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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feedback devices have been used successfully to improve head control and 
symmetrical walking in cerebral palsied children. Biofeedback of postural sway was 

investigated as a therapeutic technique to reduce postural abnonnality in 24 selected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Subjects were evaluated their weight distribution of both 
sides during their standing before and after the visu머 and auditory feedback training. 
The effectiveness of biofeedback was compared to conventional physical therapy 
practices in reestabilishing symmetrical standing in cerebral palsied children. Our study 
found biofeedback was effective in training symmetrical standing po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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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발달장애 아통의 50%이상을 차지하는 뇌 

성마비는 뇌신경 조직이 성숙되기 전에 뇌의 

손상 또는 병변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진행성 

운동 및 자세의 장애를 말한다 (Bax, 1964; 

Capute, 1973; Phels 둥， 1984). 뇌 성 마비 아 

동이 갖고있는 운동과 자세에 대한 문제점은 

몸의 비정상적 흔들림이 증가 하고， 자주 건 

측의 하지로 체중이 이동됨으로 인해， 서기 

자세나 걷기 자세에서의 평형능력이 감소되 

며， 하지의 체중지지 도중 서기자세에서 비대 

청의 원인이 된다CDolores， 1988). 뇌성마빅 

아동들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충분하 

지만， 환측 다리가 균형적인 체중 지지면의 

위치에 대하여 인식치 못하는 감각정보의 손 

상과， 양측의 고관절 사이에서 무게중심을 체 

중지지면 위에 유지하는 능력의 감소 때푼에， 

비정상적인 몸의 흔들림이 증가하고， 균형적 

인 서기 자세를 유지하고 조절하는데 어렵게 

된다 (Shumway- Cook 둥， 1988). 

정상적인 평형은 최소한의 자세 흔들림 속 

에서 신체의 무게 중심올 유지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자세조절은 감각정보와 운동의 상 

호 균형속에서 이루어진다. 운동파정은 폼통 

의 근육과 하지 근육들의 자세 협동반웅 

(postural response synergy)의 조화이 며 , 감 
각과정은 체감각(고유감각， 피부감각， 관절)， 

시감각， 전정기관으로 부터 입력되는 정보를 

조직 화 하는 과정 이 다(Barbara， 1989). 

뇌성마비 아동의 치료법 중 감각되먹임 기술 

은 손상된 감각과 운동기능에 적용되는 것으로 

써， 감각되먹임에 포함되는 움직임이나 반웅은 

직접적으로 감각 정보 통로를 통해서 아이들에 

게 전달된다. 감각되먹임은 환자가 의식적으로 

감각계 그리고， 운동계를 재측정 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감각정보를 

공급하는 것 이 다(Hamman 둥， 1992). 
감각되먹임은 체중지지 능력을 증가시켜 보 

행에 도움을 주는 치료에 사용되었으나， 과거 

자세 교정을 위한 감각되먹임 훈련 중 서기 자 

세는 걷는 동작이 발달하는데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지만， 서기 자세의 훈련은 하지의 체중 

부하 능력의 질적인면 보다는 양적인 면만올 

강조하여 서기자세의 시간적인 면만을 증가시 

키려 고했다. 따라서 뇌성 마비 아동의 서기 

자세를 유지하는데 있어 좌우 대청적 자세를 

고려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서기 자세를 유도 

하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체중부하 

의 질적인면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적 서기 

자세에서의 뇌성마비 아동의 좌우체중 분포를 

측정하고， 시각 및 청각 되먹엄을 사용하여 뇌 

성마비 아동의 좌우 대칭적 서기자세를 훈련시 

켜 그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 18 -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 1권 제 1호 

KAUTPT Vol. 1 No. 1. 1994.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본 연구의 대상은， 1993년 8월 서울 소재의 

복지관 물리치료실로 외래치료를 받고 있던 뇌 

성마비 아동중 다음 세가지 조건에 맞는 환자 

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 의학적으로 뇌성마비로 인한 운동장애로 

진단 받은 환자이어야 한다. 

나. 연구자가 지시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협 

조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다. 타인의 물리적인 도움없이 실험기구에서 

10분이상 독립적으로 서기가 가능해야 한다. 

연구기 간은 1993년 8월 16일 부터 동년 8월 21 

일 까지 였다. 

2. 용어의 정의 

가. 이론적 안정점 Oimit of stability): 체중지 
지면의 변화 없이 각 관절의 웅직임 만으로 균 

형이 유지될 수 있는 이론적 범위. 

나. 신체의 흔들림 (postur머 sway): 체중 지 
지면의 변회 없이 전후화우 체중을 이동시키는 것. 

다. 환측(affec않d side): 편마비아동의 경우 
의학적으로 진단된 쪽을 환측으로 간주 했으 

며， 양측성 마비와 무정위성 운동의 경우 체중 

부하가 적은 쪽을 환측으로 정했다. 

3. 평가도구 및 평가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체중의 좌우 분포를 백 

분율로 측정할수 있는 균형기계 (Limloader )0를 

사용했으며，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컴퓨터의 모니터를 대상자가 보지 못하 

도록 돌려놓는다. 

나. 컴퓨터에서 나오는 음향효과를 제거한다. 

다. 검사시 대상자 주위 에 가족과 검사자 이 

외에는 없도록 하며， 검사도중 가족이 말하지 

않도록 한다. 

1) Sak혀 model : LLD-2αlO!LLD-2100 Ver 1.21 

라. 검사도구에 대상자를 올라서게 하고 대 

상자에게 “편하게 서 있어요”라고 말한다. 

마. 대상자의 몸무게를 측정한다. 

바. 대상자의 좌우 체중 분포를 측정한다. 

사. 컴퓨터 모니터를 대상자가 볼 수 있도 

록 돌려놓고， 음향효과도 켜 놓는다. 

아. 화우 50%의 체증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대상자에 게 “양쪽을 똑같이 해봐요” 라고 말 

한다. 

자. 이론적 안정점을 좌우 50% 입력한 후 

대상자가 자신의 무게중심을 중심선에 맞추 

도록 하고， 환측의 이론적 안정점까지 무게 

중심을 이동시킨후 다시 무게 중심을 중심선 

에 맞추도록 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건측도 

실시 한다. 이때 대상자에게는 “노란 화살표 

를 초록색 줄에 맞쳐봐요” 그리고 다시 “빨 

간 선까지 움직여 봐요” 라고 말한다. 

차. 이론적 안정점을 좌우 50%로 설정한 

후 중심선에 무게중심을 계속 유지 시키도록 

한다. 이때 대상자에게 “빨간선에 하얀선을 

맞추어 봐요” 라고 말한다. 

카. 컴퓨터의 모니터를 대상자가 보지 못하 

도록 돌리고， 음향효과도 제거한다. 

타. 아동에게 “편하게 서 있어요” 라고 말 

한후 화우 체중 분포를 측정한다. 

파. 훈련이 끝난후 각각 5분， 15분， 30분 후 

에 화우 체중분포를 측정한다. 

아동 체중분포는 아동이 서기 자세가 안정 

되는 점을 기준으로 10초 이내에 모니터상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중간값을 측정했으며， 훈 

련시 시각 및 청각 되먹임 이외에 적절한 음 

성 명령을 사용하였다. 각 훈련시간은 3분으 

로 정하며， 기타 훈련 방법을 바꾸는 시간과 

측정시간을 합쳐 아동이 서기 자세를 유지하 

는 시간은 10분이었다. 

4. 분석방법 

훈련전후의 환측 체중분포 변화는 짝비교 

t 검 정 (p밍red t-test)을 사용하였고， 환측에 따 
른 훈련 효과는 t 검정(t-test)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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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걸과 

l.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24명중 남자가 14명 (58.3%) ， 여 

자가 10t정 (41.7%)이었으며， 연령분포는 만 3 

가 6명 (25%)， 무정위성운동이 1명 (4.1%)이었 

으며， 좌우편마비 아동이 17명 (70.8%)으로 제 

일 많았다(표2). 

3. 훈련 전 서기 자세의 체중분포 

세에서 9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6세였다(표1). 환측과 건측의 체중분포는 다음과 같다. 단 
양측성 마비와 무정위성 운동의 경우 심각한 

2. 대상자의 운동장애 유형 쪽올 환측으로 간주 하였으며， 체중 분포는 
건측이 평균 64.2%로 환측의 평균 35.8%보다 

연구대상자 24명중 우측 편마비가 12 많았다(표3). 
(50%), 화측 편마비가 5명 (20.8%)， 양측성마비 

표1. 연구대상자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 

남 (%) 여 (%) 계 (%) 

3세 1 ( 7.1) o ( 0.0) 1 ( 4.0) 
4 1 ( 7.1) 2 (20.0) 3 (12.6) 
5 2 (14.2) 3 (30.0) 5 (20.8) 
6 3 (21.5) 1 (10.0) 4 (16.6) 
7 3 (21.5) o ( 0.0) 3 (12.6) 
8 1 ( 7.1) 2 (20.0) 3 (12.6) 
9 3 (21.5) 2 (20.0) 5 (20.8) 

14(100.0) 10 (100.0) 24(100.0) 

표2. 연구대상자의 운동 장애 유형 

유형 남 (%) 여 (%) 계 (%) 

우측편마비 9 (64.3) 3 (30.0) 12 (50.0) 
화측 편마비 2 (14.3) 3 (30.0) 5 (21.0) 
양측성 마비 3 (21.4) 3 (30.0) 6 (25.0) 
무정위 운동 o ( 0.0) 1 (10.0) 1 ( 4.0) 

14 (100.0) 10 (100.0) 24 (100.0) 

표3. 훈련전 체중분포 (%) 

환 측 건 측 계 

35.8土7.6 64.2土7.6 100 

(평균 t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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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훈련 전과 직후의 서기자세의 체중분포 변화 6. 환측의 방향에 따른 훈련 효과 

훈련 전 환측의 체중지지는 평균 35.7%에 우측이 환측인 뇌성마비 아동의 체중지지 

서 훈련직후 평균46%로 증가했으며 훈련 5 량 증가는 46.4%였으며 좌측이 환측인 경우 

분 46.1%로 가장많이 증가했으며 그후 30분 증가량은 45.3% 였다. 환측의 방향에 따른 

까지 서서히 감소했다. 훈련전과 훈련후 30분 훈련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후까지의 체중분포 변화는 통계학적으로 유 다(표5). 

의 한 차이 가 있다(표4) .. 

표5. 환측의 방향에따른 훈련 효과 (%) 

표4. 푼련 전과 후의 서기자세에서의 체중분포의 
변화 환측의 방향 체중분포 Prob. 

특 성 체중분포 Prob. 

훈련전 35.7 ::t 7.6 
훈련직후 46.0 土 4.8 0.00* 
훈련5분 후 46.1 ::t 5.0 0.00* 
훈련15분 후 43.3 :t 4.3 0.00* 
훈련30분 후 41.1 :t 4.6 0.01‘ 

(평균 土 표준편차) 

5. 훈련전후의 서끼자세의 체중분포 변화 

우 측 46.4 土 4.469 0.612* 
화 측 45.3 土 5.612 

(평균 土 표준편차) 

N. 고촬 

1. 실험 방법에 대한 고찰. 

감각되먹임을 이용한 치료방법올 뇌성마비 

아동에게 적용하는데 있어서， 아동이 모니터 

에 집중하고 계속적으로 감각을 받아들여야 

훈련 전과 후의 서기자세에서의 체중분포 하지만， 종종 집중력을 잃기 때문에 적절한 
의 변화는 훈련 직후보다 훈련 5분후에 가장 음성명령 및 모니터상에 나타나는 도형 및 
많은 체중을 환측이 지지했으며 그후 서서히 그림 의 변화를 다양하게 주어 야한다(Dolores 

둥， 1988). 따라서 본 실험은 아동에 게 각기 
다른 세가지 방법을 통하여 화우 대칭적 서 

감소했다. (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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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훈련 전후의 서기 자세의 체중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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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세률 유지하는 훈련을 시켜 지루하지 않 

도록 하고， 계속적으로 흥미를 끌수 있도록 

하였다. 치료방법중 감각되먹임을 이용한 신 

체의 흔들립 (postural sway)은 뇌성마비 아동 

에게 평형반웅， 보호적 신전반웅과 같은 효과 

를 중진시킬수 있으며， 특히 편마비와 양측성 

마비 아동에게는 자신의 체중지지를 스스로 

느낌으로써 고유감각올 발달시킬수 있는 장 

점이 있다(Beals， 1969). 감각되먹임을 통하여 

신체의 흔들립올 아동에게 적용하는데 있어 

서 무게중심 변화의 범위，속도，방향을 고려해 

야하는데 (Barbara, 1989), 본 실 험 에 서 는 무 

게중심 변화의 범위는 뇌성마비아동의 무게 

중심이 체중지지면을 벗어나기 직전까지 이 

동할수 있게 하였고， 변화의 속도는 정해진 

범위까지 6초이내에 도달할수 있도록 하였으 

며， 그 이전에 도달한 경우 지속적으로 6초동 

안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변수중 무게 

중심 변화의 범위는 컴퓨터에서 임의로 계산 

되어졌으며， 변화의 속도는 모니터에 업력시 

킨 시간을 사용했는데， 6초이내에 정해진 범 

위까지 도달하지 못한 아동은 다시 무게중심 

올 중심선에 맞추고， 건측의 정해진 범위까지 

이동하도록 했다. 체중이동 방향은 균형기계 

기능상의 제한으로 인해 전후방향은 실시하 

기 어려워 좌우 방향만 실시 하였다. 

감각되먹엄을 사용하는데 문제점은 본 실 

험올 실시함에 있어서 뇌성마비아동의 유형 

이 편마비와 양측성마비에 편중되어 었기 때 

문에 전체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적용하 

기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아동이 치료에 

직접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치료방법에 대 

하여 이해할수 있어야 하는데， 뇌성마비 아동 

의 대부분이 치료방법을 이해못하는 경우가 

많아 감각되먹임을 이용한 치료를 적용할수 

있는 아동이 한정적이라는 문제점이 었다. 그 

러나 실험방법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서기 자 

세가 가능한 아동의 경우 서기 자세에서의 

화우 체중분포를 측정하고， 일반적인 치료 후 

서기자세 능력의 중진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 

가할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할수 있는 장점 이 

있다. 특히 아동이 치료받는 동안 수동적으로 

치료에 참여함으로， 체중이동이 아동의 능동 

적 조절에 의해 이루어 지지않았고， 물리치료 

시간의 제한으로 아통이 가지고 있는 습관적 

자세를 계속 유지하게 되며， 좋지않은 자세로 

보내는 시간이 많게 됨에 따라 보상작용， 기 

형， 그리고 관절의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것에 비하여 되먹 임 훈련은 뇌성마비아 

동 스스로가 치료에 참여하고 올바른 자세를 

스스로 인식할수 있도록 하여 그 자세를 계 

속적으로 유지하여 정상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2. 실험 결과에 대한 고찰 

일반적인 서기 자세에서의 뇌성마비 아동 

들의 서기자세는 환측(35.7%)보다 건측 

(64.3%)이 체중올 더 많이 지지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Hamman 둥(1992)의 연구 결과와 

같았다. 그리고 훈련 후에 뇌성마비 아동들의 

좌우대칭적 서기 자세는 중가되었으나， 훈련 

직후보다 훈련 후 5분이 지났을때에 그 증가 

치가 높은것은 10분동안의 감각 되먹임을 통 

한 서기 자세 훈련이 아동들에게 피로를 줄 

수 있는 기간이 될수 있는것으로 생각되며， 

훈련후 30분이 지난 다음의 변화값은 측정하 

지 못하였기 때문에 훈련 지속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수가 없었다. 훈련효과가 나이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 

처리를 해서 나이에 따른 훈련효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값을 구했지만， 아동의 

연령이 일정하게 분포하지 않아 결과에서 제 

외되었다. 신체의 흔들립 효과가 체중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했으나， 신 

체의 혼들립을 통하여 감각되먹염을 시키는 

방법과 아동의 체중을 하지에 똑같이 부하시 

키는 방법을 동시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 

실험에서는 신체 혼들림만의 효과는 알수없 

었다. 이후 연구에서는 신체의 혼들립만의 효 

과를 제시할수 있는 실험방법올 사용하여 연 

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환측의 방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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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훈련의 효과는 의의가 없었는데， 양측성 

마비의 경우 체중부하를 적게하는 쪽을 환측 

으로 계산하였으므로 환측의 방향에 따른 훈 

련 효과를 분석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뇌성마비 치료에서 자극이 많을수록， 잦을 

수록 치료효과는 좋은것으로 알려져있으나， 

본 실험에서 훈련시간은 10분으로 아동에게 

적용했을때， 아동이 피로감을 느끼고 휴식 후 

좌우 대칭서기가 증가한것으로 보아 아동에 

게 가장 좋은 치료시간과 치료 횟수는 앞으 

로 연구가 필요하다. 

V. 결론 

서울 소재의 복지관내 외래치료중인 뇌성 

마비 아동중 독립적 서기 자세가 가능한 24 

명을 대상으로 시각및 청각 되먹임을 사용하 

여 좌우 대칭적 서기 자세 훈련을 시킨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 연구 대상자 24명 이 환측 (35.8%)보다 

건측(64.2%)에 체중을 더 많이 분포하고 있 

었다. 

나. 훈련전에 환측에 평균적으로 체줌의 

35.8%를 지지했으며， 훈련직후에는 46%를 지 

지했고， 훈련 5분후에 46.1%로 가장많은 체 

중을 분포했으며， 30분까지 서서히 감소했다. 

훈련 전과 30분까지의 훈련효과는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 환측의 방향에 따른 훈련 효과 차이는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때 뇌성마비 아동에게 균 

형기계를 사용한 시각 및 청각 되먹임은 좌 

우 대칭적 서기자세의 향상에 도움을 줄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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