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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간안정화 운동프로그램이 한센병력노인의 발바닥 감각상태에 따른
정적·동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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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Effects of Trunk-Stabilization Exercise Program on Static and Dynamic Balance of

Elderly With History of Leprosy Patients According to Sole Sensory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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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ositive effects of specially designed trunk-stabilization exercise pro-

gram on lower extremity balance of elderly with history of leprosy. In this participants, lower extremity

functions has been undermined by the development of damage in peripheral nerves. A total of 40 elderly

with history of leprosy were divided into 2 groups of equal size (n1, 2=20): a group that participated in

the exercise program, and a control group that did not exercise but did continue to engage in normal

daily activities (including walking). The exercise group exercised for 60 minutes 2 days a week for 12

weeks. Static balance ability was measured by asking study participants to a one leg standing test: dy-

namic balancing ability was measured with a tandem walking test and a timed up-and-go test. The par-

ticipants in the exercise program and the control group were tested before and after completion of the

exercise program for comparison, and then divided according to their ability to feel sensory in the soles

of their feet into the categories of normal sensory group: group with sensory loss in one foot: and group

with sensory loss in both feet. The participants in the exercise program showed a positiv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tatic balance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p<.05) as measured using the

one leg standing test. Similarly, the participants in dynamic balance (p<.05) as measured using the tan-

dem walking and timed up-and-go tests. Finally, these improvements were related to the severity of sen-

sory loss in the soles of the feet for all study participants.

Key Words: Balance; Elderly with history of leprosy; Sole sensory conditions; Trunk stabilization

exercise.

Ⅰ. 서론

한센병은 나균(mycobacteriumleprae)에 의한 만성 육

아종성 감염 질환으로 피부 및 신경을 침범하고, 비가역

적인 신경 손상과 감각이상으로 인해 변형과 장애를 일

으켜 사회적 격리를 초래하는 질환이다(Wolff 등, 2008).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국 한센복지협회에 13,734

명의 나환자가 등록 관리되고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환

자 8,023명 가운데 활동성 환자가 312명, 마무리 치료를

받는 환자가 7,711명이다. 지속적인 환자 관리와 치료 및

전염경로의 차단 사업을 통해 환자 수가 감소 추세에 있

지만, 2009년 한 해 동안의 신환자는 30명으로 여전히

감염자는 발생하고 있다. 또한 피부, 상기도 점막, 눈,

뼈, 신경을 침범하며 근치적인 항나균 치료제가 존재함

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약 3분의 1 가량에서는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초래한다(김보석 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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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균이 1차적으로 말초신경을 침범하면 운동신경, 감

각신경, 교감신경까지 손상 받아 근력의 약화 및 근위

축, 감각저하 및 소실 등이 상지와 하지의 말단부인 손

과 발에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운동신경마

비로 갈퀴손, 수하수, 족하수 및 손과 발의 소실이 발생

된다(이래환, 2008). 치료를 통해 한센병이 음성으로 전

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균이 피부나 타조직에 심한 신

경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치료와 더불어 약 7년～15년 정

도의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하며(김종필, 2007), 추적

관찰이 끝났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운동 장애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재활대책이 필요하다(대한나학회, 2004).

나환자의 10∼15%는 발의 손상과 기형을 가지고 있으

며, 이는 기능향상의 가장 필수적 요소이며 보행을 힘

들게 하게 되거나 심하면 보행을 불가능하게 만든다(한

국한센복지협회, 2007). 한센병 환자의 족저궤양은 나균

에 의해 지각상실, 근육마비를 초래하게 되며 발의 기

형으로 특정부위에 압력이 집중되어져 족저 부위에 상

처를 유발하고 궤사가 일어나며 결과적으로 절단이라는

극단적인 처치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김종필과 김연

실, 2008; 한국한센복지협회, 2007; Prabhu 등, 2001).

하지 절단자들은 절단 후 신체적 장애를 가지게 되지만

적절한 치료와 운동과정을 통해 비교적 보행과 이동을

할 수 있게 된다(장윤희와 이완희, 2008). 그러나 일부

지절의 소실과 감각장애로 인해 정상과는 다른 보행 형

태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정상인보다 에너지의 소비

대사량(metabolic energy consumption)증가, 보행 속도

감소, 지면반발력(ground reaction force)증가 등의 특징

을 보인다(Czerniecki, 1996; Seroussi 등, 1996). 보행시

지면 반발력의 증가로 체중부하 관절에 골관절염의 연

관성이 있으며 연골에 과도한 부하가 반복되어 비정상

적인 보행형태로 슬관절의 통증과 퇴행을 유발한다고

하였다(Norvell 등, 2005; Robbins 등, 2001).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균형과 보행의 문제를 체간을 안

정시키는 운동을 통해 변화를 보고자 하였다. 체간의

중심(core)은 요추, 골반, 고관절복합체로서 우리 몸의

무게중심이 위치하는 곳이며 여기에서 모든 움직임이

시작되며 또한 기능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체위의

정렬과 동적인 체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작용한다

(엄기매 등, 2005). 대상자들의 비대칭이 형성된 골반

및 체간의 근육을 안정화시켜 강화함으로 균형의 개선

을 도모하며 하지와 체간의 근육들이 협동적으로 작용

하게 되어 체간근의 근력은 기립위 자세 균형을 유지하

는데 영향을 주게 되어 양호한 균형 상태로 곧 안정적

인 기립 및 보행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윤장순, 2009;

정한신, 2002). 최근 들어 부상의 우려를 감소시키면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향상 운동프로그램으

로 정적운동이 권장되고 있다(형인혁 등, 2009;

Maffiuletti 등, 2000; Nadler 등, 2002). 더불어 노인의

특성만으로도 근위축이 촉진되고 근력이나 유연성, 균

형 능력 등에 체력저하 및 전반적인 신체기능이 급격히

저하하여 신체균형조절능력 등의 기능약화로 인해 하지

의 약화가 발생하므로(류명인과 소희영, 2008; 박혜상과

윤범철, 2009; Jessup 등, 2003), 감각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한센노인들은 더욱 더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력의

증가, 관절 유연성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지금까지 체간안정근 강화를 위한 운동에 대한 효과

는 대부분 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감각장애 및 노화로 인해 근력약화 및

낙상의 위험에 노출된 한센노인들을 대상으로 체간안정

화운동이 하지의 균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

고자 하였으며, 지금까지 한센노인의 기능향상을 위한

연구가 많이 미흡하며 최근 한센병의 연구방향인 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형성된 감각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운

동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구봉오 등(2009)은

인체의 중요한 기능 중에서 촉각, 압각, 통각을 구별 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정도영 등(2002)

의 연구에서는 발바닥 압력에 미치는 요소가 말초신경

손상에 중요한 요인이며 이러한 손상으로 인해 족부의

관절가동범위의 손상, 균형감각 소실, 족부기형 등이 발

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센병력 노인을

발바닥 감각을 정상감각군, 한발감각소실군, 양발감각소

실군으로 군을 나누었고 체간안정화 운동프로그램에 참

여하도록 하여 운동 실시 전·후의 정적· 동적균형능력

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은 경북에 안동에 위치한 한센인 거

주시설에서 생활하는 65세 이상의 한센병력 노인 40명

을 대상으로 하여 2010년 4월～동년 6월 까지 총 12주

간 주 2회 집단운동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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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 구분 운동군 n1(%) 대조군 n2(%)

성별(%)
남 2(10) 2(10)

여 18(90) 18(90)

나이(세) 76.6±6.0a 72.3±6.9

신장(㎝) 154.6±5.9 156.5±5.7

몸무게(㎏) 54.0±7.8 55.8±7.3

규칙적운동(%)
예 0(0) 0(0)

아니오 20(100) 20(100)

건강상태b

나쁨 8(40) 11(55)

보통 12(60) 9(45)

좋음 0(0) 0(0)
a
평균±표준편차,

b
건강상태 구분은 대상자 본인들의 주관적 판단 기준.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0)

병력 특성 구분 운동군 n1(%) 대조군 n2(%)

한센 병형
결핵나(TT)

a
5(25) 7(35)

나종나(LL)b 15(75) 13(65)

발 장애 유형

정상 10(50) 9(45)

족하수 2(10) 2(10)

발가락 소실 6(30) 5(25)

의족, 의지 2(10) 4(20)

발바닥 감각상태

정상 8(40) 8(40)

한발감각소실 8(40) 8(40)

양발감각소실 4(20) 4(20)

한센 유병기간

30～39년 2(10) 6(30)

40～49년 14(70) 9(45)

50～59년 4(20) 5(25)

a
Tuberculoid,

b
Lepromatous.

표 2. 연구대상자의 병리적 특성

자원하는 대상자 40명 중 무작위로 선정하여 운동프로

그램을 실시하는 운동군 20명과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

지 않으며 평소와 같이 일상생활하면서 단순 걷기정도

만 하도록 제한한 대조군 20명으로 구성하였고, 모든

대상자는 실험에 참가하기 전 연구 목적과 방법에 대하

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에 자발적 동의서를 작성한

후 연구에 참여하였다. 자립보행이 가능한 한센병력 노

인,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운동프로그램 수행에 지장

을 주는 근·골격계 통증이 없는 한센병력 노인, 운동프

로그램수행에 지장을 주는 인지기능의 손상이 없는 한

센병력 노인,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청각의 결손이 없

는 한센병력 노인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가.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정리하였다.

운동군은 남자 2명, 여자 18명이었고, 대조군은 남자 2

명, 여자 18명이었다. 운동군은 평균 나이 76.6±6.0세,

신장 154.6±5.9 ㎝, 체중 54.0±7.8 ㎏이었으며, 규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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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운동 내용

운동 목표 체간의 근력 향상, 균형능력 향상

준비 운동

(10분)

본 운동 시작 전 모든 근육 충분히 이완시킬 수 있도록 구성

1. 선 자세로 각 관절 근육 풀기

2. 군인 걸음걸이처럼 씩씩하게 걷는 파워보행을 실시

본 운동

(40분)

1. 한쪽 무릎을 가슴에 붙이고 몸을 둥글게 일으키기

2. 양쪽 무릎을 가슴에 붙이고 몸을 둥글게 일으키기

3. 한쪽 무릎 세우고 반대쪽 다리 들어올리기

4. 한 쪽 팔 반대쪽 다리 들기

5. 교각운동

6. 네발 기기 자세에서 팔 들어올리기 운동

7. 네 발 기기자세에서 다리 들어올리기 운동

8. 네 발 기기 자세에서 팔, 다리 들어올리기 운동

정리 운동(10분) 준비운동과 동일하게 실시한 후 호흡조절로 마무리

표 3. 체간안정화 운동프로그램 내용

운동을 하는 노인은 한명도 없었고 주관적인 건강상태

는 나쁘다. 8명, 보통 12명이었다. 대조군은 평균 나이

72.3±6.9세, 신장 156.5±5.7 ㎝, 체중 55.8±7.3 ㎏이었으

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노인은 한명도 없었고, 주관

적인 건강상태는 나쁘다 11명, 보통 9명이었다.

나. 병리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병리적 특성은 표 2에 정리하였다.

2. 체간안정화 운동프로그램의 내용

체간안정화 운동프로그램의 내용은 표 3에 정리하였

다. 체간안정화 운동은 여러 연구(고대식 등, 2009a; 김

성호 등, 2010; 정희원, 2002; 형인혁 등, 2009; 형희경,

2008; Arokoski 등, 2001)을 참고로 하여 한센노인의

장애 상태와 체력 등의 특성에 맞추어 수행할 수 있는

운동으로 재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12

주 동안 주 2회 매회 60분씩 집단으로 실시하였으며,

운동 진행은 경쾌한 음악과 구령에 맞추어 잘못된 동작

은 개선시켜 가면서 운동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자

들이 노화 및 한센후유증으로 인해 비교적 약한 체력임

을 감안하여 운동의 실시강도에 점진적인 변화를 주어

가면서 진행해 나갔다. 운동의 순서는 준비운동과 본

운동 및 정리운동으로 하였으며 운동 시행 당시의 대상

자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중간에 잠간의 휴식시간을 부

여하였다. 운동자각도는 Borg(1982)의 운동자각도를 적

용하여 0∼4주에는 아주 약한 강도, 4∼8주에는 약간

가벼운 정도에서 약간 힘든 정도, 8∼12주에는 약간 힘

든 정도에서 힘든 정도로 대상자들에게 적합하게 맞추

어 실시하였다(Stanley 등, 2007).

3. 측정방법

가. 외발서기 평가(One leg standing test)

외발 서기는 정적균형 자세 조절과 낙상 위험을 측

정하기 위한 평가방법으로 사용되어지며 쉽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도구이다(Bohannon과 Leary, 1995). 또

한 노인들도 쉽게 수행 할 수 있는 동작이므로 연구자

의 정확한 설명 후 한번 연습한 후 측정을 시작하였다.

정교한 균형이 요구되어지는 이 측정방법은 신발을 신

은채로 눈을 뜬 상태에서 팔짱을 끼고 우세한 발로 지

지한 채 대상자가 땅에서 다른 쪽 발을 들어 올렸을 때

스톱워치로 측정을 시작한 후 들었던 발을 내리거나,

지지하고 있는 발을 움직인다거나 하면 스톱워치를 정

지시켜 우세발로 지지하고 있었던 시간을 측정하였다.

대상자가 30초를 수행하면 측정을 멈추도록 하였으며 3

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나. 일자로 걷기 평가(Tandem walking test)

일자로 걷기는 보행 시 발뒤꿈치에서 발가락 사이

지면반발력의 길이의 보행 특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보폭, 보행속도, 보행 마지막 단계의 흔들림의

속도를 측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변수들을 측정하는 방

법이다(Clary 등, 2006). 즉 동적균형능력 측정방법으로

균형 보행 및 하지운동성 측정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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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운동 전 운동 후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운동군(n1=20) 5.82±4.63 10.83±6.83 -5.67 <.01*

대조군(n2=20) 5.38±3.50 5.48±3.52 -.58 .57

*p<.05.

표 4. 운동군과 대조군의 운동 전·후 외발서기 변화 단위: 초

구이며 높은 신뢰도를 보여 평가에 효율적일 것이라 판

단되어 선택하였다. 측정 전에 검사 방법을 충분히 설

명하고 연구자가 시범을 보인 후 2～3회 연습을 한 후

측정을 시작하였다. 이 측정을 위한 사전 수행을 실시

한 결과 한센노인들의 발의 기형 및 장애로 인해 운동

수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팔을 벌린 상태로 실시

하도록 하였다. 측정방법은 3 m 정도의 거리를 선을

긋고 출발과 도착지점을 표시한 후 대상자를 출발선에

서게 하고 본 검사자의 ‘시작’ 이라는 구령에 따라 대상

자가 출발하면 측정을 시작했고, 대상자는 이때 발을

앞뒤로 나란히 하여 발꿈치와 발가락을 거의 닿도록 디

디며 실수 없이 선을 따라 가능한 빨리 걷기를 실시하

도록 했으며 도착지점에 양쪽 발이 닿게 되면 스톱와치

를 멈추어 시간을 측정했다. 검사 도중에 선을 넘어서

서 발을 딛고 걷거나, 균형을 잃는 경우는 실패로 처리

하고 다시 수행하였다. 수행시간과 실수의 횟수를 3회

측정하고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다. 의자에서 일어서서걷기평가(Timed up and go test)

의자에서 일어서서 걷기는 기능적인 운동성과 보행

능력, 그리고 동적 균형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도

구이다. 노인의 균형 능력과 기능적인 운동인 보행을

평가하여 낙상의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 되어 왔다

(Bohannon, 2006). 3 m 줄자로 표시된 출발지점에서

높이가 40～50 ㎝ 정도의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의

등받이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는 상태에서 ‘출발’이라

는 구령이 떨어지면 보행동작을 시작하여 연구자가 초

시계를 스타트하며 보통 걸음으로 걸어서 3 m 지점을

돌아서 다시 의자에 앉아 등받이에 등이 접촉되는 시간

에 스톱워치를 멈추어 시간을 측정하였다. 3회 측정하

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측정시 자신이 평소 신는 신

발과 보조도구(의족, 지팡이 포함)를 사용할 수 있으나

보호자 혹은 치료사의 도움은 받지 않고 실시하였다.

측정자내 신뢰도는 .99이고, 측정자간 신뢰도는 .98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ill 등, 1998).

라. 발 감각 측정 방법

Feng(2009)이 사용한 발 감각 소실 유·무를 알아보기 위

한 측정법을 노인의 감각상태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대상자들이 한센병으로 인해 손과 발에 장애와 기형을 가

지고 있어서 발의 감각소실(말초신경 손상검사-촉각)의 유

무를 확인하기 위해 Semmes-Weinstein 모노 필라멘트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에게 1 g, 10 g, 75 g 으로 자극 했을

때 어떤 무게의 모노필라멘트를 감지 할 수 있는지를 측정

하였다. 노령으로 인한 감각의 둔화를 감안하여 10 g까지

를 느낄 수 있을 때 감각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75

g으로 자극했을 때에도 느끼지 못할 경우 감각이 없는 것

으로 평가하였다. 발 감각을 측정하여 발바닥 감각정상군,

한발감각소실군, 양발감각소실군으로 분류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 ver.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전체 정규성 검정에서 정

규분포에 만족하였다. 운동군의 운동 전·후의 변화를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사용하여 검증하였고,

발 감각 유·무에 따른 균형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일

원배치분산분석(one way-ANOVA)을 사용하여 차이를

검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를 사용하였다. 검증을

위한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Ⅲ. 결과

1. 정적 균형능력 변화 비교

가. 외발서기 평가(One leg standing test)

운동군과 대조군의 운동 전·후 외발서기 평가의 변화는

표 4와 같다. 외발서기에서 운동군은 운동전의 평균시간이

5.82±4.63초에서 운동 후 10.83±6.83초로 증가하여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으며(p<.05), 대조군은 운동전의 평균시간이

5.38±3.50초에서 운동 후 5.48±3.52초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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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발 감각 상태

F p Scheffe
정상

a
한발감각소실

b
양발감각소실

c

운동 전 14.42±.72** 19.56±3.23 21.72±2.56 15.57 <.01* b,c>a*

운동 후 11.70±.79 14.17±2.40 14.52±1.20 5.65 .01* b,c>a*

*p<.05, **평균±표준편차.

표 7. 운동군의 발 감각 상태에 따른 일자로 걷기 차이 단위: 초

구분
운동 전 운동 후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운동군 17.04±3.71 13.26±2.07 9.55 < .01*

대조군 18.83±3.62 18.96±3.24 -.66 .52

*p<.05.

표 6. 운동군과 대조군의 운동 전·후 일자로 걷기 변화 단위: 초

구분　
발 감각 상태

F p scheffe
정상a 한발감각소실b 양발감각소실c

운동 전 8.48±4.85** 4.72±4.33 2.65±1.11 3.01 .08

운동 후 16.0±6.42 8.27±5.37 5.41±1.09 6.71 .01* a>b,c*

*p<.05, **평균±표준편차.

표 5. 운동군의 발 감각 상태에 따른 외발서기 차이 단위: 초

지 않았다. 그리고 운동군의 발 감각 상태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 표 5와 같이 운동 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운

동 후에는 감각정상군과 한발감각소실군 및 양발감각소실

군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2. 동적 균형능력 평가 비교

가. 일자로 걷기 평가(Tandem walking test)

표 6과 같이 운동군과 대조군의 운동 전·후 일자로 걷기

평가에서 운동군은 평균시간이 17.04±3.71초에서 운동 후

13.26±2.07초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p<.05) 대조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과 표 7과 같이 운

동군의 발 감각 상태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 운동 전

과 후에 감각정상군과 한발감각소실군 및 양발감각소실군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나. 의자에서 일어서서걷기평가(Timed up and go test)

운동군과 대조군의 운동 전·후 일어서서 걷기평가의

변화는 표 8과 같다. 운동군은 운동전의 평균시간이

15.58±1.83초에서 운동 후 13.72±1.89초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였으나(p<.05), 대조군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그리고 표 9와 같이 운동군의 발 감각 상

태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 운동 전에는 감각정상군

과 한발감각소실군 및 양발감각소실군 사이에서, 운동

후에는 감각정상군과 양발감각소실군 사이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Ⅳ. 고찰

의학의 발달과 영양상태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

장되어지고 노인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대부분

의 한센인의 연령이 지속적으로 고령화 되어가고 있으

므로 한센병력 노인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김종필, 2007). 한센병은 말초신경이 나균에 의해 침범

을 받아 감각신경, 운동신경 및 자율신경이 구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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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발 감각 상태

F p Scheffe
정상a 한발감각소실b 양발감각소실c

운동 전 14.17±.74** 16.26±.90 17.01±2.92 6.72 .01* b,c>a*

운동 후 12.76±.93 13.67±1.71 15.72±2.41 4.49 .03* c>a*

*p<.05, **평균±표준편차.

표 9. 운동군의 발 감각 상태에 따른 일어서서 걷기 차이 단위: 초

구분
운동 전 운동 후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운동군 15.58±1.83 13.72±1.89 4.93 <.01*

대조군 6.24±1.98 16.33±1.84 -.61 .55

*p<.05.

표 8. 운동군과 대조군의 운동 전·후 일어서서 걷기 변화 단위: 초

손상되어 손상된 신경섬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감각

마비, 운동마비 등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손과 발

에 손상과 기형이 발생되어 기능적인 일상생활이 어려

워지는데 특히 발의 손상은 보행을 힘들게 하게 되거나

심하면 보행을 불가능하게 한다(한국한센복지협회,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애로 인해 정상

적인 보행을 이끌어 낼 수 없는 장기간 동안 집단 거주

시설 내에서 생활해온 한센노인을 대상으로 최근 부상

의 우려를 감소시키면서 하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체

간안정화운동을 실시하여 이 운동이 균형능력증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

운동을 통해 잔존해 있는 모든 능력을 통합하여 신체적

회복과 더불어 정신적·사회적으로 만족한 생활을 하도

록 돕고 지지하고자 하였다.

체간안정화운동이란 척추구조에 역학적으로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 균형, 특히 체간의 굴곡근과 신

전근의 균형을 유도하여 체간을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방

법이며 대단위 근육체계와 국소 근육체계와의 협응된 운

동단위동원을 촉진하여 자세를 균형 있게 조절하고 신체

가동화를 촉진시킨다(김형수 등, 2008; Marshall과

Murphy, 2005). 또한, 자세가 불안정할 때 힘을 조절하고

척추가 외적부하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자세인 척추 중립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움직

임을 조절하여 바른 자세를 가져다주며 근육의 움직임 조

절능력을 회복시켜 복부와 요부, 골반부위의 근력강화치

료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균형과 관련 있는 사람들에

게 필수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운동과 더불어 예방적 차원

에서도 주목받고 있다(고대식 등, 2009b; 최희수 등, 2005;

Marshall과 Murphy, 2005). 한센노인의 운동중재와 관련

된 연구는 정순미(2010)의 연구에서 한센 경로당의 노인

19명을 대상으로 하여 8주간 균형운동을 실시하여 운동

후 균형능력의 향상을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통한 균형능력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박우영(2004)은 65세 이상의

노인 24명을 대상으로 16주간 볼과 탄력밴드를 사용해서

상·하지 운동을 실시하여 외발서기, 일자로 걷기 평가에

서 균형능력이 향상됨을 보았고, 또한 황병준 등(2006)의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16명을 대상으로 상지의 탄력

저항 운동을 실시하여 운동 실시 후 외발서기, 일자로 걷

기 평가에서 균형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음을 보았고,

이수연 등(2009)은 65세 이상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하여

매트운동군 15명, 필드운동군 15명을 나누어 매트에서의

체간운동과 필드에서의 계단오르기 등의 운동을 6주간 실

시하여 외발서기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고 하였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 탄력밴드, 볼, 매트 운동 등의 운동이 노

화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해 약해진 하지근력을 향상시키거

나 하지근육의 상호 교대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여 궁극적

으로 균형능력을 향상시킨 결과라고 사료된다.

반면 최근 연구동향을 보면 균형능력과 관련이 깊은

체간의 안정성에 관여하는 대근육과 국소근육들에 대한

협응된 강화운동이 실제로 균형능력의 향상에 효과적인

지를 알아보는 연구들 또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

련하여 고대식 등(2009a)은 여성노인에게 8주간 요부안정

화 운동 실시 후 자세안정성 변화에서 전체, 좌·우,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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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능력이 모두 좋아졌으며 요부안정화 운동이 근력 및

자세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 이승은

(2006)은 노인을 대상으로 5주 동안 요부안정화를 통한

체간근력의 향상이 균형능력을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요부안정화 운동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면서 균형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

구와 유사하게 체간안정화운동이 향상되는지를 알아본

결과, 외발서기는 운동 전 5.82±4.63초에서 10.83±6.83초

로 향상되었고, 일자로 걷기는 운동 전 17.89±3.85초에서

운동 후 13.06±2.23초로 시간이 감소하였다. 의자에서 일

어서서 걷기는 운동 전에 15.58±1.83초에서 운동 후

13.72±1.89초로 시간이 감소되었다. 이는 체간 하부의 복

부근 및 척추기립근의 작용과 힘을 효과적으로 강화시켜

줌으로 체간의 안정성 증진은 물론 몸 전체의 균형을 바

로 잡아주며 자세조절에 기여하여 정적․동적균형능력을

향상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체간을 안정화

시킴으로 하지의 균형조절능력이 개선되어 운동 전 보다

운동 후 균형능력이 향상되어 운동중재가 효과적이었음

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우리 인체의 촉각, 통각 등의 감

각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체간의 위치

감각조절 능력의 감소로 인한 신체 균형조절의 저하가

나타나 노인들의 낙상위험을 높인다고 하여 체간 조절에

중심을 둔 균형증진과 근력을 강화시키는 기능향상 훈련

의 중요성을 보고하였다(구봉오 등, 2009; Goldberg 등,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바닥의 감각이 소실된 경우

엔 자세가 불안정하여 척추의 중립자세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감각의 유·무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를 확인하여 보았다. Hämäläinen 등(1992)의 연구에서

미국 헬싱키센터 병원에서 발바닥의 성형수술을 한 22명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양발이 감각이 정상인 대상자들과

한쪽 또는 반대쪽의 발바닥의 감각이 소실되어 체중 부

하 감소됨에 따라 기본적인 자세조절을 제대로 수행하는

지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 감각손

상이 있는 경우는 손상 부위의 영역의 크기 비례하여 하

지균형에 문제가 증가되어 나타나고 시야를 확보하였을

때는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발바닥의

감각이 하지균형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발

바닥 감각 상태별로 균형능력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외발서기에서 발바닥의 감각별로 분류하여 비교하였을 때,

운동군에서 운동 전에는군간에 유의한 차이가없었지만 운

동 후에는군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운동 전 감각소실

과 상관없이 우세한 쪽을 사용하여 평가에 임하였으므로 군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않았으나 운동 이후 모든군에서 향상

을 보였으며 특히 정상감각군이 가장 많은 향상을 보였다.

이는 발바닥의 감각소실이 운동수행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주

지만 개선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발바닥의 감

각이 하지의 움직임을계획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감각이라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 체간안정화운동의 효과

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발의 감각과 관련된 중재가 함께이

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알수 있었다.

일자로 걷기에서는 운동 전과 후에 군 간에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는데 특히 한발감각소실군과 양발감각소실군에

서 많은 향상을 보였다. 이는 운동 전에 가지고 있던 감각

소실의 단점이 운동중재를 통하여 개선이 되어졌지만 운동

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감각이 정상인 노인 정

도의 개선은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감각장

애가 존재하더라도 근육의 기능개선과 신체조절능력의 향

상을 통해 하지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으며 노화 또는

장애요인에 의한 균형감각 기능저하의 보상을 위해서 무엇

보다 규칙적인 운동중재를 통하여 발 감각 손상에 따른 어

려움들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의자에서 일어서서 걷기에서도 일자로 걷기와 마찬

가지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한발감각소실군, 정상감각

군에서 향상된 폭이 비교적 큰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양

발감각이 모두 소실된 경우라 할지라도 운동중재를 통

해 동적 균형능력이 향상되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Ⅴ.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말초신경손상으로 인한 감각장애

로 인해 하지균형에 문제를 가진 한센노인들을 대상으

로 체간안정화운동을 실시하여 발의 소실 및 발바닥의

감각소실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상태와 연관시켜 정

적․동적균형능력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운동

프로그램을 12주 동안 실시하였고 정적·동적 균형능력

의 변화에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정적 균형능력 평가인 외발서기에서 체간안정화

운동을 적용한 이후 운동군과 대조군사이에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며(p<.05) 운동군에서 운동 후 통계적으로 유의

한 향상을 보였다(p<.05). 운동군의 감각상태에 따른 균

형능력의 차이를 알아보았을 때 운동 후에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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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체간안정화운동을 실시한 후 운동군과 대조군

의 동적 균형능력 평가인 일자로 걷기, 의자에서 일어

서서 걷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5). 감각상

태에 따른 균형능력의 차이를 알아보았을 때 일자로

걷기와 의자에서 일어서서 걷기에서 운동 전·후에 군별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이는 체간안정화운동을 통해서 발바닥의 감각이 소

실된 경우에 정상적인 경우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운

동 전보다 운동 이후에 하지의 균형능력이 향상되어 말

초신경손상으로 인한 한센병력 노인의 하지 기능향상에

운동 중재의 필요성이 있음을 파악 할 수 있었으며 이

들을 위한 운동 지원과 한센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후속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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