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0 脳・神経系リハビリテーション

数　字
6MWT・・・・・・・・・・・・・・・・・・・・・・・71,・126,・143

６分間歩行距離・・・・・・・・・・・・・・・・・・・・・・・・・168

６分間歩行試験・・・・・・・・・・・71,・126,・143

10m最大歩行速度・・・・・71,・126,・143

欧　文

Ａ
ALS・・・・・・・・・・・・・・・・・・・・・・・・・・・・・・・・・・・・・・・・・197

ALS機能評価スケール改訂版・・・199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197

Ankle Foot Orthosis・・・・・・・・・・・・・・・91

Ashworth Scale・・・・・・・・・25,・70,・142

ASIA・・・・・・・・・・・・・・・・・・・・・・・・・・・・・・・・・・・・・・・・300

ATNR・・・・・・・・・・・・・・・・・・・・・・・・・・・・・・・・・・・・・・128

Ｂ
Barthel Index・・・・・・・・・・・71,・126,・143

BBS・・・・・・・・・・・・・・・・・・・・・・・・・・・・・・・・・・・・・・・・・168

Bell麻痺・・・・・・・・・・・・・・・・・・・・・・・・・・・・・・・・・・・331

Berg Balance Scale 
・・・・・・・・・・・・・・・・・・・・・・・・・・・・・・・71,・168,・169

BI・・・・・・・・・・・・・・・・・・・・・・・・・・・・・・・71,・126,・143

blocking現象・・・・・・・・・・・・・・・・・・・・・・・・・・237

Borg指数・・・・・・・・・・・・・・・・・・・・・・・・・・・・・・・・・214

Brunnstrom Stage 
（Br. Stage）Test・・・・・・・・・・・・・・・・・69

Ｃ
CCA・・・・・・・・・・・・・・・・・・・・・・・・・・・・・・・・・・・・・・・・・183

cerebellar ataxia・・・・・・・・・・・・・・・・・・・185

Contraversive pushing・・・・・・・・・149

contrecoup injury・・・・・・・・・・・・・・・・・・118

cortical cerebellar atrophy 
・・・・・・・・・・・・・・・・・・・・・・・・・・・・・・・・・・・・・・・・・・・・・183

cough peak flow・・・・・・・・・・・・・・・・・・・・223

coup injury・・・・・・・・・・・・・・・・・・・・・・・・・・・・・118

CPF・・・・・・・・・・・・・・・・・・・・・・・・・・・・・・・・・・・・・・・・・223

CPG・・・・・・・・・・・・・・・・・・・・・・・・・・・・・・・・・・・・・78,・88

Critchleyの５分類・・・・・・・・・・・・・・・・・・・115

CRPS・・・・・・・・・・・・・・・・・・・・・・・・・・・・・・・・・・・・・・342

D，E
DAI・・・・・・・・・・・・・・・・・・・・・・・・・・・・・・・・・・・・・・・・・・122

Diaschisis・・・・・・・・・・・・・・・・・・・・・・・・・・・・・・・・13

Disability and Health・・・・・・・・・・・・100

DM・・・・・・・・・・・・・・・・・・・・・・・・・・・・・・・・・・・・・・・・・・225

electroneurography・・・・・・・・・・・・・・333

ENoG・・・・・・・・・・・・・・・・・・・・・・・・・・・・・・・・・・・・・・333

enriched environment・・・・・・・・・・・・18

E-SAS・・・・・・・・・・・・・・・・・・・・・・・・・・・・・・・・・・・・・・・95

F
FaCE Scale・・・・・・・・・・・・・・・・・・・・・・・・・・・・337

Facial Clinimetric  
Evaluation Scale・・・・・・・・・・・・・・・・337

FGS・・・・・・・・・・・・・・・・・・・・・・・・・・・・・・・・・・・・・・・・・337

FIM・・・・・・・・・・・・・・・・・・・・・・・・・・・・71,・126,・143

FIT・・・・・・・・・・・・・・・・・・・・・・・・・・・・・・・・・・・・・・・・・・・・・15

FR・・・・・・・・・・・・・・・・・・・・・・・・・・・・・・・・・・・・・・・・・・・・168

Fugl-Meyer Assessment・・・・・・・69

Full-time Integrated  
Training program・・・・・・・・・・・・・・・・・15

Functional Balance Scale・・・・・・71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71,・126,・143

functional reach・・・・・・・・・・・・168,・169

Functional Reach Test・・・・・・・・・・71

G
GBS・・・・・・・・・・・・・・・・・・・・・・・・・・・・・・・・・・・・・・・・・240

GCS・・・・・・・・・・・・・・・・・・・・21,・120,・125,・142

Gennarelliの分類・・・・・・・・・・・・・・・・・・・・120

Gibbson のRSD Score・・・・・・・・・343

Glasgow Coma Scale 
・・・・・・・・・・・・・・・・・・21,・68,・120,・125,・142

glossopharyngeal  
breathing・・・・・・・・・・・・・・・・・・・・・・・・・・・・223

Gottron徴候・・・・・・・・・・・・・・・・・・・・・・・・・・・・226

GPB・・・・・・・・・・・・・・・・・・・・・・・・・・・・・・・・・・・・・・・・・223

Guillain-Barré症候群・・・・・・・・・・・・・・240

H
Hasegawa’s Dementia  

Scale-revised・・・・・・・・・・・・・・・・・・・・・・・72

HB Grade・・・・・・・・・・・・・・・・・・・・・・・・・・・・・・・336

HDS-R・・・・・・・・・・・・・・・・・・・・・・・・・・・・・・・・・・・・・・72

Hoehn&Yahrの重症度分類・・・・・167

House-Brackmann Grade・・・・336

Hunt and Hessの分類・・・・・・・・・・・108

Hunt and Kosnik の分類・・・・・・・・108

Hunt症候群・・・・・・・・・・・・・・・・・・・・・・・・・・・・・331

I・J
ICFの分類・・・・・・・・・・・・・・・・・・・・・・・・・・35,・10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100

Japan Coma Scale 
・・・・・・・・・・・・・・・・・・・・・・・・・・21,・68,・125,・142

Japan Stroke Scale・・・・・・・・・・・・・・・・69

JCS・・・・・・・・・・・・・・・・・・・・・・・・・・・21,・125,・142

jitter現象・・・・・・・・・・・・・・・・・・・・・・・・・・・・・・・・・236

JSS・・・・・・・・・・・・・・・・・・・・・・・・・・・・・・・・・・・・・・・・・・・69

K・L
Karnofsky Performance 

Status・・・・・・・・・・・・・・・・・・・・・・・・・・・・・・・・・143

Knee Ankle Foot Orthosis・・・・・91

KPS・・・・・・・・・・・・・・・・・・・・・・・・・・・・・・・・・・・・・・・・・143

Kurtzke（クルツケ，カーツキー）
の機能別障害評価・・・・・・・・・・・・・・・・・・210

Lankfordの病期分類・・・・・・・・・・・・・・・・343

LSA・・・・・・・・・・・・・・・・・・・・・・・・・・・・・・・・・・・・・・・・・・・94

Lubben Social  
Network Scale-6・・・・・・・・・・・・・・・・・95

索 引



361索　　引

Index

M
Marie-Foix反射・・・・・・・・・・・・・・・・・・・・・・・128

maximum  
insufflation capacity・・・・・・・・・・223

Mechanical  
insufflation-exsufflation・・・・223

MG・・・・・・・・・・・・・・・・・・・・・・・・・・・・・・・・・・・・・・・・・・233

MG-ADLスコア・・・・・・・・・・・・・・・・・・・・・・234

MIC・・・・・・・・・・・・・・・・・・・・・・・・・・・・・・・・・・・・・・・・・・223

MI-E・・・・・・・・・・・・・・・・・・・・・・・・・・・・・・・・・・・・・・・・223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72

MMSE・・・・・・・・・・・・・・・・・・・・・・・・・・・・・・・・・・・・・・・72

Modified Ashworth Scale 
・・・・・・・・・・・・・・・・・・・・・・・・・・・・・・・・・・・・・・・70,・142

modified Rankin Scale・・・・・・・・・・・62

MS・・・・・・・・・・・・・・・・・・・・・・・・・・・・・・・・・・・・・・・・・・・207

MSA・・・・・・・・・・・・・・・・・・・・・・・・・・・・・・・・・・・・・・・・183

multiple sclerosis・・・・・・・・・・・・・・・・・207

multiple system atrophy・・・・・・183

N
nerve excitability test・・・・・・・・・・333

NET・・・・・・・・・・・・・・・・・・・・・・・・・・・・・・・・・・・・・・・・・333

NIHSS・・・・・・・・・・・・・・・・・・・・・・・・・・・・・・・・・・・・・・・61

NIH Stroke Scale・・・・・・・・・・・・・・・・・・・・69

olivopontocerebellar  
atrophy・・・・・・・・・・・・・・・・・・・・・・・・・・・・・・・・183

O
OPCA・・・・・・・・・・・・・・・・・・・・・・・・・・・・・・・・・・・・・・183

OPLL・・・・・・・・・・・・・・・・・・・・・・・・・・・・・・・・・・・・・・・287

Osserman分類・・・・・・・・・・・・・・・・・・・・・・・233

ossification of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287

P
PDQ-39・・・・・・・・・・・・・・・・・・・・・・・・・・・・・・・・・167

Penetration-Aspiration  
Scale・・・・・・・・・・・・・・・・・・・・・・・・・・・・・・・・・・・152

PM・・・・・・・・・・・・・・・・・・・・・・・・・・・・・・・・・・・・・・・・・・・225

PNF・・・・・・・・・・・・・・・・・・・・・・・・・・・・・・・・・・・・・・・・・189

post traumatic amnesia・・・・・・120

PTA・・・・・・・・・・・・・・・・・・・・・・・・・・・・・・・・・・・・・・・・・120

Pusher syndrome・・・・・・・・・・・・・・・・・・149

R・S
rhythmic stabilization・・・・・・・・・・・195

RSD・・・・・・・・・・・・・・・・・・・・・・・・・・・・・・・・・・・・・・・・・342

SAIS・・・・・・・・・・・・・・・・・・・・・・・・・・・・・・・・・・・・・・・・・・69

SCD・・・・・・・・・・・・・・・・・・・・・・・・・・・・・・・・・・・・・・・・・183

SCDの重症度分類・・・・・・・・・・・・・・・・・・・187

SDS・・・・・・・・・・・・・・・・・・・・・・・・・・・・・・・・・・・・・・・・・183

S-D曲線・・・・・・・・・・・・・・・・・・・・・・・・・・・・・・・・・・318

Seddonの分類・・・・・・・・・・・・・・・・・・・・・・・・313

Semmes Weinstein  
monofilament・・・・・・・・・・・・・・・・・・・・・321

SF-36・・・・・・・・・・・・・・・・・・・・・・・・・・・・・・・・・・・・・・・95

SHB・・・・・・・・・・・・・・・・・・・・・・・・・・・・・・・・・・・・・・・・・・・93

shear injury・・・・・・・・・・・・・・・・・・・・・・・・・・・・118

Shoe Horn Brace・・・・・・・・・・・・・・・・・・・・93

SHS・・・・・・・・・・・・・・・・・・・・・・・・・・・・・・・・・・・・・・・・・342

Shy-Drager syndrome・・・・・・・・・・183

Shy-Drager症候群・・・・・・・・・・・・・・・・・183

SND・・・・・・・・・・・・・・・・・・・・・・・・・・・・・・・・・・・・・・・・183

striatonigral degeneration・・・183

Stroke Impairment  
Assessment Set・・・・・・・・・・・・・・・・・69

Sudeck骨萎縮・・・・・・・・・・・・・・・・・・・・・・・・・342

Sunnybrook Facial  
Grading System・・・・・・・・・・・・・・・・・337

SW知覚テスター・・・・・・・・・・・・・・・・・・・・・・・25

T・U
TAM・・・・・・・・・・・・・・・・・・・・・・・・・・・・・・・・・・・・・・・・322

Thomas test・・・・・・・・・・・・・・・・・・・・・・・・・・260

Timed Up & Go Test 
・・・・・・・・・・・・・・・・71,・126,・143,・168,・169

TUG・・・・・・・・・・・・・・・・・・・・71,・126,・143,・168

Uhthoff現象・・・・・・・・・・・・・・・・・・・・・・・・・・・・209

UPDRS・・・・・・・・・・・・・・・・・・・・・・・・・・・・・・・・・・・167

Use-dependent  
reorganization・・・・・・・・・・・・・・・・・・・・・・15

V・W・Z
VF・・・・・・・・・・・・・・・・・・・・・・・・・・・・・・・・・・・・・・・・・・・・152

WAIS・・・・・・・・・・・・・・・・・・・・・・・・・・・・・・・・・・・・・・・・・72

waning現象・・・・・・・・・・・・・・・・・・・・・・・・・・・・・236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72

Zancolli（ザンコリー）の分類 
・・・・・・・・・・・・・・・・・・・・・・・・・・・・・・・・・・・・・・・・・・・・・301

和　文

あ行
アウトカム・・・・・・・・・・・・・・・・・・・・・・・・・・・・・・・・・42

悪性腫瘍・・・・・・・・・・・・・・・・・・・・・・・・・・・・・・・・・・・225

アブミ骨筋反射・・・・・・・・・・・・・・・・・・・・・・・・・332

アメンチア・・・・・・・・・・・・・・・・・・・・・・・・・・・・・・・・・21

アルツハイマー型認知症・・・・・・・・・・・351

アロディニア・・・・・・・・・・・・・・・・・・・・・・・・・・・・343

安静時非対称性・・・・・・・・・・・・・・・・・・・・・・・・・331

異所性化骨・・・・・・・・・・・・・・・・・・・・・・・・・・・・・・・298

易疲労性・・・・・・・・・・・・・・・・・・・・・・・・・・・207,・209

陰性徴候・・・・・・・・・・・・・・・・・・・・・・・・・・・・・・・・・・・・・36

インピンジメント・・・・・・・・・・・・・・・・・・・・・・・72

ウールリッヒ型 
先天性筋ジストロフィー・・・・・・・280

ウェクスラー成人知能検査・・・・・・・・・72

運動神経伝導検査・・・・・・・・・・・・・・・・・・・・・318

運動療法・・・・・・・・・・・・・・・・・・・・・・・・・・・・・・・・・・・294

運動連鎖・・・・・・・・・・・・・・・・・・・・77,・79,・81,・84

易疲労・・・・・・・・・・・・・・・・・・・・・・・・・・・・・・・・・・・・・・216

嚥下障害・・・・・・・・・・・・・・・・・・・・・・・・・・・150,・227

炎症性細胞浸潤・・・・・・・・・・・・・・・・・・・・・・・・・225

大島の分類・・・・・・・・・・・・・・・・・・・・・・・・・・・・・・・252

起き上がり・・・・・・・・・・・・・・・・・・・・・・・・・・・・・・・・・85

重り負荷・・・・・・・・・・・・・・・・・・・・・・・・・・・・・・・・・・・189

オリーブ橋小脳萎縮症・・・・・・・・・・・・・・183

温熱療法・・・・・・・・・・・・・・・・・・・・・・・・・・・・・・・・・・・337

か行
外傷後健忘・・・・・・・・・・・・・・・120,・121,・124

外傷性くも膜下出血・・・・・・・・・・・・・・・・・・122



362 脳・神経系リハビリテーション

Index

外傷性頸部症候群・・・・・・・・・・・・・・・・・・・・・287

改訂長谷川式 
簡易知能評価スケール・・・・・・・・・・・・・72

家屋環境調整・・・・・・・・・・・・・・・・・・・・・・・・・・・・104

下肢型・・・・・・・・・・・・・・・・・・・・・・・・・・・・・・・・・・・・・・197

荷重ポイント・・・・・・・・・・・・・・・・・・・・・・・・79,・80

下垂手・・・・・・・・・・・・・・・・・・・・・・・・・・・・・・・・・・・・・・317

下垂体腺腫・・・・・・・・・・・・・・・・・・・・・・・・・・・・・・・133

可塑的変化・・・・・・・・・・・・・・・・・・・・・・・・・・・・・・・・・15

課題指向型アプローチ 
・・・・・・・・・・・・・・・・・・・・・・・・・・・・・130,・132,・147

肩押し下げテスト・・・・・・・・・・・・・・・・・・・・・292

肩手症候群・・・・・・・・・・・・・・・・・・・・・・・・・72,・342

片麻痺の触覚10：７・・・・・・・・・・・・・・・・・25

活動・・・・・・・・・・・・・・・・・・・・・・・・・・・・・・・・・・・・・・・・・・・・35

活動制限・・・・・・・・・・・・・・・・・・・・・・・・・・・・・・・・・・・・・37

カフマシーン・・・・・・・・・・・・・・・・・・・・・・・・・・・・223

過用性筋力低下・・・・・・・・・202,・220,・227

寛解・・・・・・・・・・・・・・・・・・・・・・・・・・・・・・・・・・・・・・・・・・207

換気血流比不均等分布・・・・・・・・・・・・・・126

環境因子・・・・・・・・・・・・・・・・・・・・・・・・・・・・・・・・・・・・・35

眼瞼挙筋による開瞼運動・・・・・・・・・・・337

間質性肺炎・・・・・・・・・・・・・・・・・・・・・・・225,・228

関節可動域運動・・・・・・・・・・・・・・・・・203,・212

がん特有の問題・・・・・・・・・・・・・・・・・・・・・・・・・144

顔面筋マッサージ・ストレッチ 
・・・・・・・・・・・・・・・・・・・・・・・・・・・・・・・・・・・・・・・・・・・・・337

顔面痙攣・・・・・・・・・・・・・・・・・・・・・・・・・・・・・・・・・・・331

顔面拘縮・・・・・・・・・・・・・・・・・・・・・・・・・・・・・・・・・・・331

顔面神経麻痺・・・・・・・・・・・・・・・・・・・・・・・・・・・・331

記憶障害・・・・・・・・・・・・・・・・・・・・・・・・・・・・・・・・・・・126

起居動作歩行練習・・・・・・・・・・・・・・・・・・・・・212

帰結・・・・・・・・・・・・・・・・・・・・・・・・・・・・・・・・・・・・・・・・・・・・42

機能障害・・・・・・・・・・・・・・・・・・・・・・・・・・・・・・・・・・・・・35

機能的口腔ケア・・・・・・・・・・・・・・・・・・・・・・・・・157

機能的制限・・・・・・・・・・・・・・・・・・・・・・・・・・・・・・・・・35

基本的日常生活活動・・・・・・・・・・・・・・・・・・・・37

基本動作・・・・・・・・・・・・・・・・・・・・・・・・・・・・・・・・・・・168

急性放射線障害・・・・・・・・・・・・・・・・・・・・・・・・・138

球麻痺型・・・・・・・・・・・・・・・・・・・・・・・・・・・・・・・・・・・197

起立性貧血・・・・・・・・・・・・・・・・・・・・・・・・・・・・・・・298

筋萎縮性側索硬化症・・・・・・・・・・・・・・・・・・197

筋緊張・・・・・・・・・・・・・・・・・・・・・・・・・・・・・・・・・・・・・・・・70

筋緊張検査・・・・・・・・・・・・・・・・・・・・・・・・・・・・・・・・・25

筋緊張のアンバランス・・・・・・・・・・79,・84

筋ジストロフィー・・・・・・・・・・・・・・・・・・・・・217

筋疲労・・・・・・・・・・・・・・・・・・・・・・・・・・・・・・・・・・・・・・227

筋力増強運動・・・・・・・・・・・・・・・・・・・・・・・・・・・・212

空間的多発・・・・・・・・・・・・・・・・・・・・・・・・・・・・・・・207

靴ベラ式短下肢装具・・・・・・・・・・・・・・・・・・・・93

くも膜下出血・・・・・・・・・・・・・・・・・・・・・・・・・・・・107

クリーゼ・・・・・・・・・・・・・・・・・・・・・・・・・・・・・・・・・・・234

グリオーマ・・・・・・・・・・・・・・・・・・・・・・・・・・・・・・・133

頸椎捻挫・・・・・・・・・・・・・・・・・・・・・・・・・・・・・・・・・・・287

ゲイトソリューション・・・・・・・・・・・・・・・・93

経年変化・・・・・・・・・・・・・・・・・・・・・・・・・・・・・・・・・・・・・94

高次脳機能障害・・・・・・・・・・・・・・・・・・・・・・・・・・・28

後縦靭帯骨化症・・・・・・・・・・・・・・・・・・・・・・・・・287

厚生労働省による重症度分類・・・・199

拘束性換気障害・・・・・・・・・・・・・・・・・199,・227

肯定的側面・・・・・・・・・・・・・・・・・・・・・・・・・・・・・・・・・38

硬膜外血腫・・・・・・・・・・・・・・・・・・・・・・・・・・・・・・・121

硬膜下血腫・・・・・・・・・・・・・・・・・・・・・・・・・・・・・・・122

絞扼感・・・・・・・・・・・・・・・・・・・・・・・・・・・・・・・・・・・・・・209

効率・・・・・・・・・・・・・・・・・・・・・・・・・・・・・・・・・・・・・・・・・・・・42

誤嚥性肺炎・・・・・・・・・・・・・・・・・・・・・・・・・・・・・・・199

呼吸障害・・・・・・・・・・・・・・・・・・・・・・・・・・・・・・・・・・・298

呼吸理学療法・・・・・・・・・・・・157,・203,・212

国際生活機能分類・・・・・・・・・・・・・・・35,・100

個人因子・・・・・・・・・・・・・・・・・・・・・・・・・・・・・・・・・・・・・35

骨間筋部萎縮・・・・・・・・・・・・・・・・・・・・・・・・・・・・317

固有受容性神経筋促通法・・・・・・・・・・・189

さ行
最大強制吸気量・・・・・・・・・・・・・・・・・・・・・・・・・223

猿手・・・・・・・・・・・・・・・・・・・・・・・・・・・・・・・・・・・・・・・・・・317

参加・・・・・・・・・・・・・・・・・・・・・・・・・・・・・・・・・・・・・・・・・・・・35

参加制約・・・・・・・・・・・・・・・・・・・・・・・・・・・・・・・・・・・・・37

ザンコリーの分類・・・・・・・・・・・・・・・・・・・・・300

視覚・触覚フィードバック・・・・・・・337

時間的多発・・・・・・・・・・・・・・・・・・・・・・・・・・・・・・・207

自己ROM運動・・・・・・・・・・・・・・・・・・・・・・・・・102

自己免疫疾患・・・・・・・・・・・・・・・・・・・・・・・・・・・・225

支持基底面・・・・・・・・・・・・・・・・・・・・・・・・・・・・・・・191

視床痛・・・・・・・・・・・・・・・・・・・・・・・・・・・・・・・・・・・・・・・・72

ジストロフィン・・・・・・・・・・・・・・・・・・・・・・・・・217

姿勢アライメント調整・・・・・・・・・・・・・・157

姿勢反射・・・・・・・・・・・・・・・・・・・・・・・・・・・・・・・・・・・・・78

実行可能性・・・・・・・・・・・・・・・・・・・・・・・・・・・・・・・・・42

シナジー・・・・・・・・・・・・・・・・・・・・・・・・・・・・・・・81,・82

しびれ・・・・・・・・・・・・・・・・・・・・・・・・・・・・・・・・・・・・・・209

ジャクソン（Jackson）テスト 
・・・・・・・・・・・・・・・・・・・・・・・・・・・・・・・・・・・・・・・・・・・・・291

灼熱感・・・・・・・・・・・・・・・・・・・・・・・・・・・・・・・・・・・・・・209

重症筋無力症・・・・・・・・・・・・・・・・・・・・・・・・・・・・233

手段的日常生活活動・・・・・・・・・・・・・・・・・・・・37

症候障害学的特性・・・・・・・・・・・・・・・・・・・・・・・18

上肢型・・・・・・・・・・・・・・・・・・・・・・・・・・・・・・・・・・・・・・197

小脳性運動失調・・・・・・・・・・・・・・・・・・・26,・185

褥瘡・・・・・・・・・・・・・・・・・・・・・・・・・・・・・・・・・・・・・・・・・・298

褥瘡好発部位・・・・・・・・・・・・・・・・・・・・・・・・・・・・304

褥瘡対策・・・・・・・・・・・・・・・・・・・・・・・・・・・・・・・・・・・304

除脳硬直・・・・・・・・・・・・・・・・・・・・・・・・・・・・・・・・・・・128

除皮質硬直・・・・・・・・・・・・・・・・・・・・・・・・・・・・・・・128

自律神経過反射・・・・・・・・・・・・・・・・・・・・・・・・・298

心筋障害・・・・・・・・・・・・・・・・・・・・・・・・・・・・・・・・・・・225

神経膠腫・・・・・・・・・・・・・・・・・・・・・・・・・・・・・・・・・・・133

神経興奮性検査・・・・・・・・・・・・・・・・・・・・・・・・・333

神経根症状・・・・・・・・・・・・・・・・・・・・・・・・・・・・・・・286

神経鞘腫・・・・・・・・・・・・・・・・・・・・・・・・・・・・・・・・・・・133

進行性筋ジストロフィー症・・・・・・・217

心身機能・身体構造・・・・・・・・・・・・・・・・・・・・35

心不全・・・・・・・・・・・・・・・・・・・・・・・・・・・・・・・・・・・・・・227

信頼性・・・・・・・・・・・・・・・・・・・・・・・・・・・・・・・・・・・・・・・・42

随意運動障害・・・・・・・・・・・・・・・・・・・・・・・・・・・・331

髄芽腫・・・・・・・・・・・・・・・・・・・・・・・・・・・・・・・・・・・・・・133

遂行機能障害・・・・・・・・・・・・・・・・・・・・・・・・・・・・126

髄膜刺激症状・・・・・・・・・・・・・・・・・・・・・・・・・・・・209

髄膜腫・・・・・・・・・・・・・・・・・・・・・・・・・・・・・・・・・・・・・・133

睡眠時呼吸障害・・・・・・・・・・・・・・・・・・・・・・・・・186

スパーリング（sparling）テスト 
・・・・・・・・・・・・・・・・・・・・・・・・・・・・・・・・・・・・・・・・・・・・・291

生活体力・・・・・・・・・・・・・・・・・・・・・・・・・・・・・・・・・・・・・94

性機能障害・・・・・・・・・・・・・・・・・・・・・・・・・・・・・・・209

性染色体劣性遺伝形式・・・・・・・・・・・・・・217

生態心理学的アプローチ・・・・・・・・・・・159



363索　　引

Index

脊髄空洞症・・・・・・・・・・・・・・・・・・・・・・・・・・・・・・・288

脊髄・頸髄損傷・・・・・・・・・・・・・・・・・・・・・・・・・297

脊髄疾患・・・・・・・・・・・・・・・・・・・・・・・・・・・・・・・・・・・288

脊髄腫瘍・・・・・・・・・・・・・・・・・・・・・・・・・・・・・・・・・・・289

脊髄症状・・・・・・・・・・・・・・・・・・・・・・・・・・・・・・・・・・・286

脊髄小脳変性症・・・・・・・・・・・・・・・・・・・・・・・・・183

脊髄ショック・・・・・・・・・・・・・・・・・・・・・・・・・・・・297

脊椎疾患・・・・・・・・・・・・・・・・・・・・・・・・・・・・・・・・・・・286

脊椎・脊髄疾患・・・・・・・・・・・・・・・・・・・・・・・・・286

咳の最大流量・・・・・・・・・・・・・・・・・・・・・・・・・・・・223

舌咽呼吸・・・・・・・・・・・・・・・・・・・・・・・・・・・・・・・・・・・223

セメス・ワインスタイン 
モノフィラメント知覚検査・・・・321

線維束性収縮・・・・・・・・・・・・・・・・・・・・・・・・・・・・198

遷延性意識障害・・・・・・・・・・・・・・・・・・・・・・・・・・・75

先行随伴性姿勢調節・・・・・・・・・・・・・・・・・・・・81

線条体黒質変性症・・・・・・・・・・・・・・・・・・・・・183

剪断損傷・・・・・・・・・・・・・・・・・・・・・・・・・・・・・・・・・・・118

先天性筋ジストロフィー症・・・・・・・280

せん妄・・・・・・・・・・・・・・・・・・・・・・・・・・・・・・・・・・・・・・・・21

増悪・・・・・・・・・・・・・・・・・・・・・・・・・・・・・・・・・・・・・・・・・・207

装具療法・・・・・・・・・・・・・・・・・・・・・・・・・・・・・・・・・・・295

総自動可動域・・・・・・・・・・・・・・・・・・・・・・・・・・・・322

阻害因子・・・・・・・・・・・・・・・・・・・・・・・・・・・・・・・・・・・・・38

促進因子・・・・・・・・・・・・・・・・・・・・・・・・・・・・・・・・・・・・・38

促通・・・・・・・・・・・・・・・・・・・・・・・・・・・・・・・・・・・・・・・・・・・・75

た行
ダイアスキシス・・・・・・・・・・・・・・・・・・・・・・・・・・・48

体位変換・・・・・・・・・・・・・・・・・・・・・・・・・・・・・・・・・・・212

代行性代償・・・・・・・・・・・・・・・・・・・・・・・・・・・・・・・・・13

代償性再学習・・・・・・・・・・・・・・・・・・・・・・・・・・・・・・13

代償的アプローチ・・・・・・・・・・・・・・・・・・・・・・・15

対側損傷・・・・・・・・・・・・・・・・・・・・・・・・・・・・・・・・・・・118

ダイナモメトリー・・・・・・・・・・・・・・・・・・・・・・・70

ダウン症候群・・・・・・・・・・・・・・・・・・・・・・・・・・・・274

唾液産生・・・・・・・・・・・・・・・・・・・・・・・・・・・・・・・・・・・157

多系統萎縮症・・・・・・・・・・・・・・・・・・・・・・・・・・・・183

多相性放電・・・・・・・・・・・・・・・・・・・・・・・・・・・・・・・228

立ち上がりの誘導・・・・・・・・・・・・・・・・・87,・88

妥当性・・・・・・・・・・・・・・・・・・・・・・・・・・・・・・・・・・・・・・・・42

多発神経炎・・・・・・・・・・・・・・・・・・・・・・・・・・・・・・・240

多発性筋炎・・・・・・・・・・・・・・・・・・・・・・・・・・・・・・・225

多発性硬化症・・・・・・・・・・・・・・・・・・・・・・・・・・・・207

多発性脳梗塞・・・・・・・・・・・・・・・・・・・・・・・・・・・・112

多発ニューロパチー・・・・・・・・・・・・・・・・・・240

短下肢装具・・・・・・・・・・・・・・・・・・・・・・・・・・・・・・・・・91

弾性緊迫帯・・・・・・・・・・・・・・・・・・・・・・・・・・・・・・・189

知覚探索・・・・・・・・・・・・・・・・・・・・・・・・・79,・80,・81

窒息死・・・・・・・・・・・・・・・・・・・・・・・・・・・・・・・・・・・・・・199

チネル徴候・・・・・・・・・・・・・・・・・・・・・・・・・・・・・・・323

注意障害・・・・・・・・・・・・・・・・・・・・・・・・・・・・・・・・・・・126

中枢神経再構成・・・・・・・・・・・・・・・・・・・・・・・・・・・13

長下肢装具・・・・・・・・・・・・・・・・・・・・・・・・・・・・・・・・・91

直接損傷・・・・・・・・・・・・・・・・・・・・・・・・・・・・・・・・・・・118

椎間孔圧迫テスト・・・・・・・・・・・・・・・・・・・・・292

椎間板ヘルニア・・・・・・・・・・・・・・・・・・・・・・・・・287

強さ時間曲線・・・・・・・・・・・・・・・・・・・・・・・・・・・・318

定位生検・・・・・・・・・・・・・・・・・・・・・・・・・・・・・・・・・・・136

低振幅・・・・・・・・・・・・・・・・・・・・・・・・・・・・・・・・・・・・・・228

デルマトーム・・・・・・・・・・・・・・・・・・・・・・・・・・・・300

天井効果・・・・・・・・・・・・・・・・・・・・・・・・・・・・・・・・・・・・・42

頭蓋咽頭腫・・・・・・・・・・・・・・・・・・・・・・・・・・・・・・・133

頭蓋内圧・・・・・・・・・・・・・・・・・・・・・・・・・・・・・・・・・・・122

頭蓋内圧亢進症状・・・・・・・・・・・・・・・・・・・・・135

動作分析・・・・・・・・・・・・・・・・・・・・・・・・・・・・・・・・・・・・・71

疼痛・・・・・・・・・・・・・・・・・・・・・・・・・・・・・・・・・・・・・・・・・・209

登はん性起立（Gowers徴候）・・・219

頭部外傷・・・・・・・・・・・・・・・・・・・・・・・・・・・・・・・・・・・118

動揺性歩行（waddling gait）・・・219

トリプレットリピート病・・・・・・・・・・・183

な行
二次性脳損傷・・・・・・・・・・・・・・・・・・・・118,・123

認知行動障害・・・・・・・・・・・・・・・・・・・・・・・・・・・・・・14

認知症・・・・・・・・・・・・・・・・・・・・・・・・・・・・・・・・・・・・・・350

寝返りの誘導・・・・・・・・・・・・・・・・・・・・・・・・・・・・・・85

熱非耐性・・・・・・・・・・・・・・・・・・・・・・・・・・・207,・216

脳環流圧・・・・・・・・・・・・・・・・・・・・・・・・・・・・・・・・・・・122

脳虚血スコア・・・・・・・・・・・・・・・・・・・・・・・・・・・・116

脳血管障害分類・・・・・・・・・・・・・・・・・・・・・・・・・・・45

脳血管性認知症・・・・・・・・・・・・・・・・・113,・350

脳血管性パーキンソニズム・・・・・・・113

脳梗塞の細分類・・・・・・・・・・・・・・・・・・・・・・・・・・・45

脳挫傷・・・・・・・・・・・・・・・・・・・・・・・・・・・・・・・・・・・・・・122

脳腫瘍・・・・・・・・・・・・・・・・・・・・・・・・・・・・・・・・・・・・・・133

脳腫瘍WHO分類・・・・・・・・・・・・・・・・・・・・・134

脳腫瘍のWHOグレード・・・・・・・・・・・136

脳性麻痺・・・・・・・・・・・・・・・・・・・・・・・・・・・・・・・・・・・250

脳卒中（維持期）・・・・・・・・・・・・・・・・・・・・・・・・・94

脳卒中（回復期）・・・・・・・・・・・・・・・・・・・・・・・・・67

脳卒中（急性期）・・・・・・・・・・・・・・・・・・・・・・・・・44

脳卒中重症度スケール・・・・・・・・・・・・・・・・69

脳卒中評価指標・・・・・・・・・・・・・・・・・・・・・・・・・・・51

脳卒中ユニット・・・・・・・・・・・・・・・・・・・・・・・・・・・16

脳低温療法・・・・・・・・・・・・・・・・・・・・・・・・・・・・・・・123

脳内血腫・・・・・・・・・・・・・・・・・・・・・・・・・・・・・・・・・・・122

は行
パーキンソニズム・・・・・・・・・・・・・・・・・・・・・185

パーキンソン病・・・・・・・・・・・・・・・・・・・・・・・・・165

胚細胞腫・・・・・・・・・・・・・・・・・・・・・・・・・・・・・・・・・・・133

排尿障害・・・・・・・・・・・・・・・・・・・・・・・・・・・・・・・・・・・298

排便障害・・・・・・・・・・・・・・・・・・・・・・・・・・・・・・・・・・・298

発汗テスト・・・・・・・・・・・・・・・・・・・・・・・・・・・・・・・322

鼻指試験・・・・・・・・・・・・・・・・・・・・・・・・・・・・・・・・・・・・・27

バランス運動・・・・・・・・・・・・・・・・・・・・190,・212

バランス練習・・・・・・・・・・・・・・・・・・・・・・・・・・・・102

バルビツレート療法・・・・・・・・・・・・・・・・・・123

反射検査・・・・・・・・・・・・・・・・・・・・・・・・・・・・・・・・・・・・・26

反射性交感神経ジストロフィー症 
・・・・・・・・・・・・・・・・・・・・・・・・・・・・・・・・・・・・・・・・・・・・・342

反応性・・・・・・・・・・・・・・・・・・・・・・・・・・・・・・・・・・・・・・・・42

晩発性放射線障害・・・・・・・・・・・・・・・・・・・・・138

ピアカウンセリング・・・・・・・・・・・・・・・・・・104

皮質性小脳萎縮症・・・・・・・・・・・・・・・・・・・・・183

皮質脊髄路・・・・・・・・・・・・・・・・・・・・・・・・・・・・・・・197

非対称性緊張性頸反射・・・・・・・・・・・・・・128

ピックアップ検査・・・・・・・・・・・・・・・・・・・・・322

否定的側面・・・・・・・・・・・・・・・・・・・・・・・・・・・・・・・・・38

ビデオ内視鏡検査・・・・・・・・・・・・・・・・・・・・・154

皮膚筋炎・・・・・・・・・・・・・・・・・・・・・・・・・・・・・・・・・・・225

びまん性軸策損傷・・・・・・・・・・・・・・・・・・・・・122

病的共同運動・・・・・・・・・・・・・・・・・・・・・・・・・・・・331

ファレン徴候・・・・・・・・・・・・・・・・・・・・・・・・・・・・323

フェイススケール・・・・・・・・・・・・・・・・・・・・・・・72



364 脳・神経系リハビリテーション

Index

複合性局所疼痛症候群・・・・・・・・・・・・・・342

福山型先天性筋ジストロフィー 
・・・・・・・・・・・・・・・・・・・・・・・・・・・・・・・・・・・・・・・・・・・・・280

不整脈・・・・・・・・・・・・・・・・・・・・・・・・・・・・・・・・・・・・・・227

プッシュアップ・・・・・・・・・・・・・・・・・・・・・・・・・308

物理療法・・・・・・・・・・・・・・・・・・・・・・・・・・・・・・・・・・・294

プレーシング・・・・・・・・・・・・・・・・・・・・・・・・77,・78

ブレーデンスケール・・・・・・・・・・・・・・・・・・・・59

フレンケル体操・・・・・・・・・・・・・・・・・・・・・・・・・189

フローマン徴候・・・・・・・・・・・・・・・・・317,・323

平衡速動反応・・・・・・・・・・・・・・・・・・・・・・・・・・・・・・27

ペナンブラ・・・・・・・・・・・・・・・・・・・・・・・・・・・・・・・・・56

ヘリオトロープ疹・・・・・・・・・・・・・・・・・・・・・226

片脚立位保持時間・・・・・・・・・・・・・・・・・・・・・168

変形性頸椎症・・・・・・・・・・・・・・・・・・・・・・・・・・・・287

変性型認知症・・・・・・・・・・・・・・・・・・・・・・・・・・・・350

膀胱・直腸障害・・・・・・・・・・・・・・・・・・・・・・・・・209

放射線療法・・・・・・・・・・・・・・・・・・・・・・・・・・・・・・・138

豊富な環境・・・・・・・・・・・・・・・・・・・・・・・・・・・・・・・・・18

歩行の誘導・・・・・・・・・・・・・・・・・・・・・・・・・・・・・・・・・87

歩行誘導・・・・・・・・・・・・・・・・・・・・・・・・・・・・・・・・・・・・・89

歩行練習・・・・・・・・・・・・・・・・・・・・・・・・・・・・・・・・・・・190

ポジショニング・・・・・・・・・・・・・・・・・・・・・・・・・304

母指探索検査・・・・・・・・・・・・・・・・・・・・・・・・・・・・・・25

補装具適応判断・・・・・・・・・・・・・・・・・・・・・・・・・104

ま行
末梢神経損傷・・・・・・・・・・・・・・・・・・・・・・・・・・・・312

麻痺側集中使用練習・・・・・・・・・・・・・・・・・・102

味覚検査・・・・・・・・・・・・・・・・・・・・・・・・・・・・・・・・・・・333

ミニメンタルステート検査・・・・・・・・・72

酩酊・・・・・・・・・・・・・・・・・・・・・・・・・・・・・・・・・・・・・・・・・・・・21

迷入再生・・・・・・・・・・・・・・・・・・・・・・・・・・・・・・・・・・・331

メロシン欠損型先天性 
筋ジストロフィー・・・・・・・・・・・・・・・・・・280

メロシン陽性型先天性 
筋ジストロフィー・・・・・・・・・・・・・・・・・・280

もうろう状態・・・・・・・・・・・・・・・・・・・・・・・・・・・・・・21

や行
柳原40点法（柳原法）・・・・・・・・・・・・・335

病型分類・・・・・・・・・・・・・・・・・・・・・・・・・・・・・・・・・・・228

誘発筋電図検査・・・・・・・・・・・・・・・・・・・・・・・・・333

床効果・・・・・・・・・・・・・・・・・・・・・・・・・・・・・・・・・・・・・・・・42

指離れ徴候・・・・・・・・・・・・・・・・・・・・・・・・・・・・・・・317

陽性徴候・・・・・・・・・・・・・・・・・・・・・・・・・・・・・・・・・・・・・36

予期的姿勢調節・・・・・・・・・・・・・・・・・・・・・・・・・・・27

予後の推定・・・・・・・・・・・・・・・・・・・・・・・・・・・・・・・228

ら行
ランチョ・ロス・アミゴス尺度 
・・・・・・・・・・・・・・・・・・・・・・・・・・・・・120,・121,・126

リーチ活動・・・・・・・・・・・・・・・・・・・・・・・・・・・81,・88

利得・・・・・・・・・・・・・・・・・・・・・・・・・・・・・・・・・・・・・・・・・・・・42

良肢位保持・・・・・・・・・・・・・・・・・・・・・・・157,・212

リンクル（皺）テスト・・・・・・・・・・・・・・323

涙分泌検査・・・・・・・・・・・・・・・・・・・・・・・・・・・・・・・332

レイノー現象・・・・・・・・・・・・・・・・・・・・・・・・・・・・226

レイミステ反応・・・・・・・・・・・・・・・・・・・・・・・・・・・78

ロッカー機能・・・・・・・・・・・・・・・・・・・・・・・・91,・92

わ行
鷲手・・・・・・・・・・・・・・・・・・・・・・・・・・・・・・・・・・・・・・・・・・317

ワニの涙・・・・・・・・・・・・・・・・・・・・・・・・・・・・・・・・・・・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