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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distribution of foot plantar pressure between normal and diplegic children 

뇌성마비 아동의 족저압 분포의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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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and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distribution of foot 
plantar pressure between norrnal and diplegic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Subjects and Methods:. Ten subject with diplegic cerebral palsy who were able to walk 
independently and ten norrnal subject who had lived Sesan city. We had examined foot pressure 
by Parotec system that estimate static and dynamic foot pressure as 24 sensor. We had use 24 
sensor out of 10 sensor which had positioned heel area of foot. 
Results: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left in symmetry of static foot pressure(p <0.05). (2) There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left in symmetry of dynamic foot pressure(p <0.05). (3) 10 out of , 
3, 5, 7, 9 sensor had significant difference in left static foot pressure(p <0.05). (4) 10 out of 3, 4, 
5, 7, 8, 10 sensor had significant difference in right static foot pressure(p <0.05). ( 5) 10 out of 3, 
5, 7, 10 sensor had significant difference in left dynamic foot pressure(p <0.05). 10 out of 1, 2, 5, 
7 sensor had significant difference in right dynamic foot pressure(p <0.05) 
Conclusions: We could confirrn that difference between norrnal and diplegic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in static and dynamic foot pressure especially symmetry of left and right, sensor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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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상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며 자연 

스러운， 그러면서도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것 

이 보행이다. 보행 동작이 이와 같이 자연스럽 

게 일어난다고 해서 흔히 아주 단순한 운동이 

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보행 동작은 신경 

근육계， 생체 역학적 그리고 운동 기능학적 변 

화의 절정으로 이루어진 지극히 복잡한 운동패 

턴 중의 하나이며， 보행은 머리， 목， 체간이 서 

로 정상적인 선열을 유지하면서 상호 교대적인 

운동을 허용하는 적절한 관절의 가동범위와 안 

전성을 필요로 하고 부가적으로 일정한 패턴의 

근육 협응， 협력 운통과 상호 신경지배에 따른 

선택적인 조절과 작용을 필요로 한다. 

보행에 관한 연구는 일찍이 사진기를 이용한 

연구법으로 시작되어 1970년대 후반까지는 운 

동학적 분석 이 주를 이 루어 왔다(Winter et al., 

1976; Wasters et al., 1973; Murray, 1964, 1967). 

그 후 영상 장비와 분석 장비의 첨단화와 더불 

어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비정상보행에 이르기 

까지 여러 형태의 보행 동작에 대한 연구가 이 

루어져 왔다(Dale et a1., 1989; Gale et al., 1986; 

Winter et a1., 1983). 지난 십 수년간에 걸쳐 국 

내에서도 정상보행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어 오고 있으며(김봉옥， 1994; 서국웅 등， 1993; 

김 상겸 등， 1992; 윤숭호 등， 1992) , 최 근에 는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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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마비에 의한 비정상보행에 대한 연구도 진행 

되어 오고 있다(곽창수와 이경선， 2002; 허정식， 

2000; 한기 운과 한운교， 1999). 

뇌성마비는 다양한 신체 부위에 영향을 미치 

는 독특한 병리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뇌성마비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주요 장애는 동 

작과 자세조절의 손상(Gage ， 1991)과， 언어조절 

능력의 저하 그리고 심할 경우 정신적 지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혼합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종구와 강경숙， 1990). 이러한 뇌 

성마비는 태아시 또는 생후 첫 2년 이내에 일 

어나며， 비진행성 장애로서 (Winter Gage Hicks, 

1987) , 뇌의 병소나 뇌성장의 이상으로 인해 여 

러 가지 행동이나 움직임에 장애를 일으키는 

장기적인 질환이나 전염성이거나 유전성은 아 

니 다(Batshaw and Perret, 1992). 

뇌성마비는 뇌의 기능장애에 의한 신경결함 

중에서도 운동신경장애에 의해 아주 심각한 운 

동장애로부터 경미한 운동자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 차기， 던지기， 뛰기와 같은 단 

순한 대근운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 

게 된다(Williams et al., 1985). 특히， 뇌성마비 

아의 이상보행은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해 환경 

에 따른 이차적 적응이 더욱 힘들고 결과가 복 

뇌성마비아의 보행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Borelli가 최초로 기록에 의한 보고를 한 이후에 

현재 임상에서는 관찰적 보행 분석 (observationa1 

gait analysis) , 운동 형상학적 분석 (kinematic 

ana1ysis) , 운동역학적 분석 (kinetic analysis) , 동적 

근전도(dynamic electromyography) , 에너지 소비 

량 측정 (energy expencliture measurement) , foot 

scan을 이용한 족저압 측정법 퉁이 이용되고 

있다. 최근 개발된 foot- scan 동의 족저압 측정 

기는 직접적으로 발바닥의 접촉 특성을 관찰할 

수 있으며 족저압 중심값을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어 균형 감각이나 이동 양식 둥을 평가할 

수 있다(백남종과 입민식，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적 족저압， 동적 족 

저압， 발의 부위별 족저압 등을 측정할 수 있는 

Parotec system을 이용하여 겸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족저압 분포 특성과 정상아동의 족저압 

분포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1.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잡하고 다양해져 이상보행형태를 정확하게 파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 S재활병원에 내 

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중이며 경직형 뇌성마비 양하지 마비로 진단 

보행분석에 관한 연구들은 포괄적인 수준에 받은 아동으로 독립 보행이 가능한 아동 10명 

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보행분석에 관한 과 정형외과적 문제점을 가지지 않은 서산시 A 

초기 연구들은 적합성， 수술 후의 평가， 의족의 주일학교에 다니는 아동 10명， 모두 20명의 아 

적합성 평가에 중점을 두어 실행되었으나 현재 동을 선정한 후 족저압을 측정하였으며， 대상자 

는 모든 장애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어 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지고 있다(Peπy， 1992).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근 긴장도， 길항근과 주동근의 불균형， 균형 능 

력 감소 등으로 인해 문제로는 비정상적인 보 

행의 특성을 보인다(Gage， 1991). 

허정식 둥(1999)은 정상 아통과 뇌성마비 아 2. 연구 절차 

이중 뇌성마비아는 뇌손상으로 중추신경계 

조절 능력이 소실되어 선택적 근육 조절 감소， 

원시적 반사 패턴에 의존한 이동， 비정상적인 

전체 뇌성마비 아동 정상아동 

명
 
명
 ) 

( 

( 

세
 

납
 
여
 ( 

、
이
 

별
 성

 
나
 

m 
8 

짧
 

6 

4 

6.20 

6 

4 

10.9 

동간의 보행동작의 생체역학적인 분석을 통해 정상 아동과 뇌성마비 아동의 족저압 분포 특 

신체 협응과 운동 타이멍이 뚜렷한 차이가 있 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길이 10m, 폭 l .5m 

음을 보여 주었다. 의 보행로를 바닥에 만든 후 아동들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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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내지 3번을 걸어가게 한 다음， 충분히 연구 

의 목적과 측정 방법들을 설명하였다 

2번 내지 3번 걸을 동안 속도는 통제하지 않 

았으나， 보행 속도가 비슷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 

으며， 2번 이상 유사한 속도가 나타났을 때 Parotec 

system의 foot insole을 착용하게 한 후 미 라 

준비된 보행로를 걷게 하였으며， 이는 정상 아 

동과 뇌성마비 아동 모두 통일하게 적용하였다， 

3. 측정방법 

Parotec-system은 압력 분포 측정 시스템으 

로서 정적 균형 유지 상태와 동적 보행 사에 

24개의 압력 감지기 (pressure sensor)에서 나타 

나는 값으로 족저압의 분포를 구하게 된다. 24 

개의 압력 감지기는 insole애 위치하며 선발 안 

애 삽입하여 족저부에 위치하는 insole과 이와 

연결되어 정적 및 동적 상태의 평균 압력을 기 

록하고 저장하는 휴대용 조정기， 조정기에 저장 

된 자료를 계산하는 소프트워l 어 및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 방법은 연구 대상자의 발 크기를 측정 

하여 이에 맞는 insole을 대상자의 신발에 삽입 

한 후 신발을 착용한 후 선 자세에서 20초를 

유지하고 난 뒤， 부저 소리에 맞춰 길이 10m, 폭 

1.5m의 보행로를 걷게 한 후 측정치를 얻었다. 

보행 속도는 통제하지 않았으며， 자료는 10Hz 

로 수집하였으며 모든 압력 값은 연구 대상자의 

체중으로 표준화되어(단위 %BW/Cm~)기록된다. 

4. 자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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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적 및 동적 족저압의 좌우하지의 대칭율(단우1:%)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얻어진 정적 족저 

압， 동적 족저압， 부위별 정적 족저압， 부위별 

동적 족저압 등의 결과치는 독립 t-test를 이용 

하여 정적 및 동적 족저압의 좌우 하지 대칭율， 

부위별 정적， 동적 족저압을 비교하였다. 

모든 통계 처 리 는 SPSS/PC for window 11 .5 

version을 이 용하였으며 , 유의 성 검 정 수준은 0.05 

로 하였다. 

11 1. 연구결과 

1. 정적 및 동적 족저압의 좌우 하지 대칭율 

정적 및 동적 족저압을 좌우하지의 대칭율로 

비교하였다， 정적 족저압의 좌우 대칭율에서 뇌 

성마비 아동군은 35.3 :t26. 71 %, 정상 아동군은 

72.69:t10.64%로서 현저한 차이로 통계학적 유 

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5)[표 2]. 

동적 족저압의 좌우 대칭율에서는 뇌성마비 

아동군은 62.17:t17.14%, 정상 아통군에서는 72.74 

:t15.65%로서 근사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통 

계학적 유의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표 2, 그 

림 1]. 

표 2. 정적 및 동적 족저압의 좌우 대칭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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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좌측하지의 부위별 정적 족저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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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우측 하지의 부위별 정적 족저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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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좌측 하지의 부위별 동적 족저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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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우측 하지의 부위별 돔적 족저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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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위별 정적 족저압의 분포 특성 

247~ 의 insole에서 측정된 족저압 중에서 발 

뒤꿈치에 해당하는 1, 2, 3, 4, 5, 6, 7, 8, 9, 10 

번을 선택적으로 비교하였다. 

(1) 좌측 하지의 부위별 정적 족저압 분포 특성 

좌측 하지의 부위별 정적 족저압 비교에서는 

2, 3, 5, 7, 9, 10번 부위에서 현저한 차이를 나 

타냄으로서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 

다(p<0.05)[표 3] 그러나 1, 4, 6, 8번 부위에서 

는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그림 2]에서 그래프로 냐타내고 있다. 

(2) 우측 하지의 부위별 정적 족저압 분포 특성 

우측 하지의 부위별 정적 족저압 분포 특성 

비교에서는 3, 4, 5, 7, 8, 10번 부위에서 통계학 

적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8번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에서 평균값의 큰 차이를 

보이 고 있다[표 4, 그림 31 

(3) 좌측 하지의 부위별 동적 족저압 분포 특성 

좌측 하지의 부위별 동적 족저압 비교에서는 

3, 5, 7, 10번에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며 (p<0.05) ， 다른 부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표 5, 그림 41 

(4) 우측 하지 부위별 동적 족저압 분포 특성 

우측 하지의 부위별 동적 족저압 비교에서는 

1, 2, 5, 7, 10번 부위의 동적 족저압이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5)[표 6, 그림 51 

표 3. 좌측하지의 부위별 정적 족저압 (단우1: %BW/Cm2
) 

뇌성마비아통 정상아동 
t-값 

M:tSD 
p 

1 0.84:t0.72 1.46:t0.83 -1.78 0.09 
2 0 ‘60:t0.48 1.43 :t0.81 -2.81 0.01' 
3 0.48:t0.47 1.25:t0.65 -3.05 0.01' 
4 0.55:t0.62 0.20:t0.28 1.60 0.13 
5 0.47:t0.28 0.89 :t0.45 - 2.52 0.02' 
6 0.65:t0.27 0.63 :t0.31 0.12 0.90 
7 0.53 :t0.20 1.03 :t0.29 -4.48 0.00' 
8 0.69:t0.44 0.50:t0.32 1.07 0.30 
9 0.60:t0.24 0.29:t0.13 3.60 0.00 ‘ 

10 0.37:t0.34 1.36 :t0.36 - 7.05 0.00* 

*p<o.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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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우측하지의 부위별 정적 족저압 (단우1: %BW/Cm2
) 

뇌성마비아동 정상아동 
t-값 

M:tSD 
p 

1 0.87:t1 .09 1.5l:t0.73 -1.53 0.14 
2 0.62 :t1 .17 1.52:t1 .05 -1.821 0.09 
3 0.56:t0.46 1.23 :t0.50 - 3.07 0.00' 
4 0.29:t0.38 0.94:t0.56 -3.03 0.00' 
5 0.20 :t0.15 0.80:t0.40 - 4.47 0.00' 
6 0.09:t0.24 0.24:t0.32 -1.20 0.24 
7 0.1 l:t0.20 0.78:t0.36 - 5.17 0.00* 

8 0.07 :t0.14 0.33:t0.36 -2.16 0.04 
9 0.06:t0.12 0.26:t0.43 -1.39 0.18 
10 0.17:t0.34 1.09:t0.35 -5.90 0 ‘ 00' 

μ<'0.05 

표 5. 좌측하지의 부위별 동적 족저압 (단위: %BW/Cm2
) 

뇌성마비아동 정상아동 
t-값 

M:tSD 
p 

1 2.25:t1 .70 3.19:t3.1 1 0.85 0.41 
2 1.16:t1 .44 2.06:t1 .61 -1.33 0.20 
3 1.9l:t1.32 4.08:t2.49 -2.44 0.03 
4 1.77:t1 .68 1.07:t1 .94 0.86 0.40 
5 1.09 :t0.63 3.68:t1 .91 -4.06 0.00' 
6 1.37:t0.82 1.7l:t1.95 - 0.51 0.62 
7 1.09:t0.89 3.60:t1.50 -4.67 0.00* 
8 1.26:t1 .00 2.14:t1 .63 -1.46 0.16 
9 1.60:t1 .04 0.99:t0.79 1.46 0.16 
10 0.92:t0.97 4.58:t1 .72 -5.86 0.00’ 

*p <0. 05 

표 6 우측하지의 부위별 동적 족저압 (단위: %BW/Cm커 

뇌성마비아동 정상아동 
t-값 

M:tSD 
p 

1 2.6 l:t1.77 5.50:t3 .. 67 -2.24 0.04' 
2 1.53:t1 .90 5.07:t3.68 -2.70 0.02 
3 2.38:t1.24 3.76:t1 .92 -1.91 0.07 
4 2.05:t1 .56 2.60:t1 .87 -0.71 0.49 
5 1.00:t0.56 2.27:t0.90 -3.80 0.00' 
6 1.0l:t1.39 1.02 :t1 .24 -0.00 1.00 
7 0.45:t0.54 2.24:t0.72 -6.27 0.00' 
8 0.74:t0.61 1.4l:t1.84 -1.09 0.29 
9 1.18:t1 .60 O.99:t1 .65 0.27 0.79 
10 0.50:t0.75 3.2l:t0.84 -7.59 0.00' 

'p<0.05 

IV. 고 찰 

보행 시 압력중심은 입각기 초기에 후족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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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외측 가장자리에서 시작하여 발의 중간영역 

까지 거의 션형으로 움직이며 중앙선을 기준으 

로 외측을 유지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발의 볼 

을 향하여 내측으로 움직이며 입각기가 끝나면 

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발가락으로 이동하게 된 

다(Norkin and Levangie, 1992) . 

그러나 뇌성마비 아동에서는 뇌손상으로 인 

한 중추신경계 조절 능력이 소실되어 첨족보행， 

쭈그림 보행， 슬관절의 과선전， 고관절의 과도 

한 내전 및 내회전， 요추부 전만 등이 나타나는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보행 특성을 갖게 된 

다(박창일 등， 1999). 

Alexander 등(1990)은 족저 압을 보행과 연관 

하여 분석하는 것이 족부의 문제를 갖고 있는 

뇌성마비 아동이나 뇌졸중 환자의 치료 및 경 

과를 관찰하는데 유용하다고 하였는바 본 연구 

에서는 경직형 양하지 뇌성마비 아동과 정상 

아동의 족저압 특성을 비교함으로서 뇌성마비 

아동의 장애 특성과 보행 특성을 알아보기 위 

한 것으로서 정적 및 통적 족저압의 좌우 하지 

대칭율 및 부위별 족저압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경직형 양하지 마비 아동에서 가장 흔한 보 

행 특성 중의 하나로 첨족 보행을 말할 수 있 

는데(박창일 등， 1999) , 이는 체중 지지면과 체 

표접촉면의 감소를 가져와 서기 자세의 안정성 

을 저하시키고 보행을 어렵게 만든다(Cooper， 

1978; Gunsolus et al., 1975)고 하였다. 본 연구 

에서도 정적 족저압의 대칭율이 뇌성마비 아동 

과 정상아동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좌우측의 무게중심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좌우의 대칭성이 일정 

하지 않다면 신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 중심이 좌우로 더 많이 흔들린 것을 의미 

하며， 이러한 결과는 마비에 의해 보행이 제한 

을 받아 선체 중심을 진행방향으로 곧게 이동 

시키는데 문제가 있다(곽창수와 이경선， 1999) 

는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압력중심의 좌우성분 변화에서 뇌성마 

비 아통의 압력중심은 외측에서 나타났고， 일반 

아동은 외측에서 작용하여 내측으로 이동하였 

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곽창수 동， 1999). 본 연 

구의 정상아동애서 좌측 부위별 정적 족저압은 

발뒤꿈치의 가장 내측에서 높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그 지점을 지나 외측과 내측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였으며， 우측 부위별 정적 

족저압 또한 외측의 지점에서 내측으로 높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압력중심의 외측에서 

내측으로 압력이 증가함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뇌성마비 아동에서는 정상아동 

에서 좌측과 우측 부위별 통적 족저압 또한 외 

측이 높게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우측의 발 

뒤꿈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높게 나타난 

것은 초기 입각기의 발뒤꿈치 닿기시 생역학적 

움직임에 의해 배측 굴근이 작용이 되었기 때 

문이라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발뒤꿈치 부위 

의 족저압을 측정하게 되는 insole의 1번에서 

10번 부위까지의 정적 및 동적 부위별 족저압 

을 측정 비교한 바에 의하면 정상 아동의 족저 

압 보다 현저히 낮은 체중이 부하 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바닥에 접지하는 입각기 초 

기 때의 발뒤꿈치 족저압이 현저한 차이를 나 

타내고 있다. 

그러나 정적 족저압의 좌우 하지 대칭율이 

정상 아동의 좌우 하지 대칭율과는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동적 족저 

압의 좌우 하지 대칭율은 정상 아동의 대칭율 

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뇌 

성마비 아동들에게 경직， 신체의 비대칭 및 흔 

들림， 관절의 변형 등이 나타나 체간 및 양측 

하지의 무게 중심을 체중지지면 위에 유지하는 

능력이 감소하여 대칭적인 서기 자세를 취하기 

어 렵 다CBobath and Bobath, 1984)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통적 족저압의 좌우 하지 대칭율 비교에 

서는 체중이동훈련이 동적 균형과 보행에 깊은 

연관을 가진다는 Liao 등(1990)의 연구 결과를 살 

펴볼 때， 보행의 속도， 보폭， 발걸음 등의 특성을 

고려해야 만 대칭적 보행을 할 수 있다는 결론과 

는 무관하게 정상아동과 뇌성마비 아동 간의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상적인 체 

중 이동을 통제하지 못하였으며， 속도， 보폭， 발걸 

음 등의 보행 특성을 특별히 훈련하지 않아도 족 

저압의 총량은 유사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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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보행 중 동적 족저압의 비교에서는 반 곽창수， 이경선， 일반아동과 뇌성마비아동의 보행 

드시 발걸음， 보폭， 속도 등을 통제하여 보다 질 형태에 대한 운동역학적 분석. 한국특수 

적인 측정 비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체육학회지. 1999;7(2):20- 34. 

박창일， 박은숙， 신지철， 김성우， 김덕용， 서혜정. 

뇌성마비 환아에서 전기자극이 족저굴곡 

근 경직에 미치는 영향. 대한재활의학회 v. 결 료르 
'-

지 , 1999;20:848-857. 

백남종， 임민식. 보행시 족저압 중심의 이동 경로 

10명의 경직형 양하지 뇌성마비 아동과 10명 에 관한 연구. 대한재활의학회지 1997;21(4) 

의 정상 아동의 족저압 분포 특성을 비교한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정적 족저압의 좌우 하지 대칭율 비교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 

둘째， 동적 족저압의 좌우 하지 대칭율 비교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셋째， 부위별 정적 족저압의 비교에서 좌측 하 

지는 2, 3, 5, 7, 9번 부위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넷째， 부위별 정적 족저압의 우측 하지 비교에 

서는 3, 4, 5, 7, 8, 10번 부위에서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 .05). 

다섯째， 부위별 동적 족저압의 좌측 하지 비교 

에서는 3, 5, 7, 10번 부위의 족저압이 통계학 

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여섯째， 부위별 동적 족저압의 우측 하지 비교 

에서는 1, 2, 5, 7, 10번 부위에서 동적 족저압 

의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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