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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첩 발목 보조기 착용이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의 
신체 질량 중심점에 보행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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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에서는 경첩 발목 보조기(Hinged Ankle Foot Orthoses, HAFO)의 착용이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의 보행 시 신체 질량 중심

점(Center of Mass, COM)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실험은 보조 기구의 사용 없이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한 경직성 뇌성

마비 아동(하지마비 아동 8명, 편마비 아동 5명) 13명이 참여하였다. 34개의 적외선 반사 마커를 신체에 직접 부착한 뒤, 6대의 동

작분석 카메라로 맨발 보행과 HAFO착용 보행을 각 5회 촬영하였다. 전-후방, 내-외측, 수직 방향으로의 COM의 이동과 COM 속

도를 계산하여 HAFO착용 전·후를 대응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HAFO 착용은 양하지 마비 아동 그룹은 COM의 전방 이동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1), COM 속도는 내-외측과 수직 방향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 반면 편마비 아동 그룹은 

COM 이동과 속도가 모든 방향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 따라서 HAFO는 뇌성마비 아동의 보행 기능을 개선시킨다고 할 

수 있다.

I. 서론

  보행이란 신체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으로, 신체 질량 중심(center of mass, COM)의 지

속적인 이동을 말한다. 경직성 뇌성마비(Cerebral palsy, 

CP) 아동의 가장 흔한 보행형태는 첨족(euqinus) 보행과 

마비측 하지로 COM의 이동하기 어려워 체간동요가 큰 것

이다[3]. 발목 보조기(ankle foot orthoses, AFO)는 이러

한 보행 형태를 수정하고, 선 자세에서의 대칭적인 체중분

포[4], 관절의 안정성을 향상, 근육의 정상적인 수축과 관

절의 변형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5]. 하지만 

균형능력이 결핍된 뇌성마비 아동의 AFO 착용에 따른 

COM의 변화와 관련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M의 변위와 속도를 분석하여 

AFO 착용에 유무에 따른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의 보행을 

비교하고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는 보조 도구 없이 독립 보행이 가능한 

GMFCS levelⅠ&Ⅱ이고, 인지(cognition)가 있는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 13명(남자 8명, 여자 5명)이 참여하였다. 

각 아동은 성북구의 같은 보조기 회사에서 맞춘 경첩 발목

보조기를 최소한 12개월 이상 사용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신체 조건    (평균±표준편차)

나이
(세)

신장
(cm)

체중
(kg)

다리길이(
cm)

양하지마비 6.1±2.9 109.3±17.3 18.6±5.3 51.3±9.8

편마비 5.3±3.3 106.7±21.9 20.1±7.7 57.9±18.4

2. 실험 절차 및 자료 처리·분석

  Plug in Gait Full body (SACR) Marker set에 따라 34

개 적외선 반사 마커를 피부에 직접 부착하였다. 2번의 연

습 후, 3차원적 동작분석기인 VICON T10 카메라(Oxford 

metrics, Oxford, UK) 6대를 이용하여 6 m 보행을 시의 

COM의 움직임과 속도를 측정하였다. 각 아동의 편한 속

도로 맨발 보행과 HAFO 착용 보행을 5회씩 실시하였다. 

  COM의 변위와 속도를 하나의 활보장과 각 아동의 다리 

길이로 정규화(normalization)하였다. 보행 주기는 다음

과 같이 4구간으로 나누어서 전⋅후방(AP), 내⋅외측

(ML), 수직(Vertical) 방향에서 비교하였다; 초기 양하지 

지지기(DS1),단하지 지지기(SL1), 말기 양하지 지지기

(DS2), 반대 발의 단하지 지지기(SL2). COM의 변위와 속

도 자료의 평균과 RMS값을 사용하였다. 대응표본 T 검정

을 실시하고, 유의수준 0.05로 설정하였다. 자료는 

MATLAB 6.5으로 계산하고 통계는 SPSS 버전 12로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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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양하지마비 아동의 COM 변위는 DS1(p=0.043), 

SL1(p<0.01), SL2(p<0.01)구간에서 전방으로 증가하였다. 

DS1에서는 ML에서 감소하였고(p=0.028), SL1에서는 

Vertical에서 감소하였다(p=0.11). 편마비 아동의 COM 변

위는 DS1(p<0.01)과 SL1(p=0.036)의 전방으로 증가하였

고, DS2의 ML에서 증가하였다(p<0.01). SL2와 Sum에서

는 모든 방향에서 증가하였다(p<0.01).

  양하지마비 아동의 COM 속도는  DS2의 ML방향으로 

증가하였으며(p=0.038), SL2와 Sum에서는 ML과 

Vertical으로 증가하였다(p<0.01). 편마비 아동의 COM 속

도는 DS1(p=0.047), SL1(p<0.01)의  Vertical에서 증가하

였고, SL1, DS2는 전방으로 증가하였다(p<0.01). DS2는 

ML에서도 증가하였다(p=0.22). SL2와 Sum에서는 COM 

속도가 모든 방향으로 증가하였다.(p<0.01).

Ⅳ. 논의
  

  두 그룹 모두 전방으로의 COM변위와 속도가 증가하였

다. 이는 HAFO가 DS1에서 발목관절의 발등굽힘을 유지

시켜 뒤꿈치 닿기를 허용하고, SL에서는 발 처짐을 방지

하여 관절의 안정성을 향상시켜 몸의 이동거리가 증가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전의 연구의 보장과 활보장의 증가, 

Cadance의 감소와 비슷한 결과이다[5]. 편마비 아동의 

HAFO 착용 후 증가된 내⋅외측 방향으로은 COM의 변위 

증가는 체중을 대칭적으로 지지하는데[4]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결과를 뒷받침해 줄 수 있다. 

  HAFO 착용 후, 증가된 COM의 위치에너지는 잠재에너

지로 쉽게 전환되어,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이 보행 시 전

방으로 추진되는 탄력(momentum)으로 보행 속도를 증가

시키고 보행의 에너지 대사 소실을 최소화 시켜 보행 시 

자세 조절에 긍적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 그림 1. COM의 변위(왼쪽)와 COM의 속도(오른
쪽)를 AP(위), ML(가운데). Vertical(아래) 방향
으로 각각 나타내었다. 검은색 선은 양하지 마비이고 회
색 선은 편마비 아동이다. 줄선은 맨발보행이며 점선은 
AFO착용 보행이다.  

Ⅴ. 결론

  경첩 발목보조기는 뇌성마비 아동의 COM의 전방 변위

와 속도를 증가시키고, 특히 편마비 아동의 수직방향의 

COM 변위와 속도를 증가는 보행 시 에너지 보존을 향상

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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