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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movement of head, trunk and pelvis and to anlysis of correlation with COG 

during walking between normal and spastic diplegia children. Method Ten children with spastic diplegia who could walk 

independently and 10 normally developing children were enrolled. Gait analysis were accompanied all of  participants. We 

assessed the statistical relationship among the data of joints, such as the head, trunk and pelvis using Qualisys motion analysis. 

Resul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n all movements of head-chest 

between normal and spastic diplegis, bu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n ML(mediolateral) & vertical movements of 

head-pelvis and mediolateral movements of chest-pelvis. Second, we did find the correlation between AP(anteriolateral) 

movements of head-chest and head-pelvis, between AP movements of head-pelvis and ML movements of head-pelvis & 

chest-pelvis, between ML movements of head-pelvis and ML movements of chest-pelvis & vertical movements of head-pelvis, 

and between vertical movements of head-chest & head-pelvis. Third, we did find th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vertical 

change of COG and ML movement of head-chest, and between vertical change of COG and vertical movements of head-pelvis 

during walking.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ML & vertical movements of head-pelvis and ML movements of 

chest-pelvis in spastic diplegia children were more increased than normal children; therefore, head stability is an improtant role 

for increasing gait pattern in spastic diple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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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간은 살아가는데 있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이동이 가

능해야 일상생활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이며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생활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생산적인 삶

을 영위할 수 있다. 특히 이동의 형태 중 보행은 인간의 가장 

일반적인 이동 형태로써 자세 조절이 잘 되어야만 보행이 가능

하게 되며 일상 동작도 가능하게 된다(전헌선과 이필상, 2006).

보행은 선 자세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신체를 앞으로 이동시키

는 사지 동작의 반복적인 과정으로 유각기와 입각기를 교대로 

하는 양측 하지의 율동적인 운동으로 신체를 한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겨가는 행위로써 균형 중심점의 계속적인 이동이 

이루어진다(Perry 1992). 

그러나 뇌의 미성숙 병변이나 장애로 인하여 태아 시 혹은 

생후 2년 이내에 일어나는 비진행성 장애인 경직형 양하지 마

비는 운동과 자세 조절의 손상과(Winter 등, 1987), 비정상적

인 반사 및 비정상적인 근육 긴장도 등으로 발생되는 신체의 

비대칭성, 비정상적인 흔들림, 균형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기립

이나 보행에 비정상적인 정형화 패턴을 보이게 된다(Dolores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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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직형 양하지 마비 아동은 눈은 수평으로 머리는 

수직으로 몸이 머리와 본래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머리 목 몸의 

정위 운동과 지탱의 밑면에서 중심을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균

형 반응의 미성숙으로 인해 보행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며(김태

윤, 2002) 운동 조절 능력과 관련하여 경직형 양하지마비 아동

을 포함한 다양한 신경학적 손상에 있어서 가장 현저하게 장애

를 일으키는 근 긴장도의 변화와 균형 장애이기에(Horak 등, 

1991) 이로 인하여 보행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경직형 양하지 마비 중 가장 흔한 형인 경직성 양하지 마비

의 경우, 마비양상은 양측 추체로의 손상으로 특히 하지에서 호

발된다. 이것은 조산으로 인한 외측뇌실주위백질의 허혈성 손

상(PVL) 또는 뇌실내출혈과 같은 병인학적 요인과 관련이 있

다(Bernard 등, 2001). 이러한 경직성 양하지 마비의 초기 증

후는 머리 정위반응의 지연이다(Hadders-Algra 등, 1996). 또

한 조산에 의한 경직성 양하지 대다수 아동들은 40주 재태 기

간 동안 발달되는 머리와 체간연결의 부족으로 공통적으로 머

리 조절이 어려워진다. 이것은 다양한 움직임에 대한 자세조절

의 축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머리의 축이 안정되

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자세에서 바르게 움직일 수 없게 

된다(홍정선, 2009). 

경직성 양하지마비 아동의 경우는 사지마비 아동들과 다르

게 머리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해서 말하기, 먹기, 호흡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상지 움직임이 좋은 아동들은 걷기까지 가

능하다(홍정선, 2010). 

그러나 걷는 아동들의 대부분도 자세 조절의 축을 만드는 

머리 조절과 근위부 동적 안정성의 부족, 하지 긴장도로 인하여 

지속적인 정중위 유지가 어렵다. 특히 일관된 근위부 동적 안정

성을 제공해주는 목과 체간 근육 발달이 부족하여 머리에서 발

까지의 연결이 없이 좌우로 흔들리며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홍정선 2009).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가진 경직성 양하지마비 아동의 

자세조절에 있어서 축의 역할을 하는 머리의 안정성은 아이가 

독립 보행을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보행 형태의 객관적 정보와 정확한 보행 평

가 및 병적 보행을 보이는 환자의 정확한 원인과 이상부위를 

찾아내어 수치화할 수 있는 삼차원 보행동작분석기를 이용한 

보행분석 방법으로 조산에 의한 경직성 양하지의 마비 아동의 

보행 분석을 실시하여 보행 주기에 따른 머리의 움직임의 변화

치를 평가 및 비교하고, 머리의 동적 안정성이 보행 시 체간 및 

골반에 미치는 영향과 무게중심점의 변화가 머리, 체간, 골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1년 4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보바스 어린이 병

원에 내원한 조산의 경직형 양하지 마비 아동 10명과 정상 아

동 10명, 총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자립보행이 

가능하며 실험자의 간단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아동으로 하

였다. 

2. 실험방법 및 절차

1) 실험장비

Qualisys motion capture camera with high-speed video(그림 

1)를 사용 하였으며 실험 장소(그림 2)는 7m × 6m 공간에서 

Qualisys motion capture camera를 6기를 설치하였다.

그림 1. Qualisys motion capture camera with 
high-speed video

  

그림 2. 실험 장소 및 기구 배치 모식도

2) 마커부착

마커 부착 부위는 머리, 체간, 골반에 총 15개를 부착하여 연구

하였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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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갯수

머리 전두부, 후두부, 측두부(좌, 우) 4

체간 경추7번, 견봉 돌기(좌, 우), 흉추10번, 흉골, 검상돌기 6

골반 상전장골극(좌, 우), 상후장골극(좌, 우), 천골 5

표 1. 마커 부착 부위

그림 3. Qualisys Track Manager   

그림 4. Visual3D

3) 자료 수집

(1) Qualisys Track Manager (Q.T.M)

Qualisys Track Manager(그림 3)는 공간에서 마커를 읽어 점

의 움직임이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임을 가지는지를 3차원으로 

표현이 되어진다.

(2) Visual3D

Visual3D(그림 4)는 마커를 가시화하고, 가시화한 공간에서의 

점들을 각각의 분절을 연결해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를 만

들어 주는 단계이다. 이것을 통해 실험에서 얻고자하는 자료를 

산출하여 수치화를 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서 있는 자세와 비교

를 하여 관절의 움직임이 얼마나 변화가 있는 지를 수치화 하

는 것이다. 3차원의 관절움직임을 각각의 분절간의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X축, Y축, Z축으로 공간에서 정적인 선 자세와 동적

인 보행의 비교를 통해 관절의 범위를 수치화 한다.

4) 실험방법

실험대상 아동들에게 실험 전에 마커를 부착하고 교육을 통해 

숙지할 주의사항을 교육하여 실험 중에는 중재가 없도록 지시 

없이 걸을 수 있도록 6m의 검은색 선을 그어 놓았다. 그리고 

보행의 중간 1걸음(stride)을 끊어 자료를 정리를 하였다. 

    

5) 데이터의 산출  

Visual3D를 통해 관절의 각도를 X축, Y축, Z축으로 데이터를 

굴곡, 신전, 외전, 내전, 회전을 근위분절과 원위분절의 각도의 

변화를 수치화 하였다.

3.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PC for Window(ver. 12.0)의 통계 프로

그램을 이용하였고, 통계학적 유의성 검정수준은 0.05로 하였

다. 경직형 양하지 마비 아동군과 정상 아동군의 보행시 머리-

체간, 머리-골반, 체간-골반의 움직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Mann-Whitney U 검정을 사용하였고, 경직형 양하지 마비 아

동의 보행시 머리-체간, 머리-골반, 체간-골반 움직임 변화량간

의 상관관계 및 COG 변화에 따른 머리-체간, 머리-골반, 체간-

골반 움직임 변화량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pearman 

correlation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20명으로 정상 아동 10명, 경직형 양하지 마비 

아동 10명으로서 경직형 양하지 마비 아동의 일반적 특성은 다

음과 같다. 

남자는 3명, 여자는 7명이였으며, 재태 기간(GA)은 28주에

서 33주로 모두 조산아동이였으며 출생시 몸무게(BW)는 

0.97kg에서 2.26kg까지 분포하였다.  

원인으로는 MRI 소견상 뇌실주변백질 연하증(PVL)이 나

타난 아동이 4명, 호흡곤란증후군(RDS)과 패혈증이 1명, 출혈

이 1명, 질식이 1명이였으며 나머지 3명은 특별한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았다. 

인큐베이터에서 집중치료를 받은 아동은 8명이였으며, 산소

호흡기를 사용한 아동은 6명이였다(표 2).

2. 경직형 양하지 마비 아동과 정상 아동동의 보행시 머리-체간 
움직임 비교

보행 시 체간을 기준으로 머리의 움직임을 경직형 양하지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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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별 GA(wk) BW(Kg) MRI소견 인큐베이터 산소호흡기

1 F 28+2 1.5 RDS, sepsis + +

2 M 33 2.04 PVL + -

3 F 33+3 1.86 PVL + +

4 M 33 2.26 GMH, PVL + +

5 F 30+5 1.74 PVL + +

6 F 29+1 1.2  hemorrhage + -

7 F 25 0.97 asphyxia + +

8 F 32 1.89

9 M 29 1.34

10 F 32 1.84 + +

표 2. 연구대상자 중 경직형 양하지 마비 아동의 일반적 특징 

경직형 양하지 마비 아동군 정상 아동군 Z p

AP

최대값 37.5±17.9 33.6±11.2 -0.227 0.853

최소값 22.7±17.3 18.3±17.5 -0.076 0.971

변화량 14.9±6.1 15.4±10.9 -0.756 0.481

ML

최대값 -134.8±22.4 -135.3±13.8 -0.529 0.631

최소값 -151.0±20.5 -149.4±16.2 -0.151 0.912

변화량 16.3±5.2 14.2±11.2 -2.041 0.043

V

최대값 -96.0±144.3 -124.2±112.1 -0.408 0.720

최소값 -104.6±144.1 -131.3±111.7 -0.490 0.661

변화량 8.6±2.5 6.4±3.5 -1.777 0.075

표 3. 경직형 양하지 마비 아동과 정상 아동동의 보행 시 머리-체간 움직임 비교

아동과 정상 아동을 비교한 결과 전후(AP: Anterior-Posterior) 

움직임에서는 경직형 양하지 아동군이 최대값 37.5, 최소값 

22.7, 변화량은 14.9였으며, 정상 아동군은 최대값 33.6, 최소

값 18.3, 변화량 15.4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좌우(ML: Medial-Lateral) 움직임에서는 경직형 양하지 아동군

이 최대값 -134.8, 최소값 -151.0, 변화량은 16.3였으며, 정상 

아동군은 최대값 -135.3, 최소값 -149.4, 변화량 14.2로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수직(V:Vertical) 움직임에서는 경직형 양하지 마비 아동군

이 최대값 -96.0, 최소값 -104.6, 변화량은 8.6이였으며, 정상 

아동군의 최대값 -124.2, 최소값 -131.3, 변화량 6.4로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3).    

3. 경직형 양하지 마비 아동과 정상 아동의 보행시 머리-골반 
움직임 비교

보행 시 골반을 기준으로 머리의 움직임을 경직형 양하지 마비 

아동과 정상 아동을 비교한 결과 전후(AP: Anterior-Posterior) 

움직임에서는 경직형 양하지 마비 아동이 최대값 7.5, 최소값 

-2.2, 변화량은 9.7였으며, 정상 아동군의 최대값 5.4, 최소값 

-4.6, 변화량 9.9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좌우(ML: Medial-Lateral) 움직임에서는 경직형 양하지 아

동이 최대값 9.3, 최소값 -7.9, 변화량은 17.2였으며, 정상 아

동은 최대값 5.6, 최소값 -5.3, 변화량 10.8로 최대값과 최소값

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변화량은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수직(V:b Vertical) 움직임에서는 경직형 양하지 아동이 최

대값 5.8, 최소값 -7.9, 변화량은 13.1이였으며, 정상 아동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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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형 양하지 마비 아동군 정상 아동동군 Z p

AP

최대값 7.5±4.9 5.4±6.9 -0.756 0.481

최소값 -2.2±6.7 -4.6±6.1 -0.643 0.529

변화량 9.7±7.3 9.9±4.2 0.000 1.000

ML

최대값 9.3±7.2 5.6±6.6 -0.983 0.353

최소값 -7.9±8.9 -5.2±7.2 -0.529 0.631

변화량 17.2±8.9 10.8±5.6 -2.117 0.035*

V

최대값 5.8±4.6 3.0±3.6 -1.209 0.247

최소값 -7.3±6.5 -3.0±4.7 -1.663 0.105

변화량 13.1±6.9 6.0±2.8 -2.873 0.003*

표 4. 경직형 양하지 마비 아동과 정상 아동동의 보행시 머리-골반 움직임 비교

경직형 양하지 마비 아동군 정상 아동동군 Z p

AP

최대값 14.7±10.4 2.6±4.9 -2.873 0.003*

최소값 -0.3±8.8 -8.8±7.0 -2.344 0.019*

변화량 15.0±7.3 11.4±3.6 -1.739 0.089

ML

최대값 19.2±11.7 5.7±5.7 -3.326 0.000*

최소값 -4.5±11.3 -10.7±9.9 -1.436 0.165

변화량 23.7±6.3 16.4±6.9 -2.231 0.023*

V

최대값 6.7±4.8 5.6±3.4 -0.378 0.739

최소값 -1.5±6.4 -3.0±4.1 -0.567 0.579

변화량 8.2±5.9 8.7±4.7 -0.227 0.853

표 5. 경직형 양하지 마비 아동과 정상 아동동의 보행시 체간-골반 움직임 비교

최대값 3.0, 최소값 -3.0, 변화량 6.0으로 최대값과 최소값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변화량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표 4). 

4. 경직형 양하지 마비 아동과 정상 아동동의 보행시 체간-골반 
움직임 비교

보행 시 골반을 기준으로 체간의 움직임을 경직형 양하지 마비 

아동과 정상 아동을 비교한 결과 전후(AP: Anterior-Posterior) 

움직임에서는 경직형 양하지 마비 아동이 최대값 14.7, 최소값 

-0.3, 변화량은 15.0였으며, 정상 아동은 최대값 2.6, 최소값 

-8.8, 변화량 11.4로 최대값과 최소값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있었으나 변화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좌우(ML: Medial-Lateral) 움직임에서는 경직형 양하지 아동이 

최대값 19.2, 최소값 -4.5, 변화량은 23.7였으며, 정상 아동군

은 최대값 5.7, 최소값 -10.7, 변화량 16.4로 최소값은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최대값과 변화량에서는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수직(V: Vertical) 움직임에서는 경직형 양하지 마비 아동이 

최대값 6.7, 최소값 -1.5, 변화량은 8.2이였으며, 정상 아동군의 

최대값 5.6, 최소값 -3.0, 변화량 8.7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5). 

5. 경직형 양하지 마비 아동의 보행시 머리-체간, 머리-골반, 
체간-골반 움직임 변화량의 상관관계 

경직형 양하지 마비 아동의 보행시 전-후의 머리-체간 움직임 

변화량과 전-후의 머리-골반 움직임 변화량에서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r = 0.779)가 있었으며, 전-후의 머리-골반 움직임 변화

량과 좌-우 머리-골반, 체간-골반 움직임 변화량에서 양의 상관

관계(r = 0.589, 0.630)가 있었다, 좌-우의 머리-골반 움직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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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ML V

머리-체간 머리-골반 체간-골반 머리-체간 머리-골반 체간-골반 머리-체간 머리-골반 체간-골반

AP

머리-체간 1 0.78** -0.30 0.40 0.42 0.36 0.23 0.32 0.16

머리-골반 1 -0.03 0.36 0.59* 0.63* 0.31 0.39 0.38

체간-골반 1 0.15 0.17 0.33 -0.13 0.03 0.06

ML

머리-체간 1 0.07 0.37 0.08 -0.07 0.41

머리-골반 1 0.46* 0.42 0.63** 0.29

체간-골반 1 0.15 0.40 0.39

V

머리-체간 1 0.77** -0.04

머리-골반 1 0.33

체간-골반 1

-1＜r＜1, *p＜0.05, **p＜0.01

표 6. 경직형 양하지 마비 아동의 보행시 머리-체간, 머리-골반, 체간-골반 움직임 변화량의 상관관계

AP ML V

머리-체간 머리-골반 체간-골반 머리-체간 머리-골반 체간-골반 머리-체간 머리-골반 체간-골반

COG-ML -0.466* -0.307 -0.089 -0.140 -0.114 -0.175 0.172 -0.021 0.063

COG-V 0.049 0.151 0.258 -0.251 0.224 0.305 0.312 0.464* 0.070

-1＜r＜1, *p＜0.05, **p＜0.01

표 7. COG 변화에 따른 머리-체간, 머리-골반, 체간-골반 움직임 변화량의 상관관계

화량과 좌-우 체간-골반, 수직의 머리-골반 움직임 변화량과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r = 0.457, 0.631)가 있었다. 수직의 머리-

체간 움직임 변화량과 수직의 머리-골반 움직임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 = 0.768)가 있었다(표 6).

6. COG 변화에 따른 머리-체간, 머리-골반, 체간-골반 움직임 
변화량의 상관관계

경직형 양하지 마비 아동의 보행시 중력중심(COG:Center of 

Gravity)의 좌-우 변화에 따라 전-후의 머리-체간 움직임 변화

량과 음의 상관관계(r=-0.466)가 있었고, 중력중심의 수직적 변

화에 따라 수직의 머리-골반 움직임 변화량과 양의 상관관계

(r=0.464)가 있었다(표 7).

IV. 논의 

경직형 양하지마비 아동의 보행은 비대칭적인 신체 운동

(Skrotzky, 1983)과 지나치게 활동적인 신전 반사로 기능적인 

움직임을 방해하여 길항근 동원이 지연 및 제한되어 결과적으

로 운동은 방해 받는다(Jeffrey & Gregory, 1985). 

이러한 문제점은 보상 작용을 야기 시키고 비정상적인 보행 

형태를 나타내면 정상 아동의 보행에서 보다 에너지 소모가 많

아 효율이 떨어진다(김태욱, 2002). 또한 경직형 양하지 마비는 

마비 부위와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행동 특성을 보이게 되므

로 경직형 양하지마비 아동의 보행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

고 그 형태가 아주 다양해진다(박천수,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직형 양하지마비 아동의 보행을 분석

하는 것은 정상보행에 대한 비정상 보행을 평가하는데 직접적

인 지식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치료 및 재활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이필상과 박윤기,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행 분석을 통하여 정상 아동동과 경

직형 양하지 마비아의 보행시 머리, 체간, 골반의 움직임을 비

교하여 경직형 양하지 마비 아동의 보행 패턴 개선에 필요한 

실제적인 치료 중재의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는 자료로 쓰이고

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보면, 보행시 전-후, 좌-우, 수직의 머리-체간 

움직임 비교시 두 그룹간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나, 머리-골반의 움직임 비교에서는 좌-우의 움직임 변화량과 

수직적인 움직임 변화량에서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체간-골반의 움직임 비교에서는 전-후와 좌-우의 움직임 변화량

에서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보행시 양하지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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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근장도로 인한 보상 작용으로 과도한 체간 및 골반의 

움직임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골반과 체간의 움직임

의 범위가 커지므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잡기위해 머리를 

체간에 고정시킴으로써 머리-체간의 움직임 변화량이 오히려 정

상 아동과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보행은 선 자세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신체를 앞으로 이동시

키는 사지 동작의 반복적인 과정으로(Perry 1992), 선 자세에

서 HAT(head, arm, trunk)는 양다리에 의해 지지되고 보행 

중 HAT는 한쪽 다리 위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한쪽 다리에서 다른 쪽 다리로 옮겨가야 한다. 따라서 보행은 

한쪽 다리가 지지하고 있는 동안 HAT의 무게에다 지지하고 

있는 다리 무게도 더해야 한다. 지면과 접촉하여 비록 양쪽 다

리에서 교대로 체중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보행하는데 선 자세 

유지를 위해 하지가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 걸을 

수 있기 전에 먼저 선 자세에서 HAT의 균형을 이룰 수 있어

야 하며 HAT를 한쪽 다리에서 다른 쪽 다리로 옮길 수 있고 

그리고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앞으로 내미는 동작은 교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Masayoshi & Berverly, 2006). 

그러나 본 연구에서 보행 시 머리-체간, 머리-골반, 체간-골

반 움직임 변화량을 3차원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머리-골반의 

움직임 변화량이 전-후, 좌-우, 수직적인 움직임에서 모두 상관

성을 보였다. 이는 보행 시 HAT는 한쪽 다리로 이동시키지 못

하고 골반의 움직임을 과도하게 이용하거나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앞으로 내미는 동작을 위해 골반의 움직임을 보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 결국 신체의 중력 중심이 옆에서 공

간 속에서 옆으로 혹은 위 아래로 움직이면서 부드럽고 리드미

컬하게 몸을 앞으로 이동하는 정상 보행 패턴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균형 중심점의 계속적인 이동으로 보행이 이루어진다

는 선행 연구(김태윤 2002)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보행 시 

COG 변화에 따른 머리-체간, 머리-골반, 체간-골반 움직임 변

화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COG가 좌-우로 변할 때 머리-

체간의 전-후의 움직임 변화와 COG가 수직으로 변할 때 머리 

골반의 수직적인 움직임 변화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균형 중심이 계속적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에 참여한 정상 아동 10명과 

경직형 양하지 마비 아동 10명이 정상 아동과  경직형 양하지 

마비 아동을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대상자의 신체 분절

에 실시하는 마커 부착의 미세한 변화로 인한 오차를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보행시의 최대, 최소의 움직임 값만을 측정하여 

각 걸음마다 분류한 보행 주기별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운

동학적 분석에만 중점을 두어 근전도나 힘과 관련된 근육의 활

성 패턴 및 운동역학적인 분석 결과에 따른 비효율적인 운동 

원인을 파악할 수 없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독립적 보행이 가능한 정상 아동동 10명과 경직형 

양하지 마비 아동동 10명을 대상으로 3차원 동작 분석기를 이

용하여 보행 분석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경직형 양하지 마비 아동과 정상 아동의 보행 시 체

간을 기준으로 머리 움직임을 비교한 경우에 경직형 양하지 마

비 아동이 정상 아동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으나, 골반을 기준으로 머리 움직임을 비교한 경우에 좌-우, 수

직 움직임 변화량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골반을 기준으로 체간의 움직임을 비교한 경우에 좌-우 움직임 

변화량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둘째, 경직형 양하지 마비 아동의 보행시 머리-체간, 머리-

골반, 체간-골반 움직임 변화량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전-후

의 머리-체간 움직임 변화량과 전-후의 머리-골반 움직임 변화

량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전-후의 머리-골반 움직임 

변화량과 좌-우의 머리-골반, 체간-골반 움직임 변화량에서 상

관관계가 있었다. 좌-우의 머리-골반 움직임 변화량과 좌-우의 

체간-골반, 수직의 머리-골반 움직임 변화량과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었다. 또한 수직의 머리-체간 움직임 변화량과 수직의 머

리-골반 움직임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셋째, 경직형 양하지 마비 아동의 보행시 중력중심(COG) 

의 좌-우 변화에 따라 전-후의 머리-체간 움직임 변화량과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중력중심의 수직적 변화에 따라 수

직의 머리-골반 움직임 변화량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경직형  양하지 마비 아동은 정상 아동에 비해 보행

시 골반을 기준으로 머리의 좌-우, 수직으로의 움직임이 많이 

일어났으며 체간의 좌-우로의 움직임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

로 보아 보행시 머리의 안정성을 향상시켜 골반과 체간의 보상

적 움직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치료적 접근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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