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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JrjXlse 01 t야 study was to iæ찌Iy the dillereoces 01 tæ st찌c and the 
d꺼，~ι WMιe reactictlS in the lIe}。이1 syn<Ìctæ (FS) and tæ e}이tensioo syndroπ. 

(ES) groop ct thι ratients with chr‘ ric 1。、"oo.ck ιB.in (LBP) and æalthy sub;,cto 
Twenty sub;,cts W3re iocluded in e꺼 @:oop , By using E씨εt 5 .0ι the static 
oo.laoce was lYB""때 "，，，， ~υililxium score and tæ strat잉 score ct senscry 
。rganizatioo test (Sσn 、"hi!e tæ φmπQι b에잉>o e W3S lYB asured by tæ lateocy ct 
=0, ∞ntrcl. test (M:T) and thι sway eærgy ct ad영;atioo æst 어DT) ， Oswestry 
Disa이 ity lræx (。잉) W3S used to Jæasure level ct tæ disatι .ty in ]:B.tients wiιh 
chrctlic LBP , The eQJ ililxium sccres. tæ straægies 01 SOT. a여 νC>llaæocies 01 M:T 
。f 이00'얘 were Cctllj::ffi엉 씨 cæ way ANOV A. whi!e tæ sway eærgy ct 
ADT 、ρs ∞lll'B.red with reraaæd Jæasures 이c>l way AOOV A. Tæ results 01 this 
S이00， 야"，W3d that tæ eQuililx씨m"이es and tæ straægy scores ct SσT ，ε" 

si~illcantly loW3 r in ]:B.tients with c이이ric LBP th.m in æalthy 인ub;，cts ， Tæ 
~υililxium sccrε and tæ strat잉 sccres ct Sσr were si웬IIcantly d llereoces 
l::etW3 en tæ FS an셔 E>.이Jj::6 in ccnditiζn;(인π=' 인urloce was sway-relerenced 
and visu<시 inlcrmatioo waselirrinated by el'" clæure). and 6 (su j1Xlrt surloce W3S 

sway-relereoced 이>d visual inlormatlon was alæred by sway-relereocing l.Tæ FS 
"α p soowed OOlayed average reactioo tiJæ at lar~ε jXlsærlor trans녀tlon. oowever 
tæ ES groop soow영 OOla.성 average reoctioo tiræ at large anterlor translation , Even 
'"“•gh tæ sway eærgy 01 tæ ratients with ch“이lic LU' 、，，"re @:eaær t씨 thatct 
æalthy sub;,cts d\씨ng tæ too down (p,antar lIexioo ro디.tlon) ， tæ values l::etW38n 
tæ FS and ES group; didn.t soow any si~ilicant dillereoce , Tæ disatility le에 

，"얘 highiy ccrrelatlon with tæ eQuililxium score ct tæ ccnditioo 5 , As tæ 
"인ults. t아 , c ，여 cc.이@ 이vided by tæ tæir sym]tcms and signs in α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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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h chrooic LBP soowed dilferent OOJaoce reoction , T어elcre mxe occurate 
'"ψll8.tion a여 bilioce treatrænts are ,--je.j t。 ιn!S ctl thEι symptoms a여 ，~， 
m ιB.tients 、'lith chrooic LBF 

.., w이d!;:: Il:jαb씨ι EquiT.s" &temic<l 쩌 F10Eic<l syn:lrcmo: 

w,." tock win 

l 서를 

g영응 최소안의 온i링으호 지지 '1치연 

(oo.se 01 surv:< t)내에서 신세의 중익중심 

(center d @:avity) i- 음지에는 능익이다 

(Nichcl.s 퉁 19'36) 밑상영n ‘ 에 g영‘i 

음지에기 쩌애서는 중추석 ’‘초적 융소의 상 

호~-용응 ‘“*~이다 ’‘초적 융소에는 관. 
근을 인애의 근 긴장도 싱강 톰흥 관엉의 

쩌치4 예안정보‘ 셰응에는 세성강각과 핀 
정 연~잉 정보‘ 셰응에는 시각1 그리고 

중익 각 유도 신영 ?아'1에 예안 어리 쩌 

치에 정보‘ 셰응에는 선정1호 구성판디 

어lexander와 냐Pier ， 199에 중추적 융소는 

’‘초적 융소호"↑ 응잉판 정보‘ 톰잉"'에 
셰간의 쩌치와 써 조섣& 에기에 ?냉 적 

섣안 근육 인용& 성백안다(ι :에이n 통 

1996) 이' R소 중에 적어도 어느 안 .퉁 

이 깅잉이 있으연 싱셰 g염 음지기 어링1 

되l 경굿 녁상‘i 초에 " 거나 기능적인 ~용 ‘i 셰 ~ItIJt 판다(Kaullrran， 1!l9J ) 

근i걱 1 장애는 g형 우앵 능 .. 영힘& 
미치여 g염 R용ψerturoo.tictl) 사에 적섣안 

응용건잉. 사용에는에 셰안이 딩q(Byl오j 

Sinα tt, 199 1) 또안 융톰펀지의 정우 근임 

추 i기건기관 관섣 피.우용기호.，↑ 고응 

우용성 잉익의 성길이나 양이 연외되어 지지 

연과 중익에 대안 신이의 쩌치에 .~-ìil안 

강생례 셰공" " 판q(Alexander오j 

LaPier, 1998) 강각정보의 상〕응 .안정& 

에‘，~ ιF 있는 능익에 슨상& 주어 융직이 

는에 사용tN는 전'" 보상적인 우정& 이기 

시킨다ICo이nway-CoOC4 Hcr ak, 19ffi) 톰 

증응 근육피 깅각 기연서 응잉되는 정상적 

인 신예 예은8에 g형 우앵i- ~J써안다 

(Gll오} Callaghan, 1!l93), lversctl 통""이응 

g얻음지기 용톰 사지 근익~ 연완성이 이다 

고 보고8냉다 인성톰증으효 능흥적 관섣기 

용영쩌기 셰안띤다연 심셰 펀섣기용영쩌도 

강소" " 띤다1，"，0비ι00 퉁 19 !ß) 

R추 .쩌 슨상응 g영‘i 조.'，는 두 기 

지 기용적인 생리기전의 시g 응피호 g영 

장매를 밑으킨다 첫"는 고응우용기의 연~ 

호 셰성강젠 장저““으잉 우 이다 i씨 

는 근익과 응용엉용 세성강각의 치에호 응용 

염이 치에 • 우 있다 g영조섣의 슨상응 

비정상적인 씨안용 i엔 안융시간 지연 

안정성의 엠““으잉 ιF 이q(Bouchι 

퉁 1995) 

R톰펀지뜯 고응우용기에 장얘기 있대이] 

와 c，"얘Bπ 1!l93), Aiexan:ier 4 LaPier 

(1 998)는 적어도 3깨월간 R톨의 ~f.1이 있었 

연 핀Z 의 정우 능& 뜬 정우와 강응 정우 

선후 샘의 신세 용융기 정상인보다 이 증 

71tl여다고 보고에여으이 이것응 융톨의 덤 

익이 있어연 핀지에서 정적인 g염'"용이 슨 

상되었응& 의이에는 것이라 에영다 υrl。

통(1!l93 )응 R톰펀지의 정우 안’‘서기경사 사 

에 정상인 보다 지샤안정성이 웅지 않다고 

8냉다 이것응 R톰펀지의 안‘서기자애에서 

2..4 .. ι인 근익 잉용 잉 근육의 .피적 
인 상호~용이 슨상되어 지Ài i!염에 "'꺼애‘ 
받는 것이라고 에여다 ，，1오} SinκoIt(1 9잉) 

는 인성 융톨이 이는 λ생과 정상인의 정적 

g영~ 셰중릉포에 원안 연구에서 인잉 R톰 

펀지는 g영조섣 능익이 강소되고 .암 세중 

• 2 • 





@극잉 .. 어껴“1꺼 >1 9'11 >la 
KAUTPT V이 ’ ” ‘ 2 WDZ 

그링 L '영.석게EquiTut) 

니 장예정도 g기 

R톨으S 인안 죠 예 정S는 0.“=" 
~~버lty Inde‘ (0$0 . 이용8에 딩’에영 

q a>l는 건9’" 영JI ~JJ1: *' 잉으이 
w기지 ;니재의 *~냉정도. 툴지 스스토 기. 

’이 g어 잉다 。"는 잉빼 연i삐 W.J- 인 
강엔 지기인지 도구이디(Fabhlnk외 Pynsent 
2!l OO ), <:$ 1에서 영기 영역은 톰흥 정도 지기 

위앙 톨기 경기 앙'1. 서기 강지지 사외 
‘동 상.w 여앵이 잊디 깅 힘혹은 6정 승 
쩌적요(0 ~ 5 )이이 0영응 ζt얘기 없는 경우이 

~. ，엉응 장얘기 잉한 경우. 니티낸다 예 

상지의 엉H ‘g엉ξ호 니누어서 l톨i-(X ) 

호 나딩에잉q 

다 훌옥흥.긍피 신전용i긍 .. 앙강 

요..옷흥~~lurri:ar ~xiCf\ 5)11'“ro= 1 
은 디용의 잉옥을 오양앤다 껏 언에는 요. 
i은피 원연딩 은용이나 자세에서 톨용이 나 
~니꺼나 옹기안다 두 언씨는 .. 신진 앙 

잉으호 융~'I는 은흩이니 지세에서 g웅이 
강소’1커니 λ입인다 세 언.，는 싣 치세에서 

a추 정앙 i욕 시에 고캉엉.q 씩.'!f‘，. 
이 이용”연 톰영.， 응기e 거 니 나타닝q 에 

언껴는 "" 있는 지 .•• 서 &추 •• 욕"연 
요. 잉전에 "얘 응?성이 니U니거나 영기인 
다 

.. 신선흥~~b.ntm e~띤G~ ’ .... ~I 
응 디용의 영훌훌 표잉t<↓ 젓 언씨는 요* 
잉진과 윈씬띤 은용。μ4 자세에서 톨층이 나 

티나거나 응’앤다 두 언씨는 •• 신선 '1 
강소B는 운용이나 지셰에서 톰영이 g소" 
거나 사라잔디 세 언씨는 선 자씨에서 에지 

‘ 구I잉다 인정”연 g상이 흥기’l거나 나 
타앤디 에 언'"는 잉온 쳐세에서 요 •• 잉 
진 ’}연 응은’H는 것에 비해 증상이 풍기하 
거나 니티년q !t-fI. 잉S에 대엔 경시 재겁 
시 싱.<는 IIX = ，70이다에)elitt 퉁 1995) 경 
기는 용.안 경λ 치에 잉’F껴 수앵하잉으이 
g사. 를’에 3씨 잉옥 이상이 • • 잉옥에 
서 양성~j. 보밑 때 간전긍괴 를욕긍으호 

g’ ðH1q 

3 섬잉경정 

대상지는 g영에 영양，.. 수 잉는 오등 
요인톨 회소호'"기 위에여 회얘 인 긴연인 ‘ 
잉'j. ~):!i. 셋다 잉엉에 잉서 연구X반 " 

상'''''찌 잉엔쩍 .성d 기."세 "잊다 포 
인 연구지논 요톨이 잉는 이상X에1 신전피 
응은영*긍 • • 앙덩에 띠라 •• 하H잉 

잉응지. 이용”예 예상지의 잉h껴 정도톨 딩 
1씨잉다 애정지 ... 상엉 잉딩을 용'" 설 

영안 * 정적 잉 용쩍긍영을 ‘정엉”에 띠 
잉 다응꾀 ‘J은 잉엉으호 잉시히영다 

기 정 •• 형 경기 

정걱 •• 은 g영톨얘기의 ""프호그영율 
0 용，κ피 .정 ’l앙디 내상지의 ，μ， 띠리 잉 

얻어 그어껴 잉는 용싣，，，‘ lt: 7'6 ~1α ~ 
In!d um= I‘1-156 ", large 뻐 ~203 。“
이 ‘ :21 외.，.‘’lal tx"'lel). 딩 ... 고 양“ 
경i 내꾀. 용 션상에 써써안 • 연안" 껴 
서도 . 8) j!!다 경시가 선에영g는 동안 얘상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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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길。 1 "1써1 띤다 그긴으호 지연이나 중익 

에 애애 서 세간의 쩌치에 대안 .~ ii:안 잉 

.응 셰 성강각& 엄어뜨인q{Benæil2l Golde 

1994) , .il ZO‘서 보는 비와 같이 오든 조건에 

서 정 상긍보다 신선긍피 i은긍에서 g영정 

우기 낮1 나Q~으. 조건 l에서 정상긍 

~， 신선긍 91 , j-은긍 이〕정으호 기장 농응 

정우기 나온 이응는 g염. 음지에는에 3기 
지의 구심성 강-èji- 오두 이용엣기 때운으호 

인g딩다 조건 1. Z, 3에서는 정상긍과 융톰 

펀지 중에 한긍에인 행정얘 시이기 있 

었으나 정상영쩌 내에 이었다 조건 ‘ u의 

이상응 셰앙각1의 이상i- ~ 4' 이다 
IH밍이 j 퉁 199 1l. Lcrd 통(1 99 1)응 g얻음지 

능익에 에지의 고응우용성강ζjO I 58"/0 시각 

적 정보기 Zμ 그리고 선정기능이 W% ‘ 
당딩안다고 8냉다 즉 시각1 와 선정1는 g 
얻음지‘ 쩌애 보조적인 역n 안다 

용 연구에서도 조건 ‘ ; ; 에서도 정상긍 
보다 싱선긍의 g영정우기 낮1 나옷}끄 정 상 

긍 보다 i은긍의 g영정우기 낯앙[↓ 조건 

u에서는 신선긍 보다 응은긍에서 g형성우 

기 낯。U 조건 S오H에서 .~ ii:안 λ씩과 

세앙각7~i- 역셰" 연 선정기능인으호 g 
영‘i 음지에기 때운에 ?냉 낯응 정H 나 

타닝다고 영각띤다 신세씨‘ 쩌안 λ씩되 

먹이는 이써호 신이용융의 혹& 강소λ밍으 

호 신l애의 안정~‘ 힘상시킨다 시각되언이 

와 이.어 우의적인 지애조섣응 싱셔진흥 

(∞cillatioo) i- 흥71;이켜서 .안정의 이응기 .* 있q{Gantcæv 퉁 1!ß1) 능. 강웅으 

tN는'. 중융안 역‘. " 기 때온이이 인성 

융톰핀Z 의 고응우용앙각의 슨실효 인 " 에 

선정1 인으호 g염‘i 음지에기 예운이다 그 

긴으호 인성 R톰펀지는 고응우용성강각에 

장예호 인 " 에 g영능익이 강소되었& 것으 

호 사E판다 

cm‘ 우엠‘ 떼 용의 g염‘i 음지에기 
쩌애서 ‘R 관겉과 이퇴관n 사용에는에 이 
관정응용 정도‘ 정향j 안 것이 옥관섣 선 

q arJæ strategy)과 고관링 선얘P strategy) 

이다 ‘인이 비스등에 상에호 융직밑 떼 ‘ 

판에 대항얀 선g용익 (transverse sh“ 
ι'" 에 생긴다 0.5 H, 이에의 용융는 우1 
중심의 기찍과 선안용익이 각기 때릉에 ‘ R 
관정응용이 “""다 1 H，이상 용융는 효과 
적인 우1중심의 이용. 쩌애서 ~튼 대뢰관 

섣응용이 R구되이 。때 큰 선g용익이 생긴 

q{Horak2l Nashær, 1!ß6) 녕어지기 직전 

에 ‘영에는 전g용익응 선g진흥의 최예진 

용이 최고치호 그 값이 11 ‘ ". 나타낸다 
이때 싱셰적 !성 상 f야 암힘으호인 선g용 

익이 지유되연 녕어지1 되으호 고주띠 진흥 

양상. 니E써 이 그 값이 11 ‘ "이연 기장 
.안정안 상애호서 0정 •• 에에고 이는 최 

대 대뢰관섣응용& 나타낸다 c "이연 기장 
안정판 상애호 '"정.，씨에고 최대 옥관 

섣 응용& 안영안다 

용 연구에서는 조건 l ι 3에서 정상긍~ 

i은긍에서 응용선i에 1씨기 있었으나 그 

값이 '"에 기까융으호 ‘R견성 전 .. 이용 

’Lι4고 ~ * 있다 ‘R견성 전잉응 g영‘i 앙 
호 사각. 시Btl거나 씨의 상해‘ 셰안잉 애에는 융소기 적고 지지연이 BB안 상용에 

으호 얀되는 씨용융기 흥기되는 것과 같 

이 시ζ)이 7Vi조섣에서 우쩌‘ 시지안다고 

에영다(Black 퉁 I!ßZ) 융 연구에서도 조건 

6보다 조건 5에서 정 상긍에 비애 싱선긍 • 

은긍에서 g영정우기 낯앙고 신선긍과 응은 

긍긴'"도 시이기 있었다 신선긍 응은긍의 

g영정우기 낯응 이응는 시각응 g영‘i 음지 

서 가장 잉이 사용판 q(Brogren 용 19!ß) 
고관섣 선잉응 팅1여 융소기 크고 1릉 정우 

또는 지지연이 ‘보다 올응 정우에 λ냉되는 

전잉이대。영 e 퉁 1998) 융 연구에서도 조 

건 1 Z. 3과 같응 안정안 조""서는 정상인 

과 인성 R톰g지 오두 옥펀. 선 .，. 사용 

tN는 것으호 나타닝고 조건 ‘ ; ;에서는 정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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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긍에 비애 신선긍 한긍이 응용선깅 정우 

기 낮1 나용다 조건 S에서 신전에 비애 응 

은긍이 낯응 정H 나타영으으호 i은긍이 

용R정도기 크고 고견엉 선~. 이용안다고 

• ιF 있다 cm앙 응용선@ 경사에서 R추 

• 신전에는에 어허웅이 있는 펀지 보다 g 

추 •• 은tN는에 어.웅이 있는 펀지에서 g 
영정우기 낮고 고견. 선잉& λ냄에는 것응 
g영& 음지에는'. 신전에는 것보다 RH 
.은에는 용각이 이 잉응 영힘& 주는 것으 

호 사E딩다 

3 동격균형에 얘안고설 
'"'는 ‘판이 융직밑 떼 지흥1싸인웅 

(에↑OOlatiC jXlstur이 I쨌) 톰응 긴 고리 

안새l00g loop reflex이 의8에 엉이나 1르 

고 ~ ii: t이 g영‘i 음지 tN는지와 인i‘되는 

‘민의 우1중심이 연 " 끽 ‘ 떼 우의식적으 
호 어"4 용톨의 원잉이 어영1 밀어나는 

지‘ 암이보기 쩌안 정사이다 이 지굿이 기 

애진 • 근선도 상에서의 ιR웅 응 90-100 
πδK후 밀어나고 근육우싹에 의안 1이교정 

응 자극 120 -1잉 π=. 나타냥q(C ε æ ， 

오} Dichigons, 19ffi) 염시생 이상응 자 

용씨 인용과 완연판 긴고리앤 정호의 이 

상. 의이안다 즉 잉초신정1 신정근 정잉 

• 칫우 톰응 선정1 이외의 중추신정1의 

이상이 있‘i 예 인용시간응 길어진다 

(Vcræes, 199이 정상성인에 20-59세 영g 

인용시간피 ffi세 이상의영g 안융시간응 다 

응~ ‘ m 정상성인의 20-59세는 중 .암선 
쩌 시 ]이 ~， 중 선 ~J:신쩌 시 ]이 -

강 .잉선쩌 시 "c π= 강 전잉선쩌 시 
]캔 -이다 쩨 이상응 중 .암선쩌 시 

m π“’c 충 전팅전쩌 시 m π“’~， :;;상 • 
앙선쩌 시 ]긴 πa 강 선임선쩌 시 '" 
π" 이q(깅새밑 1!l'37 ), 웅 연구에서 후임선 

쩌 시 중 전쩌에서 세 긍에 %인용시간 

의 ”이는 없었다 강 선쩌에 서 정상긍의 영 

g 안융시간 ,æ_ 한긍의 영g 안융 
시간 m_호λ↑ 응은긍에 안융시앤 길 

1 나타닝다 그낀나 정 상긍피 싱선긍ζ에 인 
용시간에 ’에 기 없었다 선앙선쩌 시 중 전 

쩌에서 세 긍ζ에 영g ιR웅λ인에 시이는 

없었다 강 전gν4서 정상긍의 영g ιR웅시간 

"‘ , π= 싱선긍의 영g 인용시간 ]ψ" 

lll3 ec, j-은긍영g 인용시간응 139 .5ι -호 
서 정상긍， "애 신선긍이 염시긴에 긍1 

나타니다 신선생 한긍ζ셔 % 인용사 

에는 ’에기 없어디 

.암선쩌 사 용이 앙쪽으호 이용에끄 ’‘옥 

앙옥에 근육 선정i 근이 신장판다 선임선쩌 

시 용이 익쪽으호 이용" 고 ’‘옥 ‘서쪽에 근 

육 비i‘근이 신생대Nashιler ， 1예 잉인 

의 선쩌는 ’‘옥 주쩌 근육 .. 신장에1 에 
고 잉인이 융직인 ~80-12O π=.에 ‘ 

옥주쩌 근육i이 신장띤다 이 싱장판 근욕에 

서 음잉되는 고응우용성 정보는 잉민의 전쩌 

에 의안 싱셰용H 조.'，는에 이용띤다 그 

긴으호 잉인이 예상자의 전.기&기에 "1이 
얘 웅직밑 떼 고응우용성 정보기 ~þ.，" . 

받으연 째써조섣 E멍이 지연되다 

(뼈ritz 퉁 ]삐) 

근선도 용석에서 .암선쩌 시 옥관섣 선깅 

‘ i 사용안 정우와 고관섣 선잉. λ냉안 정 
우 근육의 근선도 ~성도 i써린이 다프1 니 

다낭다 ‘R펀정 선잉. λ냉안 정우 .앙선쩌 

에서는 비i‘근이 연치 ~성"되고 디서응에 ‘ 
피근피 R추 주쩌근육이 ~성아되고 전앙선 

쩌에서는 선정i근이 연치 ~성아되고 다응 

에 얘뢰사두근이 ~성아 판다 고견엉 선잉& 

λ냉안 정우 .앙선야4서는 i‘ 근이 언치 g 
성"되고 다응에 대뢰사두근이 ~성아되l 

선임선쩌에서는 R추 주쩌근육이 연치 R성 

잉되고 다응에 @근이 ~성"딩다lfu，뼈 

Nashιler ， 1%), j갱선쩌 사 용이 암흑으호 

이용에영다기 다시 셰 쩌치호 율이오1 딩다 

그긴으호 셰갱 앙흑으호 응은에는에 어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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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이 있는 한긍。[ 정상긍에 비얘 안융시 

ζ!O] 긍1 나타영 선 J선쩌 시 횡] ‘서쪽 

으호 이용8냉다기 다시 셰 쩌치호 i아오1 

판다 그긴으호 셰ζ .. 튀쪽으호 신선 tN는에 

어.웅이 있는 싱선긍이 정 상긍에 "1 '에 안 
융시간이 긍1 나타닝다 

Am응 안i‘ 적인 얘기치 옷안 ‘인의 연 
아 시 ~옷판 세 성강각 정보‘ 역x’ tN는 능 

‘~ i- 경사안다 안i‘시도‘ 시앤 ~ ιF“ 
인에 기애지는 잉의 크기기 각。F잉‘H 우 

있다 이며 적용 이씬 나타나연 선정1 톰 

응 g영~ 원연판 중추신정1나 근i걱1의 

이상. 의이안Q]H이ak， 1!m) 이 경λ임 의 

의는 g밑 t);지 않는 표연에 서거나 걷는 능 

“ ‘ i 영기~ * 이다는 것이이 치효경피에 

도웅이 띤다(Nashær ， 19π) ， L1μ。 퉁(19'3 8) 

응 건강안 예상자와 인성 R톰펀지의 우의응 

용 인용시간의 유도융 경써}영는에 인성 g 

톰P자의 우의응용 인용시간상 유도기 느잉 

다고 에영다 또안 그는 R톰응 잉초적인 운 

셰훈 아니라 중추싱정 1 의 기능g흥 슨상& 
응도안다고 에영다 즉 심안 융톰B' 의 정우 

슨 인용시긴I(h811서 reoction tiπι)이 이 길다 

고 에영다 또안 ω w 통 (1 9 9'3)응 인성 애 

펀지의 인기기역의 기능~용이 ’‘어진다고 

에여다 즉 인성 융톰P지i 씨에서 정보처 

리유도기 강소앤다고 앤다 용융에L씨는 

전 • 용R의 정도‘ 의이에고 각 시도간 

시이는 세성강각& 역셰에는 정도 즉 응용적 

용 .. 니티낸다 

용 연구에서 toe upj- 5외 연유 시엠 시 

영g 용R에이지는 2시 시도‘ 셰외에끄는 

세 긍간4 시이기 없었다 각 긍의 시도간에 
도 음의안 씨기 없어디 Toe downi- 5외 

연유 λ엠 시 정상긍의 영g 용융에L씨는 

정상긍보다 신선 긍과 응은긍에서 용융에이지 

기 농1 나타닝으여 각 긍의 시도긴씨는 음 

의안 씨기 없어디 신선긍과 응은긍의 영g 

흥융에이지는 세 긍ζ에 '"1기 없어디 그긴 

으호 too up 시 정상긍보다 신선긍 응은긍이 

전 .용융기크지인 신선생한긍응전 

• 용융기 "1슛" . 니Q'닝다 세 긍의 시도 

간 시이기 없었으으호 셰성강각 역셰정도는 

비슛에다고 생각‘ 우 있다 Too down 시 

정상긍보다 신선긍피 i은긍이 전 • 용융기 
잉잉으니 싱선긍피 i은긍응 전 • 용융기 

비슛에영다 
그긴으호 각 긍의 시도간 씨기 없었으으 

호 선 • 용융는 크지인 셰성강각 역셰 정도 

는 비슛8띠고 영각~ 우 있다 정싱긍보다 

인성 R톰펀지는 응용적용정우기 농으으호 

응용적용익이 ’‘어진다고 ~ 우 이다 

‘ 균영경수와 정얘정도 응영기ξ엔 상판 

판1에 얘한고설 

지애조n 영기에는 첫 B"는 근i걱1 

을 영기tN는 것으호 톰증으호 인안 펀섣기용 

영쩌의 셰안과 근잊 잉 지구익으호 인안 x’ 

’~-응 g얻음지g 쩌안 응용선잉과 g얻지‘’ 

음지에 영힘 •• * 있다(Hcrak， læ7) , i! 
영응 기능적 g흥‘i 쩌안 엄ι썩인 상이다 

(Berg, 1잉 9) , Judge 통(1 !l95 )응 보앵의 어허 

웅 응% ι영 i댐i흥야lStrUlYßlt꾀 

aιtivities 01 daily 1πν이같응 기능적 우앵능 

익이 g영 능익과 농응 상관관1기 있다고 

에영다 기능적 ι썩능익이 g염과 펀연성이 

있다고 보고에영다(Era 퉁 '"" 
웅 연구서에서 음덤 JR!응 g영정ι'4 조건 

" 셰외에고는 음의안 상완성이 없었다 장 
예정도4 i'염정우간에는 조건 ,. 셰외안 
오든 조건에서 음의안 상완성이 있었으 • • 

에 조건 5에서는 농응 상관핀1기 있었다 
“=,81), .a톰펀지에서 음덤기간과 g영정우오j 

상관성이 낮아끄 장예정도와 상완성이 이는 

것으호 보이 응걷기간보아 ζ예정도기 g 
영정우에 관연이 농디라고 ~ 우 이다 

웅 연구는 상성서 •• 원에서 잉원 또는 외 

해호 치 .. 받고이는펀지 중용 연구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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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의 신정 조건에 옆에는 펀지인& 예상 

으호 연구‘ 8냉으이 생)의 !썽 " 1 
선쩌 경사에서는 톰증이 심안 예상자는 경사 

“ 우 없었다 연구 얘싱지‘ 안 덤-，서 
잉정. "영고 대상자의 우기 적거서 이 연 

구의 강괴에 오든 R톰핀샤'" 밀안i니" 에 
애석에기에는 셰안정이 있다고 생각ε띠 앙 

으호의 연구에서는 정상긍 싱선긍 i은긍의 
”이기 톰증으호 인안 것인지 애연 응용조 

섣의 ”이인지“씨보기 쩌8씨 근선도g 

이용안 정적 용생영 쁜 경사에서 용톰 

사지근육의 근 ~성도에 관안 연구기 엄융에 

다고생각안다 

V 경혼 

용 연구에서는 인성 애펀지을 증상에 띠 

잉 생증.긍 i은증j건으호 ;t",-t에 정 
상긍과 정걱 용~i'영안웅의 ’}이‘ 암이보 

고 인성융톰g시의 장예정도와 음걷기간피의 

g영녕우와의 상연 .. ‘;01보고자 심사에 

영다 연구는 상성서&덤원에서 R톰으호 진 

g 받고 내원안 펀지 애1영과 정상긍 w영& 

잉정" 에 ι1 00연 "월1터 wm연 3월까지 

심영. 심사에에 다응과 같응 깅과‘ 얻었다 

첫~l SOT에서 정 상긍과 인성 R톰펀지 

(신선긍 응은긍)의 g영정ι'4 응용선잉성우 
에 시이" 이었으이 " 1 조건 S에서 정상긍 
에 B 애 i은긍이 g영양기 ?냉 영 나 

타나으이(V ，~ ) 조건u에서 정상긍보다 i 
은맨 션정 선@보다 고견성 선~. 사용 

에는 것으호 나타나q(p<，05) 

. ' , 응용적옆에 톰안 j갱생 시 강 

전야4서 정상인보다 응은긍에서 인용λ인이 

이 긍1 나타낮으여ψ< ，~ ) 선임선쩌 시 강 

전야4서 정상인보다 신선긍에서 인용λ인이 

이 긍1 나타닝다1，<떠) 

fι1 응용격융경λg 톰안 too '" (chsifuxktl 

rotation) 시 세 긍ζ'" 시。PI 없었으이 ~ 

00‘ml야ntar &l xioo rotatioo) 시 정상긍보 
다 신언긍 응은긍에서 용융에이지기 크1 나 

타닝다ψ< ，~ ) 

엣‘1 인성 R톰g지에서 조건 5의 g형경 

우와 죠 예 정도 간에 농응 상관견1기 있었다 

“=,81 ), 
쩌의 깅;다 •• 때 정상긍보다 신선긍 i 

은긍의 g영정우기 낮고 이용에는 응용선@ 
에 ’에기 이었다 신선긍과 응은긍에서는 조 

건 u에서 g영양오j 응용건잉정얘 시이 

기 이어디 .팅 선쩌 시 응은긍에서 쁜시간 

이 긍1 나타잎이 선임선쩌 시 신선긍에서 

쁜시앤 긍1 나타3다 응용적용익경사에 

서 100 00‘= 시 정상긍 보다 인성 융톰펀지 

(생긍 응은긍)기 전 • 용융기 른 것으호 

L 티닝으나 신선긍과 i은긍에서는 시이기 

없었다 장예정도는 g형인용과 음의안 상관 

핀1기 있었다 그긴으호 R톰펀지을 증상과 

증.에 띠버 적섣'Ii'영‘i 영기에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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