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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뇌성마비 아동은 정상 발달하는 아동과는 다른 운동 발달 패

턴을 보이며, 과도한 근긴장, 변형된 관절의 움직임, 자세조절 

감소로 움직임을 만들며,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뇌성마비 아

동의 90%가 보행장애를 가지고 있다.1) 보행장애로 인한 이동

의 제한은 독립 일상생활활동과 사회적 활동과도 연관이 있으

며, 집안에서 독립 이동이 가능한 아동이 집밖에서는 휠체어

를 사용하며, 중증도에 따라서 편마비와 경증 마비 아동은 독

립이동이 가능 하나 중증의 88%가 휠체어를 사용한다. 뇌성

마비 아동의 이동 제한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나 

이동 능력 증가는 재활의 중요한 목표이며, 학령기 아동의 사

회생활을 위해 이동 능력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2)

뇌성마비 아동의 보행 기능 향상을 위한 트레드밀 훈련은 

피드포워드와 피드백 기전으로 보행 뿐만 아니라 균형의 과제 

수행 훈련이며, 운동학습 치료 접근법으로 적절하다.3) 트레드

밀 훈련은 환자가 보행하는 동안 선 자세 유지와 하지의 협응

을 증진 시킬 수 있으며, 체중지지 기구를 이용한 체중지지 

비율을 점차적 감소시키어 환자 스스로 자세 유지 하도록 하

여 균형 능력을 증가 시킬 수 있고 더 많은 하지근 사용의 기

회를 제공할수 있다. 또한 환자에게 동기부여와 반복적 보행 

속도 유지를 하는 동안 보행 기능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일상생활에서 기능적 이동과 지역사회에서 독립 보행 거리도 

증가 하게된다.4)

그리고 보행의 변수 중 분속수와 활보장이 증가되며, 보행 

증가에 따른 하지근 활성의 증가는 하지근 강화 훈련의 전통

적 운동치료와 동일한 훈련의 효과가 있으며, 보행 패턴의 반

복은 보행에 필요한 정상 하지근을 활성화 시킬수 있다.5)

경직성 뇌성마비 중 GMFCS Ⅲ,Ⅳ인 아동에게 하네스를 

이용한 트레드밀 훈련을 주 4회, 1회 15분씩 7주간, 초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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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속도에서 점짐적 속도를 증가하여 훈련을 실시한 결과 대

동작 기능평가 항목에서 서기, 걷기, 달리기, 도약하기 등 항

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균형 평가에서도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트레드밀 훈련을 하는 동안 

반복적 보행 훈련이 하지 운동기능과 균형 능력을 향상시킨 

것이며,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에게 균형과 보행 향상을 위한 

운동학습 훈련으로 트레드밀 훈련이 매우 적절하며6), 

Provos7)도 GMFCS Ⅰ단계 아동을 대상으로 2주 동안 매일 

30분씩 실시하여 보행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단기간 집중적 

훈련으로도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GMFCS 단계가 높

은 아동이 낮은 아동보다 트레드밀 훈련의 효과가 더 크게 나

타났다고 하였다.8)

하네스를 이용한 트레드밀 훈련을 뇌졸중이나 척수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균형과 보행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된 연구는 있으나 뇌성마비 아동은 신경발달치료에 많이 의존

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트레드밀 훈련은 하네스를 이용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네스를 이용하지 않고 경직성 뇌

성마비 아동 중 GMFCS Ⅰ단계와 Ⅱ단계를 대상으로 단기간 

훈련을 실시하여 균형과 보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

였으며, 하네스를 이용하지 않은 트레드밀 훈련의 임상 적용

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소재 S병원에 입원한 경직성 뇌성마

비로 진단받은 20명을 대상자로 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뇌

성마비 아동의 보호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 의사가 있어 동의를 얻은 후 시행되었다. 본 연

구의 선정 대상자는 경직성 뇌성마비로 GMFCS Ⅰ,Ⅱ 단계이

며, 연구자의 지시를 이해하는 10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자로 

하였다.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호흡계와 정형외과적 문

제가 있는 아동, 조절 되지 많은 발작이 있는 아동, 시각과 청

각, 지각 장애가 있는 아동과 연구기간에 참여가 어려운 아동

을 연구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명으로 빠른 속도군 10명, 보통 속도군 

10명으로 나누었으며, 제비뽑기를 하여 두 그룹으로 선정하였

다. 두 그룹은 하루 30분씩 중추신경발달치료를 실시하였으

며, 트레드밀 훈련은 하네스와 같은 체중지지 보조도구를 이

용하지 않았고 주 5일, 1회 20분, 총 2주간 실시하였다. 연구

의 대상자는 트레드밀 양쪽 옆의 손잡이를 잡도록 하였고, 훈

련하는 동안 치료사가 아동을 격려하고 피로감과 통증, 호흡 

장애가 발생하는지 관찰하였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훈련을 중

지하였다.

트레드밀 훈련의 속도는 Pohl 등9)이 뇌졸중 환자를 대상

으로 적용한 트레드밀 훈련 속도를 수정하여 실시하였다. 빠

른 속도군은 처음 5분 동안 편안한 속도로 보행을 하고 치료

사가 아동과 대화를 하면서 1~2분 동안 속도를 증가시키어 

10초 동안 안전하게 보행 속도 유지가 되면 다음 단계로 10%

씩 속도를 증가 시켰으며,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속도를 

10%씩 감소시켰다. 

보통 속도군의 트레드밀 훈련 속도는 편안한 보행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보행 속도의 증가를 하지 않았다.

3. 측정 도구 및 방법

1) 트레드밀

트레드밀(AP2010-2, apsuninc, Korea)은 속도조절이 가능

하도록 전면에 계기판이 부착되어 있고 속도는 최저 0.1 

km/h부터 최고 6.0 km/h까지이며, 속도 조절은 0.1 km/h

씩 증가와 감소 가능하다. 안전키를 환자의 몸과 계기판에 부

착하여 안전키가 분리되면 트레드밀 작동이 중지되어 낙상 사

고를 방지 할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2) Pediatric Balance Scale (PBS)

정적 및 동적인 기립 균형 평가는 Franjoine등10)이 BBS를 

소아에게 적절하게 수정 보완한 Pediatric Balance Scale 

(PBS)를 사용하였다. PBS는 5∼15세까지 경증에서 중등도의 

운동장애를 가진 학령기 아동에게 BBS 2,3,7번 항목의 정적

자세 유지시간을 30초로 줄이고, 지시를 간단하고 분명하게 

수정 보완한 균형평가 도구이다.

전체 14항목은 앉기와 서기, 자세변화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

되고, 점수기준은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을 통합하여 각 항목

은 4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최소 0점에서 최고 4점을 적용

하고 평가의 다양성을 제공하였다. 총점은 5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기립 균형 능력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어진다.

3) Timed up and go test (TUG)

Timed up and go test (TUG)는 균형과 운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방법으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출발하여 3m 

거리를 다시 되돌아와 의자에 앉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

다. 이 검사의 측정자 내 신뢰도는 r=0.99이고 측정자간 신뢰

도는 r=0.98로 신뢰할 만한 도구이다.11)

4) Stride length

동영상 촬영은 대상자의 3m 보행을 시상면에서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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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관절의 측정기준은 발목관절의 외측 복사뼈와 다섯번째 

발허리발가락관절을 기준선으로 하였다.12) stride length 측

정을 위해 다트피쉬 프로그램의 신뢰도는 r=0.81 이었다.13)

4. 자료분석과 통계적 방법

본 연구의 통계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전, 후 비교는 비모수 검정의 

Mann-Whitney test 실시하였고 집단내 비교는 Wilcoxon's 

signed-rank test 실시하였다. 자료의 모든 통계적 유의 수준

은 0.05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빠른 속도군 10명과 보통 속도군 

10명으로 총 20명이었다. 빠른 속도군은 남자 4명과 여자 6

명, 평균 나이 8.3세, 평균 키 124cm, 평균 몸무게 26kg, 

GMFCS는 Ⅰ단계 6명, Ⅱ단계 4명이었다. 진단은 경직성 양

지마비 9명과 편마비 1명 이었다

보통 속도군은 남자 6명과 여자 4명, 평균 나이 8.6세, 평균 

키 124cm, 평균 몸무게 28kg, GMFCS는 Ⅰ단계 8명, Ⅱ단

계 2명이었다. 진단은 경직성 양지마비 5명과 편마비 5명 이

었다(Table 1).

2. Pediatric Balance Scale (PBS) 변화 비교

트레드밀 훈련군 중 빠른 속도군의 훈련전 47.80점에서 훈련

후 49.70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보통 속도군은 훈련전 

48.10점에서 48.90점으로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p<.05) 

(Table 2). PBS 그룹간 트레드밀 훈련 전, 후 평균차 비교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Table 3).

3. Timed up and go test (TUG) 변화 비교

트레드밀 훈련군 중 빠른 속도군의 훈련전 45.48초에서 훈련

후 38.96초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보통 속도군은 훈련전 

45.24초에서 38.73초로 유의하게 감소 하였다(p<.05) (Table 

4). TUG 그룹간 트레드밀 훈련 전, 후 평균차 비교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05) (Table 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FTT (n=10) NTT (n=10)

Age(years) 8.3 8.6

Gender Male 4/ Female 6 Male 7/ Female 3

Hight(cm) 124 124

Weight(kg) 26 28

Diagnosis
diplegia 9 5

hemiplegia 1 5

GMFCS
Ⅰ 6 8

Ⅱ 4 2

FTT: Fast treadmill training, NTT: Normal treadmill training

Table 2. The comparison of PBS within pre-test and post-test FTT-group and NTT-group for difference (unit: score)

Group Pre Post z P

FTT 47.80±3.11 49.70±3.19 -2.53 .01

NTT 48.10±4.88 48.90±4.45 -2.53 .01

*p＜.05, FTT: Fast treadmill training, NTT: Normal treadmill training

Table 3. The comparison of mean change for PBS between FTT-group and NTT-group for difference (unit: score)

Group M±SE z P

FTT 1.9±0.08
-3.69 .00

NTT 0.8±0.43

*p＜.05. M±SE: Mean±standard error, FTT: Fast treadmill training, NTT: Normal treadmill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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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ride length 변화 비교

트레드밀 훈련군 중 빠른 속도군의 훈련전 19.25cm에서 훈련

후 19.40cm로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05), 

보통 속도군은 훈련전 19.44cm에서 19.18cm로 감소하여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Table 6). Stride length 그룹

간 트레드밀 훈련 전, 후 평균차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p>.05) (Table 7).

Ⅳ. 고찰

뇌성마비 아동에게 적용되는 트레드밀 훈련의 효과는 보행과 

관련된 척수 상위 부위에 위치한 보행 관련 중추와 척수 부위

에서 보행 중추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어 정상에 가까운 보행

을 할수 있도록 한다.14) 또한 트레드밀에서 반복되는 보행 훈

련을 통한 과제 지향적 운동치료가 보행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며, 중추신경계 발달 치료를 받았으나 보행의 증진이 없었

던 뇌성마비 아동에서 트레드밀 훈련 후 정상에 가까운 보행

을 하게 되었다.15) 그리고 정상 보행과 유사한 보행 패턴은 

감각 피드백을 통해 균형의 자신감 회복과 하지 근력을 증가

시키어 독립적 신체 활동 수준을 증가시키고 지역사회에서 안

정적 보행을 할수 있도록 한다.16)

만성기 뇌졸중 환자에게 트레드밀 훈련을 실시한 결과 환

자의 동기 부여가 빠른 보행과 보폭을 크게 만들었으며, BBS 

평가에서 유의하게 증가 되어 보호자의 도움 없이 기능적 이

동이 가능하게 되었고4), 아급성기 뇌졸중 환자에서도 BBS 평

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17) 뇌성마비 아동 중 GMFCS 

Ⅰ,Ⅱ,Ⅲ 단계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네스를 적용하지 

않고 트레드밀 훈련 결과 BBS 평가에서 유의하게 증가를 보

였으며, GMFCS Ⅰ,Ⅱ,Ⅲ 단계의 아동은 체중지지 장비 없이 

하지 체중부하를 통한 훈련이 적절하다. 그리고 평지에서 보

행 훈련 보다 트레드밀 훈련이 균형 향상에 더 효과적이다.18)

본 연구에서 경직성 뇌성마비 GMFCS Ⅰ단계와 Ⅱ단계 

아동을 대상으로 하네스를 적용하지 않고 트레드밀 훈련 후 

BBS를 소아에게 적절하게 수정 보완한 PBS 평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PBS 평가 항목에서 앉기, 서기와 자세 변

화에 따른 과제 수행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하

네스를 적용하지 않은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그리고 그룹간 

Table 4. The comparison of TUG within pre-test and post-test between FTT-group and NTT-group for difference 
(unit: sec)

Group Pre Post z P

FTT 45.48±2.82 38.96±2.37 -2.80 .00

NTT 45.24±4.18 38.73±3.23 -2.80 .00

*p＜.05, FTT: Fast treadmill training, NTT: Normal treadmill training

Table 5. The comparison of mean change for TUG between FTT-group and NTT-group for difference (unit: sec)

Group M±SE z P

FTT 6.52±0.45
-3.59 .00

NTT 6.51±0.95

*p＜.05. M±SE: Mean±standard error, FTT: Fast treadmill training, NTT: Normal treadmill training

Table 6. The comparison of Stride length within pre-test and post-test FTT-group and NTT-group for difference 
(unit: cm)

Group Pre Post z P

FTT 19.25±1.78 19.40±1.68 -1.27 .20

NTT 19.44±1.51 19.18±1.40 -.15 .87

*p＜.05, FTT: Fast treadmill training, NTT: Normal treadmill training

Table 7. The comparison of mean change for Stride length between FTT-group and NTT-group for difference (unit: cm)

Group M±SE z P

FTT 0.15±0.1
-.85 .39

NTT 0.26±0.1

*p＜.05. M±SE: Mean±standard error, FTT: Fast treadmill training, NTT: Normal treadmill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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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보행 기능이 양호한 경

우 하지 체중부하와 빠른 속도의 트레드밀 훈련이 균형 향상

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균형 향상은 활발한 신체활동

과 지역사회에서 안정적 보행을 할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트레드밀 훈련의 보행 속도가 증가하면 추진력도 비례하여 

하지근 활성도가 높아져 근두께가 유의하게 증가하게 된다.19) 

또한 빠른 보행 하는 동안 근의 생리학적 관점에서 체중지지

와 관절의 움직임 관련된 정상 근의 활성화의 이득이 있다.5) 

트레드밀 훈련은 보행 패턴의 운동 형태이고 일정한 속도와 

리드미컬한 보폭의 유지는 뇌성마비 아동에게 보행 훈련의 운

동치료 방법으로 TUG 평가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여 보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었다.18) 체중지지 장치를 적용하지 않고 

GMFCS Ⅱ단계와 Ⅲ단계의 경직성 양지마비에게 1회 30분씩, 

주5회 보행 속도 증가 시키어 훈련하여 1주 후 TUG 평가에

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보행의 거리도 증가 하였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체중지지 장치를 적용하지 않고 점차적 보행 속도 

증가한 훈련 방법이 보행에 영향을 미친것이며, 단기간 체중

지지 장치 적용 하지 않는 트레드밀 훈련은 보행 기능이 양호

한 뇌성마비 아동의 보행 훈련으로 적절하다.20)

본 연구에서도 GMFCS Ⅰ단계와 Ⅱ단계의 경직성 뇌성마

비 아동에게 체중지지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트레드밀 훈련을 

실시한 결과 TUG 평가에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으며, 빠른 

속도군과 보통 속도군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

나 Stride length 변화 비교에서 각 그룹의 중재 전,후 비교

와 그룹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과 같은 결과는 

체중부하의 트레드밀 훈련이 보행 기능을 향상 시킨 선행연구

와 일치한다. 그리고 보통 보행 보다는 빠른 보행이 보행 기

능 향상에 더 효과적이었다. 보행의 민첩성과 관련된 TUG 평

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하지 체중지지와 빠른 속

도의 트레드밀 훈련이 보행 기능 향상에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행 패턴과 관련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본 연구의 결과 단기간의 집중적 체중지지 트레드밀 훈련

은 균형 능력과 보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체중지지 트레

드밀 훈련은 낙상과 관련된 위험 요소가 있으나 중추신경계 

발달 치료와 병행된 과제 수행 훈련 방법으로 적절하다고 생

각된다.

체중지지 장치가 없는 트레드밀 훈련은 보행의 민첩성과 

지구력을 증가 시키고 완전 체중지지 부하는 일상생활에서 보

행과 유사한 훈련 방법이다. 그리고 보행 하는 동안 자세 조

절의 이득도 있다.18) 또한 일상생활에서 레크레이션 관련된 

참여율를 증가 시킬수 있고, 단기간 집중적 체력증가 훈련 방

법으로 유용하다.20)

본 연구의 제한점은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의 대상자가 적

었고, 보행 변수에 따른 제한 점이 있었다. 연구 방법에서 트

레드밀 중재 방법과 뇌성마비 아동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평가

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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