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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작 기능 평가도구, 대동작 수행능력 측정도구, 그리고 시공간적
보행변수와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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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were two main purposes of this study. The first was to research the relevance between gross

motor function measurement (GMFM) and the spatiotemporal parameters of gait in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The second was to research the relevance between gross motor performance measure (GMPM) and

the spatiotemporal gait parameters. Twelve children (6.0±1.8 years) with cerebral palsy participated in this

study. GMFM and GMPM were performed and the spatiotemporal parameters of gait were measured by

using WalkWay MG-1000. There were no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he GMFM score and the

stride length, step length, step width, cadence, and velocity (p>.05). The GMPM score also had no sig-

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spatiotemporal gait parameter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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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보행(gait)은 일상생활에서 실시하는 주요한 기능적

활동이다. 뇌성마비아동은 중력에 대항하여 안정된 자

세를 유지할 수 있는 조절의 결핍, 비정상적인 근 긴장

도와 병적인 근육조절 등으로 독립적으로 보행하는 것

통신저자: 박소연 soyeonii@naver.com

이 어렵다. 뇌성마비아동에게 보행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치료방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임상에서 객

관적으로 치료의 효과를 검증하기는 어렵다.

보행에 관한 연구는 보행주기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

인 기술 연구에서 시작하여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측정

도구와 방법을 사용하고 다양한 수학적 모델링 기법을

사용한 최근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독특한 영역을 구축

하며 발전해 왔다. 지금까지 시도된 연구를 분야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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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관절각과 가속도, 각가속도를 연구하는 운동

형상학적 분석(kinematic analysis)과 힘, 모멘트와 작

업률, 지면반작용력, 근전도 활동과 에너지 소비를 연구

하는 운동역학적 분석(kinetic analysis) 등이 연구되어

져 왔다(권혁철과 공진용, 2003). 이와 같이 보행을 객

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행분석기, 근전도 기구,

가속도계, 힘측정판 등과 같은 고가의 장비와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여 임상적인 상황에서 보행에 대한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임상에서는 고

가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족저지문법(foot print)을

이용한 분석방법, 비디오 그래픽 평가(videographic

test)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행관련 시공

간적 변수(spatiotemporal gait measure)를 평가한다

(Drouin 등, 1996).

보행의 시공간적 변수는 비정상적인 보행양상을 나

타나는 경우, 정상보행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시간적 변

수의 값에서 변화가 나타나고(Smidt, 1974) 하지의 장

애를 평가할 수 있고 보행 치료 후의 보행패턴의 변화

를 정확하게 수치화하여 보여줄 수 있어서 임상에서 평

가수단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Craik와 Oatis, 1985).

시공간적 변수는 보행의 수행능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

고 있기 때문에 보행평가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Winter, 1987).

뇌성마비아동에서 보행은 단지 뇌손상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운동기술(motor skill)이 아니다. 이것은 개

개인의 운동 장애의 정도와 분포에 영향을 받으며, 다

른 소동작 및 대동작 기능과 연관되어 있다(Damiano와

Abel, 1996). Danmiano와 Abel(1996)은 32명의 경직성

뇌성마비아동을 대상으로 대동작 기능 평가도구(Gross

Motor Function Measure, GMFM)와 삼차원 운동분석

을 통한 보행변수(gait parameter)와의 상관성을 알아

본 연구에서 분당 걸음수와 보행속도가 GMFM 점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운동형상학적, 운동역학적 변수

보다 시공간적 변수에서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

였다. 보행평가는 뇌성마비아동에서 일반적인 운동정도

를 대표하며, 보행분석과 GMFM은 뇌성마비아동의 기

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측정이며

(Damio와 Abel, 1996), GMFM의 D 영역(서기), E 영

역(걷기, 뛰기, 도약) 평가결과를 이동 예측도(locomotor

predictor)로서 사용할 수 있다(Drouin 등, 1996). 한국

판 GMFM 총점과 영역점수를 보행관련 시공간적 변수

와의 상관성을 연구한 결과에서는 GMFM 총점과 보행

의 시공간적 변수 중 보행속도, 분당 걸음수, 보폭과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D 영역과 E 영역에서 유의

한 상관성을 보였다(이정림, 2001).

대동작 수행능력 측정도구(gross motor performance

measure: GMPM)는 생후 5개월에서 12세 뇌성마비아

동의 대동작 기능(움직임의 질적인 면, quality of

movement)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객관적인 도구이

다. 이 평가도구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는 대

동작의 특정 질적 양상이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다. GMPM은 대동작 기능평가에서 선정한 20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정렬(alignment), 협응

(coordination), 분리된 운동(dissociated movement), 안

정성(stability), 체중의 이동(weight shift)의 5개 속성

중 3개의 속성으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뇌성마비아동의 대동작 기능과 보행변수의

상관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움직임의 양적인 면을 강조

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사용해왔던 평가

도구로 보행 발달이 진행된 정도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뇌성마비아동에게 움직임의 양적

인 면을 측정하기 위하여 GMFM을 실시하고, 동일한

아동에게 움직임의 질적인 면을 측정하기위한 GMPM

을 실시하여 보행분석기로 구한 시공간적 보행변수 간

에 상관관계를 알아보아 GMFM과 GMPM의 두 척도

가 보행관련 시공간적 변수를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

고자 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S종합복지관에 외래로 물리치료 및 작업

치료를 받는 12명의 뇌성마비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조건은 첫째, 뇌성마비를 진단받은 아동, 둘

째, 연구자가 지시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

는 아동, 셋째,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독립적 보행이

가능한 아동, 넷째, 보호자 또는 본인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아동이었다.

연구대상자는 12명(남 4명, 여 8명)이었고, 대상자의

평균나이는 6.0±1.8세이었다. 그 중 양하지마비형이 6명

(50.0%), 편마비형이 5명(41.7%), 사지마비형이 1명

(8.3%)이었다. 대상자는 모두 완전독립보행이 가능하였

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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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명(%)

성별 남 4(33.3)

여 8(66.7)

뇌성마비 형태 양하지마비형 6(50.0)

편마비형 5(41.7)

사지마비형 1(8.3)

표 1. 연구대상자의 분포 (N=12)

2. 측정방법 및 측정도구

가. 대동작 기능평가도구(GMFM)

대동작 기능평가는 생후 5개월에서 16세의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대동작 운동기능의 양적인 면을 평가

하기 위해 개발되었다(Damiano와 Abel 1996). GMFM

은 A 영역: 누운 자세(lying and rolling), B 영역: 앉은

자세(sitting), C 영역: 기기(crawling)와 무릎서기

(kneeling), D 영역: 서기(standing), 그리고 E 영역: 걷

기(walking), 뛰기(running), 도약(jumping)활동이 포함

되어 있는 5가지 기능적 영역에서 88개 항목을 검사한

다. 점수는 4점 척도를 사용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매긴다. 각 측정자간(inter-rater) 상관계수는 .87, 측정

자내(intra-rater) 상관계수는 .99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

며(Rosenbaum 등, 1990; Russel 등, 1989), 우리나라어

로 번역한 대동작 기능평가도구의 측정자간 신뢰도도

.76～.98이었다(이충휘 등, 1995). GMFM은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평가도구로 뇌성마비아동의 움직임의 변

화를 감지해내는 반응도(responsiveness)도 높았다

(Rosenbaum 등, 1990; Russel 등, 1989).

나. 대동작 수행능력 측정도구(GMPM)

대동작 수행능력 측정도구는 GMFM과 함께 아동의

대동작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도구이다

(Gowland 등, 1995). 생후 5개월에서 12세의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대동작 기능(움직임의 질적인 면)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Boyce 등, 1988; Boyce 등,

1995)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는 대동작의 질

적 양상이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Gowland

등(1995)은 뇌성마비아동에게 GMPM을 적용하였을 때

신뢰도가 .92～.96이라고 하였고, Boyce 등(1995)은 검

사자간 신뢰도는 .76, 검사자내 신뢰도는 .92, 검사-재

검사 신뢰도는 .96이라 하였다. 그러나 아동치료 경험이

없는 치료사를 대상으로 평가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각 속성 항목별로 3명의 평가자간의 급간내 상관계수로

일치도를 본 결과, 측정자간 신뢰도는 ‘불량～보통’ 범

주였다(이충휘 등, 2003).

GMPM은 GMFM에서 선정한 20개 항목으로 구성되

어 있다. 3항목은 정적 움직임을 평가하기위한 것이며,

17개 항목은 동적 움직임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분류

된다. 각 항목은 정렬(alignment), 협응(coordination), 분

리된 운동(dissociated movement), 안정성(stability), 체

중의 이동(weight shift)의 5개 속성 중 3개 속성으로 구

성된다. 각 속성별 점수는 각 항목을 세 번 시도하여 1～

5점을 할당한다. 1점은심한 병적반응을 보일 때이며 5점

은 세 번의 시도가 모두 정상반응을 보이는 경우이다.

다. 보행변수의 측정

보행변수의 측정은 WalkWay MG-10001) 보행분석

기를 사용하여 운동형상적인 보행인자인 보폭(stride

length), 보거리(step length), 보격(step width)과 시간

적 보행인자(temporal gait parameter)인 분당 걸음수

(cadence), 보행속도(velocity)를 측정하였다.

라. 실험방법 및 과정

본 연구에 앞서 실험에 참여한 부모에게 연구의 목

적 및 실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대동작 움직임

을 양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GMFM과 질적으로 평가하

기 위한 GMPM은 소아 물리치료 경력 10년의 치료사

1명이 평가하여 점수를 주었다. 평가는 보호자가 동석

하고, 아동이 치료를 받던 치료실에서 실시하였으며, 아

동은 편안한 복장으로 맨발 상태에서 평가하였다. 각

항목마다 3회 실시하였다.

보행관련 시공간적 변수를 측정하기위해 보행측정기

1) 아니마주식회사,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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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표준편차 범위

GMFM

GMFM 총점(%) 87.2± 8.7 73.9～ 98.2

A 영역 98.5± 3.5 90.2～100.0

B 영역 97.1± 6.1 83.3～100.0

C 영역 92.7± 7.7 76.2～100.0

D 영역 78.8±15.8 53.9～ 97.4

E 영역 69.1±17.9 34.7～ 97.2

GMPM

GMPM 총점(%) 76.3±12.8 52.9～ 90.3

정렬(alignment) 83.0±12.6 53.7～ 94.4

협응(coordination) 74.0±13.4 52.0～ 92.8

분리된 운동(dissociated movement) 73.4±15.8 45.7～ 91.4

안정성(stability) 78.9±13.2 56.4～ 91.6

체중의 이동(weight shift) 72.1±13.8 48.9～ 90.0

시공간적

보행변수

보폭(㎝) 46.6±14.0 29.0～ 80.0

보거리(㎝) 30.7± 9.3 16.5～ 47.0

보격(㎝) 11.9± 7.2 -4.5～ 22.1

분당 걸음수(step/s) 119.8±27.6 76.0～ 178.1

보행속도(㎝/s) 52.4±19.5 26.9～ 85.0

표 2. GMFM과 GMPM, 보행관련 시공간적 변수의 기술통계

WalkWay MG-1000을 사용하였다. 대상자는 맨발로

보행분석실에 설치한 290×56 cm 크기의 보행감지기에

서 2 m 벗어나 위치에서 서 있도록 한 후, 대상자에게

“앞을 보고 그만할 때까지 걸으세요. 시작이라는 말을

하면 출발하세요. 시작”이라는 구두명령을 하여 보행감

지기 위를 평소에 걷는 속도로 걷도록 하였다. 측정 환

경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2회 예비보행을 실시하였다.

측정은 3회 실시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마. 자료분석

GMFM의 총점 및 영역별 점수, GMPM의 총점 및

속성점수와 보행분석기 WalkWay MG-1000에서 측정

한 시공간적 보행변수와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1. GMFM, GMPM의 평가결과와 시공간적 보

행변수

가. GMFM과 GMPM의 평가결과와 시공간적 보행변

수의 기술통계

GMFM과 GMPM의 평가결과와 보행관련 시공간적

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표 2).

나. GMFM, GMPM의 평가결과와 보행관련 시공간

적 변수간의 상관성

GMPM, GMFM의 평가결과와 보행관련 시공간적 변

수간의 상관성을 알아본 결과, 보폭, 보거리, 보격, 분당

걸음수, 보행속도의 변수는 GMFM 총점 및 각 영역별

점수, GMPM 총점 및 각 속성의 점수(정렬, 협응, 분리

된 운동, 안정성, 체중의 이동)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p>.05)(표 3).

Ⅳ.고찰

뇌성마비(Cerebral Palsy)란 미성숙한 뇌에 병변이

생겨서 운동과 자세에 장애를 일으키는 비 진행성 질환

이다(Bax, 1964). 뇌성마비에서 보이는 주된 운동장애

는 특징적으로 발달지연(developmental delay)과 자세

조절 부전(dysfunction of postural control)을 보이게

된다. 자세 조절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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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폭 보거리 보격 분당 걸음수 속도

GMFM 총점 .30 .06 .06 -.40 -.16

A 영역 .18 -.24 .49 -.37 -.24

B 영역 .13 -.30 .57 -.19 -.16

C 영역 .20 .24 -.21 -.18 -.01

D 영역 .25 -.09 .20 -.37 -.25

E 영역 .34 .27 -.23 -.43 -.06

GMPM 총점 .11 .32 -.14 -.06 .14

정렬 .12 .45 -.32 .03 .27

협응 -.10 .14 -.03 -.14 -.08

분리된 운동 .15 .44 -.24 -.01 .24

안정성 .05 .12 .04 -.03 .02

체중의 이동 .28 .28 -.09 -.09 .16

표 3. GMFM, GMPM 점수와 시공간적 보행변수간의 상관관계

성마비아동은 체간의 동적, 정적 균형이 불안정하여 많

은 경우에 독립적으로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일

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뇌성마

비아동이 향후 보행할 수 있는가를 예견할 수 있는 다

양한 평가도구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다.

Botts과 Gericke(2003)는 원시반사(primitive re-

flexes), 뇌성마비의 형태(cerebral palsy types), 대동작

운동 형태(gross motor patterns)의 세 가지 요소가 뇌

성마비아동의 보행능력(ambulatory capacity)에 영향을

주며, 이중 대동작 운동기능은 임상적으로 가장 신뢰할

만한 요소라 했다. 특히 독립적 앉기 자세의 유지, 마루

위에서의 이동(locomotion) 등의 여부와 어느 시기에

기능적으로 이동이 가능했는지가 독립적 보행이 가능할

것인지를 예견하는데 중요하다고 했다. 지금까지 뇌성

마비아동의 대동작과 보행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연구들

은 대동작 움직임의 양적인 면의 평가를 위해 개발된

GMFM 평가도구를 이용하였다. 이정림(2001)은 GMFM

5개의 영역 중 서기의 D 영역과 걷기, 달리기, 도약의

E 영역에서 분속수, 보행속도, 보폭, 오른쪽 보거리, 왼

쪽 보거리 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했으며,

Damiano와 Abel(1996)은 GMFM 평가의 총점과 분속

수, 정규화 보행속도(normalized velocity), 정규화 보폭

(normalized stride length) 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GMFM의 각 영역별 점

수와 총점에서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전 연구의 아동의 대동작 수행정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A, B, C, D, E 영역별 점수는 이정림(2001)의 연구

에서는 각각 98.3%, 98.8%, 87.7%, 60.8%, 46.1%였고,

Damiano와 Abel(1996)의 연구에서는 97.4%, 95.3%,

90.4%, 65.5%, 52.5%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98.5%,

97.1%, 92.6%, 78.8%, 69.1%로 다른 연구에 비해 서기

와 걷기, 달리기, 도약에서의 기능 수준이 높았기 때문

에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GMPM은 뇌성마비아동의 대동작 기능의 질적인 면

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 움직임의 질적인 면과

시공간적 보행변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보폭, 보거리, 보격, 분당 걸음수, 보행속도의 시공간적

보행변수와 GMPM 총점 및 각 속성의 점수(정렬, 협

응, 분리된 운동, 안정성, 체중의 이동)와는 유의한 상

관관계가 없었다. 시공간적 변수 자체가 움직임의 양적

인 면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이전 연구에서 보였던

양적 평가도구와 보행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

던 결과와 질적인 요소를 평가한 결과에도 영향을 끼쳤

을 것이라 생각하며, 보행의 시공간적 변수보다는 운동

형상학적, 운동역학적 요소가 움직임의 질적인 면과 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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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의 여러 특성 중 시공간적 보행변수를 보행능력

의 척도로 선택하였다. 시공간적 보행변수는 보행분석

기 등의 측정도구 없이도 보행을 관찰하거나 족저지문

법을 이용하거나 비디오를 촬영하여 평가하는 방법 등

을 사용해서도 임상에서 측정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간

적 변수는 하지의 장애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고, 보

행 중재 후의 보행패턴의 변화를 정확하게 수치화하여

보여줄 수 있다(Craik와 Oatis, 1985)고 했다. 특히 보

폭 시간(stride time)과 보폭(stride length)보다 보거리

시간(step time)과 보거리(step length)에 주목했는데,

이는 하지의 비대칭성에 의한 결과를 유의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행의 시간적, 공간적 변수들

의 측정은 보행의 편향 확인, 정확한 진단, 적절한 치료

방법의 선택, 환자의 진행과정 모니터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비록 시각적 관찰에 의한 보행의 평가

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이는 재검사 신뢰도에서

낮은 점수를 얻으며(Eastlack 등, 1991), 3차원 동작분

석(운동형상학적 분석)에 비해 기준 타당도(criterion

validity)에서도 낮은 점수를 얻는다는 단점이 있다

(Salch와 Murdoch, 1985). 분필을 이용한 보행패턴 측

정(McDonough 등, 1998)과 잉크패드를 이용한 보행패

턴 측정(Gaudet 등, 1990)은 보폭과 보격(step width)을

쉽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간적 보행변

수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현재 연구자들은 이러

한 단점을 극복하고, 시간적, 공간적 보행변수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보행측정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Evans

등, 1997; Morris 등, 1996). 본 연구에서는 시공간적 보

행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에서는 WalkWay

MG-1000을 사용하였다. WalkWay MG-1000은 비교적

임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평가도구이나 아동이 발

을 끌면서 보행하거나 체중이동이 정확하게 이루지지지

않은 경우에 결과 해석이 어렵고, 시공간적인 보행변수

뿐만 아니라 운동형상학적, 운동역학적 요소를 측정 할

수 없어서 정확하게 시공간적 보행변수를 측정하기에

어렵다. 대동작 기능과 보행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측정

하는 경우, 거리와 보폭은 신장과 다리길이와 같은 신

체계측학적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구 전

에 보거리와 보폭을 정규화(normalized)하는 과정이 필

요하나(Gretz 등, 1998) 아동의 신장으로 정규화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생각한다. 뇌

성마비아동의 나이와 보거리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p<0.05), 이는 아동의 나이에 비례하여 키가

컸기 때문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시공간적 보행변수는 측정판 위를 2회 예비보행한

후, 평소에 걷는 속도로 3회 보행하여 평균값을 사용하

였다. 이는 보행 검사 자체가 정상인이나 환자 대상자

모두에게 어색한 경험으로, 처음에 시도한 보행은 이후

의 시도보다 유의하게 느리며, 약 3% 정도에서 불일치

를 보인다는 연구(Perry, 1992; Robinson과 Smidt,

1981)에 근거를 둔 것이다. 대상자의 보행분석시 일반

적으로 처음 2～3걸음(stride) 후에 보행 형태가 안정되

므로, 보통 8 m이상 걷도록 하여 검사하는 방법을 추

천하였다(김봉옥, 1994). 이 연구에서는 실제 자료를 수

집한 측정판의 2 m 앞에서 보행을 시작하도록 하여 보

행 형태가 안정된 후에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했으나

측정판의 크기가 290 ㎝로 정확한 자료를 얻기에는 부

족하였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뇌성마비아동의 대동작 기능의 양적

인 면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GMFM의 총점, 각 영

역별 점수와 대동작 기능 중 질적인 면을 평가하기 위

해 개발된 GMPM의 총점 및 속성점수와 시공간적 보

행변수와의 상관성을 알아보아, 보행의 평가를 하지 않

고도 대동작 기능수준을 평가하여 시공간적 보행변수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그러나

보폭, 보거리, 보격, 분당 걸음수, 보행속도의 변수와

GMFM의 총점과 각 영역별 점수, GMPM 총점 및 각

속성의 점수(정렬, 협응, 분리된 운동, 안정성, 체중의

이동)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는 대상아동의

수가 너무 적어서 기능 수준별로 나누어 상관관계를 볼

수 없었고, 이전 연구에 비해 아동의 서기와 걷기 등의

기능적 수준이 높았으며, 보행변수의 측정기구의 단점

으로 정확한 자료의 수집이 어려웠을 수도 있었기 때문

이라 생각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뇌성마비아동의

운동능력과 보행을 예견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대동작

기능 수준이 다양한 다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운동 능력

의 양적인 면, 질적인 면과 시공간적 보행변수뿐만 아

니라 운동형상학적, 운동역학적 요소와의 상관성을 알

아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뇌성마비아동의 대동작 기능 중 양적인

면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GMFM의 총점 및 각 영역

별 점수와 대동작 기능 중 질적인 면을 평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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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GMPM의 총점 및 속성 점수와 WalkWay

MG-1000을 사용하여 수집한 시공간적 보행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아 보행분석을 하지 않고도 GMFM

이나 GMPM을 평가하는 것만으로 시공간적 변수를 예

측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그러나 GMFM의 총점 및 각 영역별 점수와 GMPM

총점 및 각 속성별 점수(정렬, 협응, 분리된 운동, 안정

성, 체중의 이동)와 보폭, 보거리, 보격, 분당 걸음수,

보행속도의 시공간적 보행변수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

가 없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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