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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foot pressure distribution and balance of a normal child are compared to those of a child with spastic
cerebral palsy in this study. Subjects The subjects of study were 10 normal children and 10 children diagnosed with
spastic cerebral palsy. Methods The foot pressure was measured with Gaitviewpro(Alfoots) and the body balance was
measured using Balance System (Biodex, USA). Results The weight load factor between the normal children and the
children with the condition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both dominant and non-dominant sides (p<.05). There was
a clear difference between the pressure in the rear-foot pressure (p<.01). The pressure in the medial calcaneus of onlythe
non-dominant sid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p<.05) and the pressure in the lateral calcaneus
also showed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p<.01). There was difference between the foot movement of the normal
children and the children with spastic cerebral palsy in every direction (p<.05). Conclusion We found that unstable weight
suppor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decrease in balance control ability. These findings will
be resourceful in proving various clinical impacts in actual treatments.
Key words Spasticity, Cerebral palsy, Balance
책임 저자 Sang-Ho, Lee(petor07@hanmail.net)
논문 접수일 2015년 8월 31일
수정 접수일 2015년 9월 30일
게재 승인일 2015년 10월 20일

I. 서론
미성숙 뇌의 비진행성병변 혹은 손상으로 움직임과 자세의 장
애를 보이는 임상 증후군을 뇌성마비라 하며, 대부분의 뇌성마
비 아동은 경직과 같은 비정상 근긴장도 근력 약화 운동실조
협응장애 등의 문제를 갖는다.1) 이러한 뇌성마비의 운동 장애
는 감각, 지각, 인지, 의사소통, 행동양식, 간질, 그리고 이차적
인 근 골격계의 문제와 함께 흔히 수반되어 일어난다. 뇌성마
비의 운동장애는 몸통 부위의 저긴장도로 인한 자세안정성과
운동성 결여 및 하지의 경직을 초래하여 하지의 운동능력을 떨
어뜨린다.2) 몸통의 안정성과 하지 운동성의 부족은 뇌성마비아
동들이 기능적인 활동을 할 때 많은 보상작용을 하게 되며, 이
러한 보상작용의 양상은 신체의 다른 분절, 특히 경부, 상지,
상부체간에서 균형감각조절의 형태로 나타난다.3) 이러한 운동

학적 문제로 인해 앉기, 서기, 선 자세에서 무게중심의 이동,
걷기와 균형조절능력의 저하가 발생하며, 좋지 않은 자세를 보
이게 된다.4) Bobath는 신체 좌우의 비대칭성을 감소시키고
보행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균형적인 서기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양측 하지로 체중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5) Arcan 등은 환측 하지에 체중부하 운동과 양측 하지
로의 체중 이동훈련은 균형조절을 증진시킨다고 하였으며,
Hamrin등과 Dettmann 등은 정적인 기립균형과 보행 기능간
의 높은 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6-8) Alexander 등
은 족저압을 보행과 연관하여 분석하는 것이 족부의 문제를 갖
고 있는 뇌성마비 아동이나 뇌졸중 환자의 치료 및 경과를 관
찰하는데 유용하다고 하였다.9) 특히 Winter 등은 서기 자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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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향상이 보행 특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서기 자세의 균형능력은 족저압 중심의 변화의 측정을 통해 평
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균형조절은 중력을 향해서 근․골격계
를 조절하며, 체중 중심의 이동 시 요구되는 평형을 조절하는
능력으로 자세의 안정성 즉, 평형감각 조절로 정의될 수 있
10,11)
다.
모든 동작 수행에 영향을 주며, 지지하는 지면 위에 체
중을 유지하기 위해 관절의 위치나 근육의 활동을 조절하고,
수의적인 동작이나 외부동요(pertubation)에 적절하게 반응하
여 자세를 유지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균형은 자세안정성을
유지하는 과정으로 지지 기저면에 대하여 무게중심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능력이며, 선 자세에서의 안정성 유지, 체중부하 조
12)
절, 보행능력 등의 동작 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뇌성마비 아동의 선 자세는 정상 아동에 비해 균형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있으며 눈을 뜨고 서 있을 때보다 감고 서 있을 때
자세동요가 더 크고, 자세의 시각적 되먹임을 제공하였을 때
13,14)
자세 동요가 감소하여 시각 의존도가 높다.
균형 조절을
위해서는 신경학적인 요소 외에도 비신경학적인 요소가 적절히
결합되어야 한다. 미리 예측하여 준비하는 능력 여러 감각기관
으로부터의 정확한 정보 통합작용, 충분한 자세 긴장도, 전 관
절 가동범위 그리고 항중력 활동에 충분한 근력 등과 같은 요
15)
소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
에 있어 가장 흔한 비정상적인 보행특성이다. 이러한 족관절의
변형 및 구축은 체중지지면과 체표접촉면의 감소를 가져와 서
16)
기 자세의 안정성을 저하시키고 보행을 어렵게 만든다. 지금
까지 뇌성마비아동에 대한 족저압과 균형에 대한 많은 선행 연
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치료적 중재들이 뇌성마비아동의 족저
압과 균형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는 있었으나 이 두 가지
에 대한 정상아동과 뇌성마비아동간의 비교 연구는 미비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뇌성마비아동과 정상아동의 족
저압과 균형의 비교연구를 통해 임상에서 경직성 뇌성마비아동
의 특징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치료적 중재 후 효과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신경학적, 발달적, 근골격계 질환이 없는
7～13세의 아동으로 부모로부터 동의를 얻은 10명의 정상아동
과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외래 물리치료를 받
는 경직형 뇌성마비아동 중 경직형 뇌성마비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7~13세 아동, 혼자 서는 것이 가능한 아동, 치료사의 지
시를 따른 수 있는 아동, 최근 6개월 이내에 주사요법 또는 수
술력이 없는 아동으로 선정조건을 충족하고 본 연구의 참가에
부모로부터 참여 동의를 받은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ormal children

Cerebral Palsy
children

Age(year)

9.80±1.93

10.00±1.81

Height(cm)

138.40±12.81

134.46±13.20

Weight(kg)

36.70±7.73

31.60±5.46

구에 참여한 아동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Table 1). 연구대상자
는 정상아동 10명, 뇌성마비아동 15명으로 25명 이었다. 성별
은 정상아동 남아 5명, 여아 5명, 뇌성마비아동은 남아 9명,
여아 6명이었다.
연구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은 독립 t-검정을 이용하여
성별, 키, 체중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족저
압의 압력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정적 및 보행을 하는 동안에
발바닥에 가해지는 압력의 분포를 측정하는 Gaitview
pro(Alfoots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Gaitview system은
International Quality System 등 해외 기준에서 인정된 의
료기기이다. Gaitvew system은 전체크기가 550×480×35mm
이며, 압력센서의 두께는 0.15mm, 센서크기는 0.73cm², 센서
의수는 2,304(48×48)개, 최대압력은 100N/cm²이다.균형능력
은 생체역학에 기준하여 중심으로부터 벗어난 평균 각도를 측
정하여 이를 안정지수(stability index)로 보여줌으로써 환자
의 상태를 파악하는 장비인 Balance system(Biodex, USA)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장비는 체중의 이동에 따라 발판
이 최고 20˚까지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전체 안정지수(overall stability index)는 전체적인 움직임의
변화를 알 수 있고, 전․후 안정지수(anterior/posterior
stability index)는 시상면에서의 변화를 알 수 있으며, 마지막
으로 내/외 안정지수(medial/lateral stability index)는 관상
면에서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즉, 안정지수는 발판의 이동 변화
를 의미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측정 중에 많은 움직임이 있었
다는 것을 말한다.족저압 측정방법은, 시선은 정면을 향하게 하
고 편안한 자세로 직립하여 30초간 측정하였다. 두 번째 발가
락 끝에서 발뒤꿈치까지의 길이를 측정 한 후 중앙부를 측정기
계의 앞뒤 길이를 양분하는 지점에 위치시켰다. 정적 또는 동
적인 발의 정렬상태, 발에 가해진 부하 정도 등이 측정되고. 연
결된 컴퓨터 화면으로 결과가 보여 진다. 판위에 서 있는 상태
에서 양 쪽 발에 가해진 부하정도에 따라 색깔 및 상대적 수치
로 표시되기 때문에 측정뿐만 아니라 발에 가해지는 체중 분배
를 위한 되먹임훈련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아동은 임
의로 오른발과 뇌성마비아동은 비우세측과우세측으로 나누어,
발의 접촉 면적, 좌우, 전후 측의 체중의 치우침, 발의 접촉 부
위별 압력, 발의 앞/뒤, 좌/우의 움직임을 측정하였다. 균형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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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측정방법은, 측정시작 전에 아동으로 하여금 고정된 발판에
올라가 양 발로 서도록 한 다음 장비에 적응할 수 있도록 3번
의 준비연습을 한 후 측정을 시작하였다. 측정은 30초 동안 진
행되며, 발판의 측정 적용 레벨은 1부터 8까지 있는데, 1은 가
장 많이 움직인 것을 말하며, 8을 가장 적게 움직인 것을 말한
다. 본 연구에서는 중추신경계 손상 아동을 대상으로 했기 때
문에 움직임과 위험 요소가 가장 적은 레벨인 8에서 측정을 실
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for windows(Ver.
12.0)를 사용하였으며 이때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유
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각각의 상태에서 족저압력값을 정상
아동과 뇌성마비아동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사용하였고, 유의한 경우 사후검정은
Bonferroni법으로 실시하였다. 정상아동과 뇌성마비아동의 균
형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족저압과 균형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
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정상아동과 경직형 뇌성마비아동간의 비우세측의체중부하
율은 정상아동보다 뇌성마비 아동이 감소되어 있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p>0.05), 우세측의체중부하율은
정상아동보다 뇌성마비 아동이 증가되어있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Table 2).
2) 정상아동과 경직형 뇌성마비아동의 발바닥 전체 접촉면적

발바닥 전체의 접촉 면적은 정상아동이 86.10±18.88 cm2, 경
직형 뇌성마비아동의 비우세측이 93.91±22.83cm2, 우세측이
100.32±19.26 cm2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Table 3).
3) 정상아동과 경직형 뇌성마비아동의 발 접촉 부위에 따른 압력

정상아동과 경직형 뇌성마비아동의 비우세측과우세측의 발 접
촉 부위에 따른 압력은 전족부의 압력은 정상아동 65.59±
22.91kpa, 뇌성마비아동의 비우세측 65.59±22.91kpa, 우세
측 79.43±17.24kpa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5). 후족부 압력은 정상아동 122.17±15.50kpa, 뇌성마
비아동의 비우세측 61.91±33.94kpa, 우세측 82.63± 30.70kpa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중족부 압력은 정상아동
38.58±21.60kpa, 뇌성마비아동의 비우세측 35.10± 22.10kpa,
우세측 44.21±23.91kpa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5).
내측 종골부 압력은 정상아동 125.51 ±14.65kpa, 뇌성마
비아동 비우세측 71.43±43.70kpa, 우세측 96.31±40.30kpa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외측 종골부 압력은 정
상아동 131.72±10.31kpa, 뇌성마비 아동 비우세측 62.10±
40.48kpa, 우세측 91.28±39.30kpa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1)(Table 4)(Figure 1).

III. 결 과
1. 정상아동과 경직형 뇌성마비아동의 족저압 분포 비교
1) 정상아동과 경직형 뇌성마비아동의 비우세측과우세측의체중부
하율
정상아동과 경직형 뇌성마비아동의 선 자세에서 좌우측의체중
부하율을비우세측과우세측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정상아동의
비우세측 47.37±3.81%, 우세측은 52.63±3.8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1), 뇌성마비 아동 또한 비우세측
41.48±12.36%, 우세측 58.51±12.36%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1).

Table 2. The weight load factor compared to normal children with spastic cerebral palsy
non-dominant side

dominant side

a

(unit: %)

t

Normal

47.37±3.81

52.63±3.81

a

－3.08**

Cerebral palsy

41.48±12.36

58.51±12.36

－3.77**

t

1.45

－1.45

a

*p＜.05; **p＜.01; Mean± SD
2
Table 3. Compared to normal children with spastic plantar contact area full of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unit: cm )

Normal

Surface

86.10±18.88

a

ND

D

F

93.91±22.83

100.32±19.26

1.43

a

*p＜.05; **p＜.01; Mean±SD; ND, Non-dominant side; D, Dominant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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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아동과 경직형 뇌성마비아동의 균형능력 비교
정상아동과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균형능력 비교에서 전체
안정지수는 정상아동 1.28±0.38도, 뇌성마비아동 2.34±0.80도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1), 전/후 안정지수는 정상아동
1.08±0.40도, 뇌성마비아동 1.76±0.84도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5). 내/외 안정지수는 정상아동 0.9±0.2도, 뇌성마비
아동 1.71±0.60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정상아동의
전체 안정지수와 전/후 안정지수, 내/외 안정지수에서의 유의
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p>.05), 뇌성마비아동의 전체 안정지
수, 전/후 안정지수. 내/외 안정지수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p>.05)(Table 6)(Figure 2).
Figure 1. The pressure according to the foot contact

4) 정상아동과 경직형 뇌성마비아동의 발의 움직임 면적
정적 기립 자세에서 정상아동과 경직형 뇌성마비아동의 발의
움직임 측정시 전방 움직임은 정상아동 5.78±4.17mm, 뇌성
마비 비우세측 5.78±4.17mm, 뇌성마비 우세측 12.71±
10.04mm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후
방 움직임은 정상아동 8.92±7.27mm, 뇌성마비 비우세측
8.92±7.27, 뇌성마비 우세측 8.92±7.27mm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좌측 움직임은 정상아동
1.28±1.24mm, 뇌성마비 비우세측 4.83±3.97mm, 뇌성마비
우세측 3.75±2.56mm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5). 우측 움직임은 정상아동 1.22±1.24mm, 뇌성마비
뇌성마비 비우세측 4.01±2.77mm, 우세측 2.51±1.41mm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Table 5).

Figure 2. The comparisons of the movement for children
and spastic cerebral palsy

Table 4. Normal children with spastic cerebral palsy loads of weight compared to the non-dominant side and the
(unit:kpa)
dominant side of children
Normal
ND
D
F
F/F pressure

65.59±22.91

a

63.30±24.72

a

79.43±17.24

a

2.33

R/F pressure

122.17±15.50

61.91±33.94

82.63±30.70

12.86**

M/F pressure

38.58±21.60

35.10±22.10

44.21±23.91

0.61

M/H pressure

125.51±14.65

71.43±43.70

96.31±40.30

6.35*

L/H pressure

131.72±10.36

62.10±40.48

91.28±39.30

11.82**

*p＜.05; **p＜.01; mean±SD; ND, Non-dominant side; D, Dominant side; F/F pressure, forefoot pressure; R/F pressure, rear-foot pressure; M/F
pressure, mid-foot pressure; M/H pressure, medial heel pressure; L/H pressure, lateral heel pressure

Table 5. Comparisons of balance between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and normal children
Normal
Cerebral palsy

(unit:degree)

t

Overall

1.28±0.38

2.34±0.80

－3.87**

A/P

1.08±0.40

1.76±0.84

－2.68*

M/L

0.9±0.2

1.71±0.60

－4.05**

*p＜0.05; **p＜0.01; mean±SD, Standard deviation; n, Number; Overall, Overall stability; A/P, Anterior/posterior stability; M/L, Medial/later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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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e the normal movement of the foot area for children and spastic cerebral palsy
Normal

N

D

F

Front moving

5.78±4.17

a

a

a

21.35±18.33

12.71±10.04

Back moving

8.98±7.27

18.35±12.16

11.96±4.27

Left moving

1.28±1.24

4.83±3.97

3.75±2.56

4.34*

Right moving

1.22±1.24

4.01±2.77

2.51±1.41

5.94**

4.45*
3.91*

a

*p＜.05; **p＜.01; mean±SD, Standard deviation; unit=mm; ND, Non-dominant side; D, Dominant side

Table 7. Relationship between non-dominant side of foot pressure and the balanced of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Overal

A/P

M/L

Surface

－0.39

－0.28*

－0.27

F/F ratio (%)

－0.27

－0.40*

－0.18

R/F ratio (%)

－0.36

－0.37*

－0.03

Front moving

－0.36

－0.49*

－0.11

Back moving

－0.29

－0.23*

－0.05

Left moving

－0.46

－0.59*

－0.22

Right moving

－0.40

－0.54*

－0.31

Moving area(mm)

Pressure(kpa)
F/F pressure

－0.00

－0.02*

－0.17

R/F pressure

－0.27

－0.19*

－0.02

Midfoot pressure

－0.12

－0.19*

－0.01

M/heel pressure

－0.34

－0.24*

－0.06

L/heel pressure

－0.28

－0.21*

－0.01

*p＜0.05; **p＜0.01; F/F pressure, forefoot pressure; R/F pressure,rear-foot pressure; M/F pressure, midfoot pressure; M/H pressure, medial
heel pressure; L/H pressure, lateral heel pressure; Overall, Overall stability; A/P, Anterior/posterior stability; M/L, Medial/lateral stability

3. 경직형 뇌성마비아동의 족저압과 균형의 상관관계
1) 경직형 뇌성마비아동의 비우세측의족저압과 균형의 상관관계
경직형 뇌성마비아동의 비우세측의족저압과 균형의 상관관계에
서 전/후 안정지수와 발의 좌, 우측의 움직임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5)(Table 7).
2) 경직형 뇌성마비아동의 우세측의족저압과 균형의 상관관계
경직형 뇌성마비아동의 우세측의족저압과 균형의 상관관계에서
발의 전방 체중부하율이 전체 안정지수, 전/후 안정지수와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5)(Table 8).

IV. 고 찰
뇌성마비는 족부 근육 수축의 부조화, 경직 및 근력 약화 등으
로 인하여 족부의 이상을 초래하고 이러한 족부 이상은 성장하
면서 연부조직 및 근 골격계의 변형을 유도하여 영구적인 족부

변형을 초래하여 체간의 균형 유지 및 보행 양상에 변화를 가
져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 인간의 발의 발달 과정을 살
펴보면 출생 시에는 인간의 발은 주로 연조직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출생 후 첫 해 동안에 디디고 서거나 걷는 등의 물리적인
힘의 자극을 발에 받으면서 연골 조직의 골화가 일어나게 되며
5세 이전의 아동에서는 생리적으로 정상적인 편평족 상태이고
내측 아치의 형성이 5세에서 6세에 형성이 된다.18) 배하석 등
의 연구에서도 발바닥의 접촉양상이 접촉 면적, 접촉 길이, 전
족부와 후족부의 접촉너비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의미 있게 커
졌으나, 중족부의 접촉너비는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
며, 전족부의 접촉너비에 대한 중족부의 접촉너비의 비율이
5~6세 군에서 의미있게 감소한 소견은 내측 종아치의 완성이
5~6세 경에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19) 본 연구에
서는 내측 종아치가 형성되어 성인의 족부와 같은 특성을 가지
게 되는 7세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뇌성마비아동과 정상아
동으로 나누어 족저압 분포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박창일 등의
연구에서처럼 발바닥 전체의 접촉 면적은 정상아동이 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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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elationship between dominant side of foot pressure and the balanced of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Overall
A/P
M/L
Surface
－0.05**
－0.09**
－0.22
F/F ratio (%)

－0.69**

－0.68**

－0.01

R/F ratio (%)

－0.00**

－0.11**

－0.11

Front moving

－0.17**

－0.13**

－0.03

Back moving

－0.04**

－0.09**

－0.24

Left moving

－0.01**

－0.01**

－0.00

Right moving

－0.37**

－0.34**

－0.19

F/F pressure

－0.05**

－0.03**

－0.12

R/F pressure

－0.24**

－0.00**

－0.46

Mid-foot pressure

－0.00**

－0.08**

－0.11

M/heel pressure

－0.31**

－0.01**

－0.49

L/heel pressure

－0.20**

－0.02**

－0.32

Moving area(mm)

Pressure(kpa)

*p＜.05; **p＜.01; F/F pressure, forefoot pressure; R/F pressure, rear-foot pressure; M/F pressure, mid-foot pressure; M/H pressure, medial
heel pressure; L/H pressure, lateral heel pressure; Overall, Overall stability; A/P, Anterior/posterior stability; M/L, Medial/lateral stability

18.88cm2, 경직형 뇌성마비아동의 비우세측이 93.91±22.83cm2,
우세측이 100.32±19.26cm2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박은숙 등의 연구에서는 발바닥의 접촉양상이 뇌성마비 환아가
정상 대조군에 비해 총 접촉면적과 중족부의 접촉너비가 의미
있게 증가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연구 대상자의 대부
분이 양하지 마비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20,21) 뇌성마비 아동
의 족부는 편마비 환자의 경우에서는 94%가 외반(varus)변형
이 있는데 반하여, 경직형 양하지마비 및 사지마비 아동의
64%가 내반(valgus) 변형이 있다고 하였다.3) 따라서 추후 경
직형편마비 아동과 양하지마비 아동의 족부에 대한 비교 연구
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정상아동과 경직형 뇌성마비아동의
선 자세에서 좌우측의 체중부하율을 비우세측과 우세측으로 나
누어 분석한 결과 정상아동의 비우세측 47.37±3.81%, 우세측
은 52.63±3.8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뇌성
마비 아동 또한 비우세측 41.48±12.36%, 58.51± 12.36%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상아동과 경직형 뇌성마비아동간의
비우세측과 우세측의 체중부하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뇌성마비 아동에서 우세측으로의 체중지지율
은 정상아동보다 증가되어 있으며 이는 비대칭적인 하지의 체
중지지가 뇌성마비아동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정
상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발에 가해지는 압력의 분포 양상에
대해서는 전족부와 종골부에 압력이 동일하게 가해진다고 보고
한 연구자들도 있고 5대 3의 비율로 종골부에 압력이 더 분포
한다고 보고한 연구자도 있었다.22) 문재호 등의 정상 어린이의
족저압 분포에 대한 연구에서 발의 부위별 평균 압력은 서 있

는 상태에서는 제2, 제3 중족골 두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내측 종골부라는 연구결과가 있었다.23)본 연구에서는 정상아동
과 경직형 뇌성마비아동의 비우세측과 우세측의 발 접촉 부위
에 따른 압력은 전족부의 압력은 정상아동 65.59±22.91kpa,
뇌성마비아동의 비우세측 65.59± 22.91kpa, 우세측 79.43±
17.24kpa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후족부 압력은
정상아동 122.17±15.50kpa, 뇌성마비아동의 비우세측 61.91
±33.94kpa, 우세측 82.63 ±30.70kpa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중족부 압력은 정상아동 38.58±21.60kpa, 뇌성마비아동
의 비우세측 35.10±22.10kpa, 우세측 44.21±23.91kpa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내측 종골부 압력은 정상아동
125.51±14.65kpa, 뇌성마비아동 비우세측 71.43 ±43.70kpa,
우세측 96.31±40.30kpa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측 종
골부 압력은 정상아동 131.72±10.31kpa, 뇌성마비 아동 비우
세측 62.10±40.48kpa, 우세측 91.28 ±39.30kpa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기립자세에서 정상아동은 외측 종골부에서 가장
높은 압력을 나타내며 경직형 뇌성마비아동과 압력분포의 차이
를 보였다.
정상 성인에서 보행 시 최고 압력을 나타낸 부위는
Soames는 후종골부에, Rose 등은 외측 종골부에 최고 압력이
걸린다고 주장하였고, 소아를 대상으로 한 문재호 등의 연구에
서 정상아동의 보행 시 부위별 평균압력은 외측 종골부에 해당
하는 부분에서 가장 높은 압력이 가해졌고 그 다음은 내측 종
골부로 나타났다.23-25) 그러나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
한 박은숙 등의 연구에서는 보행 시 종골부에서의 비례 추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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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되어 있고, 무지부에서의 비례 추진력이 증가되어 있다고
26)
하였다. 따라서 추후 뇌성마비 아동에서의 기립자세와 보행
에 관한 족저압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족부의 안정
성 확보와 불안정성으로부터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 하
나는 족부 아치가 낮아지거나 회복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
을 해소시키는 것이며, 또한 기립 시 후족부 압력이 전족부보
다 높을수록 신체의 안정성을 보이고 이러한 후족부의 압력이
낮을수록 불안정성을 보이므로 후족부의 압력의 상대적 증가가
27,28)
신체의 안정성을 조절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따라서 뇌
성마비아동의 후족부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치료적 중재들이 필
29)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Bennett 등은 뇌성마비의 유형
별 족부의 형태를 보고하였는데 편마비는 내반첨족이, 경직형
양지마비와 사지마비는 외반첨족이 많았다 따라서 추후 경직형
양하지마비와 경직형편마비의족저압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Arcan 등은 환측 하지에 체중 부하운동과 양측
하지로의 체중 이동 훈련은 균형조절을 증진시킨다고 보고하였
고, 체중 이동훈련은 보행을 위한 초기적 발달단계라고 생각
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보행을 위하여 좌, 우측 하지의 균등한
체중부하는 2차적 변형을 예방하고 신체적 장애에 따른 보상적
6)
이며 비정상적인 패턴을 방지하는데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Winter등은 이중 힘판을 이용한 압력중심점의 측정을 통해 발
목관절의 움직임 전략과 고관절 부위의 움직임 전략을 반영하는
지표를 계산해 내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정적 기립 시의 균형조
30)
절 기전을 보고하였다. 즉 양 발을 좌우로 벌리고 선 상태에
서의 좌우 균형조절에는 고관절 부위의 움직임 전략이 주로 사
용되는데
이것은
고관절의
내밈(protraction)/뒤당김
(retraction) 움직임을 이용하여 좌우 다리의 체중 부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이며, 전후 균형조절에는 발목관절의 움직임 전략이
주로 사용되는데 이는 발목관절의 저굴(plantarflextion)/배굴
(dorsiflexion) 움직임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정상
소아의 좌우 균형조절에 있어 발목관절의 내전(inversion)/외
전(eversion) 전략이 중요한 기립균형 조절의 기전으로 사용되
고 있음을 의미한다. 뇌성마비아동에서는 이러한 발목관절의 내
전/외전 전략이 좌우 균형조절에 기여하는 정도가 현저히 감소
하였다. Ferdjallah 등은 뇌성마비 아동에서 전후 균형조절에
기여하는 발목관절의 저굴/배굴 전략이 감소함을 보고하고 뇌성
마비 아동들은 발목관절의 경직과 선택적 움직임 조절의 장애로
전후 균형조절을 위해 고관절 부위의 움직임 전략이나 몸통 회
31)
전 전략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설명하였다. 나동
욱 등의 연구에서는 이중 힘판에서 측정된 압력 데이터를 분석
한 결과 뇌성마비아동에서 압력중심점의 좌우 및 전후의 이동범
위가 증가하여 균형조절 능력의 저하가 관찰되었으며 균형조절
의 기전은 뇌성마비 아동에서 정상아동과 동일하게 좌우 균형조
절에는 고관절의 움직임 전략이 전후 균형조절에는 발목관절의

움직임 전략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좌우 균형조절을 위한 발목
관절 움직임의 기여도가 감소되어 발목 관절의 효율적인 움직임
의 장애가 경직형 양하지 뇌성마비 아동에서 관찰되는 정적 기
립 시 균형조절능력 저하의 주요한 기전 중의 하나임을 확인하
32)
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 있는 자세 동안 균형능력을 안정지수
로 측정한 결과 정상아동과 뇌성마비 아동의 전체 안정지수, 전
/후 안정지수, 그리고 내/외 안정지수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뇌성마비 아동은 발목 조절 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선 자세
31)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있다고 하였다. 뇌성마비 아동의 비우
세측에서는 좌․우측의 움직임과 전/후 안정지수와 상관성을 나
타내었고, 우세측에서는 전방 체중부하율이 전체 안정지수와,
전/후 안정지수와 상관성은 나타내었다. 뇌성마비아동의 발의
좌․우측의 움직임은 체중부하율이 높은 우세측보다 체중부하율
이 낮은 비우세측에서 증가된 것으로, 이는 뇌성마비아동에서
다리의 경직으로 인한 비대칭적인 체중지지와 그로 인한 불안정
성이 발목 관절의 효율적인 움직임을 저하시켜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우세 측으로의 전방 체중지지율
이 높기 때문에 균형에 있어서 우세측의 전방으로의 이동이 증
가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뇌졸중 환자의 경우 정적인 상황에서
압력중심은 균형조절에서 전방외측현상(anterior-lateralized
phenomena)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마비
측 하지에서의 체중지지 능력의 부족 또는 근육 조절의 장애
33)
때문으로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상아동 10
명과 뇌성마비아동 15명의 적은 연구대상을 선정하여 연구하
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향후 연구에서는 뇌성마비 아동의 비대칭적 자세조절을
감소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며, 정적 선 자세 이외에 동적인 자세와 보행 시에 관한 족
저압과 균형의 연구 등 뇌성마비의 자세조절에 관한 활발한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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