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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a more effective balance training metho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4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7 males, 7 females) being

treated at Seran Pediatric Developmental Research Center in Taegu. Two groups of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everyday trained group, every-other-day trained group)

were evaluated with visual & auditory feedback. Evaluation and training device was

Balance Performance Monitor (BPM) Dataprint Software Version 5.3.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f the balance score between the pre-

and the post-training in both group (p<.05), but there was no difference of the

balance score between two groups (p<.05). In conclusion, it is likely that the vis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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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uditory feedback in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was effective in improving

standing balance, bu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everyday trained group and

every-other-day trained group.

Key Words: Cerebral palsy; Visual and auditory feedback; Balance.

Ⅰ. 서론

뇌성마비 아동이란 출생 전, 출생 시, 출생

후의 비진행성 뇌병변으로 인하여 자세를 잡

거나 움직일 때 필요한 근육의 협응에 영구

적이며 변화될 수 있는 장애 아동들을 말한

다(Bobath centre, 1993). 뇌성마비 아동의 가

장 큰 문제점들은 몸의 흔들림이 비정상적으

로 증가하고, 건측 하지로 체중이 이동됨으로

인해 서기나 걷기에서 평형능력의 감소이다.

이러한 하지 체중지지 특성은 아동의 비대칭

적 서기 자세의 원인이 된다(Dolores, 1988).

정상적 서기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원인

중의 하나는 하지의 체중지지와 관련된 감각

계의 손실이다. 따라서 감각계가 손실된 뇌성

마비 아동은 적절한 감각자극 입력을 통한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임상에서는 감

각되먹임(sensory feedback)을 이용한 치료기

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 치료기법은 손상된

감각과 운동기능에 적용되는 것으로써, 감각

되먹임에 포함되는 움직임이나 반응은 직접

적으로 감각정보 통로를 통해서 아동에게 전

달되어진다. 감각 되먹임은 환자가 의식적으

로 감각계 그리고 운동계를 재측정 할 수 있

는 조직적이고 직접적이며 지속적인 감각정

보를 공급하는 것이다(Hamman 등, 1992).

또한 일반적인 물리치료 방법보다 감각 되먹

임을 이용한 체중이동 훈련이 편마비 환자들

의 기립시 비대칭성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

이다(Shumway-Cook 등, 1988). 뇌성마비의

치료에서 감각 되먹임은 대칭적 서기 자세를

향상시키고(Seeger 등, 1981, 1983), 원위근

조절을 증가시키며(Robertson 등, 1984), 머

리 조절을 향상시킨다(Wooldridge 등, 1976;

Catanese 등, 1984).

Hamman 등(1992)의 연구에서는 균형에

문제가 없는 정상인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은 1일 1회 총 5회의 치료를 실시하

였고, 다른 집단은 1주 1회 총 5회의 동일한

훈련을 실시한 결과, 매일 할 때와 주 단위로

할 때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박준영

등(1997)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시각적 되먹임

을 이용하여 서기 균형 훈련을 실시하였을

때, 훈련 시간을 2분 동안 지속적으로 적용한

것과 30초 훈련하고 1분 휴식하면서 총 2분

을 간헐적으로 훈련시킨 결과, 지속적으로 시

키는 것보다 간헐적으로 중간에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개

인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

로 총 5회의 훈련을 5일 동안 매일 지속적으

로 훈련하는 지속적인 방법과 격일 단위로

총 5회를 훈련하는 간헐적인 방법에 의한

시․청각 되먹임의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뇌

성마비 아동의 서기 훈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동치료에 적용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뇌성마비로 진단 받고 대구 광역시에 소재

한 세란소아발달연구소에서 1주에 3회나 5회

40분씩 개별적으로 운동치료를 받고 있는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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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험에 사용된 도구(BPM)

성마비 아동들 중, 독립적 서기 자세가 가능

하고 시각이나 청각에 손상이 없는 14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에 앞서 균형

평가 기구(balance performance monitor:

BPM)로 균형능력을 평가하여 비슷한 점수를

획득한 대상끼리 짝을 지어 7명씩 2군으로

나누어서 지속적 훈련군은 하루에 한번씩 매

일 총 5회 훈련을 실시하였고, 간헐적 훈련군

은 이틀에 한번씩 총 5회의 훈련을 실시하였

다. 모든 연구대상에게는 기존에 행하여 오던

신경발달치료법에 근거한 운동치료 35분과 5

분의 시․청각 되먹임 훈련을 실시하였다.

검사 및 훈련기간은 2000년 2월 7일에서

2000년 3월 3일까지 4주간으로, 훈련 전 검사

단계(pre-treatment test phase)에서 각 아동

을 1회 30초간 3회씩 측정하였으며, 훈련 단

계(treatment phase) 동안 지속적 훈련군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주간 5회 치료를, 간

헐적 훈련군은 격일로 2주에 걸쳐 5회 치료

를 실시하였다. 훈련 후 검사 단계(post-

treatment test phase)는 마지막 훈련 3일 후

에 측정하였다.

2. 실험 방법

가. 훈련 및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균형능력 검사를 위하여 타

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영국의 SMS Health

Care 사에서 제작한 Balance Performance

Monitor (BPM) Dataprint Software Version

5.3을 사용하였다(그림 1). 이 균형측정기구에

는 컴퓨터와 되먹임용 화면응시 장치(display

console)가 연결되어 있고, 되먹임용 화면응

시 장치는 발판(footplate)과 연결되어 대상자

의 측면 체중이동정도와 전후 체중이동정도,

그리고 시간대별 균형 흔적(center of

balance trace)을 발판의 센서가 감지하여 결

과를 컴퓨터 스크린상에 수치화 및 그래프로

나타나도록 고안된 장치이다.

BPM은 다양한 시․청각 되먹임을 주기

위해 고안된 가볍고 이동이 간편한 균형 측

정기구로서 시각 정보는 전․후 방향과 좌․

우 방향으로 대칭적인 체중지지를 했을 경우

에는 되먹임용 화면응시 장치상에 초록색 불

빛이 나타나고 비대칭적인 방향으로 편위되

었을 경우에는 점차 붉은 빛이 진하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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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훈련군(%) 간헐적 훈련군(%)

성별 남아 3(42.8) 4(57.2)

여아 4(57.2) 3(42.8)

월령(개월) 25～36 1(14.3) 1(14.3)

37～48 2(28.6) 1(14.3)

49～60 2(28.6) 0( 0.0)

61～72 2(28.6) 3(42.8)

73～84 0( 0.0) 2(28.6)

계 7 7

표 1. 연구대상자의 성별, 월령별 분포 (단위: 명)

나 청각 신호는 대칭적인 체중지지를 했을

경우에는 부저음이 울리지 않고, 전․후 방향

과 좌․우 방향으로 대칭적인 체중지지를 하

지 않았을 경우 부저음이 울려서 청각 되먹

임을 주도록 고안되어 있다.

나. 실험절차

대상자는 설치된 발판 위에 올라가 서기

자세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이 때 팔은 체간

에 나란히 늘어뜨린 자세를 취하고 양발사이

의 너비는 어깨 너비로 하였으며, 편안한 의

복을 착용하고 맨발로 측정하였다.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훈련 전․후

각각 1회 30초간 3회를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조사된 각 항목을 부호화한

후,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프로그

램을 이용하였고, 통계학적 유의수준 α는

.05로 하였다. 지속적 훈련군과 간헐적 훈련

군의 성, 연령, 진단 유형, 그리고 치료 기간

등, 특성별 분포의 차이를 백분율로 비교하였

으며, 통계적 검증은 χ2-검정을 이용하였다.

시․청각 되먹임 훈련 전후에 측정한 값 사

이의 유의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윌콕슨

부호순위검정(Wilcoxon signed-rank test) 기

법을 사용하였으며, 훈련 전후 간헐적인 방법

과 지속적인 방법 사이의 유의한 차이를 비

교하기 위해 공분산 분석(analysis of covar-

iance: ANCOVA) 기법을 사용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가. 연구대상자의 성별, 월령별 분포

연구대상자 14명 중 지속적 훈련군에서는

남아 3명, 여아 4명이었고, 간헐적 훈련군에서

는 남아 4명, 여아 3명이었다. 평균 월령(평균

±표준편차)은 지속적 훈련군에서는 51.6±

14.9개월 이었고, 간헐적 훈련군에서는 61.3±

14.9개월 이었다(표 1).

나. 연구대상자의 진단명 및 치료기간 분포

대상자들의 유형을 WHO(1985)의 분류

(modern classification)에 따라 구분하여 보

면, 지속적 훈련군에서는 경직성 양마비가 3

명, 경직성 편마비가 2명, 무정위성이 1명, 혼

합형이 1명 이었으며, 간헐적 훈련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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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훈련군 간헐적 훈련군

진단명 경직성 양마비 3(42.8%) 3(42.8%)

경직성 편마비 2(28.6%) 2(28.6%)

무정위성 1(14.3%) 2(28.6%)

혼합형 1(14.3%) 0( 0.0%)

치료받은 기간(개월) 1-12 2(28.6%) 0( 0.0%)

13-24 3(42.8%) 3(42.8%)

25-36 0( 0.0%) 1(14.3%)

37-48 2(28.6%) 1(14.3%)

49-60 0( 0.0%) 2(28.6%)

계 7 7

표 2. 연구대상자의 진단명 및 치료기간 분포 (단위: 명)

훈련전 훈련후 훈련후-훈련전
p
*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동요거리(㎜) 945.9±563.5 710.3±438.1 -235.6±157.5 .0

체중분배율(%) 34.2±7.6 40.5±4.0 6.3±5.2 .0

최대속도(㎜/s) 513.6±252.7 378.0±314.4 -135.6±138.4 .0

*
p<.05

표 3. 지속적 훈련군의 훈련 전․후 비교

경직성 양마비가 3명, 경직성 편마비가 2명,

무정위성이 2명 이었다. 치료 받은 평균기간

(평균±표준편차)은 지속적 훈련군에서는 22

±14.6개월 이었고, 간헐적 훈련군에서는 34

±16.4개월 이었다(표 2).

2. 각 연구대상군의 훈련 전․후 비교

아동이 두발기립용 발판에 30초 동안 기립

하고 있을 때, 체중심이 흔들린 거리인 동요

거리와 아동의 체중심이 흔들리는 최대속도,

아동의 마비측 하지에 실리는 체중분배율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가. 지속적 훈련군의 훈련 전․후 비교

지속적 훈련군의 훈련전의 동요거리 평균

은 945.9 ㎜, 체중분배율은 34.2%, 최대속도

는 513.6 ㎜/s 이었으며, 훈련후의 동요거리

는 710.3 ㎜, 체중분배율은 40.5%, 최대속도

는 378.0 ㎜/s 이었다. 지속적 훈련군에서 훈

련 전․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윌콕슨

부호순위검정을 시행한 결과 동요거리, 체중

분배율, 최대속도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

(p<.05)가 있었다(표 3).

나) 간헐적 훈련군의 훈련 전․후 비교

간헐적 훈련군의 훈련 전의 동요거리 평균

은 1089.3 ㎜, 체중분배율은 30.6%, 최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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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전 훈련 후 훈련 전-훈련 후
p
*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동요거리(㎜) 1089.3±640.2** 663.3±563.5 -426.0±194.2 .0

체중분배율(%) 30.6±8.7 39.6±8.7 9.0±5.9 .0

최대속도(㎜/s) 549.3±164.1 317.9±235.0 -231.4±118.9 .0

*
p<.05

표 4. 간헐적 훈련군의 훈련 전․후 비교

훈련 전 훈련 후 변화량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동요거리(㎜) 지속적 훈련군 945.9±563.5 710.3±438.1 -235.6±157.5 .1

간헐적 훈련군 1089.3±640.2 663.3±563.5 -426.0±194.2

체중분배율(%) 지속적 훈련군 34.2±7.6 40.5±4.0 6.3±5.2 .4

간헐적 훈련군 30.6±8.7 39.6±8.7 9.0±5.9

최대속도(㎜/s) 지속적 훈련군 513.6±252.7 378.0±314.4 -135.6±138.4 .2

간헐적 훈련군 549.3±164.1 317.9±235.0 -231.4±118.9

표 5. 지속적 훈련군과 간헐적 훈련군의 비교

는 549.3 ㎜/s 이었으며, 훈련 후의 동요거리

는 663.3 ㎜, 체중분배율은 39.6%, 최대속도

는 317.9 ㎜/s 이었다. 간헐적 훈련군에서 훈

련 전․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윌콕슨

부호순위검정을 시행한 결과 동요거리, 체중

분배율, 최대속도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

(p<.05)가 있었다(표 4).

3. 지속적 훈련군과 간헐적 훈련군의 비

교

연구대상 간의 훈련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공분산 분석(ANCOVA)을 한 결과 동요거리,

체중분배율, 최대속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표 5).

Ⅳ. 고찰

균형은 최소한의 흔들림으로 지지기저면에

서 신체의 중력중심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Nichols 등, 1996). 균형은 부동성(stead-

ess)과 대칭성(symmetry), 동적 안정성(dy-

mic stability)의 세 가지 측면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부동성은 최소한의 동요로 주어진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고, 대칭성은

체중지지 요소들 (기립 위에서 발, 좌위에서

엉덩이 등) 간의 균등한 체중 분배를 기술하

는 용어이다. 그리고 동적 안정성은 균형을

잃지 않고 주어진 자세 내에서 움직일 수 있

는 능력이다. 균형은 감각을 통하여 신체의

움직임을 인지하고 중추신경계 안에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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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정보를 통합시켜 근골격계를 적절하게 반

응하게 하는 복잡한 과정이다(Shumway

Cook과 Woolla ott, 1995). 정상적 균형조절

에는 감각과정과 운동과정이 필요하며, 운동

과정은 기저면 내에 체중심을 유지하는 것과

신체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체간과 다리의 근

활동을 말하며, 감각과정은 체성감각(고유수

용성감각, 피부감각, 관절감각), 시각, 전정계

로부터의 감각입력 사이의 상호작용을 말한

다(Shumway-Cook, 1986).

뇌성마비 아동의 비정상적 균형 반응은 근

육협응 문제, 감각조직 문제로 나눌 수 있다

(Nashner 등, 1983; Woollacott와 Burtner,

1996). 근육 협응은 효과적 움직임을 만들기

에 적절한 근수축의 시간적․공간적 패턴을

말하며, 감각조직은 체성감각, 전정계, 시각

자극으로부터 자세 활동의 타이밍, 방향, 진

폭을 말한다. Liao 등(1997)은 뇌성마비 아동

의 기립 안정성이 다른 감각 상황, 특히 체성

감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예를 들면, 스폰

지 지면 위)에서 정상 아동보다 저하된다고

하였다. Ayres(1979)와 Harris(1971)는 비정

상적 움직임을 가진 아동의 일차적 문제 중

하나는 감각 정보의 부적절함이라 하였으며,

감각되먹임 장치물이 시각적 또는 청각적 감

각 정보를 제공하여 더 나은 고유수용성 정

보를 받아들이게 하고 운동조절 능력 또한

증진시키며, 또한 감각되먹임은 대칭적 서기

의 원위부 근육 조절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

용된다고 하였다.

Dolores 등(1988)은 반복되는 비정상적인

자세가 대상작용과 기형을 초래하며 관절과

근육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므로 이를 고정

하기 위해 Biofeedback Seat Insert를 만들어

뇌성마비 아동에게 적용한 결과 똑바로 앉은

자세를 증진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감각 되먹임 장치물을 개발․사용함으로써

뇌성마비 아동의 자세를 교정할 수 있으며,

또한 치료방법으로 쓰일 수 있다.

치료방법 중 감각 되먹임을 이용한 신체의

흔들림 훈련은 뇌성마비 아동에게 평형반응,

보호적 신전반응과 같은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특히 편마비와 양측성 마비 아동에게

는 자신의 체중지지를 스스로 인식시킴으로

써 고유수용성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는 장점

이다(Beals, 1969). 감각 되먹임 훈련은 뇌성

마비 아동 스스로가 치료에 참여하고 올바른

자세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줌으로

써 그 자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면서

정상적 운동발달을 촉진시킨다(김유현 등,

1994). 김유현 등(1994)은 시각 및 청각 되먹

임을 이용하여 뇌성마비 아동을 훈련한 결과

좌우 대칭적 서기 자세에 효과적이었다고 보

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뇌성마비 아동의 서기

균형에 시․청각 되먹임 훈련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감각되먹임의 효과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치료 빈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결과를 보면 동요거리의

변화량은 지속적 훈련군이 평균 235.6 ㎜, 간

헐적 훈련군이 평균 426.0 ㎜ 감소하였고, 마

비측 하지의 체중분배율 변화량은 지속적 훈

련군이 평균 6.3%, 간헐적 훈련군이 평균

9.0% 증가하였고, 최대속도의 변화량은 지속

적 훈련군이 135.6 ㎜/s, 간헐적 훈련군이

231.4 ㎜/s 감소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은

없었으나 지속적 훈련군에 비해 간헐적 훈련

군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 중에서 간헐적 훈련군의 훈련

기간이 지속적 훈련군보다 2배나 길었다는

점과 간헐적 훈련군의 연령이 높음으로 인해

치료받은 기간이 보다 장기간이었다는 점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사려된다.

운동 학습 측면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운동 학습(motor learning)

이란 주어진 환경 자극에 반응하는 능력 정

도로, 상대적으로 영구적인 변화로 이끄는 연

습이나 경험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Schmidt, 1991). 지금까지 운동 학습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이 다양하게 연구되

어 왔다. 운동기술을 획득하는 방법으로는 되

먹임의 사용, 훈련의 전이, 정신적 훈련,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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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전의 설명, 전체 과제에 참여하기, 연습

에 있어서의 다양성과 내용의 다양성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되먹임은 두 가지 요소,

즉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로 나눌 수 있

는데(Poole, 1988; Schmidt 1991; Winstein,

1987), 내적 되먹임은 근육, 관절, 피부, 시각,

그리고 청각으로부터의 감각정보로서 선천적

인 것이며, 외적 되먹임은 치료사나 혹은 감

각 되먹임을 증가시키는 기구같이 외부에 근

원을 둔 정보이다. 치료사는 2가지 종류의 외

적 되먹임을 줄 수 있는데 하나는 ‘결과에 대

한 지식(knowledge of result)’, 또 다른 하나

는 ‘수행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per-

formance)’이다. 결과에 대한 지식에는 움직

임의 결과에 대한 구두 되먹임을 말하며 잘

못된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수

행에 대한 지식은 움직임 패턴의 특성에 대

한 구두 되먹임으로 움직임의 결과를 수정하

기보다는 움직임 패턴을 교정하기 위하여 사

용된다.

학습을 위한 되먹임의 연구는 외적 되먹임

의 하나인 ‘결과에 대한 지식’에 집중되어 왔

는데, ‘결과에 대한 지식’에 대한 최근의 연구

는 ‘결과에 대한 지식’의 상대적 빈도, 요약

결과에 대한 지식, 그리고 결과에 대한 지식

지연, 대역폭 결과에 대한 지식과 같은 변수

들의 학습 효과와 수행에 초점을 두었다. 결

과에 대한 지식의 상대적 빈도는 제공되는

결과에 대한 지식의 시도 백분율을 뜻하고,

결과에 대한 지식 지연은 반응 후 얼마간의

시간 경과 후에 결과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

는 것을 의미한다(Schmidt, 1991; Winstein,

1987).

Swinnen 등(1990)은 최근 연구에서 8초의

지연 간격 후와 지연 간격 없이 즉시 100%

의 결과에 대한 지식을 준 군간의 운동기술

학습 능력을 비교하였다. 이 실험에서 즉각적

으로 주어지는 결과에 대한 지식은 뇌가 오

류를 감지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정

보 처리 과정을 방해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감소시켰고, 지연 간격을 두고 결과에 대한

지식을 줄 때 학습에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

였다. 따라서, 적당한 결과에 대한 지식의 지

연 간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반응과 과제

에 대한 정보들을 처리하게 한다.

김대균 등(1997)은 운동 학습에 있어서 상

대적으로 낮은 빈도로 어느 정도의 지연 간

격 후에 제공되는 결과에 대한 지식이다. 그

리고 높은 빈도로 수행 즉시 제공된 경우보

다 기억과 전이에서 더 효과적이었다고 보고

하였으며, 노미혜 등(1998)도 편마비 환자의

환측 하지 체중부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

기 체중 이동 운동학습에 있어 외적 되먹임

의 상대적 빈도를 100%로 높이는 것보다

67% 등으로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보

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연 간격 없이 즉

시 100%의 결과에 대한 지식만을 제공하여

연구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지연 간격과 빈도

에 대한 연구가 되지 못한 점과 그리고 대상

자의 수가 적고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세란소

아발달연구소에 있는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

어 뇌성마비 전체 아동들에게 일반화하여 해

석하기 어려우며, 연구기간이 짧아 장기적인

운동 학습 효과를 볼 수 없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시․청각 되먹임

을 이용한 서기 균형 훈련이 뇌성마비 아동

의 선 자세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뇌성마비의 아동의 치

료에서 시․청각 되먹임을 이용한 서기 균형

훈련이 사용된다면 선 자세뿐만 아니라 보행

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되어진다. 그

리고 본 연구의 결과에서 지속적인 방법과

간헐적인 방법의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나, 간헐적인 방법이 지속적

인 방법보다 좀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장기간으로 측정하여

시․청각 되먹임이 운동 학습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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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세란소아

발달연구소에서 운동치료를 받고 있는 뇌성

마비 아동 14명을 대상으로 7명씩 짝을 지어

2군으로 나눈 다음 연구대상 1은 지속적인

방법으로 1일 1회씩 총 5회 훈련하고, 연구대

상 2는 간헐적인 방법으로 격일 단위로 총 5

회의 훈련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지속적 훈련군에서는 훈련 전․후를 비

교한 결과 동요거리, 체중분배율, 최대

속도 모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5).

2. 간헐적 훈련군에서는 훈련 전․후를 비

교한 결과 동요거리, 체중분배율, 최대

속도 모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5).

3. 지속적 훈련군과 간헐적 훈련군을 비교

한 결과 동요거리, 체중분배율, 최대속

도 모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p>.05).

이상과 같은 결과로 볼 때 시․청각 되먹

임을 통한 서기 균형 훈련의 효과는 뇌성마

비 아동의 균형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지속적 훈련군과 간헐적 훈련군 간의

치료 효과의 차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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