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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s of virtual reality based exercise program on gross motor 
function and balance of children with spastic cerebral palsy.
 Method : Subjects of this study, among the children who received the diagnosis spastic cerebral palsy, for children total of 
8 people have agreed to research. Experimental group 4 people, control group 4 people, was a total of 8 people. 
Group-specific arbitration method, was applied to Nintendo Wii Fit game (experimental group) and exercise program (control 
group). Each training courses 30 minutes  for 4 weeks, examined the changes in Gross Motor Function Measure(GMFM) and 
Pediatrics Balance Scale(PBS) ability to examine a total of 4-week course effectively. The intervention were compared by 
measuring before and after.
 Result : There were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he subscales of the gross motor function and balance test of those who 
practiced with the Nintendo Wii Fit game, while the control group showed no significant changes. 
 Conclusion : Therefore, the virtual based on exercise is effective in improvement of to improve the gross motor function and 
balance in children with spastic cerebral pal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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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부분의 뇌성마비 아동은 비정상적인 근 긴장도 및 반

사, 비정상 중추 자세조절기전, 감각운동 정보를 통합하는 

작용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경직, 신체의 비 칭 및 흔들

림, 관절의 변형 등의 신체적 이상이 나타난다(Gomley, 

2001; Krigger, 2006; O’shea, 2008). 손상 부위의 신경마비

로 서로 다른 근육 간의 협응과 감각기관과의 협응에 장

애가 초래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움직임을 통한 자세 

유지가 어렵다(Pope 등, 1994; Gudjonsdottir & Mercer, 

1997; Brogren 등, 2001). 특히 몸통 및 양측 하지의 무게중

심을 체중지지면 위에 유지하는 능력 등이 감소하여 칭

적인 자세유지에 필요한 체중부하 이동이 어렵게 된다

(Woollacott & Shumway-Cook, 2005). 이러한 영향으로 앉

기, 서기, 보행 등과 같은 활동 시 자세조절 능력이 저하

되고, 일상생활동작에 심각한 기능장애가 발생한다

(Krigger, 2006; Woollacott 등, 1998).  뇌손상의 정도와 상

관없이 거의 모든 뇌성마비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동작 

기능 손상은 다른 아동들과의 상호작용하는 사회활동의 

참여를 제한하여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요

인이다(Shikako-Thomas 등, 2012).  

또한 균형의 문제는 뇌성마비 아동이 흔히 갖고 있는 

문제점이다(Rosenbaum 등, 2003). 뇌성마비 아동들은 사지 

제어나 자세조절 능력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Winter 

등, 1987; 허정식, 2000), 비정상적 반사 및 비정상적 근 긴

장도 등으로 발생되는 신체의 비 칭, 비정상적 흔들림, 

평형능력의 장애로 인해 기립이나 보행에 비정상적인 정

형화 패턴을 보이게 되고(Bertoti와 Gross, 1988; 허정식, 

2000에 재인용), 신체의 비 칭으로 인하여 환측 다리가 

균형적인 체중지지면의 위치에 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감각 정보의 손상과 양측 엉덩관절 사이의 무게중심을 체

중 지지면 위에 유지하는 능력의 감소 때문에 비정상적인 

몸의 흔들림이 증가하게 되어 균형적인 서기 자세를 조절

하기 어렵게 된다(Shumway-Cook & Horak, 1986). 또한 균

형능력의 문제가 발생하면 상지의 보상적인 사용이 많아

지면서 상지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상지의 기능과 일상생

활 수행 및 학습활동에 제한을 가져올 수 있으며(Koman 

등, 2000), 연속적인 움직임 및 이동의 제한으로 사회적 

역할과 지역사회 참여 등의 제한을 보인다(Yonetsu 등, 

2009).

뇌성마비의 기존 치료법들은 개별 상해를 중심으로 치

료하기보다 활동위주로 중재를 제공하기를 권장하는 최근 

연구결과를 잘 반영하지 못하며(김원호와 박은영, 2013), 

아동의 치료흥미를 유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Harris & 

Reid, 2005; Ketelaar 등, 2001). 실제로 치료에 한 환자의 

흥미가 적은 경우와 스스로 효과에 한 기 치가 낮은 

경우는 치료의 예후가 좋지 않게 나타났다(Forkan 등, 

2006). 단순히 반복적인 동작으로 구성된 재활운동의 방식

은 환자의 흥미를 끌기에 부족하였고 환자의 움직임 과정

에 한 정확한 분석과 피드백 과정이 없기 때문에 잘못

된 동작으로 계속 수행할 경우 오류의 누적으로 인해 훈

련 효과가 감소된다는 지적이 있었다(Burdea, 2003; Flynn 

등, 2007).

2000년 에 들어서며 컴퓨터의 발달로 현실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 환자의 재활치료에 사

용되기 시작했다(Yang 등, 2008). 가상현실이란 컴퓨터로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치 실제 주변 상황·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는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로

(Holden, 2005), 비디오 캡쳐 시스템(video capture system)

을 적용하여 스크린에 자신의 모습이 표현되고 화면을 통

해 나타나는 과제와 상호작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을 사용한다(Weiss 등, 2004).

재활영역에서의 가상현실 치료프로그램은 뇌손상으로 

운동기능, 인지기능 장애로 실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쌍방향으로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다(Rose 등, 

1999). 또한 물체를 옮기고 조작하며 정해진 과제를 수행

하는 등 가상의 노력을 통해 실제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

며(Weiss 등, 2004), 1990년  후반부터 가상현실은 재활분

야에서 다양한 환자들에 적용되어 기능을 증진시켜 왔다

(Holden, 2005). 이러한 접근방법의 특징은 신경발달 촉진 

및 비정상적인 반사 등의 억제를 내용으로 하는 전통적인 

중재방법의 감각통합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최근 행해지고 있는 근력운동이나 유산소운동 등

의 적극적인 신체 움직임의 요소까지 치료목표에 포함하

고 있다. 또한 가상현실 기반 활동은 상호작용적이고, 활

동에 한 충분한 동기력과 흥미유발, 안전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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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동기부여가 높아지는 효

과가 있어 뇌성마비 아동의 중재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끌

고 있다(Flynn 등, 2007; Reid, 2002).

최근 Sony의 EyeToy와 Nintendo의 Wii Fit 등의 사용하기 

쉽고 경제적인 가상현실 기반 게임들이 치료적 도구로서 주

목을 받기 시작했다(Deutsch 등, 2008). 위 게임들은 에너지 

소비를 증진시키고, 신체적 건강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자세

조절에 있어 증진을 촉진시킨다(Graves 등, 2008; 

Lanningham-Foster 등, 2009; Lotan 등, 2009; Deutsch 등, 

2008; Shin 등, 2010). 2008년 Nintendo company에서 출시한 

Nintendo Wii Fit System을 이용한 게임은 시각과 청각 생체

되먹임, 신체 활동, 손동작 촉진이 가능하며 즐겁고 능동적

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기로서 뇌졸중과 같은 신경계 

질환에 효과적인 접근법으로 보고되고 있다(Shin 등, 2010). 

이처럼 가상현실 기반의 운동프로그램 중재 효과에 관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뇌성마비 아동에 적용하여 균

형 및 보행에 관한 효과를 보기 위한 연구는 단일사례연

구 이거나(김 환 등, 2013), 단일실험군 설계(Jelsma 등, 

2013),  또는 눈-손 협응에 관한 연구(Shin 등, 2010) 등으

로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호작용적이고, 

활동에 한 충분한 동기력과 흥미유발,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의 특징을 가진 가상현실기반 운동프로그램을 뇌성마비 

아동에게 적용하여 동작 기능 및 균형에서의 변화를 알

아보고자 하였고 가상현실 프로그램의 효과를 임상가들에

게 알리고, 지역사회 뇌성마비 아동들의 치료적 중재의 효

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C시에 위치한 아동발달센터를 다니는 아동 8

명을 상으로 하였고, 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뇌성마비진단을 받은 아동, 독립적으로 선 자세 유지 및 

보행이 가능한 아동, 가상현실기반 운동프로그램에 필요

한 시력 및 청력에 이상이 없는 아동, 가상현실기반 운동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인지수준을 가진 아동, 

아동 본인 및 보호자가 본 연구의 참여를 동의한 아동을 

상자로 선정했다. 

또한 상자 제외기준은 경기 약을 복용중인 아동, 항

경련성 약물을 복용중인 아동, 실험 6개월 이내에 하지의 

BOTOX 주사를 투여하였거나 정형외과적 수술을 받은 아

동은 제외하였다.  선정기준에 근거한 경직형 뇌성마비 아

동 8명을 상으로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과 

일반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조군으로 나누어 배정하였

고, 각 군의 상자는 중재 전에 운동기능과 균형능력을 

측정하였다. 측정은 평가자가 아동에게 구두로 지시를 하

면 그 지시를 수행하는 정도를 확인하고 점수화 하였으며, 

아동이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 1회만 시범을 보여준 뒤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뇌성마비 아동의 보행에 필요한 동작 기능 

및 균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총 4단계로 구

성된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두 그룹 모두에 

주 2회, 회기 당 30분씩 4주간 각각의 운동프로그램을 중

재한 후 동일한 측정검사도구로 동일한 측정자가 사후검

사를 실시한다. 그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재 전․
후 검사를 실시하여 변화량을 비교하였다. 

1) 가상현실기반 운동프로그램군(실험군)

초기 10분 동안 준비운동으로 치료사에 의한 엉덩관절 

및 발목관절의 가동운동 및 근육의 신장운동을 실시 한 

후, 20분을  가상현실 기반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회기 

당 총 30분씩 주 2회 총 4주간 수행하였다.

가상현실기반 운동프로그램으로 Nintendo Wii Fit 

System의 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Nintendo Wii Fit 

System은 이용자의 압력중심(center of pressure)과 체중의 

분배를 측정하는 네 개의 센서와 힘판(force plate)이 포함

된 균형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는 이용자가 선 

자세에서 자신의 몸의 압력중심점을 움직임으로서 스노우

보드, 스키, 헤딩 또는 외줄타기 등의 균형게임에서 활용

된다. 화면을 통해 반영된 이용자의 모습을 보면서 위의 

게임들을 수행하며, 자신의 체중을 앞뒤 그리고 좌우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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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고 게임점수 충족을 위해 순서와 타이밍을 수정함으

로서 가상현실 상황에 참여하게 된다. 실험군의 주차별 운

동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부록 1).

2) 일반 운동프로그램군(대조군)

초기 10분 동안 준비운동으로 치료사에 의한 목, 몸통

의 정렬, 척추, 엉덩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가동운

동 및 근육의 신장운동을 실시 한 후, 20분 동안 일반 운

동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회기 당 총 30분씩 주 2회 총 4주

간 수행하였다. 조군의 주차별 운동프로그램 방법은 다

음과 같다(표 1).

운동자세 내 용

바로누운 자세

(10분)

몸통 굽힘, 폄, 회전근 강화운동

1) 목, 몸통, 상하지의 정렬

2) 척추 가동 운동

3) 상·하지의 관절 및 근육의 가동운동

앉은 자세

(10분)

앉은 자세에서의 정적, 동적 균형훈련

1) 몸통 근육의 촉진, 활성화

2) 근육의 동시수축 훈련

선 자세

(10분)

선 자세에서의 정적, 동적 균형 훈련

1) 항중력 근육 촉진, 둔근, 중둔근, 하퇴삼두근 강화훈련

2) 골반과 하지의 분리된 움직임 연습

표 1. 조군의 주차별 운동프로그램 방법

3. 연구도구

본 연구는 뇌성마비 아동의 동작 기능 및 균형능력 

증진을 위하여 가상현실기반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무작위 임상 실험으로 실험군과 

조군 선정 후 동일한 측정자에 의해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두 그룹 모두에 주 2회, 회기 당 30분씩 4주간 각각의 운

동프로그램을 중재한 후 동일한 측정검사도구로 동일한 

측정자가 사후검사를 실시한다. 

보행에 필요한 능력 중 동작 기능에 해서는 

GMFM( 동작 기능 평가) 중 C, D, E 항목을 이용하여 평

가하였고, 균형능력에 해서는 PBS(소아균형척도)를 사

용하여 평가하였다.

1) 대동작 기능 평가(Gross Motor Function Measure; GMFM)

본 연구에서는 GMFM-88을 이용하여 각 뇌성마비 아동

의 동작 기능을 측정하였다. 검사에 사용한 항목은 C, 

D, E 항목으로 각각 기기와 무릎서기, 서기, 걷기와 달리

기 및 뛰기 항목이다. 기기와 무릎서기 15문항 45점 만점, 

서기 15문항 45점 만점 , 걷기와 달리기 및 뛰기 18문항 

54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의 점수는 해당하

는 동작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0점, 동작 과제의 10 %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1점, 동작 과제의 10 %~90 % 사이

를 수행할 때 2점, 해당하는 동작을 100 % 완벽하게 수행

할 때 3점을 부가하여 각각의 척도에서 계산하며(아동의 

점수 /최 점수×100), 전체 점수는 각 척도의 백분율을 더

한 후 5로 나눈다(김선웅, 2008). 각각의 항목들은 점수가 

높을수록 동작 운동기능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이 검사는 준거참조 관찰평가로 각 항목은 자발적으로 

행하는 동작을 관찰하고, 간단한 지시를 하거나 시범을 보

여 아동이 따라할 수 있게끔 한 뒤 검사항목을 평가한다

(성인영 등, 2002; Han & Chung, 2016). 이 검사는 뇌성마

비 아동에게 적용하였을 때 0.91의 높은 타당도를 보였고

(Palisano 등, 2000), 또한 검사자 간 신뢰도는 0.77,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0.88이다(Nordmark 등,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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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아 균형 척도(Pediatric Balance Scale)

본 연구에서는 PBS를 이용하여 각 뇌성마비 아동의 균

형능력을 측정하였다. 이 아동용 균형능력 평가도구는 학

교, 집과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활동의 

수행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설계되었다. 총 14항목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기, 의자에서 

의자로 이동하기, 한 다리로 서 있기, 제자리에서 360 ̊ 회
전하기, 뒤돌아보기, 바닥에 있는 물건을 집어 올리기 등

의 전체 1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항목들은 점수

가 높을수록 균형 기능이 좋은 것을 의미하는 0~4점 배점 

방식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화 되어 있다. 이 검사는 

6~10세의 뇌성마비 아동 31명을 상으로 연구된 측정자 

간 상관계수 r=.97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가진 것으로 

보고되어있다(고명숙 등, 2008).

4. 자료처리

본 연구의 분석은 SPSS/windows(ver. 20.0) 통계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두 집단의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

였다. 연구의 결과 값은 Kolmogorov-smirnov 검사와 

Shapiro-Wilk 검사를 통해 정규성 검정을 하였으며,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가정되어 비모수 통계 처리 방식

인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s test)을 

이용하여 집단 내 중재 방법에 따른 종속 변수의 전․후 비

교를 처리하였고, Mann-Whitney U 검정을 이용하여 집단 

간 운동 방법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량을 비교하였다. 모

든 통계적 유의수준 α= .05 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이 연구는 가상현실 프로그램의 적용에 따른 뇌성마비 

아동의 동작과 균형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연구 

목적에 따라 동작 기능 및 균형 능력에 한 변화를 분

석 및 기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상자는 8명으로, 남자 5명, 여자 3명으로 

구성되었고 실험군 4명 조군 4명으로 분류하였다. 상 

아동의 구체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은 실험군에서 

남자 2명, 여자 2명, 조군에서 남자 3명 여자 1명으로 

각 군별 성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평균 연령은 실험

군에서 13.60±2.88세, 조군에서 14.00±2.36세로 각 군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키는 실험군에서 155.33±22.03 cm, 

조군에서 157.00±12.49 cm으로 각 군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몸무게는 실험군에서 43.60±16.04 kg, 조군에서 

59.00±30.61 kg으로 각 군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진단

명은 실험군에서 편마비 2명, 양마비 2명, 조군에서 편

마비 2명, 양마비 2명으로 각 군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뇌성마비 기능분류 시스템에 따른 등급은 실험군에서 Ⅰ
등급 2명, Ⅱ등급 2명이였고, 조군에서 Ⅰ등급 2명, Ⅱ
등급 2명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동일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Experimental(n=4)
M±SD

Control(n=4)
M±SD

Χ2 or t p

Sex
Male 2 3

1.20 .50
Female 2 1

Age(year) 13.60±2.88* 14.0±2.36 -.11 .92
Height(cm) 155.33±22.03 157.00±12.49 -.11 .92
Weight(kg) 43.60±16.04 59.00±30.61 -.77 .49

Diagnosis
Hemiplegia 2 2

.00 .80
Dieplegia 2 2

GMFCS
(grade)

Ⅰ 2 2
.00 .80Ⅱ 2 2

 *Mean±SD

표 2.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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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조군의 중재 전 종속변수의 연관성을 알아

보기 위해 동질성검정을 실시하였다. GMFM-C에서는 실

험군은 중재 전 평균값이 88.00±8.18(%), 조군은 중재 

전 평균값이 82.33± 20.23(%)으로 각 군에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GMFM-D에서는 실험군은 중재 전 

평균값이 70.00±22.86(%), 조군은 중재 전 평균값이 

72.33±21.22(%)으로 각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GMFM-E에서는 실험군은 중재 전 평균값이 61.33± 

30.85(%), 조군은 중재 전 평균값이 64.33±20.13(%)으로 

각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소아 균형 

척도에서는 실험군의 중재 전 평균값이 41.33±8.08(%), 

조군의 중재 전 평균값은 43.00±7.54(%)으로 각 군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동일한 집단으로 나

타났다(표 3).

Experimental group (n=4)
M±SD

Control group (n=4)
M±SD

 t p

Gross Motor 
Function 
Measure 

GMFM-C 88.00±8.18 82.33± 20.23  .00 1.00
GMFM-D 70.00±22.86 72.33±21.22 -.44 0.65

GMFM-E 61.33±30.85 64.33±20.13  -.00 1.00

Balance
(score)

PBS 41.33±8.08 43.00±7.54 -.26 0.86

표 3. 사전 동질성검정 (단위: %)

3. 대동작 기능의 변화

1) 기기와 무릎서기

사후점수에서 사전점수를 뺀 차이 값이 조군보다 실

험군에서 더 큰지 검증하기 위하여 Mann-Whitney U 검증

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실험군의 차이 값이 조군의 

차이 값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z=-1.964, p<.05). 각 집단의 사후점수가 사전점수 보다 유

의하게 증가하였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Wilcoxon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실험군에서 사후점수는 사전점수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z=-8.660, p<.001), 

조군은 사전점수와 사후점수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z=-1.342, p>.05)(표 4). 

  
Experimental (n=4)

M±SD
Control (n=4)

M±SD
Mann-Whitney

U 검증

GMFM
-C

Pre 88.00±8.18 82.33±20.23
  

Post 93.00±7.54 84.00±21.70
Post-Pre 5.00±1.00 1.66±1.52 z=-1.964*

Wilcoxon 검증 z=-8.660*** z=-1.342  
* p<0.05, *** p<.001

표 4. 동작기능(기기와 무릎서기)의 비교 (단위: %)

2) 서기

사후점수에서 사전점수를 뺀 차이 값이 조군보다 실

험군에서 더 큰지 검증하기 위하여 Mann-Whitney U 검증

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실험군의 차이 값이 조군의 

차이 값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z=-2.09, p<.05). 각 집단의 사후점수가 사전점수 보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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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게 증가하였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Wilcoxon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실험군에서 사후점수는 사전점수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z=-7.56, p<.001), 

조군은 사전점수와 사후점수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z=-1.74, p>.05)(표 5). 

  
Experimental (n=4)

M±SD
Control (n=4)

M±SD
Mann-Whitney

U 검증

GMFM-D

Pre 70.00±22.86 72.33±21.22
  

Post 76.66±24.21 75.33±21.22
Post-Pre 6.66±1.52 3.00±0.00 z=-2.09*

Wilcoxon 검증 z=-7.56*** z=-1.74  
* p<0.05, *** p<.001

표 5. 동작 기능(서기)의 비교 (단위: %)

3) 걷기와 달리기 및 뛰기

사후점수에서 사전점수를 뺀 차이 값이 조군보다 실

험군에서 더 큰지 검증하기 위하여 Mann-Whitney U 검증

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실험군의 차이 값이 조군의 

차이 값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z=-1.96, p<.05). 각 집단의 사후점수가 사전점수 보다 유

의하게 증가하였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Wilcoxon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실험군에서 사후점수는 사전점수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z=-14.00, p<.001), 

조군은 사전점수와 사후점수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z=-1.34, p>.05)(표 6).

  
Experimental (n=4)

M±SD
Control (n=4)

M±SD
Mann-Whitney

U 검증

GMFM-E

Pre 61.33±30.85 64.33±20.13
  

Post 66.00±31.43 65.33±20.74
Post-Pre 5.33±1.52 1.00±1.00 z=-1.96*

Wilcoxon 검증 z=-14.00*** z=-1.34  
* p<0.05, *** p<.001

표 6. 동작 기능(걷기와 달리기 및 뛰기)의 비교 (단위: %)

3. 균형 능력의 변화

사후점수에서 사전점수를 뺀 차이 값이 조군보다 실

험군에서 더 큰지 검증하기 위하여 Mann-Whitney U 검증

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실험군의 차이 값이 조군의 

차이 값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z=-1.99, p<.05). 각 집단의 사후점수가 사전점수 보다 유

의하게 증가하였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Wilcoxon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실험군에서 사후점수는 사전점수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z=-17.00, p<.001), 

조군은 사전점수와 사후점수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z=-1.60, p>.05)(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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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n=4)

M±SD
Control (n=4)

M±SD
Mann-Whitney

U 검증

PBS

Pre 41.33±8.08 43.00±7.54
  

Post 47.00±8.54 45.00±7.00
Post-Pre 5.66±0.57 2.00±1.00 z=-1.99*

Wilcoxon 검증 z=-17.00*** z=-1.60  
* p<0.05, *** p<.001

표 7. 균형능력의 비교 (단위: %)

Ⅳ. 고 찰

뇌성마비 아동에 한 다양한 접근 방법 중 하나인 가

상현실 운동프로그램은 가상환경을 이용해 치료받은 환자

는 치료 과정을 즐기면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고, 치료에 

한 동기유발이 증 된다(Jack 등, 2001). 또한 환자 스스

로 훈련과 학습을 할 수 있고, 환자 자신의 과제수행 결과

를 점검할 수 있어서, 환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또는 환자

의 회복 진행에 따라 개개인에 맞는 가상의 환경을 만들

어 수준에 맞는 적합한 훈련을 할 수 있다(Flynn 등, 2007; 

Rizzo & Buckwalter, 1997; Schultheis & Rizzo, 2001). 이와 

더불어, 가상현실은 뇌성마비 아동이 가상의 스포츠 시설

이나 기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과 운동 상해를 예

방할 수 있다는 점, 실제 사회에서 얻기 힘든 활발한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등(Merians 등, 2002)으로 인해 

그 효과가 기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의 동작 기능과 보행 능력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뇌성마비 아동에 한 동

작 기능(GMFM) 평가는 보행 능력과 서로 상관성이 있으

며, 이는 뇌성마비 아동의 일반적인 운동 정도를 표한

다. 이 둘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며, GMFM의 D(서기) 영

역과 E(걷기와 달리기 및 뛰기) 영역은 이동에 한 예측

도로 사용할 수도 있을 정도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검사이다(Drouin 등, 1996).

본 연구 결과, 실험군에서 동작 기능의 기기와 무릎

서기 항목(GMFM-C)에서 사후점수는 사전점수보다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z=-8.660, p<.001), 서기 항목

(GMFM-D)에서는 사후점수는 사전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z=-7.56, p<.001). 또한 걷기와 달리기 

및 뛰기 항목(GMFM-E)에서는 사후점수는 사전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z=-14.00, p<.001). 이에 

반해 일반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조군은 위의 세 항목

에서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

한 사후점수에서 사전점수를 뺀 차이 값이 조군보다 실

험군에서 더 큰지 검증하기 위하여 Mann-Whitney U 검증

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기기와 무릎서기 항목에서는 실

험군의 차이 값이 조군의 차이 값보다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z=-1.964, p<.05) 서기 항목에

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z=-2.09, 

p<.05) 또한 걷기와 달리기 및 뛰기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z=-1.96, p<.05). 

Cho 등(2016)은 18명의 뇌성마비 아동에게 가상현실 프

로그램을 적용하여 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동작 기

능의 평균 9.1의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05). 또한 김

환 등(2013)에서는 뇌성마비 아동 1명에게 비디오 게임을 

5주간 적용한 후 동작 기능에서 5.1(%)의 증가를 보였

다. 강유석(2011)은 뇌성마비 아동 14명을 상으로 Wii fit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운동 능

력의 전․후 비교에서 평균 6.14로 유의한 증가를 보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가상현실 운

동프로그램이 아동이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여함으로 기능

적 활동 능력을 증진시켰다고 보며 활동 위주의 중재를 

제공해야 한다는 김원호와 박은영(2013)의 주장을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뇌성마비 아동이 자신의 수준에 맞

는 가상현실 게임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집중력을 키움

으로 인해 다양한 운동 패턴과 신체 조절 능력을 경험하

여 운동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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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아동이 독립적으로 서거나 걷는 것, 그 외의 

다양한 운동 발달의 지연은 부분 균형 조절 능력이 떨

어지기 때문이며, 기립 자세를 유지하는데 있어 균형은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David, 2003).

본 연구 결과 실험군에서 균형능력(PBS)의 사후점수는 

사전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

(z=-17.00, p<.001), 조군은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간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z=-1.60, p>.05), 사후점수에서 사전점

수를 뺀 차이 값이 조군보다 실험군에서 더 큰지 검증

하기 위하여 Mann-Whitney U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

과, 실험군의 차이 값이 조군의 차이 값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z=-1.99, p<.05).

 AlSaif와 Alsenany(2015)는 단일군으로 14명의 뇌성마

비 아동에게 게임을 적용하여 균형 능력에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김 환 등(2013)에서는 뇌성마비 아동 1명에게 비

디오 게임을 5주간 적용한 후 균형 능력에서 8(%)의 증가

를 보였으며 강유석(2011)은 뇌성마비 아동 14명을 상으

로 Wii fit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조군에 비해 실험군에

서 균형 능력의 평균 9.3의 유의한 증가를 보여줬고 Cho 

등(2016)은 18명의 뇌성마비 아동에게 가상현실 프로그램

을 적용하여 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균형 능력(PBS)의 

평균 3.3의 유의한 증가를 (p<.05) 보여 본 연구와 일치하

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가상현실 운동프로그램이 뇌성마비 아동에게 시각

과 청각 자극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균형 능력과 연관된 

공간감각, 안뜰감각, 고유수용성 감각을 조절하며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통해 균형 능력과 안정성 회복, 그

리고 조절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비록 이 연구

들은 모두 동일한 균형 능력 평가 도구를 사용한 것은 아

니지만 다양한 기능적 평가 도구를 사용해 가상현실 및 

게임 중재 후 상자가 활동 시 신체 조절과 균형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고,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뇌성마비 아

동에게 적용한 가상현실 운동프로그램은 목표 성취를 위

한 주의집중력을 향상시켜 적극적으로 치료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상현실은 연습의 강도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훈련

환경을 만들어주며(Sveistrup 등, 2004; 김 환, 2013에서 

재인용) 수행 능력을 증진시켜 준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

구에서도 뇌성마비 아동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가상현실 

게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성취감을 느끼고 집중

력을 키움으로 인해 다양한 운동 패턴과 신체 조절 능력

을 경험하여, 운동 기능과 균형 조절 능력의 향상에 영향

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에서는 소수의 경직성 뇌성마비아동 8명만을 상으로 

한 사례연구이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워, 향후 

연구에서 더 많은 상자를 적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

째, 본 연구에서는 뇌성마비 아동 중 가장 많은 경직형 뇌

성마비 경증아동을 상으로 진행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

는 다양한 유형과 다양한 수준의 뇌성마비 아동을 상으

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보행과 관련

하여 동작 기능과 균형 능력을 상으로 아동의 운동 

능력을 평가하였지만, 추후의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방식

의, 실질적인 보행을 통한 평가나 일상생활과 연관되는 평

가 방법을 통하여 변화의 수준을 측정해야 할 필요가 있

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균형 능력의 평가에 해 기능적 

평가 도구를 사용하였지만, 그 외에 표준화된 측정기계를 

이용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에게 가상현실 운

동프로그램이 동작 기능과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 8명을 상으로 4주 

동안 실험군 4명에게 가상현실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하였

고, 조군인 4명에게 일반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동작 기능의 기기와 무릎서기, 서기와 걷기와 달리기 

및 뛰기 항목에서 실험군의 사후점수는 사전점수보다 증

가하였고 위의 세 항목에서 실험군의 차이 값이 조군의 

차이 값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은 실험군의 사

후점수는 사전점수보다 증가하였고 실험군의 차이 값이 

조군의 차이 값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4주간의 가상현실 운동프

로그램의 적용은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의 동작 기능과 



대한통합의학회지 제4권 제4호

 62 

균형 능력의 향상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

라의 가상현실 운동프로그램은 뇌성마비 아동에게는 보편

화 되지 못하였으며, 성인이 아닌 아동에 한 연구는 더

욱 미비한 실정이다. 앞으로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가상현실 

운동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뇌성마비 아동의 재활

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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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기반 운동프로그램군(실험군)

준비운동

목적 척추, 골반, 양쪽 하지의 관절 가동운동 및 신장운동을 포함 한 항중력 폄 근육의 촉진

자세

1. 바로누운자세

2. crossed hook lying 자세

3. 옆으로 누운 자세

적용

1. 바로 누운 자세에서 양쪽 하지를 들어 올려 엉덩관절을 90도 이상 구부려 골반의 후방경사를 만든다. 위 

자세에서 양 하지를 잡고 원을 그리듯 크게 돌리며 골반의 가동운동을 실시.
2. 바로누운자세에서 한쪽 발씩 발목을 잡고 원을 그리듯 돌리며 발목의 가동운동을 실시.
3. 바로누운 자세에서 무릎관절 폄, 발목을 배측굽힘하여 하지를 들어 올려 뒤쪽의 hamstring 및 calf muscle의 

신장운동을 실시.
4. 바로누운 자세에서 양쪽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90도록 들어 올리고 유지하기.
5. crossed hook lying 자세에서 아래쪽 다리 방향으로 무릎을 보낸 후 다시 가운데로 가져오게 한다. 점차 저항을 

주며 강도를 늘린다. 양쪽 반복하여 실시. 
6.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spine의 styloid process를 하나씩 잡고 가동운동을 실시한다. 
7.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위로 올라온 쪽 골반을 뒤로 보낸 후 다시 앞으로 가져가게  한다.
8.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위로 올라온 쪽 엉덩관절을 벌린다.
9.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위로 올라온 쪽 엉덩관절을 벌림과 동시에 골반을 앞으로 보낸다.

(편마비 아동의 경우 7-10동작은 약한 쪽만 실시)

1주차

목적 선 자세에서 좌, 우로의 무게중심 이동을 통한 균형의 향상

자세 1. balance board 위에 다리를 자연스럽게 벌리고 선 자세

적용

1-1. 준비운동 후 crossed hook lying 자세에서 아래쪽 다리 방향으로 다리를 보낸 후 다시 가운데로 가져오게 

한다. 점차 저항을 주며 강도를 늘린다. 양쪽 반복하여 실시한다.
1-2. bridge 운동을 실시한다. 
1-3.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골반을 앞으로 보내어 roll to prone side 훈련을 실시한다. 
2. Nintendo wii fit의 명상하기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이 정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도록 한 후 시간을 체크한다.

2주차

목적 선 자세에서의 골반 움직임을 통한 동적 균형의 향상

자세 1. balance board 위에 선 자세에서 치료사가 아동의 몸통과 골반을 잡고 움직임을 보조한다. 

적용

1. Nintendo wii fit의 훌라후프 돌리기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양쪽 발을 바닥에 붙인 상태로 골반을 크게 돌리도록 

하고 치료사가 골반의 움직임을 보조한다. 고개의 과도한 폄 및 상지와 상부몸통에서의 과도한 보상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하여 골반의 움직임에 집중하며, 양쪽 모두 실시한다.
2. 아동이 점차적으로 적응함에 따라 치료사의 보조를 줄여나가며 게임의 난이도를 올린다. 

3주차

목적 발목에서의 무게중심의 이동을 통한 발목전략의 향상

자세 1. balance board 위에 선 자세에서 치료사가 아동의 발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보조한다.

적용

1. Nintendo wii fit의 segway challange 프로그램을 통하여 고정된 발목 위에서의 무게중심의 이동을 훈련하며, 
특히 calf muscle의 원심성 수축에 집중한다. 고개의 과도한 폄 및 상지와 상부몸통에서의 과도한 보상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한다.
2. 아동이 점차적으로 적응함에 따라 치료사의 보조를 줄여나가며 게임의 난이도를 올린다. 

4주차

목적 선 자세에서 골반의 움직임을 통한 동적 균형 및 타이밍의 향상

자세 1. balance board 위에 선 자세에서 치료사가 아동의 몸통 및 골반의 움직임을 보조한다.

적용

1-1. 스키점프, 펭귄시소 프로그램을 통하여 선자세 에서의 무게중심의 이동 및 움직임의 타이밍을 훈련한다.
1-2. 외줄타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동적안정성이 요구되는 상황(보행) 에서의 균형유지 및 움직임의 타이밍을 

학습한다.
1-3. 게임을 하는 동안 고개의 과도한 폄 및 상지와 상부몸통에서의 과도한 보상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한다.
2. 아동이 점차적으로 적응함에 따라 치료사의 보조를 줄여나가며 게임의 난이도를 올린다. 

부록 1. 실험군의 주차별 운동프로그램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