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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cranio-cervical flexion based trunk stabilization exercise 

on gross motor function and posture alignment change in children with spastic cerebral palsy. Design: 

Randomized Controlled Trial. Methods: Twenty-six childr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All subjects were 

randomly assigned to either the Cranio-Cervical Flexion Based Trunk Stabilization Exercise (CCFTS) group 

(n=13) or the Trunk Stabilization Exercise (TS) group (n=13). In both groups were trained general physical 

therapy for 10 minutes, in the CCFTS group was trained cranio-cervical flexion based trunk stabilization 

exercise for 20 minutes and in the TS group was trained trunk stabilization exercise for 20 minutes. The 

training was provided 2 times a week during 8 weeks. All subjects were measured with the Gross Motor 

Function Measure (GMFM) and Cranio-Vertebral Angle (CVA)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CFT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in GMFM (B, C, D and E-dimension) and 

CVA, and the TS group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in GMFM (B, C D and E-dimension). In particular, 

the CCFTS group improved significantly than TS group in GMFM (B, C and D-dimension) and CVA. 

Therefore, the cranio-cervical flexion based trunk stabilization exercise improved gross motor function and 

posture alignment in children with spastic cerebral palsy.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cranio-cer-

vical flexion based trunk stabilization exercise is feasible and suitable for individuals with a spastic cerebral 

palsy and can be used in addition to conventional physic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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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뇌성마비는 뇌의 비진행성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등 운동장애의 (Kim & Kim, 2016; Rosenbaum , 2007), 

형태와 침범부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그 중 

약 는 경직성 특징을 보인다고 보70~80% (spastic type) 

고되고 있으며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Krigger, 2006), 

은 정상적 움직임을 습득하기에 어렵고 자세를 유지, 

하거나 균형 능력의 저하를 보인다 등(Dewar , 2015).

정상 아동의 머리와 목의 자세는 일상생활에서 필

수적인 기능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뇌성마비 아동, 

의 경우는 머리 조절에 어려움을 겪으며 특히 중력에 , 

대항하여 머리를 조절하는 방법을 획득하는 것이 어

렵게 된다 등 뇌성마비 아동의 머리와 (Wallard , 2012). 

목의 조절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상아동

에 비해 뇌성마비 아동들이 자세변환 시 더욱 증가된 

머리 움직임을 보였고 시각적 안구 움직임에도 머리 , 

움직임이 증가하는 문제가 나타났으며 등(Dan , 2000), 

이것은 시각계와 평형계를 위한 감각 기관들이 위치

해 있는 머리와 목의 조절력을 만드는 것은 정위반응

과 균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등(Saavedra , 

하지만 뇌성마비 아동의 경우 목 정위반응의 2009). 

지연으로 인해 목 근력 약화가 발생하며 이는 머리 , 

안정성 저하 및 머리와 목의 조절력을 부족하게 만든

다 머리와 목의 조절력은 머리 안정성 및 머리와 몸. 

통의 연결성이 좋아야 하며 머리 안정성은 목 근육의 , 

발달이 필요하다고 하였다(Hong, 2011).

머리 위치의 변화는 골격 정렬의 불균형 목 폄근육, 

의 긴장과 목 굽힘근육의 약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최근 목 근육을 강화시켜 목이 중립 자, 

세에 위치하도록 유도하는 목 안정화 운동이 주목 받

고 있다 또한 목 안정화를 위해 목(Yun & Kim, 2013). , 

뼈 분절에 직접적으로 부착해 있는 근육들은 단위당 

많은 근방추 수를 가지고 있어 다른 근육들에 비해 고

유수용성 감각수용기 함량이 높게 분포하며 목뼈의 , 

자세조절과 안정성의 유지에 있어서 중요하다

등(Boyd-Clark , 2002).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머리 목 굽힘 운동에 -

관한 선행 연구에서 은 명의 경직성 뇌성Kim(2013) 10

마비 아동에게 교각 운동과 함께 깊은 목 굽힘근 운동

을 실시한 결과 목 굽힘근의 근력 및 지구력 앉은 자, 

세에서 정적 동적인 안정성을 갖는데 유의한 향상과 , 

함께 앉은 자세의 조절을 향상시켰다고 하였고, 

는 명의 조산에 의한 양하지 뇌성마비 아Ryu(2015) 36

동에게 코어운동과 목 안정화 운동을 실시한 결과 코

어운동과 목 안정화 운동의 복합적인 수행은 깊은 목 

굽힘근 수축력 및 지구력 균형 고유수용성 감각에 , , 

관련된 다양한 항목들에서 향상을 보여 목과 몸통의 

상호연결성과 상호보완성을 고려하였을 때 그 효과, 

가 가중되었음을 설명 하였다. 

한편 몸통 안정화 는 사람이 관절에서(trunk stability)

의 큰 움직임 또는 미세한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몸통 안정화를 구성하는 근육들은 , 

신체와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코르셋처럼 작용한다

이러한 몸통 안정화 근육들(Akuthota & Nadler, 2004). 

의 기능은 사지 정렬을 유지하고 기능적인 활동 시에 , 

자세평형을 유지하며 사지의 효과적인 움직임을 유, 

도한다 몸통 안정화가 확보된다면 골반 허리 엉덩관. , , 

절 및 복부 근육들이 조화로운 활동을 이루어 보다 원

활한 사지의 기능이 이뤄질 것이며 척추뼈에 대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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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 역할을 할 것이고 특히 몸통 근력의 강화는 손 , 

근육의 작고 숙련된 동작에서부터 큰 동작에까지 영

향을 미치게 된다(Porterfield, 1998).

몸통 안정화 운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몸통 안정화 운동에서 

은 명의 뇌성마비 아동에게 몸통 근력 강Kim(2015) 33

화 훈련을 주간 실시한 결과 앉기 기능과 손 기능의 7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으며 몸통 근육의 근력증가로 , 

인해 앉은 자세유지를 수행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고, 

몸통 근육의 동시수축을 통한 안정성의 증가와 앉은 

자세에서의 동요에 대한 억제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하였고 등 은 경직성 양하지 마비 아동 , Ahmed (2014)

명을 대상으로 몸통 근력 안정화 운동을 실시한 결26

과 대동작기능인 눕기와 뒤집기 앉기 항목에서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머리 목 안-

정화 근육인 깊은 목 굽힘 근육의 강화를 기반으로 한 

몸통 안정화 운동을 통해 뇌성마비 아동의 구부러진 

앉은 자세를 펴진 앉은 자세로 바꾸어 주어 자세정렬 

및 기능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에서는 이와 같은 장점을 충족할 수 있는 운동으로 머

리 목 굽힘 기반 몸통 안정화 운동을 제시하고자 한-

다 이전 대다수의 연구는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을 대. 

상으로 몸통 안정화 운동을 통한 몸통 근육의 강화만

을 강조했으며 머리 목 굽힘 운동과 몸통 안정화 운, -

동을 동시에 하였을 때 대동작기능과 앉은 자세정렬 

등 신체 전반적인 능력에 대한 변화를 연구한 선행 연

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머리 목 굽힘 기반 몸통 안정화 -

운동이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의 대동작기능과 앉은 

자세정렬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Ⅱ

연구대상1.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병원과 서울 소재 병원H K

과에 경직성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모든 연구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연구의 절차 및 목적

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배포하여 동의를 구한 후 연구

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

다.

구체적인 선정 조건은 경직성 뇌성마비 진단을 받

은 만 세 사이의 아동 실험에 필요한 연구자의 4~12 , 

간단한 지시를 따를 수 있는 아동 대동작기능분류시, 

스템(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평가에서 사이에 포함되는 아동GMFCS) level 1~3

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Jung & Song, 2012) . , 

의 제외조건은 최근 개월 이내 경기 를 하거6 (seizure)

나 경기 약 복용 후에도 경기가 멈추지 않은 아동 시, 

각적 장애 또는 시야 결손의 문제가 있는 아동 관절, 

의 구축이 있는 아동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의 승인을 (SYUIRB 2-1040781-AB-N-01-2017020HR)

받았고 이 연구의 목적과 요구사항을 피험자에게 설, 

명하였으며 모든 참가자의 보호자에게 헬싱키 선언, 

의 윤리적 원칙에 따라 동의서를 받아 시행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과 같다 연구< 1> . 

대상자는 남녀 명으로 머리 목 굽힘 기반 몸통 안정26 -

화 운동군(Cranio-Cervical Flexion based Trunk 

명과 몸통 안정화 Stabilization group; CCFTS group) 13

운동군 명으로 (Trunk Stabilization group; TS group) 13

하였다 두 그룹 간의 일반적 특성의 성별 나이 키. , , , 

몸무게 마비부위 는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 , GMFCS

없었다.

실험절차2.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병원과 경기도 소재 병원K H

에 외래 치료 중인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 참가에 동의한 명의 아동을 실험대상으로 모40

집하였다 실험 전 연구 대상자의 진료기록의 열람을 . 

통해 일반적 특성과 의학적 정보를 조사하고 예비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선별 검사를 통해 연구 대상자 ,  

조건에 적합하지 못한 명은 탈락되었다 이 중 명14 . 2

은 시각적 장애 및 시야결손 명은 단계 미, 8 GMFCS 3



64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Vol.26, No.2, 2019. 09. 30

만 명은 개월 이내 경기 및 경기 약 복용으로 탈락, 4 6

되었다 선정된 명의 실험 대상자는 무작위로 머리. 26 -

목 굽힘 기반 몸통 안정화 운동군과  몸통 안정화 운동 

군으로 나누었다 실험 진행은 주 회 분간 총 회. 2 30 16

로 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실험 대상자 및 보호자8 , 

들에게 각각의 검사방법과 훈련방법을 설명하였다. 

머리 목 굽힘 기반 - 몸통 안정화 운동군과  몸통 안정화  

운동군은 대동작기능과 앉은 자세의 자세정렬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머리 목 굽힘 기반 . - 몸통 안정 

화 운동군은 일반적 물리치료 분과 머리 목 굽힘 기10 -

반 몸통 안정화 운동 훈련을 분 동안 실시하여 총  20

분을 실시하였으며30 , 몸통 안정화 운동군은 일반적  

물리치료 분과 10 몸통 안정화 운동을 분 동안 실시 20

하였다 주 회 주 간 실시하였으며 두 그룹은 실험 . 2 , 8 , 

전과 실험 후 각각 대동작기능과 앉은 자세정렬에 대

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방법3. 

머리 목 굽힘 기반 몸통 안정화 운동1) -

머리 목 굽힘 기반  - 몸통 안정화 운동군으로 배정 

된 아동들은 머리 목 굽힘 기반 - 몸통 안정화 운동을  1

회 분 주 회 주 동안 실시하였으며 선행 연구에20 , 2 , 8 , 

서 몸통의 근력이 향상된 운동방법을 근거로 총 여섯 

가지 운동을 선정하여 머리 목 굽힘 기반 몸통 안정화 -

운동을 실시하였고 등 등(Karim , 2009; Ryu, 2015; Seo , 

표 압력 바이오피드백2012; Lee, 2015) < 2>, (Stabilizer 

Pressure Biofeedbac 장비를 k, HEALIENCE, USA, 2011)

사용하였다 운동 시 각 운동 사이에 초의 휴식시간. 20

을 제공하였다. 

바로 누운 자세에(1) 서 턱 당기기 운동은 목 뒤쪽 

근육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턱을 당겨 목을 굴곡 

위치에 두고 유지하도록 실시한다 수정된 턱 당기. (2) 

기 운동은 대칭적이지 못한 아동의 움직임 패턴을 고

려하여 근육을 분리해서 비대칭적으로 활성화시키도

록 턱 당기기 운동을 수정하여 머리를 한쪽 방향으로 

돌린 뒤 머리를 들도록 시행하며 양쪽 방향으로 모두 , 

실시한다 압력 바이오피드백 장비. (3) (Pressure 

을 이용한 머리 목 굽힘 운동Biofeedbacak Unit: PBU) -

은 누운 자세에서 목을 바닥 쪽으로 밀기를 통해 깊은 

목 근육의 긴목근과 긴머리근을 활성화시키도록 실시

한다 이때 후두 하부에 를 위치시키고 아동에게 . PBU

시각적인 피드백을 이용하여 공기가 로 채워20mmHg

지도록 하여 목 굽힘근 운동 동안 아동은 최종 

를 목표로 하여 유지하도록 실시한다 복30mmHg . (4) 

부 당김 운동은 갈고리 누운 자세(hooklying position)

에서 배꼽을 허리뼈방향으로 당기도록 지시하여 복부

를 안쪽으로 당겨 배가로근과 안쪽배빗근을 활성화시

키도록 실시한다 이때 후두 하부에 를 위치시키. , PBU

고 아동에게 시각적인 피드백을 이용하여 공기가 

로 채워지도록 하여 목 굽힘근 운동을 통해 20mmHg

의 압력을 기준으로 두고 유지하도록 실시한30mmHg

다 교각자세 운동은 골반을 중립 위치에 위치시키. (5) 

고 지면에서 허리와 엉덩이를 들어 올려 하지 근육과 

복부와 둔부의 근육을 활성화시키도록 실시한다 이. 

때 후두 하부에 를 위치시키고 아동에게 시각적, PBU

인 피드백을 이용하여 공기가 로 채워지도록 20mmHg

하여 목 굽힘근 운동을 통해 의 압력을 기준30mmHg

으로 두고 유지하도록 실시한다 윗몸 일으키기 운. (6) 

동은 치료용 긴 의자를 사용하여 변형된 갈고리 누운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머리 목 굽힘 운동을 실시하며- , 

목을 굴곡 시킬 때 하복부의 근육이 함께 수축하여 목

의 굽힘근과 하복부 근육을 함께 활성화시키도록 실

시한다.

몸통 안정화 운동2) 

몸통 안정화 운동군으로 배정된 아동들은 몸통 안

정화 운동을 회 분 주 회 주 동안 동안 실시하였1 20 , 2 , 8

으며 몸통 안정화 운동은 등 과 등, Karim (2009) Seo 

이 제안한 운동 중 몸통 근력과 균형 감각에 가(2012)

장 효과적인 세 가지 운동을 선정하여 몸통 안정화 운

동을 실시하였다 세 가지 운동은 복부 당김운동 교. , 

각운동 자세 윗몸 일으키기 운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 

미한다 운동 시 각 운동 사이에 초의 휴식시간을 . 20

제공하였고 세 가지의 운동을 두 번 반복하였다 표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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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당김 운동은 갈고리 누운 자세에서 배꼽을 (1) 

허리뼈방향으로 당기도록 지시하여 복부를 안쪽으로 

당겨 배가로근과 안쪽배빗근을 활성화시키도록 실시

한다 교각자세 운동은 골반을 중립 위치에 위치시. (2) 

키고 지면에서 허리와 엉덩이를 들어 올려 하지 근육

과 복부와 둔부의 근육을 활성화시키도록 실시한다. 

윗몸 일으키기 운동은 치료용 긴 의자를 사용하여 (3) 

변형된 갈고리 누운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몸통 들기

를 실시하며 몸을 굴곡 시킬 때 하복부의 근육을 활, 

성화시키도록 실시한다.

일반적 물리치료3) 

일반적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에 의해 시행되는  

중추신경계발달치료를 말하며 두 그룹의 참가자들은 , 

병원치료 계획에 따라 회 분 주 회 주 동안 일반1 10 , 2 , 8

적 물리치료 관절가동운동 신장운동 근력운동 등 를 ( , , )

실시하였다.

측정도구4. 

대동작기능1) 

대동작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대동작 기능평가

를 사용하였다(Gross Motor Function Measure; GMFM) . 

은 치료 결과에 따른 운동 수준의 변화를 측정GMFM

하기 위한 도구이고 검사자는 뇌성마비 아동의 움직, 

임을 관찰한 후에 점 서열척도로 점수를 준다 평가4 . 

항목은 척도는 눕기와 구르기 자세로 개 항목A 17 , B

척도는 앉기 자세로 개 항목 척도는 기기와 무릎20 , C

서기 자세로 개 항목 척도는 서기 자세로 개 항14 , D 13

목 척도는 걷기 뛰기 도약 활동으로 개 항목 총, E , , 24 ,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 측정자간 88 . GMFM

신뢰도는 측정자내 신뢰도는 로 r=0.929, r=0.92~0.99

보고되었다(Ko & Kim, 2013).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가 

지 척도의 평가 항목 중에서 앉기 자세 척도 기기(B ), 

와 무릎서기 자세 척도 서기 자세 척도 걷기 뛰(C ), (D ), , 

기 도약 활동 척도 의 결과를 비교하였고 실험 중재, (E ) , 

를 담당하지 않은 연구 보조자 명이 훈련 전과 후에 2

검사를 실시하여 측정오차를 최소화하였다.

자세정렬2) 

본 연구에서는 자세정렬을 측정하기 위하여 머리척

추각도 를 검사하였는데 앉(Craniovertebral angle test) , 

은 자세의 머리 정렬을 측정하기 위해 NIH Image J 

를 사용하여 version 1.47(Sun Microsystems, Inc, USA)

머리척추각도를 검사하였다 머리척추각도는 실험대. 

상자들의 옆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검사하였는데, 

사진 촬영 시 자세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발바닥이 

지면에 닿게 앉아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의 각도를 90

도로 만들어 엉덩이를 의자 등받이에 붙여 앉아 측정

하였고 손은 무릎 위에 놓았다 머리척추각도는 이주, . 

귀구술( , tragu 와 목뼈 번 가시돌기를 연결한 선과 s) 7

수평선이 이루는 각을 계산하였고 각도 측정을 위해 , 

목뼈 번 가시돌기에 표식자를 부착하였다 등7 (Kapreli , 

이 도구의 측정자 간 신뢰도는 이며 측2009). r=0.97 , 

정자 내 신뢰도는 로 자세를 평가하기에는 r=0.88~0.98

유의한 측정도구이다(Raine & Twomey, 1997 본 연). 

구에서는 실험 중재를 담당하지 않은 연구 보조자 2

명이 훈련 전과 후에 검사를 실시하여 측정오차를 최

소화하였으며 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 3

다.

분석방법5. 

본 연구를 위해 분석이 필요한 모든 작업과 통계는 

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SPSS ver. 21.0

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였. 

고 집단 간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검, t

정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검정을 실시하였고 머리 목 굽힘 기반 t , - 몸통 안 

정화 운동군과 몸통 안정화 운동군의 적용 전 후를 비 ·

교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검정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t . 

모든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로 설정하였다=.05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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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Ⅲ

운동 방법에 따른 대동작기능의 전 후 변화1. ·

운동 방법에 따른 대동작기능의 전 후의 변화는 다·

음과 같다 표 군과 군은 각각 실험 전 < 4>.  CCFTS TS

대동작기능평가에서 척도 평균은 와 B 89.97% 85.90%, 

척도 평균은 와 척도 평균은 C 81.82% 79.50%, D

와 척도 평균은 와 로 60.16% 65.88%, E 51.18% 54.17%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어 두 군 모두 동질한 것

으로 나타났다 군과 군의 대동작기능은 . CCFTS TS B

척도 척도 척도 척도 모든 척도에서 훈련 전과 , C , D , E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운동 방법에 따른 그(p<.05), 

룹 간 차이는 척도 척도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B , C , D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운동 방법에 따른 앉은 자세정렬의 전 후 2. ·

변화

운동 방법에 따른 앉은 자세정렬의 전 후의 변화는 ·

다음과 같다 표 군과 군은 각각 실험 < 5>. CCFTS TS

전 머리척추각도의 평균은 과 로 두 그룹 46.73° 50.59°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어 두 군 모두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머리척추각도를 평가한 결과 군은 훈련 전 CCFTS

에서 훈련 후 로 증가되어 유의하게 증가46.73° 51.77°

하였으며 군은 훈련 전 에서 훈련 후 (p=.000), TS 50.59°

로 증가 되었지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치료 52.11° . 

방법에 따른 그룹 간 차이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017).

논의. Ⅳ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의 운동장애는 근 긴장도의 

이상 근력 약화 균형과 협응 능력의 결손 경직 등의 , , , 

원인으로 복합적이며 이러한 신경(Papavasiliou, 2009), 

학적인 요소들이 뇌성마비 아동의 균형 조절을 어렵

게 하며 균형과 자세를 조절하기 위한 선행적인 몸통 , 

자세조절과 몸을 바르게 조절하는 안정성이 부족하게 

된다( 등Frank , 2013 특히 뇌성마비 아동에 있어서 ). , 

근육의 약화는 운동기능 저하 및 자세와 신체 기능 조

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Damiano & Abel, 1998). 

은 뇌성마비 아동의 경우 불안정한 몸통근Hong(2011)

육으로 인해 목 굽힘근의 약화와 함께 효율적인 움직

임이 미흡하게 되고 항 중력 방향으로 발달하는 머리 , 

가누기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되며 머리의 , 

안정성 부족뿐 아니라 머리를 지지하는 목 근육의 활

동에 제한을 일으켜 결국 머리 조절력을 부족하게 한

다고 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은 머리 목 굽힘 운동을 통해 목 근력 -

및 운동기능의 향상을 보고하였다 의 연구. Shin(2016)

에서 주 동안 뇌성마비 아동 명을 대상으로 목과 8 20

몸통안정화 운동을 적용하여 에 미치는 효과에 GMFM

대해 연구하였다 실험군은 일반적 물리치료 분과 . 30

목과 몸통안정화 운동을 분 실시하였고 대조군은 10 , 

일반적 물리치료를 분 적용한 결과 의 향상40 GMFM

이 있었고 목과 몸통의 안정화 운동이 부족했(p<.05), 

던 목과 몸통 근육의 활성화를 유도한 결과라고 하였

다. 

머리 목 굽힘 운동을 적용하여 목 근력의 향상을 보-

고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의 연구에서 연Ryu(2015)

령이 세 이상의 경직성 양하지 마비 아동 명을 대3 36

상으로 주간 코어운동과 목안정화 운동을 적용한 결6

과 목 근력의 향상이 있었고 의 연구(p<.05), Kim(2013)

에서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 명을 대상으로 머리 목 10 -

굽힘 운동과 몸통운동을 적용한 결과 목 근력의 향상

이 있었다 또한 등 의 연구에서 목통(p<.05). Lee (2011)

증을 가진 고교생 명을 대상으로 주간 머리 목 굽30 8 -

힘 운동을 적용한 결과 목 근력의 향상이 있었으며

등(p<.05), Chiu (2005 의 연구에서 만성 목통증 환자 )

명을 대상으로 주간 머리 목 굽힘 운동을 적용한 145 6 -

결과 목 근력의 향상이 있었다(p<.05). 

본 연구에서는 군의 의 척도 척도CCFTS GMFM B , C , 

척도 척도는 모두 유의하게 훈련전 보다 증가하였D , E

으며 와 그룹 간 비교에서는 척도 척도(p<.05), TS B , C , 

척도에서는 훈련 전 후 변화량에 유의한 차이가 있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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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척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E .

이러한 의 결과는 머리 목 굽힘 기반 몸통 안GMFM -

정화 운동이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의 부족했던 목 근

육의 근력 및 몸통 근육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안정성

이 향상되면서 움직임의 범위 증가와 함께 운동기능

의 증진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Bly(1994 의 연)

구에서 목과 몸통의 안정성 획득이 부족한 뇌성마비 

아동은 일상생활 동작에서의 운동기능이 정확한 움직

임으로 일어나기 어려우며 정상적인 발달 또한 어렵, 

게 만든다고 하였고 이에 뇌성마비 아동의 활동 수행, 

력을 유발하기 전에 몸통의 안정성을 먼저 확보해야 

되며 정상적인 자세 및 운동 양상을 증진시키는 것과 , 

함께 몸통 근육의 강화 운동을 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

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과 은 뇌성마비 아동. Song Yoon(2003)

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위해 머리의 조절과 몸통의 안

정성을 치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고, Hong(2011)

은 뇌성마비 아동이 모든 자세에서 정상적인 움직임

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좋지 않은 머리 조절력으로 인

해 자세 조절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

다. 

뇌성마비 아동은 주로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기 

때문에 앉은 자세에서 몸통을 바르게 유지하기 어렵

다 등 이 자세는 구부러진 몸통과 목(Brogren , 2001). 

의 과도한 펴짐이 나타나게 되어 머리 전방 자세를 만

들고 머리 전방 자세는 목 굽힘근과 같은 자세안정 , 

근육의 근 활성도에 비해 목빗근 위쪽 등세모근 등의 , 

근 활성도를 증가 시킨다 등(Hanten , 1991).

머리전방자세는 선 자세에서 수평 을 기준으로 귀

이주 어깨뼈봉우리 뒷면 사이의 수평거리가 이상 , 5㎝ 

된 자세를 의미한다 이는 목뼈의 앞굽음 즉 앞으로 . , 

향한 머리 윗목뼈 폄과 아래목뼈 굽힘이 일어나고, , 

둥근어깨 등뼈 뒤굽음과 같은 자세가 특징적으로 나, 

타난다 습관적인 머리전방자세는 구(Katherine, 2005). 

조적 자세변화로 인하여 목뼈부에 부착된 근육들의 

근육 길이 변화 및 근 기능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 . 

중 위목뼈의과다 폄으로 인하여 목뼈 전면 양측 깊은 

부위에 가늘고 길게 위치한 머리긴근과 목긴근은 쉽

게 약화되고 목빗근은 과하게 사용하게 되어 단축되, 

는 근육 불균형이 초래된다 등 머리전(Kapreli , 2009). 

방자세를 측정하는 척도로 머리척추각도

가 활용되고 있다(craniovertebral angle) (Chae, 2002). 

등 은 머리척추각이 도보다 작을수록 Plisky (2006) 50

목통증 두통 목의 관절가동범위의 감소가 나타난다, , 

고 보고하였고 이지민 등 은 머리전방자세가 증, (2014)

가할수록 머리 목굽힘 운동시에 목빗근의 수축력과 -

근수축의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

겨지며 이에 머리전방자세를 개선하는 운동프로그램, 

과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등Saavedra (2010 의 연구에서 뇌성마비 아동은 정)

상발달 과정을 거친 아동에 비해 앉은 자세에서 시상

면과 이마면에서 흔들림이 많아 머리의 안정성이 떨

어지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또한 뇌성마비 아동은 근, 

력 약화와 근육 불균형 증상이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선 자세와 앉은 자세의 균형 능력 감소는 일상생활을 

위해 치료 중재 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Ryu & Song, 

은 머리 목 굽힘 운동으로 인한 목 2016),  Hong(2011) -

굽힘근의 활성으로 아래턱 전방각도가 줄어들며 이로 

인하여 머리 전방 자세가 완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의 연구에서 연령이 세 이상의 경직Ryu(2015) 3

성 양하지 마비 아동 명을 대상으로 주간 코어운36 6

동과 목안정화 운동을 적용한 결과 머리 재위치 조절-

력의 향상이 있었고 등 의 연구에서 (p<.05),  Lee (2011)

목 통증을 가진 고교생 명을 대상으로 주간 머리30 8 -

목 굽힘 운동을 적용한 결과 머리 기울기 각도는 실험 

전 에서 실험 후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54.72° 52.18°

며 목 굽힘 각도는 실험 전 에서 실험 후 (p<.05), 36.84°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등27.33° (p<.05). Chung 

(2012 의 연구에서 주 이상의 만성 목 통증을 가진 ) 12

환자 명을 대상으로 주간의 머리 목 굽힘 운동을 35 8 -

적용한 결과 목뼈의 각도는 실험 전 에서 실험 16.88°

후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17.47° (p<.05).

본 연구에서는 군의 머리척추각도는 CCFTS 46.73°

에서 훈련 후 로 유의하게 증가 하였으며51.77°

군의 머리척추각도는 에서 훈련 후 (p<.05), TS 50.59°

로 증가 되었지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5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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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간 비교에서는 머리척추각도 검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이러한 머리척추각도의 결과는 머리 목 굽힘 기반 -

몸통 안정화 운동이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들에게 머

리 목 안정화 근육인 목 굽힘 근육의 강화와 함께 몸-

통 근육의 강화를 가중시켜 뇌성마비 아동의 특징적

인 몸통이 구부러진 앉은 자세를 펴진 앉은 자세로 바

꾸어 주었다고 생각이 되며 머리 안정화와 머리 조절, 

력이 증가하여 머리척추각도가 좋아졌다고 생각된다. 

는 신체를 중립자세로 잘 유지하기 위한 안Lee(2015)

정성은 신체의 근육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 

근육들은 깊은 운동근과 얕은 운동근 사이에서 근육

의 작용시기 상호 공동수축 등과 같은 운동 조절이 ,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고 등, Falla (2006)

은 목 통증 환자들에게 목 굽힘근을 강화하는 것은 목

의 올바른 정렬이 증가되며 등 은 목 통증 , Iqbal (2013)

환자에게 목 굽힘 운동을 실시한 결과 목 기능이 좋아

졌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보고는 본 연구의 결. 

과를 지지한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자 선정에 있어 선정 조건

을 충족하는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의 수가 많지 않아 

모든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의 전체로 일반화하여 해

석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연구 대상자의 실험 , 

중재를 제외한 연구 결과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여러 

치료적 중재들을 통제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 

구는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26

진행하였는데 보다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는 대상자 수를 증가시키고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통

해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머. 

리 목 굽힘 체간 안정화 운동을 실시하여 경직성 뇌성-

마비 아동의 신체기능 위주로 연구하였는데 추후 연, 

구에서는 신체기능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후속 연구의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Ⅴ

본 연구는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에게 머리 목 굽힘 -

기반 몸통 안정화 운동이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의 대

동작기능과  앉은 자세정렬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

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머리 목 굽힘 기반 . -

몸통 안정화 운동군과  몸통 안정화 운동군은 일반적 

물리치료를 공통적으로 실시하였고 머리 목 굽힘 기, -

반몸통 안정화 운동군은 머리 목 굽힘 기반 몸통 안정-

화 운동을 실시하고 몸통 안정화 운동군은 몸통 안,  

정화 운동을 실시하였다 훈련 전 후 대동작기능과  . ·

앉은 자세정렬을 비교 분석한 결과 머리 목 굽힘 기, -

반 몸통 안정화 훈련은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의 대동

작기능 향상 과 앉은 자세정렬의 향상 으(p<.05) (p<.05)

로 머리 목 굽힘 기반 몸통 안정화 훈련이 대동작기능-

과 앉은 자세정렬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에서 머리 목 굽힘 기반 -

몸통 안정화 운동이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의 운동기

능 발달과 앉은 자세정렬의 증진을 위한 치료에 있어 

효과적인 중재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며 임상, 

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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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1. 

표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tudied

CCFTS group (n=13) TS group (n=13) t/x2

Gender (Male/Female) 10/3 9/4 -0.426

Age (yrs) 6.69±2.32a 6.38±1.90  0.370

Height (cm) 110.50±18.70 109.57±10.21  0.157

Weight (kg) 23.55±12.21 20.14±5.12  0.935

Affected side (Both/Left/Right) 6/3/4 6/2/5 -0.212

GMFCS (level) (1/2/3) 6/3/4 7/4/2  0.704

aMean±SD, CCFTS group=Cranio-Cervical Flexion based Trunk Stabilization group, TS group=Trunk Stabilization 

group, GMFCS=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표 2. Cranio-Cervical flexion based trunk stabilization exercise

Set Programme (20 minutes) Set Programme (20 minutes)

1set

Chin tuck 

(3 minutes)

20-seconds break

2set

Modified chin tuck 

(3 minutes)

20-seconds break

3set

Cranio-cervical 

flexion exercise  

(3 minutes)

20-seconds break

4set

Abdominal drawing 

in exercise  

(3 minutes)

20-seconds break

5set

Bridge exercise  

(3 minutes)

20-seconds break

6set

Sit up exercise  

(3 minutes)

20-seconds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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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Trunk stabilization exercise

Set Programme (20 minutes) Set Programme (20 minutes)

1set

Abdominal drawing 

in exercise  

(3 minutes)

20-seconds break

2set

Bridge exercise  

(3 minutes)

20-seconds break

3set

Sit up exercise  

(3 minutes)

20-seconds break

4set

Abdominal drawing 

in exercise  

(3 minutes)

20-seconds break

5set

Bridge exercise  

(3 minutes)

20-seconds break

6set

Sit up exercise 

(3 minutes)

20-seconds break

표 4. Variation before and after GMFM according to experimental method

CCFTS group (n=13) TS group (n=13) t

GMFM-B 

(%)

Pre   89.87±14.17a   85.90±18.52 0.614

Post   96.02±7.62   87.23±18.17

Difference before and after    6.15±7.56    1.33±2.06 2.218*

t     -2.935*     -2.337*

GMFM-C 

(%)

Pre   81.82±16.67   79.50±23.32 0.292

Post   89.38±13.28   82.78±24.09

Difference before and after    7.55±5.40    3.29±2.67 2.554*

t    -5.044***    -4.437**

GMFM-D 

(%)

Pre   60.16±32.83   65.88±30.40 -0.461

Post   75.15±27.51   70.22±31.98

Difference before and after   14.99±11.07    4.34±4.24 3.240**

t    -4.882***    -3.692**

GMFM-E 

(%)

Pre   51.18±34.97   54.17±29.97 -0.234

Post   57.16±35.28   57.80±31.84

Difference before and after    5.98±3.65    3.63±3.52 1.670

t    -5.910***    -3.722**

*p<.05, **p<.01, ***p<.001, aMean±SD, CCFTS group=Cranio-Cervical Flexion based Trunk Stabilization group, TS 

group=Trunk Stabilization group, GMFM=Gross Motor Function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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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Variation before and after posture alignment according to experimental method

CCFTS group (n=13) TS group (n=13) t

Cranio-verebral 

angle (°)

Pre   46.73±4.91a   50.59±5.43 -1.897

Post   51.77±5.10   52.11±7.50

Difference before and after    5.04±2.91    1.52±4.02 2.559*

t     -6.248***     -1.362

a*p<.05, **p<.01, ***p<.001, Mean±SD, CCFTS group=Cranio-Cervical Flexion based Trunk Stabilization group, TS 

group=Trunk Stabilizatio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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