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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에서 5가지 체간 안정화 운동자세가 초음파 영상을 이용한
복부근 두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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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mpare measurements of abdominal muscle thickness using

ultrasonography imaging (USI) to those using a special transducer head device, during five different trunk

stabilization exercises, ultimately to determine which exercise led to the greatest muscle thickness. Thirty

eight healthy subjects participated in this cross-sectional study. The five types of trunk stabilization—i.e.,

a sit-up on the supine, an upper and lower extremity raise with quadruped on the prone, a leg raise in

sitting on the ball, trunk rolling on the ball, and balance using sling on the prone position—were each

performed with an abdominal draw. The thickness of the abdominal muscle—including the transverse

abdominal (TrA), internal oblique (IO), and external oblique (EO)—was measured by USI with a special

transducer head device, at rest and then at contraction in each position. Data were analyzed using

one-way repeated ANOVA with the level of significance set at α=.05.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TrA thicknes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5), whereas the IO and EO thicknesses were not (p>.05);

2) among the five types of trunk stabilization, TrA thickness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the balance

using a sling in the prone position, (p<.05), whereas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ed for the four

types of trunk stabilization (p>.05); 3) reliability data showed that there was a high degree of consistency

among the measurements taken using the special transducer head device (ICC=.92). In conclusion, the

balance using a sling in the prone position was more effective than any of the four other types of trunk

stabilization in increasing TrA thickness in healthy subjects.

[Jung-hyun Kang, Jae-hun Shim, Seung-chul Chon. The Effect of Five Different Trunk Stabilization

Exercise on Thickness of Abdominal Muscle Using an Ultrasonography Imaging in Normal People. Phys

Ther Kor. 2012;19(3):1-10.]

Key Words: Sling; Transverse abdominis; Trunk stabilization; Ultrasonography imaging.

Ⅰ. 서론

체간 안정화(trunk stabilization)는 자세변화와 부하

상태에 따라서 척추를 바르게 유지하고 사지의 움직임

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Willson 등, 2005). 체간 안정화는 요추부 근골격계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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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의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복부근과 체간 신전근의

불균형을 조절하여 요통의 치료 및 예방에 적용되고 있

다(Panjabi, 2003). 체간 안정화에 기여하는 근육으로는

척추 앞쪽에 복횡근(transverse abdominal muscle), 뒤

쪽에 다열근(multifidus muscle), 윗쪽에 횡격막

(diaphragm) 그리고 아래쪽에 골반저근(pelvic floor

muscle)이 원통모양(cylindrical shape)으로 이루어져

있다(Kisner와 Colby, 2002; Panjabi, 2003).

특히, 복횡근은 복부의 심부근육으로 백색선(linea

alba)에서부터 흉요근막(thoracolumbar fascia)과 요추

의 횡돌기(transverse process)까지 이어져 복부의 심부

를 횡으로 둘러싸고 있으며(Loukas 등, 2008; Panjabi,

2003), 복횡근의 수축은 복부내압(intra-abdominal

pressure)과 흉요근막의 장력(tension)을 증가시켜 다양

한 자세와 방향에서 체간 안정화에 가장 중요한 근육으

로 보고되고 있다(Cresswell 등, 1992; Loukas 등,

2008). 흉요근막의 장력 증가는 상지 움직임 시에 하지

의 장딴지근(gastrocnemius)과 가자미근(soleus)의 근수

축을 먼저 유발하여 상하지의 가교역할(bridge func-

tion)과 함께 체간의 안정화에 기여하게 된다

(Hirashima 등, 2002; Loukas 등, 2008). 복횡근은 여러

가지 일상생활동작 중 미리 되먹임(feedforward) 작용

으로 사지 근육 및 다른 체간 근육의 움직임보다 먼저

활성화되어 다양한 방향에서 체간의 불균형을 조절하게

된다(Hodges와 Richardson, 1997).

이러한 체간 안정화 방법은 복횡근을 효과적으로 활

성화시키기 위하여 정상인 및 환자군을 대상으로 다양

한 자세에서 공 또는 슬링과 같은 도구들을 이용하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김선엽과 백인협, 2003; 오재섭

등, 2003; Escamilla 등, 2010). 체간 안정화 운동 방법

으로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Vera-Garcia 등, 2000), 네

발 자세에서 상하지 들기(Queiroz 등, 2010), 공 위에

앉아서 다리 들기(Escamilla 등, 2010), 공 위에서 상체

굴리기(Escamilla 등, 2010) 및 엎드린 자세에서 슬링잡

고 균형유지(김선엽과 백인협, 2003) 등의 방법들이 보

고되었다. Hodges와 Richardson(1997)은 외부 저항이

제공되면서 체간의 움직임이 병행될 때 체간의 중립 자

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복횡근 수축이 가장 크게 활성화

된다고 하였고, Ainscough-Potts 등(2006)은 편평한 의

자보다 공 위에 앉아서 다리 들기 방법이 복횡근 강화

에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고, 김선엽과 백인협(2003)은

슬링을 이용한 체간 안정화 운동의 장점에 대해서 보고

하였다.

체간 안정화 운동방법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에 대

하여 척추의 중립자세(neutral position)를 유지하기 위

하여 복부 심부 근육인 복횡근과 내복사근의 수축을 강

화시키고 표면 근육인 복직근의 수축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골반경사운동, 누운 자세, 옆으로 누운 자세 및

엎드린 자세 등과 같은 다양한 자세에서 실시되고 있다

(Escamilla 등, 2010; Hodges와 Richardson, 1997). 이

러한 체간 안정화 운동의 강도는 지지면의 크기, 불안

정성의 정도, 운동 횟수 및 저항의 크기에 따라 조절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들이 다양하게 보고되

고 있다(Ainscough-Potts 등, 2006; Hodge 등, 2003;

Hodges와 Richardson, 1997). Hayden 등(2005)은 균형

판이나 불안정한 지지면에서의 시행하는 체간 안정화

운동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발표하였고, 오재섭 등(2003)

은 슬링 운동의 체간 안정화 운동 효과에 대한 객관적

인 연구 결과의 부족함을 보고하였다.

복횡근과 같은 복부 심부 근육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침습적인(invasive) 근전도(electromyography) 기기 및

초음파 영상 장비가 필요하다. 초음파 영상 장비는 비

침습적인(non-invasive) 방법으로 복근의 두께 및 면적

을 측정하기에 용이하여 체간 안정화 운동방법의 연구

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Hodges 등, 2003; Rankin 등,

2006; Whittaker, 2008). 그러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

하고 초음파 영상 장비는 대상자가 동적인 동작을 실시

할 때는 탐촉자(transducer)를 고정시키기 어려워 정확

한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동일한

측정 부위에 탐촉자를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

여 비교적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였다(Bunce 등,

2004).

체간 안정화 운동은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및

스포츠 의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자에게 여

러 가지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Hodge 등, 2003;

Hodges와 Richardson, 1997).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 중 어떠한 체간 안정화 운동방법이 복횡근 수축에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 정적인 자세에서의 체간 안정화 운동 방법보다 동

적이고 기능적인 동작과 결합된 체간 안정화 운동이 복

횡근 수축과 운동조절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지

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Ainscough-Potts 등, 2006;

Escamilla 등, 2010; Queiroz 등, 2010).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체간 안정화 운동방법 중 복횡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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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세) 신장(㎝) 체중(㎏)
이완 시 복부근 두께(㎝)

복횡근 내복사근 외복사근

남: 28

여: 10
23.1±2.2a 171.8±7.2 63.0±9.5 .38±.06 .61±.21 .39±.10

a
평균±표준편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8)

의 변화를 초음파 영상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측정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체간 안정화 운동에 관한 연구는 복부근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세에서 초음파 영상 기기를

사용하였으나, 초음파 영상 기기의 탐촉자를 측정자가

직접 손으로 체간 근육에 위치시켜 측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체간 안정화 자세에서의 객관

적인 측정을 위하여 Bunce 등(2004)이 고안한 초음파

측정방법을 바탕으로 복부근의 두께 측정을 위하여 탐

촉자를 고정시켜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

로 다른 자세에서 실시되는 5가지 체간 안정화 운동을

정상인에게 적용하여 초음파 탐촉자를 고정시켜 복부근

의 두께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매트

에서 실시한 체간 안정화 운동, 공을 이용한 체간 안정

화 운동 및 슬링을 이용한 체간 안정화 운동이 복부근

두께 변화에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이고, 복횡근과 내복

사근의 두께 증가와 외복사근의 두께 감소에 미치는 영

향이 서로 다를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실험 전에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

여 충분히 설명하고 실험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신체 건

강한 대학생 38명이 참여하였고 성공적으로 측정되었

다. 선정 과정은 실험 참가 전 최소 3개월 전에 척추에

구조적 이상이 없는 자, 요통과 같은 척추의 통증이 없

는 자, 약물 복용을 하지 않은 자, 물리치료 경험 및 신

경학적 질환이 없는 자, 실험 전 술을 마시지 않은 자,

과체중이 아닌 자 및 복부근육의 역학적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자는 제외하였

다. 실험 전에 이완 시 복부근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하

여 대상자의 자세는 Whittaker(2008)가 발표한 방법으

로 테이블에 바르게 누워서 실시하였고, 초음파 사용

및 측정은 Mannion 등(2008)이 발표한 방법으로 복부

근의 두께를 측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및 실험방법2)

진단용 초음파 영상장치 LOGIQ P6 PRO1)장비와 10

㎒ 선형 탐촉자(linear transducer)를 사용하였다. 초음

파 영상은 B-모드 스캔을 적용하여 복횡근의 두께를

측정하였다. 검사는 초음파 영상 측정에 숙달된 물리치

료사 2명이 해부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초음파 겔(gel)

을 탐촉자와 피부 사이에 바르고 우측 체간 측면의 액

와선(axillary line)을 중심으로 12번째 갈비뼈와 장골능

(iliac crest) 중간 지점에서 전방으로 2.5 ㎝ 부위에 탐

촉자의 중앙이 닿도록 위치시켰다(Mannion 등, 2008).

초음파 영상 화면에서 복횡근, 내복사근 및 외복사근의

두께 측정은 복횡근과 흉요근막이 만나는 근막 접합부

위(muscle fascia-junction)로부터 2.5 ㎝ 떨어진 지점에

서 수직선을 그어 각각 측정하였다(Mannion 등, 2008).

대상자는 편안한 호흡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1회 호흡량

(tidal volume)의 호기(expiration)시점에서 실시하였다

(Whittaker, 2008). 측정은 이완된 자세(resting posi-

tion)와 체간 안정화 운동을 실시할 때 복부근이 수축

(contraction position)하는 시점에서 각각 측정하여 백

분율로 환산하였다(Koppenhaver 등, 2009).

변화율=(수축 시 두께-이완 시 두께/이완 시 두께)×100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초음파 탐촉자 고정 장치는

Bunce 등(2004)의 연구에서 사용한 초음파 탐촉자 고정

방법을 착안하여 탐촉자의 외부를 스티로폼(styrofoam)

소재로 감싼 후 외부를 구부러지지 않는 두꺼운 종이로

탐촉자의 크기와 높이가 일정하게 제작하여 고무밴드로

부착시킨 후 탐촉자의 앞부분이 피부에 접촉 시 피부

1) LOGIQ P6 PRO, GE Inc., Wisconsi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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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초음파 탐촉자 고정방법.

A B C D E

그림 3. 5가지 체간 안정화 운동 방법(A: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 B: 네발자세에서 상하지 들기, C: 공 위에
앉아서 다리 들기, D: 공 위에서 상체 굴리기, E: 엎드린 자세에서 슬링을 잡고 균형유지).

그림 1. 초음파 탐촉자 고정 장치(A: 탐촉자
양쪽 외부, B: H 모양 구멍의 허리밸트, C:
외부로 돌출된 고정용 탐촉자).

안쪽으로 들어가 일정한 압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탐촉

자의 앞부분이 스티로폼과 두꺼운 종이 길이보다 2 ㎝

밖으로 돌출되도록 제작하였다(그림 1). 그리고 탐촉자

고정 장치를 복부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탄성 신축성 소

재의 허리벨트2) 2개를 재봉질로 결합시켜 신축성을 증

가시킨 후 탐촉자가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탐촉자 접

촉면과 동일한 크기의 H 모양 구멍을 만들었다(그림

1). 이후 탐촉자와 허리벨트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탈부

착이 가능한 벨크로(velcro)를 탐촉자의 외부에 부착하

여 연결한 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탐촉자 외부와

벨크로 위를 부착 테이프로 한번 더 고정시켰다(그림

2).3)

3. 적용방법 및 절차

체간 안정화 운동 적용 및 초음파 영상 측정의 오류

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실험 전 1주일간 하루 1시간씩

연습을 사전에 시행하였다. 5가지 체간 안정화 운동의

적용순서는 무작위(random)로 실시하였으며, 각각의 운

동은 10분씩 휴식시간을 취한 후 실시하였다. 5가지 체

간 안정화 운동을 실시하는 동안 모든 대상자는 복부당

기기 방법(abdominal drawing-in maneuver)을 함께 사

용하도록 하였다. 복부당기기 방법은 체간 굴곡근의 최

대 등척성 근력(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

traction)의 30% 힘으로 5초간 배꼽을 서서히 당기도록

하였고, 일호흡 용적(tidal volume) 내에서 실시하였다.

모든 운동은 최소한 3초 이상 유지해야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완성한 5회의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5가지

체간 안정화 운동은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 네발자세에

서 상하지 들기, 공 위에 앉아서 다리 들기, 공 위에서

상체 굴리기 및 엎드린 자세에서 슬링을 잡고 균형 유

지하기를 시행하였다.

가.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

바르게 누운 상태에서 고관절 30도 및 슬관절을 90

도로 굴곡하고 양쪽 발은 서로 붙지 않도록 편안하게

벌리고 양쪽 손은 반대쪽 어깨 전면에 교차하여 위치시

키고 양쪽 견갑골 하각이 지면에서 떨어지도록 체간을

굴곡시켰다. 이때 경추부 굴곡으로 인한 보상작용을 배

제하기 위하여 시선은 천정을 보도록 하였다

(Vera-Garcia 등, 2000)(그림 3A).

2) 다용도 보호밴드, ㈜빅토스, 김포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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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네발자세에서 상하지 들기

네발자세로 엎드린 상태에서 지면에 지지하는 상하

지는 수직으로 위치시키고 척추는 중앙선(midline)에

바르게 놓이도록 하여 체중지지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상하지는 교차로 들도록 하였고 체간과

들어 올린 상하지는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하였다. 이

때 경추부 신전으로 인한 체간 신전보상작용을 배제하

기 위하여 시선은 바닥을 보도록 하였다(Queiroz 등,

2010)(그림 3B).

다. 공 위에 앉아서 다리 들기

양쪽 발을 어깨 넓이로 편안하게 위치시키고 공 위

에서 자연스런 척추 만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선은

전방을 향하고 체간은 수직이 되도록 하였다. 양쪽 손

은 편안하게 공 위에 놓이도록 하였고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지면으로부터 10 ㎝ 이상 들도록 하였다

(Escamilla 등, 2010)(그림 3C).

라. 공 위에서 상체 굴리기

견관절과 주관절 90도, 고관절 30도 및 슬관절을 60

도로 굴곡시키고 체간이 공 위에 동일선 상에 놓이도록

주관절을 어깨 넓이로 벌린 후 체중을 지지하도록 하였

다. 이때 경추 신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체간 근육

을 사용하여 균형을 유지하면서 공을 좌우로 굴리도록

하였다(Escamilla 등, 2010)(그림 3D).

마. 엎드린 자세에서 슬링을 잡고 균형유지

엎드린 상태에서 양쪽 발이 닿지 않도록 간격을 유

지하고 경추, 체간 및 하지가 모두 일직선이 되도록 하

였다. 견관절은 90도 굴곡시키고 주관절을 완전 신전시

킨 상태에서 양쪽 손으로 슬링을 잡고 어깨넓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지면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하였다(김선엽과

백인협, 2003)(그림 3E).

4. 신뢰도검사

고정 장치를 사용한 초음파 영상 진단장비의 신뢰도

는 실험 전에 측정자 2명이 대상자 4명을 상대로 복횡

근의 두께를 측정한 값에 대하여 급간내 상관계수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ICC)를 이차원 무작위

모형(two-way random model)에서 계산하였다. 대상자

들의 올바른 체간 안정화 운동 방법과 측정방법을 위해

서 초음파 측정과 대상자 교육에 대해서 반복 설명하였

다. 2명의 측정자는 각 대상자에게 초음파 측정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1일 간격으로 복횡근의 두께를 측정하

였다. 그리고 반복 측정된 차이 값에 대한 일치율

(agreement)을 볼 수 있도록 Bland and Altman 표를

제시하였다.

5. 분석방법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기술통계학 방법을 사

용하였다. 5가지 체간 안정화 운동 방법에 따른 복부근

의 두께 변화량을 보기 위하여 일요인 반복측정 분석

(one-way repeated ANOVA)방법을 사용하였고, 본페로

니 수정법(bonferroni's correction)을 사용하여 사후검정

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α=.01로 하였다. 통계처리

는 SPSS ver.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통계적 유

의수준은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유의수준 α=.05로 하

였다. 또한, 고정용 탐촉자를 이용한 초음파 영상 측정

값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급간내 상관계수

(ICC)를 구하고, 2명의 측정자에 의해 구해진 값의 차

이가 있는지에 대해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표현한

Bland and altman plot을 제시하기 위하여 MedCalc ver.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Ⅲ. 결과

1. 5가지 체간 안정화 운동

5가지 체간 안정화 운동은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 네

발자세에서 상하지 들기, 공 위에 앉아서 다리 들기, 공

위에서 상체 굴리기 및 엎드린 자세에서 슬링 잡고 균

형 유지하기다. 각 체간 안정화 운동에 따른 복부근의

수축시 두께 및 두께 변화율은 복횡근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였고(p<.05), 내복사근과 외복사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표 2). 사후검정 결과, 복횡근의

수축 시 두께는 엎드린 자세에서 슬링을 이용하여 균형

유지하기 방법이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p<.001), 네발

자세에서 상하지 들기(p=.000), 공 위에 앉아서 다리 들

기(p=.002) 및 공 위에서 상체 굴리기(p<.001)보다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 복횡근의 수축 시 두께 변화율은 엎

드린 자세에서 슬링을 이용하여 균형 유지하기 방법이 누

워서 윗몸 일으키기(p<.001), 네발자세에서 상하지 들기

(p<.001), 공 위에 앉아서 다리 들기(p=.001) 및 공 위에

서 상체 굴리기(p<.001)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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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몸

일으키기

네발자세에서

상하지 들기

공 위에

앉아서

다리들기

공 위에서

상체 굴리기

엎드린

자세에서

슬링잡고 균형

유지하기

F p

복횡근

수축 시(㎝) .70±.20a .71±.18 .73±.26 .75±.19 .91±.26 10.42 .001

변화율(%) 84.79±49.03 86.53±45.45 90.46±61.72 97.07±47.34 139.47±56.81 12.53 .001

내복사근

수축 시(㎝) .75±.17 .76±.19 .76±.17 .76±.17 .82±.20 2.21 .088

변화율(%) 34.24±48.95 36.71±51.64 38.17±49.27 38.19±59.38 50.42±68.20 2.54 .057

외복사근

수축 시(㎝) .44±.12 .41±.12 .41±.11 .39±.12 .38±.10 2.42 .067

변화율(%) 16.83±31.74 11.21±44.12 10.05±38.06 6.63±40.97 3.36±34.35 1.85 .141
a평균±표준편차.

표 2. 5가지 체간 안정화 운동방법에 따른 복부근의 두께 비교 (N=38)

2. 초음파 신뢰도

탐촉자 고정 장치를 이용한 초음파 영상 신뢰도에

대한 ICC(2,1)는 .92, 95% 신뢰구간은 .75∼.97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고(p<.001), Bland and Altman에 의한

반복 측정 간 차이 값에 대한 평균은 .004 ㎝, 표준편차

는 .012 ㎝이며, 95% 일치율의 한계는 .004±.022 ㎝ 으

로 나타났다(그림 5).

Ⅳ. 고찰

체간 안정화 운동 효과에 대한 연구는 재활, 스포츠

및 물리치료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관련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 초점

은 체간 안정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복횡근의

단면적 및 두께 증가에 맞추어져 있으나, 어떠한 체간

안정화 자세에서 복횡근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지에 관

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보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5가지 체간 안정화 운동

중 복횡근의 두께를 가장 크게 증가시키는 운동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엎드린 자세에서 슬링을

잡고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이 복횡근의 두께를 가장 크

게 증가시켰다.

복부 심부 근육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침습적인 근전

도 기기 및 비침습적인 초음파 영상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침습적인 근전도는 실질적으로 비현실적

이며(Hodges 등, 2003), 초음파 영상은 측정자가 탐촉

자에 가하는 손의 압력 및 방향과 같은 변수들과 엎드

린 자세와 같은 대상자 자세에 따라서 측정 시 많은 어

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 영상

장비의 탐촉자를 측정자가 직접 손을 이용하여 측정하

는 방법이 아닌 대상자의 신체 부위에 부착시킬 수 있

도록 특수한 고정 장치를 고안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

법은 Bunce 등(2004)의 초음파 영상 장비 사용방법을

기반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음파 영상 장비

를 대상자의 정적인 자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적인 자

세에서도 초음파 탐촉자에 동일한 압력과 방향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

한 새로운 시도는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다.

체간 안정화 방법을 위하여 적용되고 있는 원리는

크게 복부 당기기 방법, 복부 팽창 방법(abdominal

bracing) 및 골반 후반 경사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

다(Hodges, 1999; Kisner와 Colby, 2002; Panjabi,

2003). 복부 당기기 방법은 복횡근과 내복사근을 가장

크게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Panjabi, 2003; Richardson 등, 1999) 본 연구에서는 5

가지 체간 안정화 방법을 복부 당기기 방법과 결합하여

실시하였다. Hodges와 Richardson 등(1999)은 요통 및

체간의 안정성이 결여된 많은 대상자들을 통하여 복횡

근의 임상적 중요성을 보고하였으며 정적인 자세보다

동적이고 기능적인 동작을 운동조절(motor control)과

결합하여 훈련할 것을 추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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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Bland and Altman.그림 4. 체간 안정화 운동방법에 따른 복횡
근 두께 비교(A: 윗몸 일으키기, B: 네발
자세에서 상하지 들기, C: 공 위에 앉아
서 다리들기, D: 공 위에서 상체 굴리기,
E: 엎드린 자세에서 슬링잡고 균형유지).

는 복횡근의 최대 수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복부 당기기

방법과 결합하여 체간 안정화 운동을 실시하였고 동적

인 자세에서 복횡근을 측정하기 위하여 초음파 영상 장

비를 대상자에 고정시켜 알아보았다.

본 실험에서 엎드린 자세에서 슬링을 잡고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의 복횡근 두께 변화율은 139% 상승한

반면에,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는 84%, 네발자세에서 상

하지 들기는 86%, 공 위에 앉아서 다리들기는 90% 및

공 위에서 상체 굴리기는 97% 상승하였다. Saliba 등

(2010)은 바르게 누운 자세에서 슬링을 이용한 교각운

동의 복횡근의 변화율((수축 시 두께/이완 시 두

께)×100)은 160% 상승하며 보편적인 교각운동의 복횡

근의 수축율은 120% 상승하였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변화율은 ((수축 시 두께−이완 시 두께/이완

시 두께)×100) 임을 고려하였을 때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슬링을 이용한 체간 안정화

운동 방법이 더 효과적임을 의미하며, 운동역학적인 관

점에서 슬링을 이용한 체간 안정화 운동은 닫힌 사슬

운동 방법에 해당되며(Richardson 등, 2004), 누워서 윗

몸 일으키기, 네발자세에서 사지 들기 및 공 위에 앉아

서 다리 들기는 열린 사슬 운동 방법으로 간주할 수 있

을 것이다. de Araújo(2009)는 닫힌 사슬 운동 방법은

열린 사슬 운동보다 더 많은 협력수축(cocontraction)과

신경근 조절(neuromuscular control)을 통하여 근력증

가에 효과적이라고 하였고, 김선엽과 백인협(2003)은 슬

링운동은 닫힌 사슬 운동과 열린 사슬 운동 방법의 효

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하였고, 오재섭 등(2003)은

팔굽혀펴기를 슬링과 고정된 지지면에서 수행하였을 때

슬링을 적용한 팔굽혀펴기 동작 시에 내복사근과 같은

복부 심부 근육이 더 크게 활성화된다고 보고하였다.

슬링을 이용한 체간 안정화 운동은 열린과 닫힌 사

슬 운동방법 및 지지면의 안정성과 불안정성 외에도 슬

링을 잡은 손의 위치 및 현수점(hanging point)의 변화

에 따른 지렛팔(lever arm)의 원리 및 신경근 조절

(sensorimotor control)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Kirkesola, 2005). 최희수 등(2005)은 엎드린 자세

에서 슬링을 이용한 체간 안정화 운동이 매트에서 체간

안정화 운동보다 내복사근의 근활성도가 증가된다고 보

고하였고, Hodges와 Richardson(1996)은 신경근 조절

능력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협력수축에 의한 관절의 동

적 안정성(dynamic stabilization), 불안정한 지지면 제

공에 의한 신경근 조절 및 관절에 체중부하와 동시에

근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능적 운동(functional

movement)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즉, 슬링을 이용

한 체간 안정화 운동 방법은 다른 운동방법들과 비교해

서 보다 기능적인 운동방법으로 불안정한 지지면에서

요추-골반-고관절 복합체(lumbo-pelvic-hip complex)

에 더 많은 체중부하와 협력수축을 다면적

(multidimensional)으로 유도함으로써 긴장성 안정근육

(tonic stabilizing muscle)인 복횡근을 크게 활성화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비록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는 않았지만, 슬링을 이용한 체간 안정화 운동에서 내

복사근의 변화율은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외복사근의 변화율은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오재섭 등(2003)과 최희수 등(2005)의 연구결과와 유사

하게 나타났다. 또한 공을 이용한 엎드린 자세와 상체

굴리기 방법은 윗몸 일으키기와 같은 운동보다 복횡근

강화에 더 효과적인 체간 안정화 운동이라고 발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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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Escamilla 등, 2010), McGill(1998)은 네발기기 자세

는 복부 장기들의 하중이 심부 복부근의 근방추

(muscle spindle)를 자극하여 복횡근의 운동신경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Queiroz 등(2010)은 네발

기기 자세에서의 체간 안정화 운동방법은 요통 환자

또는 관절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고 하였고, Vera-Garcia 등(2000)은 윗몸 일으키기 방

법은 복직근(rectus abdominal muscle) 강화에만 효과

적이며 척추 안정성도 부족하여 체간 안정화 운동으로

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실험 전에 충분한

사전교육과 연습에도 불구하고, 슬링을 이용한 체간

안정화 운동을 복부 당기기 방법과 병행하면서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는 슬링

을 잡고 엎드린 자세에서의 체간 안정화 운동방법이

견갑골 안정화에 무의식적으로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되면서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측

된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적용한 탐촉자 고정 장치의 신

뢰도는 급간내 상관계수(ICC=.92, p<.001)와 측정 간

차이 값에 대한 평균값과 분포도를 보기 쉽게 표현한

Bland and Altman 표를 통하여 높게 측정되어 선행연

구들에서 발표한 초음파 영상의 높은 신뢰도와 일치하

였다. Bunce 등(2004)이 처음으로 동적 자세에서 탐촉

자의 고정 장치를 사용한 방법은 측정자가 손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도 초음파 측정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

나 고정 장치를 부착 테이프만 사용하여 고정 장치 설

명에 대한 내용은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탐

촉자 특수 고정 장치는 높은 신뢰도와 함께 대상자 자

세의 다양성 및 측정의 용이성과 정확성이 가능함을

보여주며, 개발 및 고안 방법에 대한 구체적 서술이

명시되어 향후 임상에서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

째, 여러 가지 체간 안정화 운동방법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5가지 체간 안정화 운동들만을 비교하였기 때문

에 슬링을 이용한 체간 안정화 운동방법이 가장 효과

적이라고 일반화시킬 수 없다. 둘째, 단편(cross-sec-

tional)연구로써 체간 안정화 운동의 즉각적인 효과

(immediate effect)만을 측정하여 일시적인 변화를 기

록하였다. 셋째, 요통 환자 및 복횡근에 문제를 보이는

환자군을 대상으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에

는 환자군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체간 안정화 운동을

적용하여 오랜 시간동안 적용한 훈련효과를 연구해 볼

것을 제언한다.

Ⅴ.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5가지 체간 안정화 운동 중 효율

성 측면에서 복횡근의 두께를 가장 크게 증가시키는 효

과적인 운동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슬링

을 이용하여 엎드린 자세에서 균형잡기 방법이 가장 효

과적인 방법으로 나타났다. 또한 Bunce 등(2004)의 초

음파 사용방법을 기반으로 초음파 탐촉자를 대상자의

신체에 부착시킬 수 있는 특수 고정 장치를 고안하여

대상자가 동적인 움직임을 시행하는 동안에도 초음파

탐촉자에 동일한 압력과 방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체간 안정화 운동방법 중 닫힌사슬

운동방법이 열린사슬 운동방법보다 복횡근을 더욱 강화

시킬 수 있음을 암시하며 동적 자세에서 초음파 영상

진단기의 사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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