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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ingle case study is to examine the gait parameter changes of a 12-year old 
patient with Cerebellar Astrocytomas using RAS in gait training program. Kinematic 
and temporospatial changes were analyzed using VICON 370 Motion Analysis 
System. A total of nine RAS gait training sessions was provided and each training 
program took 30 minutes. Gait analysis revealed that the patient showed 
improvement in cadence, velocity, stride length, and step length and improved the 
range of joint movements by showing gait patterns similar to normal distribution 
from a pathological pattern. This study showed possibilities to apply the RAS 
technique to the various population including clients with cerebellum damaged; 
however more further research should be done in thi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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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뇌 별아교세포종 발병으로 인해 소뇌 수술을 받은 12세 환아의 보행 

기능 개선을 위해 RAS 보행훈련을 실시하여 보행인자의 변화를 관찰한 사례연구

이다. 객관적 분석을 위해 VICON 370 Motion Analysis System을 이용한 동작분석

을 RAS 보행 훈련 사전 사후에 실시하였다. 매 회기 30분씩 총 9회의 훈련을 실시

한 결과 시공간적 지표 중 분속수, 보행속도, 보행시간, 보장, 활보장의 증가와 운동

형상학적 지표의 움직임이 정상범주의 형상과 근접해가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이

는 RAS 보행훈련 후 보행의 효율성이 증진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신체

적 재활이 요구되는 여러 상군에게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효율성 검증을 

위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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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뇌종양은 소아암에서 흔히 발견되는 질병으로 이 중 소뇌 별아교세포종

(Cerebellar astrocytomas)은 소아 종양 중 약 15~20%를 차지한다. 모든 소아 뇌

종양의 절반 이상이 주로 뇌의 뒷부분(posterior fossa)에서 발생하는데 소뇌 별아

교세포종 역시 이에 속하며(Wellons III, 2006), 의학기술의 발달로 최근 5년 생존

율이 70%정도까지 높아지고 있다(Jung, 2004).

소뇌(cerebellum)는 운동조절, 균형, 협응, 근육긴장 등을 담당하는 뇌의 주요 

부위로 주 기능은 몸의 자세와 균형을 잡는 것이며(Kalat, 2006/008), 뇌로부터 전

달되는 운동명령의 정보를 통합 및 처리하여 의도된 움직임의 조준과 타이밍에 

관련된 상세한 조절을 가능하게 한다. 반복되는 동작의 간격이 짧은 동작, 즉 약 

0초에서 1.5초까지의 간격을 두고 진행하는 빠른 동작(예를 들면, 피아노 연주하

기, 타자 치기 등)의 타이밍을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

다(Kalat, 2006/2008). 소뇌의 손상이 일어날 경우 수의적 움직임의 조화가 이루어

지지 않고, 신체의 균형을 맞추는 일에 어려움을 보인다. 특히 양쪽 소뇌부분이 

모두 손상된 경우 보행 시 흔들거리거나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보행 간격(두 

다리 사이의 간격, step width)이 넓어지며, 손가락 연속으로 두드리기 같은 종류

의 활동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alat, 2006/2008). 소뇌종양으

로 인한 나타날 수 있는 이차적인 문제로는 복시, 청력저하, 어지럼증, 안면감각

장애, 언어장애 등이 있다( 한뇌종양학회, 2010). 

보행은 입각(발바닥이 지면에 닿아 있는 시기)과 유각(발바닥이 지면에서 떨어

져 있는 시기)의 규칙적인 움직임이며 일정한 주기로 구성된 움직임으로

(Neumann, 2006), 뇌손상 환자의 경우 손상 정도에 따라 다양한 병적 보행의 양

상을 나타낸다. 소아 뇌종양 환아들의 생존율이 길어지고 더 많은 아동들이 성인

기까지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신체 건강상의 제한은 장기

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회로의 복귀와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중요

성에도 불구하고 50%가 넘는 소아암 생존자들이 적절한 조기치료의 시기를 놓치

고 있다(Han, Kwon, Won, Shin, Ko, & Ryu, 2008). 보행의 경우, 기능적인 삶으

로의 복귀에 매우 중요한 요인일 뿐 아니라 학교생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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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기능 중 하나이므로 적절하고 효율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인 재활환자에 비해 상 적으로 적은 재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소아환자에게 리듬청각자극(Rhythmic Auditory Stimulation; RAS)을 

사용한 보행훈련을 제공하여 재활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제공되는 청각자극을 생리학적으로 리듬이 있는 보행에 활용하여 재

활훈련에 적용하는 RAS는 신경재활 음악치료의 신체재활을 위한 기법 중의 하나

이다(김수지, 고혜정, 권혜경, 2004; Thaut, 2005).  RAS는 음악의 다양한 요소 중 

주로 리듬을 이용하여 상자의 현재 보행수와 패턴에 맞추어서 적용하며, 단계

적으로 증가 혹은 감소하여 최적의 보행효율성을 유도한다(이승희, 2006; Kwak, 

2007). 청각자극은 시각이나 후각자극 등과는 다르게 반응하는데, 반복적으로 제

공되는 청각자극에 해서는 뇌피질에서 인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뇌간 내에 

망상구조(reticular-spainal formation)로 전달되어, 척수 운동계의 신경세포를 통해 

신체의 움직임에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Rossignol & Melvill-Jones, 

1976; Thaut 2005; Thaut & Abiru, 2010). 외부에서 들어오는 청각 자극은 뇌간

과 척수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망상척수로(reticular-spainal track)에 영향을 주어 

규칙적인 청각자극(외부의 자극)과 근육의 움직임에 동조화(entrainment)를 유도하

고, 이러한 규칙적인 외부 자극에 의한 근육의 동조화는 뇌의 운동조절 영역과 

신체의 실질적인 움직임 사이에 뚜렷한 기준점을 제공하여 근육의 움직임이 조직

적, 순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보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보행패턴을 

유도하고 보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으로 추론된다(Thaut, 2005). 보행

은 추체계로와 추체외계로의 통합적인 조직화로 이루어지는데, 청각자극은 주로 

추체외계로의 섬세한 협응 작용의 조절을 보조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기존의 연

구에서는 뇌피질에 주로 손상을 입은 뇌졸중 환자와 기저핵에 손상을 입은 파

킨슨 환자에게 적용하였을 때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와 같은 신

경학적 손상에 의한 병적 보행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aut & Abiru, 2010). 

RAS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신경학적 뇌손상을 입은 성인 환자들을 

위주로 다양한 보행지표들에 한 변화가 측정되었는데, RAS 적용 이후 즉각적

인 보행지표의 변화에 관한 연구들(Arias, Cudeiro, 2008; Thaut, McIntosh, 

Prassas, & Rice, 1993; Prassas, Thaut, McIntosh, & Rice, 1997)뿐 아니라, RAS 

훈련을 통한 보행의 분속수, 활보장, 보행 칭성(Hurt, Rice, McIntosh & Thaut, 

1998; Wilfong, 2009)의 증가도 함께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상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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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긍정적인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소뇌 별아교세포종 환아에게 

RAS를 적용하여 소뇌 손상으로 인한 보행상의 문제점들, 즉 불규칙적인 보행 간

격, 불균형 등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RAS를 적용한 보행훈련을 실시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상자는 소뇌 종양으로 진단받고, 독립보행이 가능한 12세 남아로 소뇌 종양 

제거 수술 후 불안정한 병적 보행 패턴으로 인해 RAS 보행 훈련에 참가하였다. 

훈련 의뢰 당시 상자 보행 특성을 살펴보면 전족부의 과도한 회외(excess 

supination)로 인하여 보행 간격이 좁아지는 형태로 보행 시 낙상의 위험을 소지

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선을 따라 걷는 직선 보행을 요구하였으나, 

좌우로 왔다 갔다 하거나 각선 방향으로 보행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제공된 음악의 빠르기는 상자의 기본 보행수가 정상수준에 근접하였기 때문에,  

1회기부터 4회기까지는 상자의 분속수와 동일하게 분당 121 비트로 유지하였

고, 5회기부터 9회기까지는 약 4% 증가하여 분당 125 비트로  총 9회기의 RAS 

보행훈련을 실시하였다. 본 상자는 미성년자이므로 연구 참여, 비디오 촬영 및 

보행동작 분석 실시의 동의를 위해 보호자와의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보호자 및 

본인의 문서 동의하에 훈련이 진행되었다. 

2. 측정도구

상자의 시공간적 지표와 운동형상학적 지표의 변화는 VICON 370 Motion 

Analysis System(Oxford Metrics Inc., Oxford U. K.)으로 측정하였다. 본 시스템

은 6개의 적외선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는 동작 분석 시스템으로, 측정을 위해 

<그림 1>과 같이 상자의 천골, 양측 골반, 양측 퇴, 양측 슬관절, 양측 경골, 

양측 족관절, 그리고 양측 전족부와 후족부에 총 15개의 수동 표식자를 부착한 

상태에서 7m의 구간을 보행하여 측정하였다. 본 시스템은 <그림 2>와 같이 각 

관절의 양측에 부착한 표식자의 움직임을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하여,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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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3차원 동영상으로 도출하고, 각 관절의 움직임을 시상면, 관상면, 횡단면

에서 관찰하고 그 각도를 분석하여, 각 관절의 굴곡과 신전이 보행의 순서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각도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 수동자 표식 위치

* 출처: 오수진. (2009). 리듬청각자극이 성인 경직성 뇌성마비의 보행에 미치는 영향 (p. 41).
  저자의 허가에 의해 사용됨.

<그림 2> VICON 370 카메라 및 비디오 위치

* 출처: 오수진. (2009). 리듬청각자극이 성인 경직성 뇌성마비의 보행에 미치는 영향 (p. 39).
  저자의 허가에 의해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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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절차 및 RAS 보행훈련

사전․사후 평가 시 동작분석을 동일하게 실시하였고, 한 회기의 RAS 보행훈

련 시간은 30분으로, 검사를 포함하여 총 4주에 걸쳐 주 3회 RAS 보행훈련이 진

행되었다. RAS 보행훈련은 <그림 3>과 같이 7m의 직선구간과 20m의 타원형 구

간이 확보된 독립적인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한 회기 시 RAS 보행훈련 시간은 

총 30분으로, 훈련 전 1-2분간 RAS 보행훈련에 사용 되는 음악을 들으며 보행훈

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RAS 보행훈련 후 1-2분은 호흡하며 상자의 상

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

 RAS 보행훈련 시 사용된 음악은 상자가 10  소아청소년임을 고려하여 선

택하였다. 상자가 선호하는 노래 중 4/4 박자로 구성되고, 원곡의 템포가 분속

수와 유사한 곡을 선택한 후, 키보드를 사용하여 후렴부를 중심으로 RAS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여 사용하였다. 이 때 원곡의 빠르기는 상자의 분속수와의 차이

가 5% 내외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제공되는 템포와 관계없이 상자 본인이 기억

하고 있는 원곡의 빠르기로 보행을 하려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연구 전체 기

간 동안 음악의 빠르기는 지속적으로 5% 이내로 증가하여 상자의 보행개선 효

과를 유도하였다. 주로 사용되었던 곡은 실험 당시 유행하였던 ‘보물’(자전거 탄 

풍경의 노래; ♩=126)과 ‘예수 사랑하심이’(♩=125)다.

 

<그림 3> 보행측정실험실

* 출처: 오수진 (2009). 리듬청각자극이 성인 경직성 뇌성마비의 보행에 미치는 영향(p. 38).
  저자의 허가에 의해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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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처리

본 연구는 VICON 370 Motion Analysis System에서 측정된 시공간 지표와 운

동형상학적 지표의 시상면에서의 골반전경, 고관절, 슬관절, 그리고 족관절의 움

직임을 분석하였다. 시공간 지표의 각 항목은 사전 · 사후의 변화를 백분율로 나

타내었고, 운동형상학적 지표의 각 관절의 움직임은 동작분석 프로그램에서 그래

프로 제공되었다. 이 그래프에는 회색으로 이루어진 정상보행 주기의 범주표식과  

상자 각 관절의 좌측(실선)과 우측(점선)의 움직임의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 이

것을 바탕으로 RAS 보행훈련 후 상자의 보행패턴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시공간적 지표

시공간적 지표는 상자가 보행의 양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가를 

보여주는 자료로써, 얼마나 더 빨리, 멀리 갈 수 있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 좌우의 수치적 자료가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보행에서 좌우의 칭

성이 맞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상자는 분속수(분당 걸음수)와 보행

속도(분당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증가됨을 나타냈고, 좌우의 보행 칭성에 있어

서도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표 1>과 같이 상자의 분속수는 116(steps/min)에서 126.5(steps/min)로 증가

하였으며, 보행속도는 0.77(m/s)에서 1.09(m/s)로 증가하였다. 또한 보행 칭성은 

0.975에서 0.990로 증가하였고, 보장은 좌측이 31.0(cm)에서 51.0(cm)로, 우측이 

46.0(cm)에서 50.0(cm)로 증가하였다. 보장시간은 좌측이 사전 · 사후 0.47(cm)로 

동일하였고, 우측은 0.57에서 0.48로 감소하였다. 보행간격은 좌측이 17.0(cm)에

서 15.0(cm)로, 우측이 19.0(cm)에서 14.0(cm)로 감소하였으며, 활보장은 좌측이 

81.0(cm)에서 104(cm)로, 우측이 79.0(cm)에서 103(cm)로 증가하였다. 활보장 시

간은 좌측이 1.03(s)에서 0.97(s)로, 우측이 1.03(s)에서 0.93(s)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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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적 지표

(단위)
위치

보행인자 변화

사전 사후 변화백분율(%)

분속수

(steps/min)
116 126.5 9.05

보행속도

(m/s)
0.77 1.09 41.55

보행 칭성 0.975 0.990 1.53

보장

(cm)

좌 31.0 51.0 64.51

우 46.0 50.0 8.69

보장시간

(s)

좌 0.47 0.47 0

우 0.57 0.48 -15.78

보행간격

(cm)

좌 17.0 15.0 -11.76

우 19.0 14.0 -26.31

활보장

(cm)

좌 81.0 104 28.39

우 79.0 103 30.37

활보장시간

(s)

좌 1.03 0.97 -5.82

우 1.03 0.93 -9.70

<표 1> 대상자의 시공간 지표

2. 운동형상학적 지표

운동형상학적 지표는 상자의 걸음의 질적인 측면의 자료를 제공하는 지표이

다. 예를 들어 보행이 완성되는 말기유각기에서는 고관절은 20º 정도 굴곡되고 슬

관절은 5º 이하로 굴곡되어야 하는데(Gotz-Neumann, 2006/2008), 보행주기에 따

른 이러한 변화들이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육안으로는 분

명하게 설명할 수는 없으나 ‘정상’적이지 않은 보행 패턴의 양상을 보인다. 운동

형상학적 지표는 이와 같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보행주기에 따른 보행패턴

을 수치적으로 정량화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여주는 자료이다. 

운동형상학적 지표에서는 시상면(sagittal)의 골반전경각도, 고관절 각도, 슬관절 

각도, 족관절 각도의 움직임의 변화정도를 나타내었다. 각 관절의 움직임 표식 중 

정상적인 관절의 움직임 표식은 회색으로 이루어져있고, 동시에 좌측(실선)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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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점선)으로 상자의 관절의 움직임 정도를 나타냈다. 골반 전경각도는 사전평

가 시 <그림 4>와 같이 좌측은 정상범주보다 전방으로 더 기울어진 움직임이 나

타난 후 정상범주로 향하였고, 우측은 입각 상태에서는 정상범주에 위치하고 있

지만, 유각 전 정상범주보다 전방으로 기울어진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평가 시 <그림  5>와 같이 좌측 입각 시 정상범주보다 후방으로 기울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고, 우측은 입각 시에는 정상범주를 향해 있지만 점차 정상범주에서 벗

어나 후방으로 기울어지고, 유각 후 다시 정상범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대상자의 골반 전경각도 사전

<그림 5> 대상자의 골반 전경각도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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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각도의 움직임은 사전평가 시 <그림 6>과 같이 좌측 입각 시 정상범주

에서 벗어난 형태로 나타났고, 말기 입각부터는 정상범주의 형태로 나타났다. 우

측은 입각 시 정상범주에서 벗어난 굴곡이 나타났고, 말기 입각 시 과도한 굴곡이 

나타났으며, 유각 시 정상범주로 나타났다. 사후평가 시 <그림 7>과 같이 좌 · 우

측 모두 정상범주로 나타났다.

<그림 6> 대상자의 고관절 각도 사전

 

<그림 7> 대상자의 고관절 각도 사후

슬관절 각도 움직임은 사전평가 시 <그림 8>과 같이 좌측은 말기 입각과 유각 

시 정상범주에서 벗어난 형태로 나타났다. 사후평가 시 <그림 9>와 같이 좌측은 

정상범주의 형태를 나타내었고, 우측은 정상범주의 형태와 유사하지만 말기 입각

과 유각 시 과도하게 굴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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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대상자의 슬관절 각도 사전

<그림 9> 대상자의 슬관절 각도 사후

족관절 각도의 움직임은 사전평가 시 <그림 10>과 같이 좌측은 입각과 유각  

시 과도한 배굴이 된 것으로 나타났고, 우측은 입각 시 정상적인 배굴이 나타났으

나 말기 입각부터 유각까지 과도한 배굴이 나타났다. 사후평가 시 족관절 각도의 

움직임은 <그림 11>과 같이 좌 · 우측 모두 입각 시 정상범주보다 좀 더 배굴이 

일어났으나, 전반적으로 정상범주의 형태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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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대상자의 족관절 각도 사전

<그림 11> 대상자의 족관절 각도 사후

3. 음악제공에 따른 관찰 분석

1~2회기 시 RAS에서 사용하던 기본 코드진행(I-IV-V-I)을 바탕으로 한 4/4 박

자 행진곡 풍 음악을 제공하였을 때, 상자는 보행 중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다

소 산만한 모습을 보이고 양팔의 교 운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보장

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났다. 상자가 소아청소년이며 일반 아동에 비하여도 상

적으로 주의력에 문제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상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속

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구조화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상자가 선호하는 음악

을 파악하고 음악의 후렴구를 수정하여 제공한 3~9회기의 경우, 상자의 집중력 

향상 및 보행시간의 증가와 동시에 3회기 후반부부터 시선이 점점 정면을 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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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팔의 교 운동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등 보행 시 전반적인 신체 움직임의 변화

가 관찰되었다. 양팔의 교  운동이 부자연스럽게 이루어졌지만, 회기를 거듭 할

수록 지속적으로 정상패턴에 가깝게 나타나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불규칙적으

로 나타나는 보장은 RAS 보행훈련 1~2회기에 비해 불규칙적인 정도의 범위가 줄

어드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Ⅳ. 논  의

일반적으로 운동조절과 협응을 담당하는 소뇌의 손상은 일정한 간격의 리듬에  

반응하기에 많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alat, 2004/2008). 음악치료 세

션 내에서도 소뇌 손상 환자들은 규칙적인 리듬을 듣고 손뼉을 치거나 리듬에 맞

추어 악기를 연주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의 경우에도 훈련 전 직선보행 시 비 칭적 보폭과 불규칙적인 보행속도, 

그리고 양 다리의 교차가 관찰되었고, 패들드럼 연주활동에서도 6회기가 지나면

서 부터 박자에 맞추어서 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총 9회기의 RAS 보행훈련 후 상자는 여덟 항목의 시공간 지표 중 분속수, 

보행속도, 보행 칭성, 보장, 활보장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보장시간과 활보

장 시간은 상자의 좌측 보장을 제외하고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상자는 RAS 보행훈련 후 골반전경 각도를 제외한 고관절과 족관절, 그

리고 좌측의 슬관절 움직임이 정상범주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고, 슬관절의 경

우 우측의 움직임의 말기 입각기는 정상범주와는 다소 벗어나 있는 형태지만, 정

상범주의 형상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그림 5, 7, 9, 11>참조). 이는 RAS 훈

련 후 각 관절의 움직임이 정상범주의 형상으로 근접해가는 양상을 나타냄에 따

라 보행의 효율성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RAS 보행훈련이 소뇌 종양 상자의 재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0년 후반부터 진행된 파킨슨병이나 뇌졸중 환자와

의 선행연구(Thaut & Abiru, 2010)에 이어, 뇌성마비 환자(Kwak, 2007) 혹은 TBI

환자와의 선행연구(Hurt, Rice, Mcintosh, & Thaut, 1998; Wilfong, 2009) 등, 

RAS를 통한 보행훈련의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 되어 나가고 있으며 긍정적인 평

가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소뇌의 손상으로 인한 환자

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RAS를 적용함으로써, RAS의 적용 범위의 확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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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타진해 보았다. 소뇌 종양으로 진단된 10 의 소아청소년을 상으로 4주간 

RAS 보행훈련을 실시하여 사전․사후에 시공간적 지표와 운동형상학적 지표에 

어떠한 변화를 나타냈는지를 분석하였을 때, 첫째, RAS 보행훈련 후 상자는 공

통적으로 시공간적 지표 항목 중 분속수, 보행속도, 보행시간, 보장, 활보장의 증

가를 나타내었으며, 둘째, 운동형상적 지표의 움직임은 전반적으로 각 관절의 움

직임이 정상범주의 형상과 근접해가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오수진, 김수지, 조성래, 곽은미(2010)의 편측 경직성 뇌성마비 성인의 

RAS 보행훈련 사례연구와 같이 시공간적 지표 중 분속수와 보행속도의 증진과 

운동형상학적 지표의 움직임이 회색범주에 근접해가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상군에 따라 보행특성의 차이

를 보이지만, RAS 보행훈련 후 보행의 효율성이 증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단일 사례이므로 일반적인 해석에는 무리가 있으나, 본 연구결과를 토 로 소

뇌손상 환자의 신경학적 음악치료 적용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소아 환자가 

보이는 지속적이고 장기간 계속되는 재활치료에 한 거부반응과 참여도 저하, 

집중력 저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안으로서의 음악치료의 가능성 역시 살펴

볼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음악은 빠르게 체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즉각적으로 신곡을 수용하는 청소년의 특성상, 음악치료사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곡에 한 지식과 미디나 컴퓨터 음원을 사용한 다양한 음색의 제공 등 좀 더 다

양한 시도를 할 것이 요구 된다. RAS에서 기존에 이미 제작된 곡들은 사용할 수 

없지만, 상자가 선호하는 음악 멜로디의 적절한 활용과 이에 따른 보행훈련 참

여의 질에 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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