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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드밀에서 뒤로걷기 훈련이 경직성 양하지 뇌성마비 아동의 
보행에 미치는 영향: 사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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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e current study was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backward gait training on the

treadmill in patients with spastic diplegic cerebral palsy (CP). Twelve patients with spastic diplegic CP

participated in the study. An 8-week course of backward gait training was administered to the subjects

for 3 days per week. Pre-intervention and post-intervention assessments of temporal-spatial gait

parameters, the symmetry of the bilateral lower extremity weight bearing, and gross motor function were

analyzed using motion analysis system, force plate, and Gross Motor Function Measurement (GMFM).

There were significant improvements (p<.05) in the measures of both step length and right stance phase

time. Joint kinematics showed increase in right hip abduction in initial contact and terminal swing, right

hip external rotation and knee flexion in mid-swing, left ankle dorsiflexion in initial contact and terminal

swing (p<.05). The symmetry of the bilateral lower extremity weight bearing and GMFM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p<.05).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backward gait training using a treadmill is

beneficial for patients with spastic diplegic CP.

[Sung-gyung Kim, Young-uk Ryu, Won-ho Kim. Effectiveness of Backward Gait Training on the

Treadmill in Children With Spastic Diplegic Cerebral Palsy. Phys Ther Kor. 2012;19(3):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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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뇌성마비는 미성숙한 뇌의 비진행적 병변으로 인해

활동과 움직임 및 자세발달에 영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감각, 인지, 의사소통, 인식, 행동장애 또는 경기

등을 동반한다(Rosenbaum 등, 2009). 뇌성마비 유형 중

경직형은 가장 흔한 형태이며(Himmelmann, 2005), 경

직, 깊은힘줄반사 항진, 근력약화 등의 운동장애를 보인

다(Baddar 등, 2002). 이로 인해 운동역학적 및 운동형

상학적 변화를 보이며 다양한 형태의 보행이상을 나타

낸다(Berbrayer와 Ashby, 1990; Buzzi와 Ulrich, 2004).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에

의해 편위된 보행 패턴을 보인다(Campbell 등, 2006).

첫째, 근골격계 변형으로 경직성 근육의 성장은 뼈 성

장보다 늦어 성장함에 따라 관절의 구축 및 변형이 진

행된다(Koman 등, 1999). 어린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의

경우 하퇴세갈래근의 경직이 우세하고 형태학적으로 건

의 변화가 발생되며 이로 인해 첨족보행이 흔히 관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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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표준편차

나이(세) 10.7±5.9

키(㎝) 128.4±27.1

몸무게(㎏) 29.2±15.2

발길이(㎜) 200.9±39.9

발넓이(㎝) 7.3±1.3

WeeFIM
a

평균 점수 29.7±4.2

GMFCS
b

레벨 1.33±.65
a
기능적독립측정도구(Functional Independent Measurement

for Children),
b
대동작기능분류시스템(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2)

다(Tardieu 등, 1982). 첨족에 대한 보상으로 초기 입각

기에 무릎 관절의 굽힘이 증가되고 골반의 전방경사가

보행주기 전반에서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나

동욱, 2004). 둘째, 관절가동범위나 경직에 의한 부정적

인 영향으로 발목관절의 발바닥굽힘과 무릎 폄 간의 비

정상적인 짝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시상면상에

서 구부정한 굽힘보행(crouch gait)을 초래하고 보행 중

유각기 동안 무릎 움직임 제한으로 활보길이가 짧아지

고 보행속도가 느려지게 된다(김현우와 곽윤해, 2008).

셋째, 근약화로서 엉덩관절 벌림근이나 종아리 근육의

약화가 두드러지며, 디딤기 초기에 엉덩관절 폄근의 약

화와 함께 안쪽돌림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결국

뇌성마비 아동은 보행 시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고 활동

에 제한을 받게 된다(Rosen 등, 2006).

뇌성마비 아동의 주요 재활목표 중 하나가 보행능력

향상이다. 보행능력 향상을 위해, 치료사들은 보조기,

약물치료, 신경발달치료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적용

하고 있다(Bennett 등, 2012; Willoughby 등, 2012;

Thaut 등, 2007). 최근에는 과제지향적 접근법에 기초

하여 트레드밀을 이용한 보행훈련의 효과가 주목을 받

고 있다(Molina-Rueda 등, 2010). 트레드밀 훈련은 보

행주기를 반복함으로써 보행 시 리듬이 개선되고 대칭

성이 나아지며 근력이나 지구력의 향상 및 기능적 움직

임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다(Macko 등, 2001;

Visintin 등, 1998; Waaqfiord 등, 1990).

트레드밀을 이용한 방법 중 하나가 뒤로 걷기를 반

복 훈련하는 것이다. 뒤로 걷기는 정형외과 또는 신경

외과적 질환에 대한 재활치료 방법의 하나로 사용되는

데, 특히 후방이동의 이점인 근력강화나 균형의 개선을

위해 적용되고 있다(Threlkeld 등, 1989). 뒤로 걷기 시

무릎넙다리관절에 대한 압박력의 최대치를 줄이고 하지

신전근의 근력강화 운동을 시행할 수 있으며(Flynn과

Soutas-Little, 1993) 쥐의 실험연구에서도 뒤로 걷기

동안 넙다리네갈래근의 활성 최대치가 증가되어 보행주

기 디딤기에서 안정성이 더 높았다(Herbin 등, 2007).

움직임의 시공간적 측면에서 뒤로 걷기를 통해 보행의 시

공간적 요소는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Hooper 등, 2004).

트레드밀을 이용한 이전의 연구들은 주로 뇌졸중이

나 노인과 정상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뇌성마비 아동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여겨지지만,

치료사들은 주로 신경발달치료에 의존하여 보행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부분체

중지지(partial body weight support) 장비를 적용하지

않고 트레드밀만 이용한 연구가 적은 편이고

(Willoughby 등, 2009) 특히, 뒤로 걷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경직

성 양하지 뇌성마비 아동의 보행능력 향상을 위한 치료

의 한 방법으로 트레드밀을 이용한 뒤로 걷기 훈련의

임상 적용 가능성과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구

체적으로 트레드밀을 이용한 뒤로 걷기 훈련이 경직성

양하지 뇌성마비 아동에서 보행의 운동역학 및 운동형

상학적인 지표 그리고 대동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실시되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는 뇌성마비 아동 12명으로 남

자 6명, 여자 6명이었다. 구체적인 선정조건은 대동작기

능분류시스템(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GMFCS)의 보조 없이 스스로 또는 보조 도구

를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보행이 가능한 1에서 3수준에

속하는 아동, 기능적 독립측정도구(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or Children; WeeFIM)의 인지

평가 부분에서 적어도 15점 이상으로 지시를 이해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아동, 그리고 경직으로 인해 보

행에 영향을 받는 경직성 양하지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아동이었다. 6개월 이내 정형외과적 및 신경외과적 수

술 혹은 시술을 하거나 그로인한 통증, 상해, 심폐질환

과 같은 급만성 질환을 앓은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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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신체특성은 표 1과 같이, 평균나

이는 10.7세 이었고 WeeFIM 평균 점수는 29.7점 이었다.

2. 실험방법
연구자는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실험의 목적과 의의

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실험참여 동의를 얻었다. 트

레드밀을 이용한 뒤로 걷기 훈련은 8주간 주 3회 실시

하였다(Freeman Miller, 2007). 1회 훈련은 총 30분으로

트레드밀을 이용한 걷기 훈련 20분과 훈련 전․후 스트

레칭운동을 각 5분씩 실시하였다. 보행검사를 준비하는

동안 검사자는 대상자들의 신장, 체중, 발길이, 발폭을

측정하였고 보행분석의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운동형

상학적 자료를 얻기 위해 Helen-Hayes 방법으로 재귀

반사형 표식자를 연구 대상자의 몸에 부착하였다

(Kadaba 등, 1990). 부착 부위는 앞위엉치가시(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ASIS), 뒤위엉치가시(posterior

superior iliac spine; PSIS) 높이의 천골 중앙부

(sacrum), 넙다리(thigh) 중간지점, 안쪽 무릎(medial

knee), 바깥쪽 무릎(lateral knee), 종아리뼈 외측면의

중간지점(shank), 안쪽 복사(medial ankle), 바깥쪽 복

사(lateral ankle), 두 번째와 세 번째 발허리뼈 사이

(toe), 발뒤꿈치(heel) 부위였다. 표식자를 부착하는 작

업은 항상 한 명의 숙련된 검사자가 시행하여 오차의

소지를 줄였다. 인체모델의 각 부분별 정확한 실험측정

을 위해 동작수행 시 쓰이지 않는 안쪽 무릎과 발목의

안쪽 표식자를 더 붙인 상태에서 정적 자세의 데이터를

처리한 후, 두 표식자를 떼어내고 보행을 실시하였다.

대상자를 발판에서 1 m 떨어진 출발선 앞에 서게 하고

시작명령에 따라 약 4 m의 평지보행을 실시하여 보행

로를 벗어나지 않고 잘 수행한 3회의 데이터를 사용하

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훈련 중 피로하거나 어지러움이

있는 경우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3. 측정도구

가. 트레드밀

이 연구의 뒤로 걷기 훈련도구로서 속도단계를 .1 ㎞

/hr씩 점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저속 트레드밀을 사

용하였다. 훈련 시 대상자는 일상에서 익숙해져 있는

편한 복장과 신발을 착용하고 각자의 보행능력에 따라

보상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손잡이 잡기 여부

를 결정하여 경사 없이 트레드밀 보행을 실시하였다.

속도는 안전성을 위해 .1～.6 ㎞/hr 범위에서 대상자가

편하게 느끼는 속도를 선택하였다(Provost 등, 2007).

평균속도 .4 ㎞/hr로 뒤로 걷기를 시행하였다.

나. 시공간적 지표 및 운동형상학적 지표를 얻기 위

한 도구2)3) 4)

대상자들의 보행분석을 위해 동작분석기인 Evart

Orthocapture 시스템1)을 사용하였다. 3차원 보행 자료

는 길이 약 4 m로 설정된 동작의 포착 공간(motion

capture volume)의 중앙에서 기록하였는데, 8대의 적외

선 카메라가 수동표식자의 움직임에 의해 나타나는 동

작포착의 횟수를 초당 60회로 자동적으로 기록하고 재

구성하였다. 자료처리는 Eva Real Time
2)

과 Orthotrak
3)

이라는 두 가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다. 운동학적 지표를 얻기 위한 도구5)

수직지면반발력을 측정하기 위해 AMTI's Force

Platform(OR6-7)
4)

를 사용하였다. 힘판 두 개를 나란히

설치한 후 각각에 한 발씩 놓고 선 자세를 5초간 유지

할 때 지면반발력을 초당 300 ㎐의 샘플링속도로 기록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뇌성마비와 관련한 변수가 클

것을 고려하여 값이 비교적 안정적인 Fz값을 선택하여

체중 분배를 통한 대칭성의 개선 여부를 관찰하였다

(White 등, 1999). 발판으로부터 얻은 데이터의 전후간

좌우차이의 감소 여부를 알기 위해 절대값 공식을 내어

대칭률을 구하고 그 값을 비교분석 하였다(Laura 등,

2010). 대칭률 S값 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그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대칭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α는

양쪽 중 체중을 더 많이 받는쪽의 지면반발력이고, β는

체중 지지가 더 적은쪽의 지면반발력이다.

S=|1-β/α| (α>β, S<1)

라. 보행기능평가 도구

1) Evart Orthocapture system, Motion Analysis®, CA, U.S.A.

2) Eva Real Time Ver 6.6.1, Motion Analysis®, CA, U.S.A.

3) Orthotrak, Motion Analysis®, Santa Rosa, CA, U.S.A.

4) AMTI's Force Platform(OR6-7), Advanced mechanical technology Inc., Watertown, M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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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훈련 전 훈련 후 t p

분속수(걸음 수/분)
오른쪽 97.69±36.33

a
99.02±31.72 -.32 .37

왼쪽 98.25±36.65 99.35±31.45 -.27 .39

속도(㎝/s)
오른쪽 59.98±32.29 64.43±31.29 -1.16 .13

왼쪽 59.69±32.03 64.34±30.65 -1.20 .12

걸음길이(㎝)
오른쪽 34.25±14.21 36.61±14.23 -1.94 .03*

왼쪽 32.45±14.93 35.93±14.28 -2.08 .03*

디딤기(%주기)
오른쪽 34.95±10.11 36.66±11.00 -1.87 .04*

왼쪽 35.47±12.35 36.71±11.85 -1.38 .09

걸음 폭(㎝) 13.57±6.21 14.34±6.28 -1.11 .14
a평균±표준편차, *p<.05.

표 2. 훈련 전 후 보행의 시공간적 요소의 변화 (N=12)

대상자들의 보행관련 대동작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대동작기능측정(Gross Motor Function Measure;

GMFM)을 하였다. 대동작기능측정은 5개 영역 즉 A영

역 눕기와 뒤집기, B영역 앉기, C영역 네발 기기와 무

릎서기, D영역 서기, E영역 걷기, 달리기, 도약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총 88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대동작

기능측정의 총점과 보행의 시공간적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대동작기능측정 중 D, E영역이 보행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동작기

능측정의 D, E영역을 선택하여 측정하였다(이정림, 2000).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에 대한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ver.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트레드밀에서 뒤로 걷기

훈련의 적용 전후에 따른 대동작기능측정의 점수변화,

시공간적 지표, 운동 형상학적 지표, 운동 역학적 지표

비교는 짝 비교 t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α=.05로 하였다.

Ⅲ. 결과
1. 보행의 시공간적 지표
보행의 시공간적 변수들을 훈련 전과 후에 측정 비

교한 결과, 양쪽 다리의 걸음길이와 오른쪽 다리의 입

각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5) 다른 변수들의

증가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2).

2. 운동형상학적 지표

가. 골반기울임각

보행주기 동안 시상면상 골반의 앞뒤 기울임각은 훈

련 전과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표 4).

나. 엉덩관절각

보행주기 동안 시상면상 엉덩관절각은 훈련 전과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마

면상에서 초기닿기 시기와 후기든듦기 시 오른쪽 엉덩

관절 벌림각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그리고 가

로면상에서 엉덩관절의 회전각은 중간흔듦기 시 오른쪽

바깥쪽 돌림각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5)(표 3)(표 4).

다. 무릎관절각

보행주기 동안 시상면상에서 나타나는 무릎관절각은

훈련전과 비교하여 중간흔듦기에서 오른쪽 굽힘각이 유

의하게 증가하였고(p<.05), 다른 보행주기에서는 통계학

적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3)(표 4).

라. 발목관절각

보행주기 동안 시상면상에서 나타나는 발목관절각은

훈련전과 비교하여 훈련 후 초기닿기 시기와 후기흔듦

기에서 왼쪽의 발목굽힘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표 3)(표 4).

3. 운동역학적 지표
선 자세에서 오른쪽과 왼쪽의 수직지면반발력 차이

는 훈련 전 평균 .38에서 훈련 후 .24로 유의하게 감소

하였다(p<.05)(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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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
a

MS
b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골반 앞기울임(+)

뒤기울임(-)각

훈련 전 14.91±8.37c 14.65±8.25 16.21±8.85 16.64±7.90

훈련 후 14.17±9.14 13.14±5.81 15.77±6.30 15.73±6.95

t .26 .59 .16 .38

엉덩관절 굽힘(+)과

폄(-) 각

훈련 전 41.77±7.95 42.08±9.11 20.65±12.83 22.83±14.64

훈련 후 41.49±8.11 41.01±6.56 19.07±11.02 18.45±13.47

t .08 .39 .52 1.24

엉덩관절 벌림(-)과

모음(+) 각

훈련 전 -4.15±2.95 -5.39±6.03 3.07±4.24 2.24±7.14

훈련 후 -6.75±4.69 -5.62±4.96 .75±4.87 2.01±7.76

t 1.92* .17 1.85 .15

엉덩관절

내측돌림(+)

외측돌림(-) 각

훈련 전 1.12±10.69 .10±10.60 .90±12.49 2.55±12.19

훈련 후 .81±9.28 .17±10.52 1.54±9.26 2.88±10.32

t .14 -.03 -.29 -.14

무릎 굽힘(+)과

폄(-) 각

훈련 전 27.20±11.44 26.70±11.24 18.25±10.26 18.47±12.35

훈련 후 114.12±188.62 26.94±11.70 19.75±10.16 16.22±12.43

t -1.02 -.14 -.89 1.05

발목 굽힘(-)과

폄(+) 각

훈련 전 -9.34±42.55 1.64±9.41 -.25±36.89 10.21±7.74

훈련 후 10.31±21.41 -2.50±6.80 13.99±11.69 8.30±9.71

t -1.39 1.94* -1.19 .60
a
초기닿기(initial contact),

b
중간디딤기(mid stance),

c
평균±표준편차, *p<.05.

표 3. 훈련 전과 후 보행 중 입각기 동안 운동형상학적 지표 변화 (단위: 각)

Pswa Mswb Tswc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골반

앞기울임(+)

뒤기울임(-)각

훈련 전 14.99±8.55d 15.42±8.54 16.89±8.08 16.66±8.82 14.83±7.94 14.42±8.37

훈련 후 14.47±6.84 14.58±9.10 16.42±6.75 15.42±6.49 13.69±7.80 12.80±5.61

t .19 .30 .19 .47 .43 .63

엉덩관절

굽힘(+)과

폄(-)각

훈련 전 15.98±13.83 17.75±16.49 46.20±9.67 47.45±9.39 42.39±7.47 42.86±8.84

훈련 후 12.70±14.86 13.85±16.81 45.00±12.20 45.95±5.89 41.73±8.20 41.51±6.51

t .80 1.14 .37 .69 .19 .48

엉덩관절

벌림(-)과

모음(+) 각

훈련 전 -5.83±8.43 -4.13±7.64 -7.32±9.18 -7.39±6.44 -4.59±3.25 -5.94±6.21

훈련 후 -5.42±10.09 -5.48±5.03 -9.56±8.14 -6.70±4.05 -7.52±5.16 -5.79±5.06

t -.14 .71 1.55 -.45 2.11* -.11

엉덩관절

내측돌림(+)

외측돌림(-) 각

훈련 전 -.23±12.11 1.91±12.65 3.69±10.76 1.72±14.02 .27±10.77 -.24±10.34

훈련 후 -1.87±9.06 -.14±12.37 -2.35±10.06 -.93±12.92 -.53±8.47 -.18±10.17

t .84 .75 2.03* .97 .39 -.02

무릎 굽힘(+)과

폄(-) 각

훈련 전 43.70±10.10 42.87±7.37 62.67±14.57 64.55±9.01 26.27±12.15 26.70±11.31

훈련 후 43.63±10.74 34.25±10.62 65.26±14.59 66.17±9.95 28.36±13.69 26.94±11.97

t .02 -.19 -2.01* -1.08 -1.01 -.14

발목 굽힘(-)과

폄(+) 각

훈련 전 -10.24±47.26 -.52±18.29 -4.18±42.71 -.56±16.96 -10.21±44.19 .87±7.51

훈련 후 6.74±33.70 -3.18±14.98 9.81±12.44 .17±15.47 8.88±16.39 -3.03±7.04

t -1.08 .68 -.93 -.24 -1.23 2.55*
a
전흔듦기(pre swing),

b
중간흔듦기(mid swing),

c
후기흔듦기(terminal swing),

d
평균±표준편차, *p<.05.

표 4. 훈련 전과 후 보행 중 유각기 동안 운동형상학적 지표 변화 (단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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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작 기능측정의 하위영역 훈련 전 훈련 후 t p

D영역(%) 69.88±25.32a 75.42±21.68 -6.73 .000*

E영역(%) 57.05±21.52 68.28±21.68 -6.36 .000*
a
평균±표준편차, *p<.05.

표 6. 훈련 전과 후 대동작 기능측정 값의 변화 (N=12)

훈련 전 훈련 후 t p

수직지면반발력의 대칭률(%) .38±.15a .24±.15 2.80 .000*
a평균±표준편차, *p<.05.

표 5. 훈련 전과 후 운동역학적 지표 변화 (N=12)

4. 대동작기능평가 
보행관련 대동작 기능측정 항목인 D영역과 E영역의

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한 결과, 훈련 전 D영역인 경우

평균 69.88%에서 훈련 후 75.42%로, E영역인 경우

57.05%에서 68.28%로 두 영역의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

되었다(p<.05)(표 6).

Ⅳ. 고찰
경직성 뇌성마비는 근골격계의 변형, 관절가동범위

제한, 경직에 의한 관절간 움직임 부족, 또는 근육약화

에 의해 첨족 보행, 굽힘 보행 그리고 엉덩관절모음 보

행 등의 이상보행 패턴을 보인다(Massagli, 1991; Gage

와 Novacheck, 2001). 또한 짧은 걸음길이, 느린 보행

속도, 그리고 보행 중 에너지 소모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가정과 지역사회 환경에서 충분히 독립적으로 보행할

수 없다(Pirpiris 등, 2003). Damiano와 Abel(1996)은 뇌

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보행관련 연구가 주

로 보행분석과 GMFM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뇌성마비 아동들에게 트레드밀에서

뒤로 걷기 훈련을 적용한 후 보행분석과 GMFM을 측

정하였다.

보행의 시공간적 요소에서는 양쪽 다리의 걸음길이

와 오른쪽 다리의 입각기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p<.05). 다른 시공간 요소들도 증가하였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보행의 시공간적 지표

들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한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서

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데(Grieve와 Gear, 1996) 이는

뇌성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트레드밀을 이용한 김영진

등(200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트레드밀 훈련 후

시공간적 지표 중 특히 걸음길이와 입각기 시간이 증가

한 것은 대칭성과 안정성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하였는

데(Puh와 Baer, 2009), 이로 미루어보아 시공간적지표

의 개선은 트레드밀에서의 훈련을 통한 직접적인 효과

라 생각할 수 있다.

운동형상학적지표로서 첨족 보행, 엉덩관절모음 보

행, 굽힘 보행과 같은 뇌성마비의 이상 보행패턴의 특

성이 잘 나타나는 초기닿기, 중간디딤기, 전흔듦기, 중

간흔듦기, 후기흔듦기의 관절각을 관찰하였다(Perry와

Burnfield, 2010). 훈련 후 엉덩관절의 바깥쪽벌림각과

바깥쪽돌림각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경직성 뇌성마비의

엉덩관절 안쪽모임과 안쪽돌림 보행패턴이 감소하였다

(p<.05). 무릎과 발목 관절각에 있어서는 중간흔듦기에

서 무릎굽힘각과 초기닿기 시기와 후기흔듦기에서 발목

굽힘각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물속에서 트레드밀을

이용하여 뒤로 걷기를 적용한 Masumoto 등(2007)의

연구에서는 흔듦기에서의 무릎굽힘과 디딤기와 흔듦기

에서의 발목굽힘 활성이 높은 결과를 얻었고, 뒤로 걷

기동안 무릎굽힘각과 발목굽힘각이 트레드밀 경사가 낮

거나 높은 모든 조건에서 증가하였다(Cipriani 등,

1995). 본 연구에서도 뒤로 걷기 과제를 트레드밀에서

반복 훈련하여 무릎굽힘각과 발목굽힘각이 증가한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뒤로 걷기는 관절각에 있어 무릎과

발목보다 엉덩관절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Grasso

등(1998)은 엉덩관절의 움직임이 뒤로 걷기 시 두 다리

의 자세와 위치에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

이라 하였다. 즉 넙다리뒤근과 큰볼기근이 보행주기가

이동된 뒤로 걷기 조건에서 엉덩관절 구축성 굽힘작용

을 제한하고 펴는 동작을 활성화하는데 작용하기 때문

이라 생각할 수 있다. Wu 등(2001)은 속도에 관계없이

트레드밀 훈련이 관절의 운동형상학적 측면에서 장기적

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어 관절각 개선을 위해

추천되는 방법이라 하였다. 선행 연구처럼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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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뒤로 걷기 훈련이 원위보다 근위관절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적으로 적용할 때 근위관절

의 긍정적인 각도변화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

다.

운동역학적인 지표로서 선 위치에서 수직지면반발력

의 대칭성을 알아보기 위해, 오른쪽과 왼쪽의 평균 수

직지면반발력 차이를 분석한 결과, 훈련 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5). 하지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양쪽 다

리의 수직지면반발력 차이는 감소한다(Schot와 Becker,

1998). 따라서 이 연구의 운동역학적인 결과를 통해 수

직지면반발력과 관련 있는 안정성과 대칭성이 개선되었

음을 짐작할 수 있다.

훈련 전과 후 기능적 임상척도인 대동작기능측정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D영역과 E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이는 트레드밀을 이용한 보행훈련의 효

과를 알아본 이전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Mutlu 등, 2009; Schindl 등, 2000), 뒤로 걷기와는 상

관없이 트레드밀을 이용한 훈련이 보행능력을 향상시키

는데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뒤로 걷기는 앞으로 걷기와 비교하여 보행 주기가

차이가 날 뿐 같은 기전에 의해 조절되어 정상 보행과

동일한 보행 형태를 보이는 잇점이 있다(Van Deursen

등, 1998). 특히 근위관절각에 영향을 주어 본 연구의

경직성 양하지 뇌성마비 대상자들의 보행 패턴을 변화

시켜 주고 관절에 대한 압박력을 줄인 상태에서 근력을

강화시켜 균형이 향상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트레드밀 훈련은 보행 속도나 지구력, 보행 기능

이 떨어진 대상자들이 보행 과제를 8주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안정성과 대칭성은 물론 보행 기능 개선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훈련 시작과 마무리 단계에서 준비운

동과 마무리운동으로 하지 스트레칭을 각 5분간 실시하

였다. 뇌성마비에 적용하는 여러 중재 중 수동적 신장

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논쟁이 있다(Pin등, 2006).

Lespargot 등(1994)과 Tardieu 등(1988)은 뇌성마비를

대상으로 하지 근육에 실시된 신장운동의 효과를 보고

하였다. 이들은 신장운동이 단기 효과는 있지만 장기효

과는 없다고 주장하였고 Richards 등(1991)은 단시간의

수동적 신장운동은 보행에서 기능적 향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적용된 단

시간의 스트레칭은 보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본 연구는 경직성 양하지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보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트레드밀을 이용한 뒤로

걷기 훈련이 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

다. 대조군이 없는 전․후 실험설계를 사용하였기 때문

에 대상자 성숙에 따른 오염요인을 제거할 수 없었다.

Kerr 등(2011)은 나이가 많을수록 보행관련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자들의 연령이

비교적 많은 점을 감안할 때 보행관련 된 변수들의 향

상된 점은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조군을 설정하여 트레드밀에서 뒤로 걷기

훈련이 보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경직성 양하지 뇌성마비 아동 12명을 대

상으로 트레드밀을 이용한 뒤로 걷기 훈련이 보행능력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8주간 적용 후 보행관

련 시공간적 지표, 운동형상학적 지표, 운동역학적 지

표, 그리고 대동작기능평가의 점수 변화를 알아보았다.

훈련 후 걸음길이가 향상되었으며, 엉덩관절의 안쪽모

음과 안쪽돌림 패턴이 감소하여 경직성 뇌성마비의 전

형적인 보행패턴이 개선되었다. 또한 수직지면반발력의

좌우 비대칭이 줄었고 기능적대동작의 보행관련 점수가

높아진 결과를 얻었다. 이상으로 볼 때, 트레드밀을 이

용한 뒤로 걷기 훈련은 경직성 양하지 뇌성마비 아동의

보행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의 하나로 유용하게 적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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