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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effects of the gait training method in 
mcom이ete spi nal cord injured persons using an auω walking mach ine. Persons with 
incomplete spi nal cord injury lev히 C Or 0 on the American Sαnal lnjury Associatiof1 

impairment scale participated for eight weeks in an auto-walking training prog ram 
The gait training prog ram was caπ;ed 。이 for 15 minutes, three times per day for 8 
weeks with an 3UtO • walking machine. The foα rests of the auto-walking machine 
can be moved forward , downward. backward and upward to make the gait paltern 
with fixed 00 crank. The patient‘s body weight is supported by a hamess during 
、.val k iog trainmg. We evaluatcd the gait speed. physiologic cost index ‘ motor score of 
lower extremities and the W1SCI (walking index for spinal cord iojury) level beforc 
thc training and after the foπh and eigh대 week of walking traming. 1. T he mean 
galt s야ed was sign ificantly increased from .22 '% at pre- training to .28 잉 after 4 
weeks of training and .31 m;s after 8 weeks of training (p".OO4). 2. The mean 
physiologic cost iodex was decreased from 4.6 beats/min at pre -trai nmg to 3.0 
beats/min after 4 weeks and 2.0 beats/min after 8 weeks of training.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oifκant (p".140). 3. The mean motor score of lower extrernities was 
잉gnificantJ y increased from 29.8 to 35.8 after 8 weeks of training (p=.043 l. 4. The 
mean WJSCJ level W3S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level 10 to level 19 after 8 
weeks of traini ng (p"'.OO7l.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gait training 
program usmg the auto-walking machine increased the gait speed , muscle strength 
and galt pattern (WISCJ lev히) in persons with incomplete sαnal cord injury. A 
large, controlled study of this techniQue is warra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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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서론 

척수승상 후에 싼자월의 삶의 걷에 영양용 

이치는 요인용 다양하다 척수손상 후에 나타 

나는 중상에는 훈용 잊 감각 기능의 소실 

대 소연 기능 장애 성 기능의 장애 둥 여러 

가지용 뜰 수 있다 이율 증상 중‘ 운동기놓 

의 장애로 야기되논 보앵기놓의 소실용 칙수 

손상 환자즙의 상의 청에 미치는 영향이 

대 소연 기놓이나 성 기놓보다 상외홍 차지 

한다고 보고되어 있다(Frase l ‘ 1999) 대다수 

의 용완선 척수손상 원자툴용 검을 수 있는 

장재력용 갖고 있다(Alander 퉁， 1997; Bums 

동 1997: Crozier 웅 1991: Crozier 둥 1992; 

Penrod 등 1990: Waters 둥， 1994) 특히 1 

ßUrrlS 풍 11997)온 용완전 척수손상 환자외 

86%?~ J보챙 기능용 회복힐 수 있다고 호고 

하였다 

일반석으로 척아:손상 환자혼의 보앵훈련융 

위해서는 장하지 또는 당하지 보죠기흥 착용 

하고， 보앵기‘ 옥얼1 지땅이 동의 보죠기구 풍 

용 이용하역 실시하였다 하지안 최근에 와 

서 보행기놓윷 증진시키기 위해 불완전 혀수 

슨상 환자흥 대상으로 여 al 가지의 보앵훈연 

융 실시한 연구율이 보고되고 있다 대표식인 

예가 기놓석 전기자극과 에중지시흘 제공한 

트에E및혼련。|다 제중지지률 셰공한 트해드 

및훈련용 하니스용 이용하여 척수손상 환자 

의 셰중 융 지지하여 줌으로서 셰간의 균형융 

유지시켜주고， 트레드맏의 냉트가 '1전하연서 

입각기 동안에 고관정올 신전시켜 뒤오 잉어 

내는 풍각율 동는다(Forssberg 풍 1980 

Pearson 둥 19981 기능적 전기자극 온 유각 

기 용안 하지의 긍곡 안용융 얀흩어 하지훌 

앞으로 내얻는 룡작융 융는다(Granat 풍， 

1992: Lad。 니 ceur 와 ßarbeau, 2αxll 

Protas 퉁(20011온 척수손상 환자 3영융 대 

상으오 12주간의 셰중지지흘 제공한 트에드 

일훈련융 흥해 보앵속도‘ 보앵 지구력이 중가 

되고， 에너지 소모비의 효융성이 중가하였다 

고 호고하였다 Field-Fote(2001)는 앙완전 

혀수손상 환자흥 대상으로 기능석 선기자극 

파 셰층지지흥 제공한 트레드빌훈련용 실시 

한 경과， 보앵놓럭에 향상이 있었다고 보고하 

였고 또한 Hesse 풍{J9951온 연아비 환자용 

대상으로 기능적 전기자극과 체중지지훌 제 

공한 드헤드빌훈련융 영앵하여 실시한 결과， 

북앵속도， 보혹‘ 횡보장 용이 중가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Wemig0998l는 용완선 

척수손상 환자의 보앵능허 양상용 위해 하지 

의 내딩는 것올 도우연서 세중지지흥 주기 

위한 우운적인 셰충지지률 제공하는 새활프 

로그쟁올 셰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훈련 욕적 

으료 사용한 자용보앵장치 (auto-walking ma

chinel는 이선 연구에서 언급한 트얘드발훈련 

에서의 입각기 홍안의 고판정파 슬판질의 신 

선융 홈는 효과와 기능적 선기자극의 초기 

유각기의 하지롱 앞으로 내딛는 효과훌 동시 

에 제공하고 있으여j 또한 공안앤드룡 사용하 

고 있다 이 연구의 옥적용 자동보앵장치용 

용완전 척수손상 환자에케 적용하였올 경우， 

환지외 보앵양상과 에너지 소비융의 연화에 

미치는 영양용 알아보는 것이다 

온 연구의 가성온 다용과 같다 

첫애 용완전 척수손상 환자에게 자동보앵 

장치훌 이용한 훈련융 살시하였을 경우 실시 

전호다 후에 딴지의 보앵측도는 향상원 것이 

다 

등써 달완전 액수손상 환자에게 자용보앵 

장치률 이용한 훈련용 성시하였융 경우 성시 

선보다 후에 환자외 생리화적 소오지수는 강 

소할 것이다 

셋째1 불완선 최수손상 환자에게 자동보앵 

장치흥 이용한 훈련융 실시하였융 경우 실시 

선보다 후에 환자의 하지의 훈동정수는 향상 

될 것이다 

넷째， 용완전 척수손상 환사에게 자동보앵 

장치용 이용한 훈련융 실시하였용 경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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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이 유지와 자세 와 관계없이 서기 

가능한 환자 

WISCI (walking index 

for spinal cord inj ury) 수준이 향상될 것 이 

다 

환자의 후에 전보다 

1. 연구대상 

이 연구에 참가한 환자는 척수손상무로 

해 사지 또는 하지에 불완전 마비가 있는 

수손상 환자로서 국립재활병원에 2002년 12 

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환 

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4명 의 남 

성으로 평균연령은 45세， 유병기간은 평균 

8.25개 월이 었다(표 n 대상자 중 l명은 척수 

경색 (spina l cord i nfarction) 이였고， 3명은 교 

통사고에 의 한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였다. 대 

상자들은 미 국 척수손상협회의 분류상 l명은 

D 둥급이었고， 3명은 C 퉁급이었다 각 대상 

자들은 자동보행장치를 이용하여 주 6회， 45 

분씩 보행훈 련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선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외상 및 질병에 의한 척수손상 환자 

나 유병기간이 2년 이내인 환자 

다 척수손상 이외의 정형외과적 질환이 없 

는 환자 

미 국 척 수손상협 회 (American 

ASIA)의 

2. 측정방법 

각 변수들의 측정은 훈련을 시작하기 전， 

훈련을 시작하고 4주와 8주로 전체 3회 측정 

하였다- 측정변수는 보행속도， 생리학적 소모 

지수， 하지의 운동접수， WISCI로 하였다 

n. 연구방법 

m를 보 행 

나타내 었 

생리학적 

index: pcn 
생리학적 소모지수는 보행 시 심박동수에 

서 안정기의 심 박동수를 뺀 차이를 보행속도 

나눈 값으로 구하였다(Nene과 ]enning s , 

1992) 심 박동수는 DynaScope mS-3300)의 

센서 (heaπ rate sen so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고， 안정 기의 심박동수는 100 m 보행속도 측 

정 전에 3분간을 측정하였으며， 보행 시 심박 

동수는 100 m를 보행했을 때의 심박동수로 

하였다. 

소모지 수 (Physi이ogical costs 

가， 보행속도 

보행속도는 최대한 빠르게 100 

때의 속도를 구하여 % 단위로 

나. 

할 

다 

로 

이
」
 처
「
 

소모지수 

보행중심박올j느二맡절기심박수 
보행속도 

생리학적 

Spinal 

분류로 Injury Association: 

C 또는 D인 환자 

보조기 및 기타 

라 

유무 사용 보조장구의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정 

ASIA scale 유병기간 진단명 연령(세) 성별 

D 15 T1/ C7 incomplete tetraplegia 42 남 대상자 1 

C 5 T7 spinal cord infarction 55 남 대상자 2 

C 7 L2ι2 incomplete paraplegia 44 남 대상자 3 

C 

ASIA scale C‘ 

ASIA scale D 

6 

감각과 운동기능이 기능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회복된 단계 

감각과 운동기능이 거의 정상에 가깝게 회복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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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의 운동점수 

하지의 운동접수는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ing )로 0점에서 5접까지를 6접 척 

도로 측정하였다 양측의 대둔근(gluteus 

maximus). 중둔근(gluteus medius). 장요근 

(ilíopsoas). 대 퇴 사두근(quadriceps). 슬픽 근 

(hamstringl . 전 경 골근 (tibialis anteriorl을 주주 

정하였다 

己}‘ WISCI (Walking index for spinal 

cord injury) 

WISCI는 척수손상 환자를 위한 보행 평가 

도구로서 물 리 적 도움(physical assistance). 

보조기 (brace). 보조장구(device)등의 사용 유 

무와 정도에 따라 순위 룹 낸 것으로， 불리적 

도융은 중간(moderate)에 서 최 대 (maximum) 

표 2. 척수손상 환자를 위한 보행지수(W[SC I) 

Leve! Devices Braces 

0 

P-bar Braces 
2 P-bar Braces 

3 P-bar Braces 
4 P-bar No braces 

5 P- bar Braces 

6 Walker Braces 

7 Two cr Braces 

8 Walker No braces 

9 까Talker Braces 

10 One ca/cr Braces 

11 Two cr No braces 

12 Two cr Braces 

13 Walker No braces 

14 One ca/cr No braces 

15 One ca/cr Braces 

16 Two cr No braces 

17 No devices No braces 

18 No devices Braces 

19 One ca/cr No braces 
20 No devices No braces 

의 도움(assist) 의 정도를 두 사람의 도움으 

로 간주하였고， 최 소 도웅(minimal assist)을 

한 사람으로 간주하였다 이 평가에서 보조기 

는 장하지 보조기 (Iong [eg brace) 또는 단하 

지 보조기 (short leg brace) 어 느 것 을 착용 

하든지 무관하며， 한 쪽에 착용하였는지， 양 

쪽에 착용하였는지 역시 무관하였다‘ 이 평가 

에 서 사용한 보조장구(device)는 평 행 봉 

(parallel barl . 보챙기 (walker) ， 목발Ccrutch

es) , 지팡이Ccane) 등 이였으며， 목발과 지팡 

이는 같은 정도로 간주하였고， 한 쪽에 사용 

하였는지， 양쪽에 사용하였는지 만을 구분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WISCI 항목은 20 

개의 개념을 Ditunno 등(2000) 의 연구에서 

보행능력에 따라 재배열한 항목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표 2) 

Assistance Distance 

Unable 

2 persons > 10 meters /1B21O 

2 persons 10 meters /1B2 
1 person 10 meters /1B1 

1 person 10 meters /이B1 

No assist 10 meters /IBO 
1 person 10 meters WBl 

1 person 10 meters 2CBl 
1 person 10 meters WNB1 

No assist 10 meters WBO 
1 person 10 meters 1CB1 
1 person 10 meters 2CNB1 

No assist 10 meters 2CBO 

No assist 10 meters WNBO 
1 person 10 meters lCNBl 

No assist 10 meters lCBO 

No assist 10 meters 2CNBO 

1 person 10 meters NDNB1 

No assist 10 meters NDBO 

No assist 10 meters 1CNBO 
No assist 10 meters NDN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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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험과정 
훈련을 시작하기 선에 각 변수들을 측정하 

였다 대상자는 자동보행장치에 장착되어 있 

는 의자에 앉아 골반밴드를 착용하고 자동 

보행장치에 선다(그림 1) 보행속도는 대상자 

가 안전하게 실시 할 수 있는 속도로 결정하 

였으며， 훈련시 간은 각 15분씩 3회 실시하여 

전체 45분을 섣시 하였다 주 6일을 실시하고， 

4주 외 8주가 지난 후에 각 변수들을 다시 측 

정 하였다 훈련의 보행속도는 각 주 마지막 

날 재평가하여 다음 주 훈련을 시작할 때 지1 

평 가된 속도로 적용하였다 

4. 분석 방뱀 

보행속도， 생리학적 소모지수는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각 측정값의 평균의 차 

이 를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지의 운동점수와 WISCI 수준 

의 훈린 전과 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비교 t-검 정 (paired t-test) 을 실시하였다 

(a =‘ 05) 

ill. 결과 

1. 보행속도(Gait speed) 
각 대상자들의 100 m 보행속도는 표 3과 

같고， 각 대상자들의 훈련 전 평균 보행속도 

0 .5 

0 .4 5 

0.4 

E 0.35 
) 

버 0 .3 

，~-- ' ‘--

/ι"ιι 

， ~" ..4t< 

그림 1. 자동보행기를 이용한 보행훈련 

는 22 m/s이었고， 자동보행훈련기를 이용하여 

4주간 훈련한 후의 평균 보행속도는 28 m/s 이 

었고， 8주간 훈련한 후의 평균 보행속도는 

31 "ys이었다(표 3). 각각의 평균 보행속도는 

통계적요로 유의한 증가꽉 보였다(p= . 004l 

사후검정 결과 훈련 전과 4주 훈련 후의 평 

균 보행속도(p=.035) ， 훈련전과 8주 훈련후의 

평균 보행속도(p=.004)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 

의 한 증가를 보였다(그림 2) 

--→~' 써 0 . 25 -~--

-←대 상 자 1 
대 상자 2 

- .... - 대상자 3 

% 대 상 자 4 

---명 균 
훌” 0.2 ι '" 

매 0 .1 S 

0.1 

0.05 

훈련전 4주 8 주 

그립 2. 보행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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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각 대상자들의 훈련기간에 따른 100 π 보행속도 (단위‘ ffijs) 

훈련 전 4주 8주 

대상자 l 21 .25 .30 

대상자 2 20 26 30 

대상자 3 35 43 ‘43 

대상자 4 11 .16 .21 

평균 22 28 .31 

2. 생라학적 소모지수(Physiological cost 들의 평균 생리학적 소모지수는 각 기간에 

index: beat/m) 
각 대상자들의 훈련 전 평균 생리학적 소 

모지수는 4.61 beats/m이었고， 4주간 훈런 후 

의 평균 생리학적 소모지수는 3.03 beats/m 
이었으며， 8주간 훈련 후의 평균 생리학적 소 

모지수는 2.02 beats/m이었다(표 4) 대상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이지는 않 

았다(p=. 140). 그러나 대상자 2의 경우에는 

심박동수에 의해 계산되는 생리학적 소모지 

수가 훈련 전， 4주 후， 8주 후에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보행 중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감소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 대상자 1은 

표 4. 각 대상자들의 훈련기간에 따른 생리학적 소모지수 

대상자 1 

대 상자 2 

대상자 3 

대상자 4 

평균 

처
」
 
깨
 떼
 m
ω
 퍼 -m 

-tL 

-
r
ζ
 

/4 

1 

0 
-4 

-
훈
 
---

(단위 beats/ m) 

4주 8주 

2.93 1.67 

3.59 1.78 

70 66 

4.90 3.97 

3.03 2.02 

12 
‘~ 웅 10 
@ 

p 

~~ 8 
R 
머 6 
-<~ 
~r 4 
휩 

ñJ 2 
윷O 

\ 

、

、

” 

0 
훈련전 4주 8주 

그림 3. 생리학적 소모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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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보행훈련기를 이용한 4주 후에는 생리학 

적 소모지수가 증가하였지만 훈련 8주 후에 

는 감소하였 고， 대상자3과 4는 4주 훈련 후에 

감소한 생리 학적 소모지 수가 훈련을 종료한 

8 슈까지 지 속되었다(그립 3) . 

3. 하지 의 운동점수(Motor score)와 

WISCI 수준 

대상자들의 하지의 운봉점수는 훈련 전 평 

.,. 1- 29.75에서 8주간의 자동보행훈련기를 이용 

한 훈 련 후 평균 35.75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 

다(p=.043)( 표 5) 척수손상 환자의 보행능력 

을 평가하는 도구인 WISCI는 훈련 전 평균 

10수준에서 8주간의 훈련 후 평균 19수준으 

로 9수준이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 

가를 보였다(p=.007)(그림 4) ‘ 

표 5. 하지의 운동점수와 WISCI 수준 

lV.고찰 

본 연구는 4명의 외상 및 질병에 의한 불 

완전 척수손상 환자를 대상드로 실시꾀었다 

보행속도와 생리학적 소모지수는 훈련 전， 4 

주 훈련 후. 8주 훈련 후에 각각 꽉정되었고， 

양측의 대둔근， 중둔근， 장요근， 대퇴사두근， 

슬곽근， 전경 꼴근의 도수근려검사 점수를 합 

계한 하지의 운동점수와 척수손상 환자의 보 

행 양상을 검사하는 WISCI는 훈련 전과 8주 

훈련 후에 측정되었다 평균 보행속도는 훈련 

전 22 m/s, 자동보행장치릎 이용하여 4주간 

훈련한 후 28 '%, 8주간 훈련한 후 .31 m!"로 

각각의 평균 보행속도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증가를 보였다(p=.004). 사후검 정 결과 훈련 

전과 4주 훈련 후(p=.035) ， 훈련 전과 8주 훈 

운동접수 

훈련 전 8주 

앞
 % 

갱
 

껑
-
폈
 

WISCI 수준 

훈련 전 8주 

13 19 

8 19 

12 19 

8 19 

10 19 

대상자 l 

대상자 2 

대상자 3 

대상자 4 

평균 

nu 

cJ 

nu 

cJ 

nU 

IJ 

nu 

cJ 

nu 

A‘ 
qu 

qu 

n
/」

η
ι
 ’

l 

’’ 

훈련전 8주 

그립 4 하지의 운동접수와 WISCI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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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 후 (p: .!X)4l 사이에 용겨l 적으로 유의한 중 

가5 보였다 이러한 견과는 이전의 여러 연 

구간의 경과와 일시하는 것이<l IAbel 둥1 

2002; EdeJl e와 Field- Fote, 2001; Prαas 동 

20(1) 보앵슴도는 씬자졸에게 있어 신경 애적 

견승에 외한 보앵능력의 표준쩍도로 사용되 

어 왔으 1이 ( Holden 풍， 1984: Richards 동‘ 

1993) , Edelle(200 l)의 연구 견괴에 따르연 

트에드인에시의 보갱옥도가 빠르연 지인에서 

의 보앵측도도 를라진다고 하였다 이는 프레 

드악에서 껑상 보앵슨도와 비슷한 아흔 속도 

로 훈연융 싱시 하연‘ 지연에서도 그와 비슷한 

측도로 보'!할 수 있다는 사싶응 시시하내‘ 

\"E한 중추신깅계에 짙흰이 있는 싼자의 보생 

과정용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석성한 갱상 

속도로 훈련올 실시하여야 한다는 이선 연구 

등의 경파 9f 잉 '1 한다(Behrman파 Harl,ema 

2여)(); SuJlivan 풍， 2α”이 이 연구얘서도 자 

풍 μ 행장치에서의 보앵속도가 훈련 선 후E 

비교하였용 경우 웰라졌으며 경파에서 호웃 

이 지언에서의 보앵속도도 의이있거| 증가딩 

이 획인되었다 하지의 용흥정수눈 훈련 션 

29.75에서 혼연 후 35.75로 통셰식으로 유의 

한 증가용 요였다(p=.043). Ede lJe (2α)1 1 의 

제중지지관 제공한 트에도밀과 기능객 선기 

자극용 영앵한 훈련의 결과와 Protas 퉁 

120011 의 세웅지지띤 제공한 트에드일훈련의 

경파와 일치하는 경과이다 이 연구에서는 륙 

히， 대둔은， 대회 λ}두근， 션경콜근의 은력이 

현저하게 중진되었으여， 이는 입각기에서의 

대둔곤과 대의사두근의 기여홍 중진시켰으며 

또안， 유각기 초기에서의 선경골문 기여: 충 

진시켰융 것으로 생각왼다 WISCI 수춘용 

훈련 선 IO수준에서 훈 련 후 19수준Ipo OO71 

으로 흥계적으로 유의한 차이홍 보였다 이 

연구에 장여한 대상자 요두가 8주간의 훈연 

이 종료왼 시기에 한 쪽에 지땅이 또는 옥양 

융 경고， 보죠기나 타인의 도용없이 10m 보 

앵이 가놓하였으여 이는 자홍보앵장치흔 이 

용한 훈련이 보행에 판계왼 여러 가지 요인 

윷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용올 시시한다 하지 

안1 생리학적 소모지수는 훈련 션 4.61 

beatslm. 4추 훈린 후 3.03 beats/m. 8주 훈 

연 l- 2.02 beats/m으로 웅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률 보이지 않았다(p=.140l 이러한 걷과 

는 l-Ierman 뚱 120021의 연구에서 셰중지지 

트헤드잉과 기웅적 전기"f극융 영앵한 결과 

와는 차이가 있는 경과이지안1 영균강이 성사 

적으jι 감소하는 정쟁융 보였으며 훈쉰 선과 

8주 훈원 후익 생리야직 소ν 시수는 2애 이 

상 강소하였다 따라서 대상자의 수용 중가시 

켜 추가연구가 앤요힐 깃으로 생각왼다 이 

연구는 자용보앵장시효 이용한 보앵훈련의 

효과잔 양아보는 깃이 옥직이었다 자옹보앵 

장치는 계중지지용 제공한 트레드잎훈련에서 

의 입각기 용얀의 고관정과 숭관켈외 신전융 

톰는 효과와 기능식 전기자극의 초기 유각기 

의 하지용 앞요로 내딛는 효과흉 동시에 제 

공하고 있용이 밝혀졌다 Herman 풍120021온 

용완전 척수손상 딴자의 보행융 증진시키기 

위 해 제장원 부운적인 세중지지흩 세꽁한 트 

에드이응연과 기놓적 선기자극이 책수 내의 

감각 운 웅 안사(sensory-motor reflexl 작용 

융 자극하여 보앵과 관계원 책수 내 회로의 

기능용 중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1 연구에서도 Herman 둥1200Z1의 연구의 

경과와 용일한 경파흥 보이고 있어 1 시홍보앵 

장치도 척수 내의 보행과 관계원 회로의 기 

능용 중진시켜 융완전 석수손상 환자의 보앵 

속도 하지의 용동정수 WISCI 수준 퉁파 강 

용 보앵기능용 충진시킨 것으로 생각핀다 

V 결론 

이 연구는 융완전 척수손상 환시에게 자동 

호행장치흥 이용한 8주간의 보앵훈연이 보앵 

측도， 생리학적 소오지수， 하지의 :운용갱수1 

WISCI 수준에 이치는 효과흩 양아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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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l 었다 자동보앵장치는 암반앤드에 의해 

셰중시지양 도의주고 기 계 장지에 의애 입각 

기 의 하지 신전과 유각기외 하지 션진융 ι 

와준다 각 대상자률의 100 m 보행측도; 훈 

연 션 22 ")\. 4주간 훈연 후 28 "l\. 8주간 

훈 련 후 31 n}S로 각각의 명균 보앵속도는 흉 

계직으로 유의한 증가용 보였다(p"'.OO4l 사 

후깅정 갚과 훈언 전과 4주 훈연 후의 명당 

보앵옥도(0' .0351 훈련 선과 8주 훈련 후의 

평균 보앵속도(p'.OO41 사이에 통계적 o 로 유 

의한 증가산 보였다 각 대상자올의 생리학석 

소오지수는 훈 권 션 4.61 beatsJm, 4주간 훈 

련 후 3.03 beats/m , 8주간 혼련 후 2.02 

beats/m로 대상자올의 평균 생리학적 소오지 

수는 각 기간에 따라 용지1식으로 유의한 감 

소‘f1 ~이시 않았다(p'1401 대상자5 의 하 

지의 운동선수는 용련 선 명균 29.75에서 8주 

간의 훈련 후 명균 35.75로 용게석으로 유의 

한 증가간 보었다(p'.0431 껴수손상 환자의 

보앵능펙 3 명가하는 도구인 WISCI 수중온 

훈 련 전 명 당 10수준에서 8주간의 훈련 후 

영균 19수 증으로 9수춘이 중가하여 흉계직으 

ζ 유의힌 중가용 보였다(p'.OO71 이 연구의 

경까~ 추5해 -웅 때‘ 자동보앵장치흔 이용한 

훈연온 부분석인 재중지지와 기놓석 전기자 

극e ‘영앵 .)이 실시한 이션 영구층의 경과와 

유사한 진피 3 엉훌 수 있었고， 보얘기놓의 

향상에 효파기 있는 것으로 생각핀다 또한 

이 연구에서 퉁계적인 양상외 의미가 보이지 

않았인 생리 아적 소요지수도 대상자의 수잔 

증가사 쳐 연구한다연 흉계씩으로 유익한 차 

。l가 있용 것? 로 생각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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