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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craniocervical flexion exercise on deep cervical flexor 

thickness and gait in children with hemiplegic cerebral palsy.

Methods : Twelve children with hemiplegic cerebral palsy were recruited for this study. All subjects performed active 

craniocervical flexion exercise 3times a week over the course of 6weeks. using a pressure bio feedback unit. Ultrasonography 

was used to assess deep cervical flexor thickness, and a 10m walking test was used to assess gait function.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a paired t-test was used to compare the differences pre- and post-value. SPSS Statistics version 20.0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defined as a p-value less than 0.05.

Result :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children with hemiplegic cerebral palsy experienc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hanges in both deep cervical flexor thickness (p<.05). and gait(p<.05) following the intervention.

Conclusion : In conclusion, craniocervical flexion exercise can positively affect deep cervical flexor thickness in children 

with hemiplegic cerebral palsy, which in turn positively affects g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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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뇌성마비(cerebral palsy)는 뇌의 성장 및 발달과정 중 

비진행성 손상으로 인해 운동능력 및 자세유지의 장애

가 특징적인 질환으로 감각장애와 인지능력 장애도 동

반된다(Sankar & Mundkur, 2005). 뇌성마비의 발생빈도

는 인구 1000명당 약 2~3명의 발생빈도를 보이며

(Murphy와 Such-Neibar, 2003)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생존율이 증가함에 따라 뇌

성마비 아동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Eunson, 2012).

이 중 편측 뇌성마비 아동(hemiplegic cerebral palsy)은 

전체 뇌성마비 아동의 약 20 % ~ 30 %의 비율을 차지하

며, 특징은 하지보다 상지의 편측마비 정도가 심하다. 아

동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보행이 가능할 지라도 신체동

요(posture sway)가 심하고, 비환측 하지(unaffected leg)에 

집중되는 불균등한 체중지지와 보행패턴, 발등굽힘과 가

쪽들림의 제한에 의한 발의 움직임, 사지의 감각이상, 시

각영역의 결손 등으로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이 

감소되어 있다(Ledebt 등, 2005; Pavao 등, 2013; Sankar & 

Mundkur, 2005). 또한 편측의 근육상실은 자세반응, 기능

적 움직임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Ryerson과 Levit, 1997), 

신체 축을 기준으로 머리의 자세와 움직임을 조절하고, 

머리와 몸통의 연결을 만들어주며, 목의 근육을 발달시

키는 목 정위반응의 발달지연으로 인한 머리조절의 문

제가 나타난다(Hadders-Algra 등, 1996; Lacey 등, 1985).

정상적인 자세조절을 위한 선행조건으로는 중심선

(line of gravity)을 기준으로 전방으로 향하는 모멘트와 

후방으로 향하는 모멘트가 평행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중 머리의 위치가 중요하다(Bae 등, 2001).

특히, 머리의 불안정한 위치는 자세 안정성과 관련된 

근육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Choi 등, 

2014; Seo 등, 2014) 목의 심부근육인 긴목근(longus colli)

과 긴머리근(longus capitis)의 경우 목뼈의 안정성 유지

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근육으로써 중립자세를 유지

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지고 있으며

(Boyd-Clark 등, 2002), 결과적으로 편측 근육의 발달지연

으로 인한 머리의 안정성결여는 편측 뇌성마비 아동의 

올바른 자세 및 균형유지를 어렵게 한다(Bobath, 1990).

최근에 목의 심부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 치료적 압력 바이오 피드백 기구를 

이용한 머리-목 굽힘 운동(craniocervical flexion exercise)

은 낮은 강도로 긴머리근과 긴목근 같은 깊은 목 굽힘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뿐만 아니라 근육의 강직성 

유지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되고 있다(Woo, 

2013). 또한 목 안정성에 깊은 목 굽힘 근육의 크기가 중

요한 지표로 제공된다(Zito 등, 2006). 따라서 머리-목 굽

힘 운동은 목 안정성에 매우 필요한 운동으로 보여진다. 

여러 연구에서 머리-목 굽힘 운동이 정상인, 뇌성마비 

환자, 뇌졸중 환자의 깊은 목 굽힘근의 두께 변화에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Jesus 등, 2008; 

Falla 등, 2003; Kim, 2013; Woo, 2013; Yun & Kim, 2013). 

이러한 측면으로 보았을 때 주어진 환경에서 적절한 조

절과 목표지향적이며 동기부여를 필요로 하는 뇌성마비 

아동의 재활에 압력 바이오 피드백을 이용한 머리-목 굽

힘 운동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Sakzewski 등, 2014). 

여러 선행연구에서 깊은 목 굽힘 운동의 적용이 뇌성마

비 아동의 정적균형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있

으나(Kim, 2013; Ryu, 2015), 깊은 목 굽힘 운동이 뇌성마

비 아동 중에서 선별적으로 편측 뇌성마비  아동의 보행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능동적인 머리-목 안정화 운동

의 적용이 편측 뇌성마비 아동의 깊은 목 굽힘근의 두께

와 보행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편측 뇌성마비 아동을 상으로 하였다. 오

른쪽 편측 뇌성마비 아동 6명, 왼쪽 편측 뇌성마비 아동 

6명으로 총 12명의 상자를 운동 기능 분류 체계

(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에서 Ⅰ~Ⅱ 단

계의 아동, 연구자의 지시내용에 따라 실행하며 이해할 

수 있는 아동, 독립적으로 앉기가 가능하며 연구에 동의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동을 선정 조건으로 하였

다. 그리고 최근 6개월 이내에 수술 및 시술 처치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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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제외하였다. 실험을 진행하기 전 보호자에게 연

구의 방법과 목적에 하여 설명 후 자발적으로 동의서

에 승인을 얻었다.

2. 측정 및 실험 도구 

중재 전과 중재 후의 깊은 목 굽힘 근육의 두께분석을 

위하여 초음파 진단 영상 장비(Accuvix V10, Samsung 

Medicine, KOREA)를 사용하였다. 측정에는 10 MHz의 

선형 탐촉자(linear transducer)를 사용하였고, 근육의 단

면적을 측정할 수 있도록 B-mode 스캔으로 두께를 측정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상자는 깊은 목 굽힘 근육의 두께 측정을 위하여 이

마, 턱, 얼굴을 일렬로 배치하여 바로누운 자세를 취하게 

하였고, 양팔은 배 위에 편하게 위치하였다. 측정 동안 

머리와 목은 몸과의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하였

다(Abaspour 등, 2015).

기관의 중심부에서부터 평행하게 오른쪽과 왼쪽 외측 

5 cm의 위치에 펜을 이용하여 표시를 하였고, 초음파 탐

촉자를 이용하여 수직(vertically)과 종축(longitudinally)의 

방향으로 표시 지점을 확인한 후 영상을 살펴보았다

(Fabianna 등, 2011). 초음파 영상을 동일한 상태에서 최

한 측정하기 위하여 상자의 호흡 동안 호기의 끝에

서 초음파를 측정하였고(Cagnie 등, 2008), 중재 전에 오

른쪽과 왼쪽을 각각 3번 측정하여 6장, 중재 후에 오른

쪽과 왼쪽을 각각 3번 측정하여 6장, 총 12장의 초음파 

이미지를 얻었다.

중재 후 측정에서는 중재 전과 동일한 위치에서 초음

파 이미지를 얻기 위하여 중재 전 초음파 측정 이미지와 

중재 전 환자의 자세와 측정 위치를 찍은 사진을 비교하

여 중재 후 측정을 시행하였다.

깊은 목 굽힘 근육의 두께는 목뼈 4번과 5번 사이에 

기준선을 중심으로 3개의 선을 0.5 cm의 간격으로 측정

한 뒤 3개의 선의 깊은 목 굽힘 근육의 위아래 길이를 

계산하여 두께를 측정하였다(Jesus 등, 2008). 왼쪽, 오른

쪽 각 3장의 이미지에서 두께의 평균을 계산하였다. 

급내 상관 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

하여 측정자 내 신뢰도를 알아 본 결과, 오른쪽 깊은 목 

굽힘근 두께 측정은 r=0.94, 95 % CI=0.88~0.97, 왼쪽 깊

은 목 굽힘근 두께 측정은 r=0.99, 95 % CI=0.99~0.99로 나

타났으며, 매우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행능력 변화 측정을 위해 10미터 보행검사를 실시

하였다. 상자는 도움 없이 13 미터의 거리에서 가속 

및 감속을 제외한 중간 10 미터의 거리를 이동하는데 필

요한 시간을 초시계로 측정하는 검사방법이다. 세 번의 

측정 후 평균을 계산하였다(Wolf 등, 1999).

머리-목 굽힘 운동 시 사용한 도구는 Jull 등(2009)이 

연구에서 사용한 압력 바이오 피드백(pressure bio-feed-

back unit, chattanooga, USA)를 사용하여 깊은 목 굽힘 근

육의 강화 운동을 하였다.   

3.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머리-목 안정화 운동은 Jull 등(2009)의 목 

안정화 운동을 참고로 하여 시행하였다. 상자는 무릎

을 굽히고 천장을 보고 누운 자세(crook lying)에서 압력 

바이오 피드백 기구를 머리-목 뒤에 위치하고, 지시에 

따라 상자는 스스로 턱을 당기면서 머리-목 뒤에 위치

한 압력 바디오 피드백 기구를 누르게 하여 압력을 높이

면서 기구를 압박하게 하는 운동이다. 이때 상자는 목

빗근 등과 같은 표층 근육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상자 스스로 최초 20 mmHg의 압력으로 시

작하여 30 mmHg까지 2 mmHg간격으로 누르는 압력을 

높여나가도록 한다. 상자들은 압력의 시각적 피드백을 

받으며 능동적으로 시행하였다. 각각의 목표 압력에 도

달 시 5초의 유지를 지시하였고 각 수축 사이에 5초의 

휴식을 가졌다. 최종의 압력에 도달을 목표를 하여 총 

10번을 시행하였다. 중재 기간은 주 3회 6주간 시행하였

다(그림 1). 

그림 1. 머리-목 안정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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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깊은 목 굽힘 근육의 두께의 평균 자료는 SPSS 20.0 

for window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고,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 통계(descriptive statistics)

를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초음파 영상의 두께측정에 한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급내 상관계수(intra correlation coefficient)를 측정

하였고, 상자 12명의 이환측/비 이환측 깊은 목 굽힘 

근육두께와 10미터 걷기 검사는 Shapiro-Wilk 검정을 실

시해 정규성의 만족함을 확인하여 Paired-T test를 실시하

였다.

Ⅲ.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오른쪽 편측 뇌성마비 아동 6명, 왼쪽 편측 

뇌성마비 아동 6명 총 12명을 상으로 실시하였다. 성

별, 나이, 신장, 체중 등에서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표 1과 

같다(p>.05).

2. 머리-목 굽힘 운동에 따른 깊은 목 굽힘 근육의 두께 

변화

편측 뇌성마비 아동의 깊은 목 굽힘근육의 두께는 중

재 전 보다 중재 후에 이환측 및 비이환측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표 2). 

3. 머리-목 굽힘 운동에 따른 보행 능력의 변화

편측 뇌성마비 아동의 보행능력은 중재 전 보다 중재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표 3).

Measurement RHCP (n=6) LHCP (n=6) p Total(n=12)

Age (years) 14.3±3.91 15.0±3.18 0.75 14.6±3.41

Gender(male/female) 1/5 2/4 0.55 3/9

Height(cm) 155.7±17.19 151.0±13.91 0.62 153.3±15.11

Weight(kg) 51.3±13.67 44.5±9.09 0.33 47.9±11.63

GMFCS(Ⅰ/Ⅱ) 5/1 5/1 1.0 10/2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RHCP: right hemiplegic cerebral palsy, LHCP: left hemiplegic cerebral palsy,

GMFCS: 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표 1. 상자 일반적 특징

Measurement Pre(n=12) Post(n=12) p

Affected side(cm) 0.62±0.17 0.69±0.18 0.00*

Unaffected side(cm) 0.64±0.19 0.69±0.20 0.00*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p<.05 

표 2. 중재에 따른 깊은 목 굽힘근육 두께의 변화 



윤창교 ․ 김현성

머리-목 굽힘 운동이 편측 뇌성마비 환자의 깊은 목 굽힘근의 두께와 보행에 미치는 영향  103

Measurement Pre(n=12) Post(n=12) p

10M walking test(sec) 10.28±2.47 8.56±1.52 0.00*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p<.05 

표 3. 중재에 따른 10미터 걷기 검사의 변화 

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편측 뇌성마비 아동을 상으로 머리-

목 굽힘 운동의 적용이 깊은 목 굽힘근과 보행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초음파를 이용한 긴목근의 두께 측정의 측정자 내 신

뢰도는 r=0.71, 95 % CI=0.57~0.81로 보고되고 있으며

(Cagnie 등, 2007), 본 연구의 측정자 내 신뢰도의 경우 

오른쪽 깊은 목 굽힘근 두께 측정은 r=0.94, 95 % 

CI=0.88~0.97이고 왼쪽 깊은 목 굽힘근 두께 측정은 

r=0.99, 95 % CI=0.99~0.99의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깊은 목 굽힘근의 두께 변화에서 이환측 및 비이환측 

모두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즉, 편측 뇌성마비 아동에게 

머리-목 굽힘 운동 적용이 중재 이전에 비해 깊은 목 굽

힘근의 근육 두께를 모두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Kim(2013)의 연구에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에게 머리-목 굽힘 운동이 깊은 목 

굽힘 근육의 정적근력과 근지구력이 유의한 증가를 보

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근거

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중재방법이 깊은 목 굽힘근의 활

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편측 뇌성마비임에도 

불구하고 편측의 독립적인 과사용이 아닌 양측의 사용

에 효과가 있다고 사료된다.

체중부하 동작을 수행할 때 머리의 불안정한 위치는 

신체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비정상적인 자세

조절을 초래하기 때문에(Kim, 2016) 머리-목 굽힘 운동

에 의한 깊은 목 굽힘근의 활성화는 머리에 안정성을 제

공하였고 시각적 고정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보행능력의 

향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신체균형 유지를 위해 고유수용성 감각과 같은 다양

한 몸 감각과 시각 및 전정기관의 적절한 상호작용에 의

해 자세조절이 이루어 지고(Lieber와 Friden, 2000), 이러

한 구심성 신호들이 전정신경 핵에 전달되어 정상적인 

균형의 반사적 조절이 이루어진다(Wilson & Jones, 

1979). 뇌성마비 아동의 경우 정상 아동에 비해 고유수

용성 감각의 발달 지연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결손이 

자세유지나 보행에 있어 어려움을 일으킨다(Wingert 등, 

2009). 특히 다른 신체근육에 비해 목의 근육들은 움직

임이나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 근육방추(고유수용성 감

각)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Hunt, 1990) 본 연구에서 실시

한 목의 안정화 운동은 편측 뇌성마비 아동에게 목의 근

육에 위치하는 고유수용기의 적절한 감각수용을 가능하

게 하고, 전정기관 및 시각의 안정적인 정보수집을 도운 

것으로 사료된다. 

Lazar(2014)은 목뼈의 기능장애를 가지고 있는 60명의 

상자들에게 목뼈 부분의 단일 중재가 보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보행속도(velocity), 보행률

(cadence) 등 시공간적 보행변수들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

었다고 보고하였다. 더불어, Ledebt 등(2005)은 편측 뇌

성마비 아동에게 시각적 피드백을 이용한 시각의 안정

화 획득이 자세동요의 개선 및 환측과 비환측 사이의 불

균형적인 보장(step length)의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보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목의 안정화 및 이를 통한 시각 안정화의 획득이 보행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고, 본 연구에서 실시한 중재가 

편측 뇌성마비 아동의 깊은 목 굽힘근의 활성화 및 머리

의 안정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안정성의 증가가 

뇌성마비 아동의 시각, 전정기관, 고유수용감각이 활성

화되었고 결과적으로 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압력 바이오 피드백 기구를 이용한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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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머리-목 굽힘 운동이 뇌성마비 환자의 약화된 목 심

부근육의 약화 및 소실된 보행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효

과적인 운동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상자가 총 12명으로 적은 수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편측 뇌성마비 환자에 해 일반화

하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구종료 후 사후

연구가 실시되어 지지 않아 중재방법의 지속성에 해 

검증을 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상자수의 증

원 및 통제집단과의 비교, 중재결과의 긍정적인 변화에 

있어 다른 요소들의 영향여부를 판단하여 보다 효과적

인 중재의 접근방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능동적인 머리-목 안정화 운동을 편측 뇌성

마비 아동에게 적용하여 깊은 목 굽힘근의 두께와 보행

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12명의 상자에게 6주간 머

리-목 안정화 운동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확인한 깊은 목 굽힘

근의 두께는 중재 전보다 중재 후에 편측 뇌성마비 아동

의 이환측과 비이환측 모두 통계적으로 향상되었으며, 

10미터 보행검사를 통한 보행능력 또한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향상되었다.

즉, 머리-목 안정화 운동은 편측 뇌성마비 아동의 깊

은 목 굽힘근의 활성화와 보행능력에 긍정적 효과가 있

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비이환측의 과사용이 아니라 이

환측을 포함한 양측 사용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일상적으로 편측 뇌성마비 아

동의 머리-목 안정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여야 한

다. 향후 더 많은 편측 뇌성마비 아동을 상으로 하여 

중/장기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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