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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effect of pelvic movement on the gross motor function in cerebral 

palsy children with spastic diplegia. Methods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1 patients cerebral palsy with spastic diplegia 

who have been treated in Seoul Metropolitan Children’s Hospital. Evaluation tool were used GMFM test and compared 

excel average. For the ten week the subjects were treated 30 minutes per session, two times per week. Results The result 

of the GMFM before the training showed 58.2% but that of the GMFM after the training increased 76.6%. item of all, 

it showed the big difference in the B sitting 5%, C crawling & kneeling 38.31%, D standing 28.2%, E walking running 

& jumping 20.8% item. Conclusions From these result, a pelvic movement training enhanced gross motor function to the 

cerebral palsy children with spastic dipegia. Therefore,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investigate about a pattern movement 

training related to the increase in the gross motor function.

Key Words Pelvic Movement, Cerebral Palsy, Spastic Diplegia, GMFM, Item

Corresponding author Je�Kang Moon(tankmoon@seoul.go.kr)

Received date 13 April 2017

Revised date 17 May 2017

Accepted date 10 June 2017

doi : http:dx.doi.org/10.17817/2017.04.27.111115

I. 서 론    

경직성양하지마비는 미숙아 뇌성마비 중 81%를 차지하며, 만

산아 중에는 산전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고, 백질연화

(periventricular leukomalacia; PVL)가 가장 흔한 병변이

다.
1)
 PVL은 바깥쪽 뇌실의 외각에 인접한 백질 특정부위의 괴

사를 말하며, 이 영역은 앞 뿔과 뇌실 몸통이 연접한 특정 부

위를 말한다. PVL은 미성숙한 신생아 및 주산기(perinatal)때 

저산소-혈관수축에 의한 국소빈혈(hypoxic-ischaemic) 손상

으로 백질연화 혹은 뇌실주위에 백질 손상(white matter 

lesions)의 결과이다. 따라서 미숙아의 뇌병변은 일반적으로 

하지를 조절하는 긴 신경로에 국한되어 경직성양하지로 나타난

다.
2,3,4)

 이는 하행 운동신경로의 해부학적 위치 때문에 팔보다

는 다리의 운동장애가 더 심하며, 목과 몸통은 저긴장을 보이

고, 양하지의 경직이 특징이다.
5)

이와 같이 신생아의 경우는 신경학적으로 매우 미숙한 상

태이므로 그 운동발달상태도 매우 미숙한 상태에 있다. 그러므

로 뇌성마비아의 운동양상이나 정상아의 운동양상이 크게 차이

가 나지 않는 반면에, 정상 아이는 점차 신경계의 발달과 더불

어 정상적인 운동발달을 하는데 비하여, 뇌성마비아는 뇌의 손

상으로 인하여 이러한 정상발달을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운

동양상 및 자세반응이 정상아와 다른 비정상적인 양상을 보이

는데 이는 중추신경계로 비정상적인 감각자극을 보내게 되며 

비정상적인 감각자극은 다시 비정상적인 운동패턴을 낳게 되므

로 중추신경계가 점점 더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자세와 운동양상은 관절이나 근육의 변형과 같은 

근골격계의 이상을 초래하며, 다시 더욱 비정상적인 운동양상

을 낳게 된다.
6)

특히, 경직성양하지마비아가 자세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체간 안정성과 근골격계의 능력향상이 필요하다.
7)
 이

를 위해서는 체간근들의 조화로운 활동이 필요한데, 순간적인 

자세 변화와 다양한 운동 속도, 척추에 부과되는 부하 변화에 

대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척추 앞, 뒤, 측면에 있는 근육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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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정된 수축력을 생산하고 협력 수축해야 한다.
8)

한편, 경직성뇌성마비아동에 대한 보행동작의 개선을 위한 

신경생리학적 접근방법에는 Bobath의 신경발달치료, Knott와 

Voss의 자연스러운 운동패턴을 이용한 고유수용성 신경근촉진

법, Rood의 감각운동치료접근법, Ayers의 감각통합치료, 

Peto의 전인교육(Conductive Education), Fay와 Doman- 

Delacato의 패턴치료 등이 있다.
9)
 이중 보바스치료 원리는 첫 

번째 중화작용(counteraction)에는 촉진(facilitation), 억제

(inhibition), 자극(stimulation), 두 번째는 변경(modification)

인 핵심조절부(key point of control) 여기에는 등뼈의 중간 

부위와 가슴뼈(sternum)가 매우 중요하며, 중심핵심조절부에

는 근위핵심조절부(어깨, 골반)와 원위핵심조절부(손, 발)로 분

류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상운동발달 연속화(normal 

motor development sequence)이다.
10)

 이중 치료사가 가장 

효과적으로 보행패턴의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곳은 중심핵심조

절부의 골반인데, 골반은 허리뼈를 통하여 몸통을 움직이면서 

동시에 엉덩관절동작에도 관여하며, 골반은 한 쌍의 엉덩뼈

(iliac bone), 엉치뼈(sacrum), 엉치엉덩관절(sacroiliac 

joint) 및 두덩결합(symphsis pubis)으로 구성된다. 이 관절

들은 대체로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으나, 스트레스 및 긴장 상

태를 전달하기 위해 약간의 회전동작은 가능하다. 골반은 위로

는 허리뼈와 아래로 는 엉덩관절 사이에 위치하며 움직임이 일

어난다. 그러므로 골반뿐만 아니라 골반과 연결되어 있는 신체

의 근위부 및 원위부가 함께 핵심조절부를 형성하는 것이다. 

골반은 허리뼈 및 엉덩관절과 함께 아래로는 기저면으로, 위로

는 안정성과 가동성 및 체중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을 전

달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0)

특히, 정상아동은 네발자세동작에서 전후방, 좌우방향, 그

리고 대각선 전후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러한 정상발달은 굽힘

과 폄이 우성이 되어 교대로 혼합 되어진다. 또한 네발자세에

서 전방 방향으로 움직이면 굽힘이 우성이 되며, 후방 방향으

로 움직이면 폄이 우성이 된다. 그리고 척행보행동작은 네발자

세에서 양손과 양발 및 무릎을 이용 하여 하지를 폄 시켰을 때 

하지의 무릎과 발목관절의 체중부하 패턴이 증가되어진다.
11)

 

이러한 척행보행 자세는 7개월 때 네발자세에서 곰-선 자세

(bear-standing position)로 밀어 올린다. 이 자세는 어깨관

절 조절과 하지 가동성의 안정성을 요구하며, 오금과 장딴지근

의 기시점과 부착점을 길어지게 한다. 특히, 곰-선 자세는 긴장

이 높아 동작에 문제점이 있는 아동을 치료할 때 지향하기 위

한 좋은 자세이다.
12)

 그리고 선자세는 하지와 몸통근들의 정상

적인 동시 수축이 필요하며,
13)

 체중을 양쪽 하지에 균등하게 

분배시켜 선자세와 보행 시 입각기(stance phase)때 골반과 

하지의 정상적인 정렬(alignment)이 이루어져야 한다.
14)

 이렇

듯 대동작 기능은 신체의 큰 근육을 사용하여 움직임을 수행하

는 것으로 누운자세에서 구르기, 앉기, 기기와 무릎서기, 서기, 

걷기와 뛰기와 같은 동작을 의미한다.
15)

 

그러나 뇌성마비 등 신체적 장애아동은 동작이나 가동성에 

문제를 갖고 있으며, 가동성은 동작 기능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 이에 운동장애를 조정하는 목적은 자세와 운동조절을 증진

시키고 대․소근육 운동능력을 호전시켜 근골격계의 합병증을 

방지하는 것이며,
16)

 신체 좌우의 비대칭성을 감소시키고 보행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균형적인 서기 자세를 유지할 수 있

어야 하고 양측 하지로 체중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17)

 이렇듯 

정상운동발달 단계를 갖지 못하는 뇌성마비아동은 이동 동작이 

매우 어렵거나, 비정상적 패턴동작으로 습득하게 되는데 이것

을 보다 더 정상에 가까운 동작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경직성양하지마비아에게 골반 운

동치료를 시켜주어 대동작 기능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데 있다. 이에 1명의 경직성양하지마비아에게 누운자

세에서 골반 들기동작, 네발자세에서 골반 전․후 밀기동작, 척

행보행동작(plantigrade walking), 선자세에서 전․후, 좌․

우, 보행동작으로 운동치료 실시 후, 대동작 기능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고 임상치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기초자료

로 마련하고자 한다.

II. 증 례

1. 연구 대상

1) 병력사항

이 연구의 대상자는 경직성양하지마비로 진단 받고, 2015년 4

월부터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에서 외래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11세 여아이다.

이 아동은 39주에 출산하였고 몸무게는 2.35kg이었다. 출

생 시 5일간 인큐베이터에 있었으며, 황달로 인해 1일 동안 산

소 호흡기를 부착하였다. 2011년 1월에 하지 모음근, 뒤넙다리

근, 장딴지근의 정형외과적 수술을 받았다. 

2) 발달사항

아동의 발달 과정은 머리 가누기, 배밀이와 앉기 그리고 네발

기기 자세는 7개월 가능하였으나 12개월 이후 보행하면서 증

가된 허리 앞굽음과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굴곡시킨 움추린 

자세로 까치발을 떼며 독립보행을 하면서 잘 넘어져, 34개월부

터 운동치료를 시작하였다.

3) 자세 긴장도와 기능평가

아동의 자세 긴장도는 하지가 상지보다 심하고, 왼쪽이 오른쪽

보다 심한 과긴장 상태이다. 몸통의 안정성이 낮으며 원위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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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 Supine position       Figure 2. Pelvic lift on Supine position 

Figure 3. Four point position on pelvic forward –backward Figure 4. Four point position on pelvic from side to side

긴장도가 높다. 그리고 현재 11세 아동으로 대운동기능분류시

스템(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GMFCS) 

‘생후 6년 이상 12년 미만’ Ⅱ단계의 서기, 선 자세 유지와 독

립보행이 가능하지만 장거리를 걸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

고, 평평하지 않거나 경사진 곳, 사람이 많거나 좁은 공간, 물

건을 들었을 때 균형을 잘 잡지 못하고, 난간을 잡거나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적 보조를 받으면 계단을 수행하는 아동이

다.
18)

2. 연구절차

이 연구에서는 경직성양하지마비아의 능동적 누운자세에서 골

반 들기 동작, 네발자세에서 골반 전․후 밀기동작, 척행보행동

작, 선자세에서 전․후, 좌․우, 보행동작으로 운동치료가 대동

작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전․후의 차이를 검증하

기 위한 연구방법을 설계하였다. 대상 아동에게 2016년 12월 

19일부터 2017년 3월 6일까지 주2회 10주간 매회 30분씩 골

반 운동치료를 실시하였다. 측정변수로는 대동작기능평가

(gross motor function measure; GMFM)점수를 선정하였

다. GMFM 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소아 물리치료경력 33년

의 물리치료사 1명이 평가하였다. 평가는 보호자가 동석하고, 

아동이 운동치료를 받던 물리치료실에서 실시하였으며, 아동은 

편안한 복장으로 맨발 상태에서 평가하였다. 

3. 치료방법

2016년 12월 19일부터 2017년 3월 6일까지 10주간 주 2회, 

매회 30분에 걸쳐 누운자세에서 골반들기, 네발자세에서 골반 

전․후, 좌․우측 밀기동작, 척행보행동작, 선자세에서 골반 

전․후, 좌․우측 보행동작치료가 이루어졌으며, 내용은 다음

과 같다.

1) 누운자세에서 골반 들기

① 누운자세에서 다리를 굽힘시켜 몸통 폄근의 신장을 통해 척

추 만곡을 감소시킨다(Figure 1).

② 누운자세에서 다리를 굽힘시킨 상태에서 몸통은 중심선

(midline)을 유지하고 엉덩이를 위로 들어 올려 골반의 후

방경사(posterior tilt)를 증가 시키고 체간근의 발달을 촉

진시킨다(Figure 2).

   

2) 네발자세에서 골반 전․후 밀기동작

① 네발자세에서 상하지의 비대칭자세로 유지하여 좌․우측의 

손과 무릎에 체중부하를 주었고, 전․후 방향으로 능동적인 

가동성을 시킨다(Figure 3). 

② 네발기기동작을 할 때 흥미를 유도하여 상 하지의 좌․우측

의 분리된 가동성 및 전략적 동작을 시킨다(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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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5. Plantigrade walking       Figure 6. Plantigrade forward walking

Figure 7. standing position on Pelvic forward․backward Figure 8. Walking locomotion from side to side 

3) 척행보행동작(plantigrade walking)

① 척행보행 선자세를 유지시켜 상지의 어깨관절 조절과 하지

의 오금근과 장딴지근의 근력을 강화시켜 준다(Figure 5).

② 척행보행 자세에서 전방으로 기어가기 동작을 시켜 무릎폄

과 발목관절의 체중부하가 되도록 한다(Figure 6).

4) 선자세에서 골반 전․후, 좌․우측 보행동작

① 선 자세에서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이 폄 되도록 하고, 신체 

정렬을 유지하여 다리와 몸통의 균형조절 능력을 발달시킨

다(Figure 7). 

② 하지의 전․후 방향으로 동작을 할 때 지면바닥에서 발가락 

굽힘과 벌림근 체중지지를 통해 발과 발목관절의 가동성을 

유지시켜준다(Figure 7). 

③ 하지의 좌․우측으로 동작을 할 때 골반의 안정성을 유지하

여 중간볼기근, 큰볼기근, 엉덩관절 폄근인 넙다리곧은근을 

촉진시킨다(Figure 7). 

④ 두 발이 교대로 걸을 때 보행동작을 촉진시켰으며, 이때 상지

의 과도한 굽힘 보상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Figure 8).

III. 평가방법

1. 평가도구 및 방법

연구대상자의 대동작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대동작기능평가

(GMFM)을 사용하였다. GMFM은 뇌성마비 아동들의 대동작 기

능면에서 시간 경과 후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써 운동기능

이나 아동이 얼마나 많은 활동을 수립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평가의 목적은 경직성양하지 뇌성마비아동

의 대동작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평가항목

은 (A) 눕기와 구르기, (B) 앉기, (C) 네발기기와 무릎서기, (D) 

서기, (E) 걷기, 달리기, 점프하기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88문항이다. 각 항목에 대한 점수는 1-3점으로 채점하여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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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GMFM pre-treatment and post-treatment
(Values= %)

GMFM Dimension
Change Values

Pre-treatment Post-treatment Change Score

A. Lying & Rolling 100 100 0

B. Sitting 95 100 5

C. Crawling & Kneeling 52.3 90.4 38.31

D. Standing 25.6 53.8 28.2

E. Walking. Running & Jumping 18 38.8 20.8

Total Average Score 58.2 76.6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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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Variation of GMFM pre-treatment and post-treatment

가 낮을수록 기능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GMFM의 평가방법은 

물리치료사가 직접 아동의 수행능력을 관찰하여 각 항목에 대한 

점수를 기록한다. GMFM의 검사자간 신뢰도는 0.99로 매우 신

뢰할 만한 도구이다. 생후 5개월에서 12세의 뇌성마비아동을 대

상으로 대동작 기능 움직임의 질적인 면)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

된 도구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는 대동작의 질적 양상이

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15) Gowland 등19)
은 뇌성마비 

아동에게 GMFM을 적용하였을 때 신뢰도가 .92－.96이라 하였

고, Boyce 등20)
은 검사자간 신뢰도는 .76이라 하였다. 이 연구

에서는 동작 및 보행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GMFM의 평가

항목 (A), (B), (C), (D), (E)영역을 이용하여 전․후 결과를 엑

셀 통계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비교하였다.

IV. 결 과

1. 골반 운동치료 전 ․후 대동작 기능 변화

경직성양하지마비아의 골반 운동치료 전․후 대동작 기능변화

는 GMFM의 A, B, C, D, E 총 5영역 중 B 앉기는 95에서 

100으로 5% 증가, C 네발기기와 무릎서기는 52.3에서 90.4로 

38.31% 증가, D 선자세는 25.6에서 53.8로 28.2% 증가, E 

걷기, 달리기, 점프하기는 18에서 38.8으로 20.8%가 각각 증

가하였다. 특히 총점에 대한 평균 점수는 58.2에서 76.6으로 

18.4%가 증가하여 대동작 기능이 향상되었다(Table 1), 

(Figure 9).

V. 고 찰

이 연구는 체간 및 골반 안정성이 부족한 경직성양하지마비아

의 핵심조절(key point of control)인 골반부위를 운동치료 

시켜주어 대동작 기능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

자 하였는데, 연구 결과 10주간 골반운동 치료 전․후 GMFM

의 A, B, C, D, E 총 5영역 중 B 앉기는 5%, C 네발기기와 

무릎서기는 38.31%, D 선 자세는 28.2%, E 걷기, 달리기, 점

프하기는 20.8% 등 4영역에서 증가되었고, 특히 총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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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점수는 58.2에서 76.6으로 18.4%가 증가하여 대동작 기

능이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 볼 때 골반운동을 이용하여 경직성양하지마비아의 

대동작 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이는 경직성양하지마비아의 패턴화 운동치료가 GMFM의 

B, C, D, E 영역별 점수는 각각 2.8%, 15.9%, 10.1%, 2.3%

가 증가하였고, 총점(%)에 대한 평균 점수는 6.3%로 대동작 

굽힘패턴과 폄패턴이 강화되어 대동작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연

구
21)

 결과와 유사하다. 또 문제강
22)

은 GMFM의 A, B, C, D, 

E 총 5영역 중 C, 13.7%, D, 14.57%, E, 10.11% 등 3영역

에서만 증가 되었고, 총점에 대한 평균 점수는 7.99%로 대동

작 기능 향상에 효과적이었다는 결과와도 유사하다. 이렇듯 경

직성양하지마비아 장애는 경직이 상지보다 하지가 더 심하며, 

이로 인하여 하지의 운동성이 감소가 되어 동작이나 가동성을 

가질 때 상지의 어깨 관절 주위의 과도한 연합반응으로 보상동

작이 나타난다. 이러한 운동장애 조절을 위해서는 네발자세, 척

행자세에서 운동조절을 증진시켜 대동작 기능을 호전시키고 협

응, 균형, 운동감각, 고유수용성감각, 관절 및 근육의 통합작용

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정상적 보행을 하기 위해서는 중

력에 대항하여 보다 더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세

조절을 잘 유지시켜주어야 정상적인 신체정렬 상태를 유지 할 

수가 있다
21)

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고명건과 오태영
23)

은 19명의 수용시설 뇌성마비아

동과 가정생활 뇌성마비아동의 생활 형태에 따른 GMFM 평가

비교 연구결과에서 A, B, D, E 4개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이는 경직성양하지마비아의 습관적 병적자세와 

좋지 않은 자세 유지로 시간이 많을수록 보상작용이 초래하

며,
9)
 조영진과 김세주

24)
는 소아기 뇌의 특성인 가소성으로 인

해 치료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때로 예측과 일치하지 않는 운

동기능의 향상이나 저하가 오기도 한다. 뇌성마비의 약 25%는 

열심히 치료를 한다고 하여도 걸을 수는 없으며, 75% 이상이 

뚜렷한 장애를 갖게 된다. 또한 2세 이전에 앉을 수 있으면 모

두 독립보행이 가능하고, 2세 이후에 앉으면 목발을 이용하여 

보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뇌성마비 아동을 신속

히 치료해야 하는데 병, 의원, 공공의료기관 치료기관이 부족하

고, 뇌성마비아동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인력부족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장기간 대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김연화 등
25)

의 연구에서 경직성양하지마비아에게 주10회 3

주간 앉은 자세와 선자세에서 골반운동이 올바른 신체정렬이 

유지되어 복근(배곧은근과 배바깥빗근), 체간폄근, 엉덩관절 폄

근(큰볼기근과 뒤넙다리근) 근력을 향상시키고, 대동작 기능 

능력을 향상시켜 보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이

동걸
26)

의 연구에서도 뇌성마비아동에게 주2회 총6개월 동안 

신경발달치료가 GMFM의 A, B, C, D, E 총 5영역 중 모두에

서 대동작 기능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

미옥
27)

은 4명의 경직성양하지마비아에게 주2회 8주 동안 하체

근력강화 훈련이 대동작 기능에 현저하게 향상시켰다는 결과와

도 유사하다.

이 연구를 통해서 체간(머리, 몸통)의 안정성 확보와 골반 

근력강화 운동을 위해서는 네발기기, 짚고 일어서기, 골반을 움

직이는 것, 엎드린 자세에서 골반을 당기면서 일어나는 것 등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발달학적인 행동은 신경생

리학적인 여러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그 요

소들을 살펴보면, 우선 자동자세반응으로 정상적인 근긴장과 

정상적인 상호신경지배, 그리고 잘 발달된 협응 운동이 있어야 

하며 이것은 충분한 관절 운동범위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28)

 이

렇듯 자세조절이 불안정한 경직성양하지 뇌성마비아동에게 골

반운동의 장기적 치료가 자세조절 유지가 잘 되어 대동작 운동 

기능과 운동수행능력이 향상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제한점은 경직성양하지마비아의 

골반 운동치료가 치료 후의 굽힘근과 폄근의 활동 증가 여부를 

측정하지 못하였고, 대상자가 1명이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해석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뇌성마비 아동 중 경직성양하지마

비아동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편마비, 발달지연, 증후

군 등의 다양한 유형의 운동발달지연 아동에서도 유사한 결과

를 나타내는지 더 많은 임상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VI. 결 론

이 연구는 경직성양하지마비아에게 골반 운동치료를 시켜주어 

대동작 기능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외래환자의 경직

성양하지마비아 1명을 대상으로 주2회 10주간 골반운동을 실

시하였다.

연구결과 GMFM 치료 전 합계 평균값은 58.2%에서 치료 

후 76.6%로 증가되어 18.4% 가 향상되었다. 특히 증가된 항목

은 B 앉기는 5%, C 네발기기와 무릎서기는 38.31%, D 선 자

세는 28.2%, E 걷기, 달리기, 점프하기는 20.8%으로 증가 폭

의 크게 되어 대동작 기능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경직성양하지 뇌성마비아동의 개별 골

반 운동치료가 대동작 운동기능 향상과 운동 수행능력이 향상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골반 운동치료가 임상 및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병행 되어진다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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