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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부의 근력강화 운동이 건강한 성인의 균형 능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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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o evaluate the effect of cervical strengthening exercise on balance ability in healthy adults. 
 Method : The subjects consisted of forty healthy people.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 The control group(n=14) 
received no exercise and/or stimulation. The cervical  strengthening exercise group(n=14) performed therapeutic intervention 
using cervical exercise for strengthening of cervical spine muscle. The exercise group were accomplished during 6 weeks(2∼
3set, 5times/week). All tests were completed before and after experiment. The static balance ability was measured by normal 
standing when subjects open and close their eyes on GOOD BALANCE SYSTEM, respectively. For each case, the 
experimental data were obtained in 3 items: mean X speed, mean Y speed and velocity moment.
 Result :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In the exercise group,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ere shown 
on X speed and Y speed in the case of normal standing when subjects open and close their eyes and X speed, Y speed and 
velocity moment in the case of normal standing when subjects close their eyes(p<0.05). 2. In control group,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ere not shown on all posture(p>0.05). 3. There wer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X speed 
and Y speed in the case of normal standing when subjects open their eyes between control group and the exercise 
group(p<0.05). There wer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X speed, Y speed and velocity moment in the case of 
normal standing when subjects close their eyes between control group and exercise group(p<0.05).
 Conclusion : The above results revealed that therapeutic intervention for muscle strengthening of cervical there were positive 
changes to balance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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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 인의 경추부 병변은 운동부족에 의한 경추부의 과

로와 과부하에 지속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잘못된 습관과 

직업적인 불량한 자세, 사고로 인한 많은 병변들과 관련

되어 있다(김명준 등, 2000). 또한 산업화, 자동화 및 컴퓨

터 등의 기계문명의 발달로 과도하게 반복되는 작업, 불

안정한 자세, 스트레스, 부적절한 작업환경 등으로 경추부 

근골격계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윤정호와 성동진, 1998).

경추부는 흉추부, 요추부와 다르며 그것은 경추부에 걸

리는 하중이 적고 일반적으로 운동성이 더 많은 부위이

며, 머리를 유지하고 추골동맥과 척수신경을 보호하는 역

할을 하므로 안정성이 중요한 부위이다(배성수 등 2000). 

또한 경추부의 근육들에서 손과 눈의 작은 근육처럼 인체

의 다른 근육들에 비해 높은 근방추가 분포(Kogler 등, 

2000)되어 있어 근육과 관절의 손상은 고유수용기의 문제

를 발생하여 고유수성감각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Lederman, 1997). 이처럼 고유수용성감각의 손상으로 그

와 관련된 부분의 근육 그룹과 상호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필요에 의한 협력작용에 따른 적절한 반응을 일으킬 

수 없게 된다(Shankar, 2001). 이렇듯, 경추부의 근력 불

균형은 좋지 않은 자세로 인해 인체의 기립 시 균형능력

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체가 움직이는 방식과 자세는 깊은 관계가 있다

(Gray, 2003). 신체의 어느 한 부위에서 불균형은 활동 시 

에너지 소모가 많게 되고, 요통, 자세 변형 및 피로 등으

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즉, 척추 주위 

근육간의 불균형은 척추의 역학적 움직임을 원활하게 움

직이지 못하게 하여 주위 관절에 과도한 하중이 걸리게 

될 뿐만 아니라, 주위 근육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Risch 

등, 1993). 또한 근력의 약화로 인해 균형이 흐트러졌을 

때 근육이 반응하는 시간이나 힘을 생성하는 속도의 지연

을 가져 올 수 있어(Thelen 등, 1996; 김민수 등, 2013), 

결국 신체의 움직임과 자세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 

Cohen 등(1993)은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인간이 일

상생활을 영위해 나가거나 목적이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요소라고 하였다. 또한 

균형은 정지해 있거나 움직이는 지지 기저면(base of 

support)에 하여 몸의 무게 중심(center of mass)을 제어

하는 과정이다(Rose, 2003). 이러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

는 능력의 감소요인은 고유수용성 감각 기능의 저하, 근

육약화, 운동 긴장도 변화, 관절 움직임 감소, 통증, 시각 

능력의 소실 등으로 나눌 수 있다(Eva 등, 2005).  

균형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는 근력증진운동, 시각

적 피드백과 바이오피드백 등을 이용한 고유수용성 감각

훈련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Walker 등, 2000). 또한 김현갑(2003)은 탄력밴드를 이용

한 근력강화운동이 근력과 균형조절능력 향상에 효과적이

라고 하였다. 운동을 통한 근력강화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길항근이 서로 원심성으로 작용하여 손상된 관절의 안정

성에 많은 영향을 주어 기계적 수용기는 관절낭의 압력변

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고유수용성 감각을 촉진하게 된

다(Iwasaki 등, 2006). 하지만 최근까지 경추부의 문제와 

관련되어 근력강화 운동을 통하여 균형 능력의 변화를 확

인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경추부는 머리와 목을 조절하는 주변 연부조직에 의해 

둘러 싸여져 있으며, 특히 경추부 근육그룹의 작용은 경

추부에서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Falla 등, 2003). 

Woo와 Winters(1990)는 만약 경추부 각 분절에 안정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면, 똑바른 자세에서 경추부 심부 굴곡

근들 보다 표면 굴곡근들이 움직임에 더 많이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는 경추부의 안정성이 감소되면 경추부의 굴곡

근이 더많은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경추부 신

전근의 기능에 한 남덕현 등(2000)의 연구에 의하면 경

추부를 포함한 척추를 고정시키고, 머리를 고정 시키고 

자세를 안정화시키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

고 하였다. 

Kahanovitz 등(1989)은 요통 수술 환자들이 수술 후 정

상적 생활에 지장을 받는 이유를 신경학적 문제에서 보다

는 근력이나 근지구력의 저하라는 기계적 원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여 근력강화 운동이 치료적 운동으로서 재

활프로그램에 매우 중요함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는 

신체의 위치만 다를 뿐 같은 척추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

추부에 비슷한 증상으로 경부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도 

재활 및 치료로써 근력강화 운동이 중요함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최명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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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성인에게서 습관적 자세 

문제로 발생 할 수 있는 균형능력의 저하를 향상시키는 

근력강화 운동으로 임상에서 널리 사용하는 경추부의 근

력강화를 위한 치료적 중재를 적용하여 균형능력에 미치

는 변화에 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전남 광양시 소재 ○○ 학에  재학중인 학

생을 상으로 연구에 동의한 상자 중 연구조건을 충족

시키는 남녀 건강한 성인으로 하여 실험군 14명, 조군 

14명으로 무작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2014

년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6주간 경추부 근력강화를 

위한 치료적 중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상자의 선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중추 및 말초신경에 병변이 없는 자.

2) 신경외과적 질환(뇌졸중, 파킨슨 질환, 치매 등)으로 

인한 장애가 없는 자.

3) 정신질환을 앓지 않는 자 또는 항정신성 약물을 복

용하지 않는 자.

4) 경추관절에 골관절염이나 정형외과적 질환이 없는 자.

5) 시각 ․ 청각계의 이상이 없고 검사 수행에 따른 화

가 가능한 자. 

2. 연구 설계

  

연구 상자에게 실험 전 평가를 실시한 후 임의적으로 

실험군과 조군으로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실험군

에는 6주간 주 5회, 경추부 근력강화를 위한 치료적 중재

를 시행하였으며, 조군에는 일상생활을 수행하였다. 6

주간 주 5회 운동프로그램을 통한 치료적 중재 후 사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항목으로 균형능력의 변화를 알

아보기 위해 서있는 자세에서 눈을 뜬 상태와 눈을 감은 

상태에서 COP(center of pressure)를 측정을 하였다. 

3. 적용방법

경추부 근력강화 프로그램은 경추부의 7가지 운동으로 

구성되며, 목의 완전한 가동성이나 주어지 상황 하에서 

가능한 많은 움직임을 되찾는 데 목적이 있다. 운동은 통

증이 없는 범위까지 실시하여 정적 최  근력 7초간 지속

하여 10~15회 반복하여 하루에 2∼3set로 실시하였다. 

운동 후 항상 자세를 교정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

였다.

1. 앉은 자세에서 머리 뒤로 끌어당기기

2. 앉은 자세에서 목을 신전

3. 누운 자세에서 머리 뒤로 끌어당기기

4. 누운 자세에서 신전

5. 목을 옆으로 구부리기

6. 목 좌우 회전

7. 앉은 자세에서 목 굴곡

4. 측정 도구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GOOD BALANCE SYSTEM(Metitur 

Ltd, Finland) 장비를 이용하여 가장 광범위하게 균형능력

을 정량화 할 수 있는 측정법(Piirtola와 Era, 2006)이라 

알려진 COP의 이동궤적을 계산하여 균형능력을 측정하

였으며, 검사-재검사방법에서 급내 상관계수(ICC=.83)는 

0.83이상으로 높은 신뢰도가 입증되었다. 측정방법은 다

음과 같다(Era 등, 2006; 김윤환 등, 2009).

균형능력 측정에서 바로 선 자세에서 눈을 뜨고 측정하

는 방법과 바로 선 자세에서 눈을 감고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측정을 하기 전 측정법을 피험자에게 자세하

게 설명하였으며, 3회 연습을 거친 후 측정하였다. 측정은 

2가지 방법에 각각 30초 정도 소요되었으며, 다음의 측정

값을 얻어 비교하였다. 

1) X방향의 평균속도

COP에 의해서 형성된 경로의 X축 방향의 확장된 총길

이(㎜)로서 양옆으로의 흔들림(mediolateral sway)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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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방향의 평균 속도

COP에 의해서 형성된 경로의 Y축 방향의 확장된 총길

이(㎜)로서 앞뒤로의 흔들림(anterioposterior sway)을 의미

한다.

3) COP경로로부터 속도의 움직임 영역

COP에 의해서 형성된 경로의 압력 중심의 속도 움직

임(velocity moment)를 의미한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통계학적 방법은 SPSS 12.0 for Window를 

사용하였다. 측정 데이터에 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

하였다. 2가지 측정 항목의 운동 전 후 결과에 한 각각

의 차이 검증과 2가지 측정 항목값들의 합산된 검증을 

Non-Parametic Tests 중 Wilcox Signed Rank Test를 실시

하였으며, 두 군 간의 균형능력의 전 후 변화량 차이를 비

교하기 위해 Non-Parametic Tests중 Mann-Whitney U 

Tests를 실시하였으며, 모든 통계는 p값이 0.05 미만인 것

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험군의 평균 연령은 

20.7±2.05세, 평균 신장은 164.7±7.57㎝, 평균 체중은 

61.8±15.20㎏이었다. 조군의 평균 연령은 21.9±2.31세, 

평균 신장은 165.5±8.31㎝, 평균 체중은 62.7±8.74kg이었

다(표 1).

특  성
실험군(n=14) 조군(n=14)

M±SD M±SD
연령(세) 20.7±2.05 21.9±2.31
신장(㎝) 164.7±7.57 165.5±8.31
체중(㎏) 61.8±15.20 62.7±8.74

M±SD; Mean±Standard Deviation

표 1.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

(N=28) 

2. 눈뜨고 서기 자세에서 운동 전 ․ 후 균형 능력 비교(실험군)

실험군의 눈뜨고 서기 자세에서 X 방향의 평균 속도는 

운동 전 7.1±7.48(㎜/s)에서 운동 후 3.4±0.96(㎜/s)으로, Y 

방향의 평균 속도는 운동전 8.9±7.38(㎜/s)에서 운동 후 

5.0±1.17(㎜/s)로, COP 경로로부터 속도의 움직임 영역은 

운동 전 93.3±323.12((㎟/s)에서 8.4±3.48(㎟/s)로 나타났

다. X 방향의 평균속도와 Y 방향의 평균속도, 속도의 움

직임 영역은 각각 감소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05)(표 2).   

3. 눈뜨고 서기 자세에서 운동 전 ․ 후 균형 능력 비교(대

조군)

조군의 눈뜨고 서기 자세에서 X 방향의 평균 속도는 

운동 전 6.9±7.98(㎜/s)에서 운동 후 7.5±7.58(㎜/s)으로, Y 

방향의 평균 속도는 운동전 7.7±5.55(㎜/s)에서 운동 후 

8.0±4.72(㎜/s)로, COP 경로로부터 속도의 움직임 영역은 

운동 전 89.8±318.60(㎟/s)에서 90.38±318.35(㎟/s)로 나타

났다. X 방향의 평균속도와 Y 방향의 평균속도, 속도의 

움직임 영역은 각각 증가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표 3).

4. 눈감고 서기 자세에서 운동 전 ․ 후 균형 능력 비교(실

험군)

실험군의 눈뜨고 서기 자세에서 X 방향의 평균 속도는 

운동 전 6.1±3.05(㎜/s)에서 운동 후 3.9±1.66(㎜/s)으로, Y 

방향의 평균 속도는 운동전 9.9±4.27(㎜/s)에서 운동 후 

7.2±2.48(㎜/s)로, COP 경로로부터 속도의 움직임 영역은 

운동 전 18.8±14.05에서 11.9±9.19로 나타났다. X 방향의 

평균속도와 Y 방향의 평균속도, 속도의 움직임 영역은 각

각 감소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표 4).

5. 눈감고 서기 자세에서 운동 전 ․ 후 균형 능력 비교(대

조군)

조군의 눈뜨고 서기 자세에서 X 방향의 평균 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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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전 운동 후 Z P

X평균속도

(㎜/s)
7.1±7.48 3.4±0.96 3.13 .002*

Y평균속도

(㎜/s)
8.9±7.38 5.0±1.17 3.31 .001*

속도움직임

(㎟/s)
93.3±323.12 8.4±3.48 2.65 .008*

표 2. 눈뜨고 서기 자세에서 균형능력의 비교(실험군) 

운동 전 운동 후 Z P

X평균속도

(㎜/s)
6.9±7.98 7.5±7.58 1.48 .136

Y평균속도

(㎜/s)
7.7±5.55 8.0±4.72 0.56 .575

속도움직임

(㎟/s)
89.8±318.60 90.3±318.35 0.17 .861

표 3. 눈뜨고 서기 자세에서 균형능력의 비교( 조군) 

운동 전 운동 후 Z P

X평균속도

(㎜/s)
6.1±3.05 3.9±1.66 3.16 .002*

Y평균속도

(㎜/s)
9.9±4.27 7.2±2.48 2.40 .016*

속도움직임

(㎟/s)
18.8±14.05 11.9±9.19 2.38 .017*

표 4. 눈감고 서기 자세에서 균형능력의 비교(실험군) 

운동 전 운동 후 Z P
X평균속도

(㎜/s)
7.5±7.58 6.1±3.36 0.24 .805

Y평균속도

(㎜/s)
8.0±4.72 9.56±4.72 0.73 .465

속도움직임

(㎟/s)
90.3±318.35 26.4±48.49 0.15 .875

표 5. 눈감고 서기 자세에서 균형능력의 비교( 조군) 

운동 전 7.5±7.58(㎜/s)에서 운동 후 6.1±3.36(㎜/s)으로, Y 

방향의 평균 속도는 운동전 8.0±4.72(㎜/s)에서 운동 후 

9.5±4.72(㎜/s)로, COP 경로로부터 속도의 움직임 영역은 

운동 전 90.3±318.35(㎟/s)에서 26.4±48.49(㎟/s)로 나타났

다. X 방향의 평균속도와 Y 방향의 평균속도는 증가하였

고, 속도의 움직임 영역은 감소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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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 조군 Z P
X평균속도

(㎜/s)
3.9±7.77 0.31±2.82 3.13 .002*

Y평균속도

(㎜/s)
4.0±7.95 0.1±2.06 3.30 .001*

속도움직임

(㎟/s)
88.4±330.28 0.1±4.65 2.41 .016*

표 6. 운동 전 ․ 후 실험군과 조군의 균형능력 변화량 비교(눈뜨고 선 자세)

실험군 조군 Z P
X평균속도

(㎜/s)
2.2±2.83 0.0±1.16 3.29 .001*

Y평균속도

(㎜/s)
2.7±4.40 0.4±2.84 1.50 .132 

속도움직임

(㎟/s)
7.1±15.13 0.6±6.23 2.22 .026*

표 7. 운동 전 후 실험군과 조군의 균형능력 비교 변화량(눈감고 선 자세)

6. 운동 전 ․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균형 능력 비교(눈뜨고 

서기 자세)

실험군과 조군의 눈뜨고 서기 자세에서 X 방향의 평

균 속도의 운동 전 ․ 후 차는 각각 3.9±7.77(㎜/s)과 0.3± 

2.82(㎜/s)이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Y 방향의 평균 속도의 운동 전 ․ 후 차는 각각 

4.0±7.95(㎜/s)와 0.1±2.06(㎜/s)이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COP 경로로부터 속도의 움

직임 영역에 한 운동 전 ․ 후 차는 각각 88.4±330.28(㎟
/s)과  0.1±4.65(㎟/s)이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0.05)(표 6).

7. 운동 전 ․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균형 능력 비교(눈감고 

서기 자세)

실험군과 조군의 눈감고 서기 자세에서 X 방향의 평

균 속도의 운동 전 ․ 후 차는 각각 2.2±2.83(㎜/s)과 

0.0±1.16(㎜/s)이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05). Y 방향의 평균 속도의 운동 전 ․ 후 차는 

각각 2.7±4.40(㎜/s)과 0.4±2.84(㎜/s)이었으며,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COP 경로로부터 속도

의 움직임 영역에 한 운동 전 ․ 후 차는 각각 7.1±15.13

(㎟/s)과  0.6±6.23(㎟/s)이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05)(표 7).

Ⅳ. 고 찰 

균형은 최소한의 흔들림으로 기저면 내에서 신체 중력 

중심을 유지하는 능력이다(Duncan & Blance, 1989). 

Shumway-Cook 등(1995)은 일반적으로 균형을 향상시키

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는 유산소 운동, 근력, 그리고 균

형 훈련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균형 훈련 프로그램의 한 가

지 형태는 안정성 향상의 방법으로서 일반적인 유산소 훈

련에 초점을 두는 경우이며, 훈련 프로그램의 두 번째 형

태는 균형 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력 훈련을 강조, 그리고 

균형훈련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각각 다른 감각 입력을 사

용하여 균형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에서 널리 사용하는 신체의 균형능

력을 향상시키는 근력강화운동을 적용하여 경추부의 치료

적 중재를 적용하여 균형능력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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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복(2006)의 연구에서 경부 신전근력운동 및 맥캔지

(Mckinzie)운동이 경부통 환자의 통증 감소와 경추근력의 

향상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경추부 근력강화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추부

에 치료적 중재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눈을 뜨고 서기 

자세와 눈은 감고 서기 자세에서 균형능력의 변화는 전산

화 균형능력 측정장비인 GOOD BALANCE SYSTEM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장비를 이용한 측정은 균형능력

을 정량화 할 수 있는 측정법(Piirtola와 Era, 2006)으로 

COP(center of pressure)의 이동궤적을 계산하여 균형능력

을 측정할 수 있다. 

경추부 근력강화를 위한 치료적 중재를 적용한 군에서 

눈을 뜨고 서기 자세와 눈을 감고 서기 자세에서  운동 

전 ․ 후 비교는 X방향의 평균속도와 Y방향의 평균속도가 

각각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COP에 

의해서 형성된 경로에서 양옆으로의 흔들림(mediolateral 

sway)과  앞뒤로의 흔들림(anterioposterior sway)이 은 치

료적 중재 적용후 의미있는 감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COP경로로부터 속도의 움직임 영역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COP에 의해서 형성된 경

로의 압력 중심의 속도 움직임(velocity moment)가 의미

있는 감소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각

각의 변수에 한 감소되는 변화는 균형능력이 향상되었

다고 의미한다고 하였다(Era 등, 2006; 김윤환 등, 2009). 

반면에 일상생활을 수행한 군에서는 눈을 뜨고 서기 자

세와 눈을 감고 서기 자세에서  운동 전 ․ 후 비교는 X 방

향의 평균속도와 Y 방향의 평균속도, COP경로로부터 속

도의 움직임 영역에서 각각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각각의 항목에서 큰 변화가 없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추부 근력강화를 위한 치료적 중재를 적용한 군과 일

상생활을 수행한 군간의 집단간 균형 능력의 비교에서 눈

을 뜨고 서있는 자세에서는 모두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경추부 근력강화를 위한 치료적 중재를 

적용한 군에서 균형능력이 향상된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눈은 감고 서있는 자세에서는 X 방향의 평

균 속도와 COP 경로로부터 속도의 움직임 영역에서는 통

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Y 방향의 평균 속도는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경추부 

근력강화를 위한 치료적 중재를 적용한 군에서 균형능력

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체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자신

의 신체 위치에 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수집하는 감각계

와 이러한 정보에 따른 적절하고 효과적인 반응이다. 즉, 

적절한 중앙 처리과정, 그리고 근력, 관절 가동범위가 적

절히 나타나야 한다(김원호 등, 1998).

특히, 김현갑(2003)은 근력강화운동을 통한 강화된 근력

은 균형조절능력의 유의한 향상을 보였으며, 또한 문상복

(2006)의 연구에서 경추부 근력강화 운동프로그램은 경추

부 근력을 강화시키며 통증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김홍남 등(2011)은 경추 추간판탈출중 있는 환자에

게 수기요법과 슬링운동을 통해서 환자군의 경추 신전근

력을 정상인의 신전근력에 가깝게 회복시켰다. 이는 본 연

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수기요법과 슬링운동을 통해서 경

추부의 교정과 근육의 균형을 조정해주었다고 사료된다. 

Gross 등(2004)은 두통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지

속적인 기계적 경추부 장애(mechanical neck disorders) 환

자의 도수치료 효과에 한 체계적 고찰 (systematic 

review) 분석연구를 하였다. 33개 실험연구 논문들을 분

석한 결과, 경추부 장애의 치료에 도수교정(manipulation)

이나 관절가동술(mobilization)의 단독 적용은 효과적이지 

못하며, 운동을 함께 적용한 경우에만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Ylinen 등(2003) 만성 경부통을 가진 여성 근로자 

180명을 상으로 능동 근육 강화 운동과 지구력 운동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무작위 조 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을 실시하였다. 실험12개월 후에 추후조사

를 한 결과, 근력 강화와 지구력 강화 운동을 하지 않고 

단지 스트레칭 운동과 유산소 운동만을 한 여성에 비해 

근력 강화와 지구력 강화 운동을 한 여성들의 통증과 장

애정도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고 하면서, 능동적인 근력 

강화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볼 때 경추부 운동프로그램을 적용

한 경추부 근력강화 치료적 중재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것 보다 균형능력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균형능력

의 향상을 위해 이와 같은 경추부 근력강화의 치료적 중

재의 적용에도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경추부에 발생된 문제점은 근육들의 작용에 변화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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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오게 되고, 비정상적인 운동 조절은 관절이나 골격에 

인체역학적으로나 운동생리학적으로 정상적인 움직임을 

일으킬 수 없게 한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오래

시간 지속하였을 때 관절과 골격에는 불균형이 발생될 수 

있다. 통증과 기능장애가 발생되는 환자들의 치료 시 이

러한 근육 조절의 정상화는 그 어떤 치료접근 방법 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김선엽, 2005). 또한 경추부의 기능

장애의 근원적 요인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단계로 

진행되어감에 따라 기능적으로 근육계의 작용 시기나 근

육 작용 순서 등의 근생리학적 협응능력에 변화가 초래되

어진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 경추

부와 균형 손상에 한 재활 과정 중에 이러한 특성들이 

반드시 고려된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20~30  정상성인을 상으로 하

였기 때문에 모든 연령 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 단기간의 중재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균형능력에 영

향을 줄 수 있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

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본 운동 프

로그램을 이용한 치료적 중재를 적용하여 변화된 근력의 

확인과 향상된 균형능력과의 관계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경추부 근력강화의 치료적 중재를 적용하여 

경추부의 근력강화운동을 실시하였으며, 근력강화의 치료

적 중재 후 균형능력의 변화를 확인 하였다. 연구 상자

는 건강한 성인 28명을 실험군 14명과 조군 14명으로 

무작위로 구분하여 6주간 경추부 근력강화를 위한 치료적 

중재를 적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1. 경추부 근력강화를 위한 치료적 중재를 적용한 군에

서는 눈을 뜨고 서기 자세와 눈을 감고 서기 자세에

서  운동 전 ․ 후 비교는 X 방향의 평균속도와 Y 방

향의 평균속도가 각각 감소하였다. 또한 COP 경로

로부터 속도의 움직임 영역도 감소하였다. 

2. 일상생활을 수행한 군에서는 눈을 뜨고 서기 자세와 

눈을 감고 서기 자세에서  운동 전 후 비교는 X 방

향의 평균속도와 Y 방향의 평균속도가 각각 감소하

거나 증가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또한 COP 경로로부터 속도의 움직임 영역도 

증가하거나 감소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3. 중재 후 두 군간 균형 능력의 비교에서 눈을 뜨고 

서있는 자세에서는 모두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눈은 감고 서있는 자세에서는 X 방향의 평균 

속도와 COP 경로로부터 속도의 움직임 영역에서는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Y 방향의 평균 

속도는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경추부 근력강화의 치료

적 중재가 정상 성인의 균형능력에 긍정적인 변화를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에는 연구의 제한점을 충분

히 통제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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