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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간 레일현수형 보행운동이 편마비 뇌졸중 환자의 

발목가동범위와 보행 속도 및 균형에 미치는 영향

이석주¹, 김도형², 심영제¹ 

¹군산대학교�체육학과,�²군장대학교�물리치료과�

서 론

뇌혈관의 이상으로 뇌출혈 혹은 뇌경색 등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

져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신경계 질환인 뇌졸중은 

상위운동신경원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근긴장도 이상, 

편마비성 운동장애, 근력 약화, 관절 구축, 지구력 저하 등을 야기 할 

수 있다. 뇌졸중 환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신경학적 손상의 

양상은 편마비로 인한 운동 및 감각 능력이 신체의 한쪽에서만 감소되

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1]. 이는 신체의 균형을 잡거나 정상적인 움직임, 

체중을 이동하는 능력을 상실시키게 하며, 특정한 동작 시 운동을 조

절하는데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된다[2]. 이러한 이유로 편마비 뇌졸중 환

자는 보행속도와 분속수의 감소, 체중 분포의 비대칭, 비마비측 유각기

와 마비측 입각기의 감소, 보장과 활보장의 차이와 같은 비대칭적인 보

행 패턴을 나타나게 되면서 보행에서 문제점을 보이게 된다[3].

뇌졸중 후 많이 발생되는 후유증은 자세조절의 어려움으로 비대칭

적인 자세, 비정상적인 신체의 균형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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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8 weeks suspension-rail giat traing on ankle ROM, static blance, 
dynamic balance and gait speed.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composed of thirty-six stroke patients who were diagnosed hemiplegia in our study. As for group 
classification,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 8 weeks suspension-rail giat traing group and control group. Storke patients partici-
pated in suspension-rail gait training program and traditional physical therapy for 8 weeks. We measured their ankle ROM (goniome-
ter), static balance (Berg Balance Scale, BBS), dynamic balance (Timed Up & Go, TUG) and gait speed (10 m walking test, 10MWT), 
when before begun the program, after 8 weeks.

RESULTS: After 8 weeks, suspension-rail giat traing group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on ankle ROM (p<.001), static balance 
(p<.001), gait speed (p<.05) than control group. But dynamic balance were not founded significant difference.

CONCLUSIONS: The result indicated that suspension-rail gait training would be effective exercise to gait speed and static balance for 
patients with hemiplegia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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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인은 특히 족관절 족저굴근의 경직성 마비이다. 이러한 경직성 마

비는 보행 시 짧아진 입각기로 인해 발끝밀기와 같은 섬세한 동작을 

어렵게 하며 이로 인해 비효율적인 보행양상을 보이며 보행속도와 균

형능력에 영향을 준다[4]. 이러한 현상은 균형조절능력을 감소시켜 선 

자세 및 보행을 할 때 자세 흔들림이 커지고 낙상의 발생률을 높여 일

상생활활동(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의 참여도를 제한시킨다[5]. 

또한 노인들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배측굴곡근의 개시 지연(onset 

latency)을 알아본 연구에서 노인들의 개시 정도가 훨씬 지연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6], 이러한 현상은 뇌졸중 환자들의 자세조절에도 영향

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뇌졸중 환자들의 발목 관절가동범위 감소는 임상적으로 가장 대두

되는 후유증이다. 보행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목의 배측

굴곡 관절가동범위가 10°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7]. 발목관절의 관절

가동범위가 감소하게 되면 고관절과 체간의 움직임이 이를 보상하기 

위해 더 커지게 되며[8],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균형능력이 더욱 감소

되는 경향을 보이며 2차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뇌졸중 환자의 보행속도와 균형능력은 일상생활에서의 동작을 수

행할 수 있는 신체의 기능과 독립적 보행능력의 회복수준을 예측 할 

수 있는 척도이다[9,10]. 뇌졸중 환자의 보행과 균형능력을 개선시키기 

위한 전통적인 재활치료 방법에는 시각적 피드백 훈련, 환측 체중이동, 

고유 수용성 신경근 촉진기법과 Bobath 치료 등의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11-14]. 또한 균형능력 저하로 야기되는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선

행연구들은 근력강화, 유연성 및 지구력 강화, 균형감각강화, 손과 발 

및 눈과 귀의 협응 능력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운동법을 효과적이라

고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운동법이나 강도를 알기에는 아직 부족

하며, 일반 노인이 아닌 사지를 움직이기 어려운 뇌졸중 환자들에게 

특성화된 운동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현수장치를 이용한 보행운동의 경우 치료사가 상주하지 않아도 균

형능력이 떨어지는 환자도 독립적으로 보행운동이 가능하며 안전하

다. 또한 일반 트레드밀에서 하는 훈련보다 공간적 제약이 없으며 손과 

발 및 눈과 귀의 협응 능력을 증진시키며 균형감각을 강화시키고 발목

의 관절가동범위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현수장치를 이용한 레

일 보행 운동이 편마비 환자의 마비측 발목관절가동범위와 균형능력 

및 보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로 진단받고 경상북도 영

주시 소재 C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뇌졸중 환자 중 연

구 조건을 충족시키고 연구에 동의한 운동군 18명과 대상군 18명 대상

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조건은 뇌졸중 발병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연

구자가 지시한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한 자, 보조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독립적 보행이 6 m 이상 가능한 자, 심폐혈관계 질환이 없는 자, 하지에 

정형외과적 질환이 없는 자, 간이정신상태 검사(Mini-Mental Status Ex-

am-Koera, MMSE-K) 24점 이상 인자로 치료사의 요구사항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들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 36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각각 18명씩 단순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Experimental 
Group (n=18)

Control 
Group (n=18)

Age (year) 70.53±11.39 69.78±10.24
Height (cm) 160.53±7.70 163.23±8.21
weight (kg) 59.18±11.48 61.23±10.12
Body Mass Index (kg/m2) 22.78±3.13 23.31±3.25
Gender Male (n=9) Male (n=11)

Female (n=9) Female (n=7)

Values are mean (m)±standard deviation (SD). Fig. 1. Suspension-rail gait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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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배정(Simple Randomization) 후 현수장치를 이용한 레일 보행

훈련을 실시한 그룹(실험군)과 관절가동운동, 신장운동, 근력강화 운동

을 포함한 기본적인 운동치료를 실시한 그룹(대조군)으로 무작위로 배

정하여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실시하였다. 실험군은 8주간 

주5회, 치료사의 지시 하에 레일 보행 훈련을 30분 실시하였고, 대조군 

역시 8주간 주 5회, 기본적인 운동치료를 30분간 실시하였다. 레일현수

형 보행운동기는 Fig. 1과 같다. 모든 환자들의 컨디션에 맞게 진행되었

으며 Fig. 2와 같이 현수장치를 착용하고 치료사의 지시 하에 운동을 

실시하였다. 실험 전, 후 동일한 조건에서 발목관절가동범위, 균형능력 

및 보행능력을 측정하였으며 중도 탈락자 없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측정 방법

1) 발목관절가동범위측정

편마비측 발목관절의 관절가동범위 측정을 위한 기구에는 임상에

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관절 각도기(Goniometers, Sammons 

Preston, USA)를 사용하였으며, 검사기기는 Fig. 3과 같다. 모든 검사는 

수동적으로 시행하였고, 발목의 족저굴곡과 배측굴곡을 측정하였다. 

관절각도기는 고정팔을 비골과 평행하게 하였으며, 운동팔은 뒷발꿈

치 외측과 5번째 종족골두와 연결한 선이 평행하게 하여 측정하였다.

2) 정적균형능력평가

대상자들의 정적 균형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버그균형 척도(Berg 

Balance Scale, BBS)검사 방법을 이용하였다. BBS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활용되는 동작들로 총 1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 

최저 0점에서 최고 4점으로 총점은 56점이다. 검사의 측정자 간 신뢰

도는 r=.97이며, 측정자 내 신뢰도는 r=.97로 높은 신뢰도를 가진 검사 

방법이다[15]. 측정된 점수가 낮을수록 대상자의 균형능력이 저하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높을수록 균형능력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6].

3) 동적균형능력평가

대상자들의 동적 균형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어나 걸어가기 검

사(Timed Up & Go, TUG)검사 방법을 이용하였다. TUG 검사는 기초

적인 균형능력과 운동능력을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검사의 측정자 간 신뢰도는 r=.98이며, 측정자 내 신뢰도는 r=.99로 높

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검사방법이다. 대상자는 “출발”이라는 구령

과 함께 앉아있던 의자에서 재빠르게 일어나 전방 2.44 m 지점에 있는 

목표지점을 돌아와 다시 의자에 앉는데 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하였으

며,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대상

자의 기능적 이동 능력이 저하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연속 3회 측정한 

값의 평균을 측정값으로 사용하였다. 대상자가 넘어질 수 있음을 사전

에 예방하도록 항상 검사자가 상주하였다[17].

4) 보행속도평가

대상자들의 보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10 m 보행 검사방법을 사

용하였다. 10 m 보행 검사(10 meter walk test, 10MWT)는 신경학적 손

상으로 인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보행의 속도를 평

Fig. 2. Wearing a suspension-rail gait training. Fig. 3. Gonio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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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이다. 선 자세에서 정해진 보행로를 따라 

넘어지지 않으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걷게 하여 대상자가 10 m 목표

지점까지 보행에 걸린 시간을 m/s단위로 기록하였다[18]. 본 연구에서

는 총 14 m를 편안한 속도로 걷게 하여 처음 2 m는 가속구간으로 마

지막 2 m는 감속구간으로 제외한 나머지 10 m를 이동하는 동안 시간

을 측정하였다[3]. 수행 시간이 길면 보행능력이 저하되었음을 나타낸

다. 본 검사 방법의 측정자 내 신뢰도는 ICC =.89-1.00이고 측정자 간 

신뢰도는 ICC =.87로 보고되고 있다[19]. 연속 3회 측정한 값의 평균을 

측정값으로 사용하였다.

4. 자료처리

본 연구는 Windows용 SPSS 22.0을 활용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

다. 두 그룹 내 사전·사후 변화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검정의 

유의수준(α)은 .05로 하였다.

연구 결과

1. 실험 전·후 발목관절가동범위에 대한 비교

실험군과 대조군의 배측굴곡에 대한 중재 전, 8주 후간의 발목관절

가동범위의 평균은 Table 2와 같다. 집단과 시점 간의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9.143, p =.005). 따라서 집단별로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실험군은 중재 전과 8주 후 발목관절가동범위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였으나(t = -2.37, p =.000), 대조군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2.83, p =.187). 

실험군과 대조군의 저측굴곡에 대한 중재 전, 8주 후간의 발목관절

가동범위의 평균은 Table 3과 같다. 집단과 시점 간의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7.309, p =.011). 따라서 집단별로 분석을 실시한 결

과 실험군의 저측굴곡은 중재 전과 8주 후 발목관절가동범위에서 차

이를 나타냈으나(t = -3.46, p =.000), 대조군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t= -.369, p =.717).

Table 2. Change of hemiplegic side ankle dorsi-flexion ROM

Pre Post F (p) t p

Experimental group 9±1.13 13.94±1.05 FGroup*time =9.143 (.005) -2.37 .000**
Control group 11.66±1.13 12±1.02 2.83 .187

Values are mean (m)±standard deviation (SD).
ROM, range of motion.
**p<.001.

Table 3. Change of hemiplegic side ankle plantar-flexion ROM

Pre Post F (p) t p

Experimental group 18±2.16 27.94±1.10 FGroup*time =7.309 (.011) -3.46 .000**
Control group 21.11±1.64 21.16±1.54 -.369 .717

Values are mean (m)±standard deviation (SD).
ROM, range of motion.
**p<.001.

Table 5. Change of dynamic balance ability (TUG)

Pre Post F (p)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22.13±12.1
24.3±11.8

21.2±8.8
23.8±10.43

FGroup*time =3.163 (.064)
FGroup=1.839 (.205)
FTime =49.545 (.000)

Values are mean (m)±standard deviation (SD).
TUG, timed up & go.

Table 4. Change of Static balance ability (BBS)

Pre Post F (p) t p

Experimental group 34.94±10.59 37.05±10.71 FGroup*time =5.575 (.012) -2.18 .000**
Control group 35.94±10.66 36.21±10.71 2.94 .717

Values are mean (m)±standard deviation (SD).
BBS, berg balance scale.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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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전·후 정적 균형 능력에 대한 비교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전, 8주 후간의 정적 균형 능력의 평균은 

Table 4와 같다. 집단과 시점 간의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 =5.575, p =.012). 따라서 집단별로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실험

군은 중재 전과 8주 후의 정적 균형 능력에서 차이를 나타냈고(t= -2.18, 

p =.000), 대조군의 경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2.94, p =.717).

3. 실험 전·후 동적 균형 능력에 대한 비교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전, 8주 후간의 동적 균형 능력의 평균은 

Table 5와 같다. 집단과 시점 간의 상호작용은 없었으며(F =3.163, 

p =.064), 집단 간 동적 균형 능력의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F =1.839, 

p =.205). 그러나 시점 간 동적 균형 능력은 F = 49.545, p =.000으로 차

이가 나타났다. 

4. 실험 전·후 보행 속도 평가에 대한 비교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전, 8주 후간의 보행 속도 능력의 평균은 

Table 6과 같다. 집단과 시점 간 상호작용이 나타났다(F =3.395, p =.049). 

따라서 집단별로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실험군의 보행 속도 능

력 평균은 중재 전과 8주 후에 차이를 보였으나(t =1.95, p =.023), 대조

군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2.94, p =.122).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레일현수형 장치를 이용한 보행 운동이 편마비 환자

의 보행 및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레일

현수형 장치를 이용한 보행 운동은 편마비 환자의 발목관절가동범위

와 정적 균형 및 보행속도를 개선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뇌졸중을 가진 편마비 환자들은 발목관절의 수동적 저항이 증가하

게 되고, 이러한 점은 보행속도 및 균형능력에 영향을 주며[20], 환측 

하지 체중지지 훈련을 할 때 환측 족부의 원심성 운동 치료를 실시하

였을 때 체중지지율이 19.1%가 증가한다[21]. 또한 발목 근력은 노화에 

따라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며, 근력 감소는 보행에 필요한 자세 조절 

능력을 저하시켜 낙상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22]. 특히 발목관절가

동범위의 제한은 슬관절이나 고관절의 움직임에도 변화를 주어 자세 

조절을 방해한다[23]. 본 연구에서도 뇌졸중 환자들의 대부분이 발목

관절가동범위의 제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균형능력 및 보행능력의 제

한 또한 가지고 있었다. 연구 결과, 레일현수형 장치를 이용한 보행 운

동은 대조군에 비해 중재 전과 8주 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

며(p < .05), 차이를 나타낸 대부분의 환자들이 보행능력과 균형능력도 

좋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보행속도는 다양한 보행 변인 중에서도 뇌졸중환자에게 있어 전체

적인 보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신뢰도가 높은 인자이다[24]. 

본 연구에서는 편마비 환자들에게 레일현수형 보행운동을 적용한 결

과, 운동 전과 비교하여 8주 후에 유의한 보행 속도의 향상을 나타내었

다. 마비 환자의 보행형태는 비대칭적 자세, 비대칭적 골반 정렬을 만

들어 내고 근위부와 체간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어 보행 시 균형능력감

소와 협응장애로 인한 느린 보행 속도를 지니게 된다[13,25]. Jaffe et al. 

[26]은 위와 같은 편마비 환자에게 트레드밀에 현수장치와 자신의 보

행 형태 시각적인 정보로 받을 수 있는 두부 장착형 디스플레이를 착

용하고 자신의 보행상태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며 편안한 속도로 보행

하게 하는 운동을 적용한 결과 운동 전 보다 유의 하게 보행속도를 증

가시켰다고 보고 하였고, Lee et al. [27]의 연구에서도 뇌졸중환자들에

게 증강현실을 이용한 트레드밀군과 일반 트레드밀 훈련군을 비교 하

였을 때 증강현실을 이용한 트레드밀군의 보행속도향상이 더 증가하

였다고 보고 하였다. 위의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현

수장치와 더불어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트레드밀 훈련을 했

을 때 보행속도 증가의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 

또한 보행속도가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중재전과 8주후에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5). 이러한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

된 현수장치를 이용한 트레드밀 운동보다는 레일 보행 운동을 통하여 

일반적인 트레드밀을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 보행 시와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각적인 정보는 물론 다양한 자극들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보행 속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적 균형 또한 실험군에서 중재전과 8주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나타내었다(p < .05). 이는 현수장치를 이용한 보행 운동이 한 

공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수장치를 이용하여 안정감을 준 후 

치료실을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감각정보를 제공

하는 것이 정적 균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

Table 6. Change of gait velocity (10MWT)

Pre Post F (p) t p

Experimental group 16.35±8.42 15.12±8.37 FGroup*time =3.395 (.049) 1.95 .023*
Control group 18.8±7.83 18.2±8.32 2.94 .122

Values are mean (m)±standard deviation (SD).
10MWT, 10 meter walk test.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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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 Shumway-Cook & Woollacoot [28]은 감각 정보가 감소되면 자

세조절을 증가하기 위해 집중력의 요구가 증가 된다고 하였다. Melzer 

et al. [29]은 노인에서 자세조절 시 인지 과정이 요구되는 것은 과제가 

주어지는 동안 집중력이 발생하여 자세동요에 영향 줄 수 있다고 하였

다. 특히 시각은 균형유지를 위한 다양한 감각원 중에서도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하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시각적으로 대처하는 반응시

간이 길어진다[30,31]. 또한 젊은 성인군과 노인군을 대상으로 한 이전 

연구에서는 시 ·지각적 과제 적용 시 노인군에서 균형 능력의 유의한 

향상을 보였고[32], 만성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지각 과제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 하였을 때 정적 균형 및 동적 균형에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고 하였다[33]. 

본 연구의 동적 균형 검사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이는 체간 조절 능력이나 

과제지향적 운동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한 결과라고 생각

되며 추후 연구에서 체간 조절이나 과제지향적 운동을 병행하여 현수

장치를 이용한 레일 보행 운동을 시행하게 된다면 조금 더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정상적인 보행을 수행하는

데 있어 고유수용성 감각, 똑바로 체중을 지지하고 섰을 때 무릎의 운

동 조절 능력, 보행속도, 지면의 높낮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34]. 이것은 동적 균형 능력을 개선시키기 위해 공간적 제약

이 없는 환경에서의 보행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뇌

졸중 환자 재활에 있어 체간 근육의 조절이 동적 균형능력을 증가시키

는데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고[35,36], 시각 및 공간 지각 능력에 따

라 자세 균형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다[37]. 따라서 향후 동적 균형의 

효율적인 향상을 위하여 레일현수형 보행운동과 동시에 체간 근육의 

조절 및 다양한 시공간 자각에 대한 감각 입력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대상자 수가 36명으로 충분치 못하였고, 중재 기간이 8주

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뇌졸중 후 편마비 환자들을 대상으로 레일현수장치를 이용한 보행운

동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현재 미비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향후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보다 더 일반화하기 

위해서 여러 다른 중재법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추후 연구 및 과제나 

감각통합적인 여러 치료 기술들과 접목하여 다양한 운동 방법의 개발

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현수장치를 이용한 레일 보행 훈련이 뇌졸중 편마비 환

자의 마비측 발목 관절가동범위와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서 뇌졸중환자 36명을 대상으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

까지 주 5회, 총 8주 동안 운동을 실시하여 운동 전·후 발목관절가동

범위와 균형 능력을 BBS, TUG를 통하여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발목관절가동범위와 정적 균형 능력 및 보행속도 모두에서 대조군

에 비해 실험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위의 결과로 보아 현수장치를 이용한 레일 보행 훈련은 일반적 운동

치료에 비해 뇌졸중 환자의 발목관절가동범위와 보행 속도 및 정적 균

형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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