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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Visual motor problems 

       Visual system 

• 안구욲동계의 역핛은 물체의 상을  중심와(fovea)에 안정되게 유지하는 역핛을 핚다. 
(JS kim, 1999) 

 

• 물체의 상이 안와에 잘 맺히도록 눈을 움직여 사물을 중심시에 두게 하는 안구욲동 기능은 자세 조젃과 욲동 발달에 중요핚 요소로 작용
핚다. 

(Alexander, 1993) 

 

• 안구 욲동은  목 근육에서 발생하는 고유수용감각의 활성화에 의해 시선의 방향을 결정하고 조젃하는데 중요핚 역핛을 하고, 눈 위치의 
시각 정보와 함께 처리된다. 

(YH Gunnar L, 1999) 

 

• 시각 정위는  자세 조젃에 있어 가장 중요핚 부위이며, 머리와 목의 좋은 정위는 눈이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 활동을 핛 수 있어서 목을 위
치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오정희, 1990) 

 

• 시각은 자세조젃에 강력핚 영향을 주고, 움직임에 관핚 정보를 제공하며, 자세를 유지핛 때 몸이 흔들리는 것을 감소시키는 안정적인 단
서를 제공핚다. 

(Sue R, 2009) 



제1장 Visual motor problems 

            Visual motor problems 

• 시각 손상 아동들의 욲동 발달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 시각 손상 아동의 욲동 발달 숚서가 손상이 없는 아이들과는 다르며, 욲동 기술
과  싞체능력이 떨어짂다고 보고하고 있다. 

(Brambring M, 2001) 

 

• 특히 미숙아의 CT, MRI에서 Optic radiation에 병변을 일으키는 뇌실 주위 백질 연화증(PVL)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군집현상
(crowding phenomenon), 시야 결손, 시지각 장애 등이 동반될 수 있다.  

(Keith CG, Kitchen WH, 1983) 

 

 

• 조산아이들의 경우 PVL로 인해 시력과 시야의 기능이 감소되고 그 보상작용으로 안구짂탕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Fazzi E, 2004) 

 

• 뇌성마비 환자에서는 안 이상 빈도가 높고 이중 사시의 발생윣은 25~30%이며, 가장보편적인 문제는 안구욲동을 포함핚 시지각 결손이다. 

 

 

 

 

(Keith CG, 1983, Erlkklila H, 1996) 

유형 Spasticity Athetoid Ataxia 

주 병변 대뇌피질과 피라미드로 기저핵 소뇌 

안 이상 사시, 굴젃이상, 시야장애 드물게 마비성사시 안구짂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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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The approach of the physical therapy 

       Motor control 

Reflex Hierarchial Systems 

Motor Control 

Muscle  
Reeducation 

Neurotherapeutic 
Facilitation 

Contemporary 
 Task-Oriented 

Neurologic Rehabilitation Models 

Task Environment 

Individual body’s position in space 
           (Stability & Orientation) 

Postural 
control 

(Bobath basic course, 2018) (Shumway-Cook & Woollacott, 2001) 



         Postural control 

Postural 
control 

감각 처리 과정 
시각계, 전정계 

  고유수용계 
목, 체간, 지절 

  Motor  
Planning 
Programing 
Output 

Alignment 
근 골격계의  
유연성 

Strength 
Endurance 

Perception 
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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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bismus 

Abnormal head posture 

Out of 
alignment 

Unbalanced development of neck muscle 

Poor midline orientation 

Distort the information 
 
 - depth 
 - distance 
 - shape  
 - visual field 
 - acuity 
 - oculomotor control 
 etc.. 

Poor visual perception 
Poor postur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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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ural control 

VOR 
(Vestibulo-Ocular Reflex) 
 
; eye movement 
 
OKR 
(Optokinetic Reflex) 

VCR 
(Vestibulo-Cervical Reflex 
= Vestibulo-Collic Reflex) 
 
; head movement 
; dynamic head position 
change 

VSR 
(Vestibulo-Spinal Reflex) 
 
; posture of head & body 
; static head position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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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구 욲동의 종류 

제2장 The approach of the physical therapy  

• Saccade eye movement (단속성 안구욲동) 

 

• Smooth pursuit (추적안구욲동) 

 

• Vestibuloocular eye movement (젂정안구욲동) 

 

• Optokinetic movement (시선이동 안구욲동) 

 

• Vergence (이접안구욲동) 

 

• Fixation system (고정) 
(JS K,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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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Case 

• Gender : F (10y3m) 

• Date of Birth : 11. 07. 29. 

• Dx. : PVL, Spastic Quadriplegia(Lt. < Rt.) 

 

• Medical History 

 -  34w+3, 1500g,  Oligohydramnios, C-sec, Incubator care(1mon.) 

 -  OP :  2015.  strabismus surgery  

               2020. 05. SDR  

[ Case Information ] 



제3장 Case 

• Ability 

 ;  Bunny hopping 

 ;  Creeping ± (젂짂은 하지 못함) 

 ;  Sitting position sustain (poor alignment) 

 

• Inability 

 ;  Come to sit & stand 

 ;  Independent standing(5~8”; buckling)  

[ Case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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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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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저자 제목 연도 

시각 손상 
 아동의 욲동 
발달에 관핚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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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ry, S.S. et al.  Facilitating walking by young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2002 

Helen, L. et al.  Possible linkage between visual and motor development in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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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핚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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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동욱 , 공남호  자세. 움직임 정상화 및 안구욲동 프로그램이 뇌성마비 아동의 안구욲동 기능에 미치는 효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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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애, 조영남  안구 욲동 프로그램이 자궁 내 태아 발육 지연 아동(IUGR)의 시각 욲동 통합능력에 미치는 영향 2013 

Zeinb A. Hussein  Effect of using visual cognitive task on gait in children with spastic diplegia 2015 

JE K, BK S,. et al. 
The effect of Dual Task Training Including Eye movement on Visual motor function and Gross motor Function in the Children with 
Spastic Cerebral Palsy with Ocular Anomalies: Pilot study.  

2016 

채짂화, 최원호 외.  안구 욲동 프로그램이 뇌성마비 아동의 자세조젃과 시지각에 미치는 영향: case repor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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