinesthetic 5.99±1.35 1.71±0.49* 2.51±1.82** 63.82 .00

Visual 5.73±1.79 3.74±1.11* 3.84±1.75** 16.78 .00

t -.46 6.45 2.05

p .65 .00 .05

total

sway

area

Kinesthetic 169.80±84.62 69.83±30.65* 115.90±65.03** 35.88 .00

Visual 167.10±101.50 120.47±83.67* 142.00±94.56** 13.94 .00

t -.08 2.20 .88

p .94 .04 .39

a
mean ± standard deviation

*post - pre: p<.0167

**1-hour follow-up - pre: p<.0167

Table 2. Outcome measures in the different conditions in balance index

Variable Conditions Pre Post Follow-up (1 hour) F p

TUG

Kinesthetic 33.04±1.56
a

27.26±1.82* 29.29±2.22** 198.47 .00

Visual 32.69±1.91 30.10±1.51* 31.67±1.87** 147.85 .00

t .55 5.68 3.18

p .59 .00 .01

a
mean ± standard deviation

*post - pre: p<.0167

**1-hour follow up - pre: p<.0167

Table 3. Outcome measures in the different conditions in time up and go to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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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립자세동안 정적인 균형 능력과 임상적 평가

방법인 일어나 걷기를 통하여 동적인 균형 능력을

평가 하였다 본 연구의 를 이용한. Stabilometric Lux

정적 균형 검사에서 운동 감각적인 상상연습과 시

각적인 상상연습 모두 전 후 동요 중심 범위 좌 우,･ ･
동요 중심 범위 동요 면적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전 후 동요 중심 범위 좌. ,･ ･
우 동요 중심범위 동요 면적이 감소 한다는 것은,

정적 균형능력이 중심선에 가까우며 체간의 동요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어나 걸어가기. ,

검사를 통한 동적 균형 검사에서도 운동 감각적인

상상연습과 시각적인 상상연습 모두 상상연습 직

후 와 한 시간 이후에서 보행 시간이 감소함을 보

였다.

이규창과 이석민 의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2010)

자를 대상으로 운동 상상 훈련을 병행한 그룹에서

정적 균형 능력이 증가됨을 보고 하였으며 등, Oh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일어나(2010)

고 앉는 동작 훈련에서 운동 상상연습을 적용한 결

과 하지의 대칭적인 근 활성도와 타이밍이 증가 한

다는 보고를 하였다 또한 등 은 뇌졸. , Dunsky (2008)

중 환자에게 상상연습을 적용한 후 보행속도 활보,

장 보폭이 증가되었음을 보고 하였으며 등, , Hwang

은 상상연습 이후에 하지 관절의 범위 정적(2010) ,

및 동적 균형 지수가 증가하였음을 보고 하였는데

본 연구 또한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정적 균형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보행 속도가 증가 하였는데 이는 등 의Geiger (2001)

연구에서 균형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하였을

때 보행 속도가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는 보고와 일

치하며 보행 속도는 기립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능,

력에 민감하게 반영하고 편마비 환자가 안정된 독

립보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균형 지수가 증가함으로 인하여 일(Weiner, 1993),

어나 걸어가기 속도가 증가 했을 것이라 사료된다.

운동감각적 상상연습과 시각적 상상연습간의 정

적 및 동적 균형능력의 비교에서는 상상연습 직후

와 한 시간 이후에서 시각적인 상상연습 훈련 조건

보다 운동감각적인 상상연습 훈련 조건에서의 균형

지수가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등 뇌. Stinear (2006)

신경과학 연구에서 시각적인 운동 상상연습 보다는

운동 감각적인 상상연습에서 운동 피질에 활성화가

발생 하는 것을 보고했으며 등 은 운, Cowley (2008)

동감각적인 상상연습으로 가자미근의 반사를 일H-

으켜 발목의 저측 굴곡 능력이 증가 되는 것을 보

고 했다 반면에 등 의 연구에서는. Fourkas (2006)

손가락 굴곡근 최대 근 활성도 연구에서 운동 감

각적인 상상연습 보다는 시각적인 상상 연습이 최

대 활성도가 더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인 상상연습 보다 운동 감각적

인 상상연습에서 균형지수가 증가 하였다 그 이유.

는 과 에 따르면 균Shumway-Cook Woollacott (2007)

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근 긴장도 감각, ,

인지능력이 중요시 되는데 운동 감각적인 상상연습,

은 신체의 근육에서 느끼는 힘과 지면에 닿은 발바

닥의 느낌 및 신체가 중력에 대항 하는 느낌들을

상상하도록 한 반면에 시각적인 상상연습은 다른

사람이 똑 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이 상상

하게 하므로 써 감각적인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균형을 유지하는 과제에서는 운동 감각적

상상연습이 시각적인 상상연습 보다 더 효과가 있

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의 연구에. Fery (2003)

서 시각적인 상상연습은 제 자가 하는 모습을 눈으3

로 보는 듯이 상상 하기 때문에 새로운 과제를 학

습하는데 효과 적인 방법이며 운동 감각적인 상상,

연습은 자기 자신의 감각에 대하여 상상하는 훈련이

므로 타이밍과 협응을 학습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보

고 하였다 본 연구 과제의 정적 균형과 기능적 균.

형은 근육의 협응과 보행에 대한 타이밍이 요구되는

과제 이므로 운동 감각적인 상상연습이 시각적인 상

상연습 보다 균형 지수가 증가 했을 것이라 보여 진

다 등 의 뇌파. Neuper (2005) (Electroencephalography)

연구에 따르면 실제적으로 운동을 수행 한 것과 두

조건의 운동 상상 훈련을 비교 하였을 때 뇌파의

일치도는 운동감각적인 상상훈련 로 시각적인67%

상상연습 훈련이 로 보다 운동 상상연습 훈련56%

의 뇌파의 일치도가 증가가 되는 것을 보고 했다.

이는 본 연구에 운동 감각적인 상상연습이 시각적

인 상상연습 보다 균형지수가 더 증가되는 것과 유

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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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자가 명의 적은 인원15

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동일한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조건을 무작위

순서로 적용하는 교차 설계를 이용 하였는데 교차

설계 연구는 오랫동안 지속 효과를 측정하기 힘들

며 이월 효과를 완전히 제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

른다 그러므로 향후의 연구 과제는 두 가지 다른.

조건의 운동 상상 연습 간의 상호 작용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명확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상상훈련을 적용하고 대상자 수를 늘리

며 대조군을 두어 운동 상상훈련 간의 차이를 규명

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두 조건간의 상상연습 훈련 방법을 이

용하여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의 균형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유용한 방법을 비교한 결과 운동 감

각적 상상연습 훈련은 시각적 상상연습 훈련보다

훈련 직후와 한 시간 이후에 균형 지수가 유의하게

향상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으로 인.

한 편마비 환자의 균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

법으로 운동 감각적인 상상연습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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