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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초등학생은 움직임을 통하여 자신의 신체를 인지하
고 어떻게 신체를 적절히 사용할 것인가를 학습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의지 전달 기능이나 인지기능
을 발달시켜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는데,
보행은 가장 기본적이며 자연스러운 동작이다.
보행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동 방법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한
다. 보행동작은 일상 생활 대부분을 직립 상태로 활동
하는데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신체 이동의 수단이
되는 동작으로 단순한 움직임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
제로 100여개의 골격근이 상지와 하지의 여러 관절과
협응을 이루는 복잡한 동작이며, 일정한 방향으로 필
요한 속도를 유지하며 신체를 단계적으로 움직이는 고
도로 협응된 동작이다(Nigg, Bahlsen, & Denoth, 1986;
Scott, & Winter, 1990).
그러나 근육의 기능적인 협응 장애를 수반하는 뇌성
마비는 외형적으로 자세와 동작의 조절 장애를 야기하
여 정상적인 일상 활동을 방해한다. 보행분석을 적용하
는 가장 중요한 추세 중의 하나가 뇌성마비 장애인에
대한 평가이다(윤승호, 김봉옥1994). 일반적으로 뇌성마
비는 출생 전후에 대뇌피질에서 근육을 선택적으로 조
절하는 기능을 소실하여, 경직과 원시적인 수축형태가
나타난다. 근력에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조정능력의 손
실로 보행주기에서 정확한 시간에 적절히 수축하지 못
하며, 길항근이 동시에 수축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
Gage(1983)는 단 한 차례의 수술로 필요한 모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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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 교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환자에게는 상당한 유리한 방법이지만, 판단 실수의 가
능성을 높게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보행분
석을 통하여 정확하고 완전한 진단 정보를 얻을 경우
에만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Gage, Fabian, & Hicks;
1984). 또한 그들은 보행이 성숙해지는 6-8세 까지 경
직성 양측마비 어린이의 평가와 치료를 지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Baumann, Hanggi(1977)는 근전
도를 이용하여 보행분석을 하였으며, 뇌성마비 장애아
의 비정상보행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Chong, Vojnic & Quanbury, 1978; Rose, 1983; 곽창
수, 이기청, 2002; 한기훈, 한윤교, 1999; 허정식, 2000).
이러한 측면에서 뇌성마비 장애아의 물리적인 치료
와 함께 일정한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운동기능
발달이 향상되어 진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
다. 아동 스스로 신체를 움직이고 자발성이나 의욕을
이끌어내는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들에 관한 연구들이 선행되어 왔다
(Greenvill, 1993; Boswell, 1993; Pauline et al., 1994).
최근에는 무용요법으로 이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하
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김은미, 1992; 고봄나,
2000; 함효선, 2004; 최명선, 2006). 특히 발레의 기본
동작은 예술적인 표현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유아나
초등학생들에게 올바른 신체자세의 유지와 신체발달
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은희,
2006). 또한 안수진(1995)은 조기 무용교육이 평형감각
과 발달에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며 전정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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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닝에 의해 발전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렇
듯 초등학생 시기는 인간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정신
적․육체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신체적 특징이
나 체력, 그리고 운동 기능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부분
그대로 연결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 시기에 건강한 체
력과 함께 정확하고 바른 자세를 만들어 주고 기본
운동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뇌성마비 장애아의 서기, 걷기, 달리기, 뛰
기, 던지기 등의 운동능력은 정상아에 비하여 지체된다.
따라서 이들의 운동 능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체
계적이고 합리적인 운동프로그램과 지도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초등학교 뇌성마비 장애아를 대상
으로 16주간의 발레 프로그램을 적용시킨 후 보행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발레 프로그
램 처치 전후의 보간과 보폭, 소요시간, 무게중심의 변
화, 충격량, 그리고 몸통각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
한 연구는 발레 기초동작 연습이 정상인의 바른 자세뿐
만 아니라 장애아의 올바른 보행자세 유지를 위한 프로
그램으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y축으로 설정하고, 좌우방향인 z축과 y축의 외적방향을
x축으로 설정하였다. NLT(Nonlinear transformation)방
식으로 3차원 좌표화하여 위치자료를 산출하였다. 보행
시 각 방향에 따른 지면반력의 형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AMTI 사의 지면반력기(OR 6-5-1) 2대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 및 지도자에게 실험의 필요성, 목적 및
실험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실험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였다. 이 실험에 앞서
준비운동을 실시하였으며, 피험자의 안정된 보행동작으
로 판단되는 영상을 선정하였다. 운동학적 자료의 산출
을 위하여 인체는 13개의 인체분절로 구성된 강체로
정의하였고, 인체좌표화를 위하여 Visual 3D(C-motion
Inc., USA)마커 시스템에 준하여 총 62개의 반사마커를
피험자의 몸에 부착하였다.
3. 각도정의
몸통각도에서 Y값은 상체전후 방향으로 뒤로 젖혔
을 때(+), 앞으로 숙였을 때(-)로 하였다. X축은 상체
좌우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질 경우(+), 왼쪽으
로 기울어질 경우(-)로 정의하였다.

Ⅱ. 연구방법
4. 발레 프로그램
1. 연구대상
초등학교 저학년의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경직성 편마비로 진단
을 받았으며 나이는 10세, 신장은 135㎝, 체중은 33.7
㎏(사전), 37㎏(사후)이었다.
2. 실험도구 및 절차
이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3차원 동작분석
이 실시하였다. 영상자료 수집을 위해 Qualisys사(1989)
의 적외선 카메라(Motion capture system인 ProReflex
MCU 240, SF: 100 frame/sec) 8대를 사용하였다. 실제
공간의 전역좌표계(Global Reference Frame)는 연구대상
자를 정면으로 z축을 수직방향으로, 보행의 진행방향을

발레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16주를 연
습기간으로 하였다. 주 3회씩 실시하였고, 연습시간은 60
분으로 하였다. 발레 프로그램의 기초동작은 초등학생
장애우의 바른 활동을 위하여 유연성과 평형성을 향상시
킬 수 있는 훈련과 평소에 활용되지 않는 근육들을 사용
하게 하여 체형 및 신체를 변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또한 장애우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흥미
표 1. 발레 기초 동작 프로그램의 내용
구분 소요시간
세부내용
마루운동: 바른 자세 앉기와 서기, 발
준비운동 10분
끝point/flex, 등
양손bar→한손 bar, plie, tendu,
Bar운동 20분
developpe, grand battement 등
단계별 팔 기본자세, walking→running
Center
20분
→jumping, 두발서기, 외발서기, 회전 등
운동
스트레칭, V자 버티기, V자 버티며 다
정리운동 10분
리교차, 뒤로 윗몸일으키기, 버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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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잃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5. 국면정의
이 연구의 국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1국면(양발지지기) : 오른발이 지면에 접촉하
는 순간부터 왼발이 떨어지기 전까지 시간
2) 제2국면(오른발지지기) : 오른발이 접촉 후 왼발
이 떨어질 때부터 다시 접촉하기 까지 시간
3) 제3국면(양발지지기) : 왼발이 지면에 접촉하는
순간부터 오른발이 떨어지기 까지 시간
4) 제4국면(왼발지지기) : 왼발이 접촉 후 오른발이
떨어질 때부터 다시 접촉하기 까지 시간

Ⅲ. 결과 및 논의
1. 보간과 보폭의 변화
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보간과 보폭의 변화를 분석
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2>, <그림 1>과 같다.
두 변인의 길이를 신장으로 표준화하였다.
표 2. 보간과 보폭의 변화
구분
사전
사후

보간
8.8
8.1

(단위 : %)
보폭
21.5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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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보폭은 21.5%로 나타났고, 사후측정값은 보간
8.1%, 보폭 22.2%로 보간 거리는 감소하고 보폭 거리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아의 보행이 넓고
종종걸음이었지만 운동 후에는 종종걸음이 줄어들면서
좌우 폭도 줄어들어 보행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곽승철, 유정희(2004)와 고명숙, 유은영, 정민예(2005)
의 연구에서 중복장애아의 보행 동작훈련 결과 보행폭
이 넓어졌다고 하였다. 공성아, 유승희(2005)의 연구에서
12주간의 저항성 트레이닝을 실시한 결과 분당 걸음수
의 개선효과를 보였다고 하였다. Turnbull, Charteris &
Wall(1995)은 근력과 근 기능의 약화는 독립적인 생활을
저해하는 요소로 보행 능력의 감소가 큰 문제가 된다고
하였고, 곽창수, 이기청(2002)의 연구에서는 스텝과 스트
라이드 길이가 처치 후 증가한 것으로 좌우 발 균형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재활훈련의 효과에 따라 근
력이 강화됨으로써 양발의 지지력의 강화와 좌우 발의
균형을 가져온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발레 연습을
통하여 평형성과 근력이 강화되고, 이로 인한 보간과 보
폭의 증가는 보행 시 안정성이 유지되어 낙상사고나 이
동능력에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2. 국면별 소요시간 변화
장애우가 보행하는 동안 국면별 소요시간의 결과는
<표 3>, <그림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4국면에서 사전
표 3. 국면별 소요시간
(단위: sec)
구분 제1국면 제2국면 제3국면 제4국면 총소요시간
사전
0.11
0.39
0.13
0.50
1.13
사후
0.26
0.30
0.09
0.44
1.09

%

그림 1. 보간과 보폭의 변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간의 사전측정값은

그림 2. 국면별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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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sec, 사후 0.44sec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소요시
간은 사전(1.13sec)보다 사후(1.09sec)보행 시간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뇌성마비인의 보행특성이 왼발에 오
랫동안 지지하여 보행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발레
연습을 통한 근력향상이 지지시간을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Murray(1969)은 일반적으로 보행속도가 증가
하면 입각기 시간은 비례적으로 짧아진다고 하였다. 이
는 하지 근력의 강화와 이동능력의 향상이 보행시간을
감소시켜 보행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신체중심의 위치 변화
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신체중심의 좌․우 방향, 수
직방향의 위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4>, <그림 3>, <그림 4>와 같다.
표 4. 신체중심의 위치 변화
좌․우(X)
구분
Right
Left
사전
0.07
-0.04
사후
0.25
0.24

(단위: m)
상․하(Z)
Right
Left
0.23
-0.18
0.71
-0.72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중심의 좌·우 변
화에서 오른발지지기와 왼발지지기의 보행에 따라 중
심이동에 큰 변화를 보였으나, 처치 후 중심변화가 크
게 나타나지 않았다.
신체중심의 상·하 위치변화에서 오른발이지기와 왼
발이지기의 보행에 따라 중심이동의 변화가 큰 변화를
보였으나 처치 후 중심변화가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
타났다. 김미영(2002)의 연구에서도 동작훈련이 뇌성마
비아의 보행동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노
재귀, 조성초, 정창년, 안대섭, 이해권(2009)의 연구에서
는 균형능력 향상을 통해 보행속도를 증가시켜 장애아
의 보행능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허진영, 신나리(2000)의 연구에서는 무용연습이 뇌성마
비인의 무게중심 정렬에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하였
다. 곽창수 등(2002)의 연구에서는 처치 전에는 101.4
cm/sec였으나 처치 후에는 123.8 cm/sec로 크게 향상
되어 하지 근력강화 처치가 보행패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발레 연습을 통하여 균형
능력과 하지 근력강화 프로그램이 장애아의 보행동작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상체 몸통각의 변화
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보행시 상체 몸통각의 좌․
우(X), 전․후(Y)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

그림 3. 신체중심의 좌․우(X) 위치 변화

그림 4. 신체중심의 수직(Z) 위치 변화

표 5. 몸통각도의 변화
좌․우(X)
구분
Right
Left
사전
17.46
-23.58
사후
16.98
-15.15

(단위: deg)
전․후(Y)
Right
Left
12.22
6.24
11.48
2.25

그림 5. 몸통각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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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 5>, <그림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좌·우 몸통각도의 변
화는 왼발 지지기에서 연습 후에 감소하였고, 전·후
상체 몸통각의 변화에서는 왼발 지지기에서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레 연습을 통하여 하지 근력의
강화와 균형능력의 향상으로 상체움직임이 왼쪽방향과
전방방향으로의 중심이동을 감소시킴으로써 뇌성마비
장애아의 보행동작에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5. 지면반력 변화
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보행 시 충격량과 오른발,
왼발의 최대 피크(peak)값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6>,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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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행 향상을 위한 운
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충격량과 최대 피
크값을 비교분석한 결과 사후 충격량과 최대 피크값
이 사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경옥, 정복자, 권보영,
남궁영림(2007)의 연구에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12주
특수체육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능동적 부하율이 증
가한 것으로 보행의 충격력을 조절하고, 능동적 힘을
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조효구,
이연종(1999)의 연구에서는 총 충격량이 일반인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는 발레 기초동작 연습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은 근육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근
육이 강화되고 보행동작도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Ⅳ. 결론 및 제언
표 6. 지면반력 변화
충격량 (N․s)
구분
1st (R)
2ed (L)
사전
39.65
40.73
사후
41.07
43.86

최대 피크값 (BW)
1st (R)
2ed (L)
1.01
0.92
1.24
1.39

N‧sec

그림 6. 충격량의 변화
bw

이 연구는 뇌성마비 장애아를 대상으로 발레의 기
초 동작연습이 보행동작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16주간 주당 3회, 60분
씩 발레 기초연습을 실시한 후 보간과 보폭, 소요시
간, 신체중심의 변화, 충격량, 그리고 몸통각도를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발레 기초동작 프로그램은 뇌성마비 장애아의 보폭
과 상체움직임을 감소시켜 신체중심의 안정성을 높였
다. 또한 충격량과 최대 피크값이 증가한 것으로 평형
능력 향상과 근력강화는 보행동작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뇌성마비 장애
아들이 지닌 능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기초
로 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프로그램과 지도방법을
적용한다면 장애아의 운동패턴에 긍정적인 효과와 함
께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보행
증진을 위한 운동프로그램 계획 시에는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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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The Effects of Ballet Basic Movement Practice
on the Gait of Child with Cerebral Palsy
Lee, Ki-Chung․Sung, In-Yong․Kim, Min-Soo․Hong, Seong-Jin․Kim, Do-Yop(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Kim, Eun-Hee(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basic ballet movement practice on the gaits of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A 10 year old subject participated in a 16 week program of 60-minute basic ballet
movement practice sessions 3 times per week. Post program analysis demonstrated the subject's gait improved
in the following ways. The subject demonstrated increased step and stride length, while being able to walk for
longer periods of time. The subject also demonstrated reduced upper body movement, and improved upper
body orientation and stability. Further, via increased muscle activity, decreased peak impact force was observed.
Overall, practicing basic ballet movements had a positive impact the gait of a child with cerebral palsy.
※ Key words : ballet, cerebral palsy, balancing ability, muscl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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