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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정상 성인에게 있어 수정된 벽 스쿼트 운동과 천장관절가동술이 정상성인의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실시하였다. 34명의 대상자를 선발하여 실험군 17명(여자 10명, 남자 7명) 또는 대조군 17명

(여자 10명, 남자 7명)으로 무작위 배치하였으며, 실험군은 6주간 주 3회, 회당 3세트의 수정된 벽 스쿼트 운동과 

천장관절가동술을 받았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전과 실험 후 그룹 내 균형을 비교한 결과 실험군은 체중분포지

수와 우측 발 뒷부분과 발 앞부분(힘 판 CD), 좌, 우 발 뒷부분(힘 판 AC)과 좌측 발 뒷부분과 우측 발 앞부분(힘 

판 AD)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고, 대조군은 전체 항목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본 연구에서 수정된 벽 

스쿼트 운동과 천장관절가동술이 정상성인의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천장관절, 가동술, 벽 스쿼트, 균형, Tetrax 균형검사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odified wall squat exercise after 

sacro-iliac joint mobilization on balance in normal adults. The total number of subjects was 34, and 

17 were randomly placed in the experimental group(EG) and 15 in the control group (CG). The 

subjects in the EG have conducted the 3 sets of modified wall squat exercise after sacro-iliac joint 

mobilization per day, 3 times a week for 6 weeks and CG did not conducted the intervention. 

Comparing the EG’s balance pre-test and post-test this study, there was a statistical significance 

in WDI, CD, AC and AD.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modified wall squat exercise after 

sacro-iliac joint mobilization affects balance in normal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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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현대인들은 학교와 직장 등 다양한 사회적 활

동들을 하고 있으나 운동능력과 균형능력이 점차적으

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1]. 그 중 균형능력은 하지

근력을 기본으로 체간의 중력 중심을 유지하는 개인의 

능력이다[2,3]. 균형은 크게 정적, 동적 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4]. 균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심부근육과 

표재근의 상호작용이 필요하고 특히 심부근육 또는 국

소안정근인 복횡근과 다열근 등이 척추안정에 기여하

여야 한다[5]. 스쿼트 운동은 대표적인 닫힌 사슬 운동

으로서 고관절과 슬관절, 족관절을 유기적으로 상호작

용하는 운동이다[6], 어디서나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운

동선수의 상해 후 재활 프로그램으로 많이 활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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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7]. 수정된 월스쿼트 운동은 체중을 벽에 지지한 

채로 스쿼트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쿼트 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허리 및 무릎의 상해를 피할 수 있어 

안전한 닫힌 사슬 운동이다[8].

골반은 체중과 지면반발력이 만나는 곳으로서 위, 아

래 체중 및 자세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상호작용이 이루

어지는 신체의 중요한 부위이다[9]. 골반에 변형이 오게 

되면, 골반의 변위로 인하여 하체의 균형이 무너질 뿐

만 아니라 천장관절의 기능장애까지 발생된다고 보고

되고 있고[10], 천장관절은 관절가동성이 거의 없고 운

동성이 극히 제한된 관절이다[11,12]. Jordan[13]은 교

정기법에 의해 천장관절의 통증과 기능장애가 치료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

보면 Paris[14]는 두 가지 목적으로 관절가동술이 응용

될 수 있다 하였는데, 하나는 기계적 효과(Mechanical 

effects)로서 단축된 조직을 신장시키거나 유연하게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신경생리학적 효과로서 통증과 근 

방어(Muscle guarding)를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Shearar 등[15]은 천장관절 관절가동술의 효과는 통증

감소 및 가동성 증가이며, 특히 근육수행력과 보행능력

을 개선시킨다고 하였다. 

균형과 관련된 연구로는 핵심 안정성, 이중 작업 및 

감각 전략 프로그램이 균형에 미치는 연구[16], 뒤로 걷

기 훈련이 균형 능력에 미치는 연구[17], 고유수용성신

경근촉진법이 만성 뇌졸증 환자의 균형에 미치는 연구

[18], 수중운동이 균형에 미치는 연구[19] 등이 있었다. 

하지만 천장관절가동술 후 수정된 벽타기운동이 균형

에 미치는 연구는 없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천장관절가

동술 이후 벽면에 체중을 지지한 채로 수정된 벽 스쿼

트 운동에서 슬관절이 90도가 될 때까지 굽힘 되는 딥 

스쿼트운동을 실시하여 천장관절 본연의 움직임을 극

대화 시켰다. 관절의 움직임에 역학적 최적화에 도움이 

되는 천장관절가동술과 관절의 안정성 증진에 효과적

인 딥 스쿼트 운동을 병행한다면 균형능력 향상에 긍정

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상 성인에게 있어 수정된 벽 스쿼트 운동과 천장관절

가동술이 정상성인의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연구는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약 6주간에 걸

쳐 충남 K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34명을 선

발하여 무작위 확률배정을 통해 실험군인 성인 남자 7

명, 성인 여자 10명과 대조군인 성인 남자 7명, 성인 여

자 10명으로 배치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근육, 골격 그리

고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였다. 또한 대

상자는 본 연구에 의도와 실험 전반에 관한 내용을 이해

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한 후 실험에 참가하였다. 

2.2 중재방법 

실험군은 수정된 벽 스쿼트 운동을 15회를 1세트로, 

1일 3세트, 주 3회, 6주간 실시하였고, 수정된 벽 스쿼

트 운동 전 5-6회의 천장관절가동술을 받았으며, 대조

군은 천장관절가동술과 수정된 벽 스쿼트 운동 등 어떠

한 중재도 받지 않았다.

2.2.1 천장관절가동술(Sacro-iliac joint mobilization)

본 연구에서 실험군에 적용한 천장관절가동술은 

Fig. 1과 같이 한손은 천골의 상부를 하방으로 누르고, 

다른 한 손은 장골의 전상장골극 아래부위를 밑에서 위

로 들어올린다. 이를 통해 천장관절의 견인효과로 가동

성을 확보한다[20]. 

Fig. 1. Sacroiliac joint mobilization

2.2.2 수정된 벽 스쿼트 운동(Modified wall squat exercise)

본 연구에서 실시한 수정된 벽 스쿼트 운동은 Gong 

등[8]이 제시한 운동방법으로서, Fig. 2와 같이 골반의 

중립을 유지하고 대상자가 운동을 할 때 보조자를 두어 

운동 시간과 휴식 시간의 객관성을 유지하였다.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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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정된 벽 스쿼트 운동을 실시하기 전 전문가로부터 

골반의 중립자세를 숙지하였으며, 이는 운동 시 적용되

었다. 수정된 벽 스쿼트 동작 전 벽에 등과 뒤통수를 닿

게 하고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린 다음, 벽에서부터 

자신의 발 크기만큼 거리를 두고, 복횡근을 수축해 골

반의 중립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스쿼트 동작 시 무릎

을 90도 굽힘 상태로 5초간 정지한 후, 무릎을 10도 굽

힘 상태로 5초간 정지하였다. 이 동작을 1회로 하여, 

15회를 1세트로 정하고 세트 간 30초를 휴식기간으로 

갖고 1일 3세트를 주 3회 6주간 실시하였다.

Fig. 2. Modified wall squat exercise 

2.3 측정방법 

천장관절가동술 시행 후 수정된 벽 스쿼트 운동 전. 

후의 균형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Fig. 3과 같이 균형측

정기(Tetrax, Beam Med Ltd, Israel)를 이용하였다. 

균형지수(Stability score, SS)는 각각의 힘 판에 가해

지는 무게 변화를 측정하여 무게 중심의 안정성을 나타

내는 값이고, 체중분포지수(Weight distribution 

index, WDI)는 체중의 백분위를 나타낸 것으로, 둘 다 

값이 클수록 균형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동시성 지

수(Synchronization index, SI)는 6개의 힘 판 중 2개

의 힘 판을 비교분석한 것으로, 각 발의 좌측 발 뒷부분

과 발 앞부분(힘 판 AB), 우측 발 뒷부분과 발 앞부분

(힘 판 CD), 좌측 발 뒷부분과 우측 발 앞부분(힘 판 

AD), 좌측 발 앞부분과 우측 발 뒷부분(힘 판 BC)에는 

음의 동시성이 나타나며, 좌, 우 발 앞부분(힘 판 BD) 

또는 좌, 우 발 뒷부분(힘 판 AC)에는 양의 동시성이 나

타난다. 값의 분포는 −1,000에서 1,000으로, 절대 값 

700이 정상으로 그 보다 낮은 값은 균형능력이 떨어진

다는 것이다[21].

Fig. 3. TETRAX

2.4 자료분석

SPSS 18.0 KO (SPSS, Chicago, IL, USA) 통계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하였으며, 산출된 값은 평

균 및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대응표본 t-검정을 이용

하여 실험 전과 후의 유의성 검정을 하였고,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여, 두 그룹 간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정을 하였다. 유의수준 α는 0.05로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실험군의 연령은 23.27±1.66(mean±SD)

세, 신장은 168.71±9.64㎝, 체중은 69.98±12.74㎏이었으며, 

대조군의 연령은 22.56±1.33세, 신장은 169.47±10.69㎝, 체

중은 67.02±16.07㎏이었다. Table 1과 같이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어서(p>0.05), 두 그룹 간의 동질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전과 실험 후 그룹 내 

균형 비교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전과 실험 후 그룹 내 균형

을 비교한 결과 Table 2와 같이 실험군은 WDI, CD, 

AC and AD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고(p<0.05), 대

조군은 전체 항목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p>0.05).

3.3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전, 실험 후 그룹 간 균형비교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전, 실험 후, 실험 전후 차이 

값을 비교한 결과 Table 3과 같이 실험 전에서는 전체 

항목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고(p>0.05), 실험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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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AD 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고, 실험 전후 차

이 값에서는 AC, AD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p<0.05).

4. 고찰

본 연구는 정상 성인에게 수정된 벽 스쿼트 운동과 

천장관절가동술을 적용하였을 때 균형에 효과가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Kapandji[9]는 골반은 보행 및 

운동의 중요 구성요소이고 하지는 크게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로 구성되어 있으며[22], 그 중 어느 한 관절의 

손상은 하지관절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로 비정상적인 

통증과 보행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골반은 신체의 중요

한 일부이다[23]. 골반에 관여하고 있는 관절 중에서도 

천장관절은 기능 장애가 가장 많다고 보고되고 있고

[10], Paris[14]는 교정기법은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적용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하나는 통증과 근 방어를 

감소시키는 신경생리학적 효과이며, 다른 하나는 구축

된 조직을 신장시키거나 파열시키는 등의 기계적

(mechanical)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다. 그러므로 관절가동술은 정상 성인에 있어 천장관절

의 능동 운동 가동성에 증가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

이 입증되었다. 천장관절에 가동성을 더해 줄 능동 운

동 중 스쿼트에 대해 Cléement[24]은 스쿼트는 일상

생활에서 과제 해결을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일상

생활 동작 중 하나이며, 고관절과 슬관절, 발목관절이 

이용되는 복합 관절 운동이자 대표적인 닫힌 사슬 운동

이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입증하고자 한 수정된 벽 스쿼트 운동

과 천장관절가동술이 균형향상에 관한 직접적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균형 향상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면 Gong 등[20]는 90명의 대상자 중 무작위로 

선정된 30명의 천장관절 가동군에서 총 궤적거리

(whole path length, WPL)와 측정 시기에 따른 구형

면적(rectangle area-RA)이 대조군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천장관절가동술을 통해 균형

수행능력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고, Son[25]

은 대상자 26명 중 무작위로 선정된 관절가동술 집단 

9명, 관절가동술과 기능성 운동집단 9명에게 천장관절

가동술을 적용하여 골반의 좌·우 경사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며, 정적균형능력에서도 유의

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Cho[26]는 30명의 대

상자를 실험군 15명과 대조군 15명으로 분류하여 실험

군에게 교각운동(bridge exercise)과 벽 스쿼트운동을 

주 3회 하루 30분간 총 6주간 적용한 결과, 복횡근과 

내복사근의 두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Gong 등[8]은 정상성인을 대상으로 불안정한 지지면

에서 복부 드로잉-인을 동반한 수정된 월 스쿼트 운동

을 주 3회 하루 30분간 총 6주간 적용한 결과, 실험군

에서 좌, 우측 하지의 보행변수 차이가 현저하게 감소

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천장관절가동술 시행 후 수정된 벽 스

쿼트 운동이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실험

군과 대조군의 실험 전과 실험 후 그룹 내 균형을 비교

한 결과 실험군은 체중분포지수(Weight distribution 

index, WDI)와 우측 후족부와 전족부(CD), 후족부간

(AC)과 좌측 후족부와 우측 전족부(AD)에서 통계적 유

의성이 있었고(p<0.05), 대조군은 전체 항목에서 통계

적 유의성이 없었다(p>0.05). 또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전, 실험 후, 실험 전후 차이 값을 비교한 결과 실

험 전에서는 전체 항목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고

(p>0.05), 실험 후에서는 좌측 후족부와 우측 전족부

(AD) 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고, 실험 전후 차이 

값에서는 후족부간(AC)과 좌측 후족부와 우측 전족부

(AD)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p<0.05). 이러한 결

과는 천장관절의 가동성증가와 수정된 벽 스쿼트 운동

의 효과가 결합된 결과로 추정한다.

본 연구를 통해 6주간의 수정된 벽 스쿼트 운동과 

천장관절가동술이 균형능력을 향상시킴을 확인 함으로

서, 천장관절가동술과 딥 스쿼트 운동을 단일로 시행했

을 때 보다 균형능력 향상에 더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앞으로 임상에서 균형능력을 향상시키고자하는 대상자

들에게 효율적인 중재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정상 성인에게 있어 수정된 벽 스쿼트 운

동과 천장관절가동술이 정상성인의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실시하였다. 34명의 대상자를 선발

하여 실험군 17명(여자 10명, 남자 7명) 또는 대조군 

17명(여자 10명, 남자 7명)으로 무작위 배치하였으며, 

실험군은 6주간 주 3회, 회당 3세트의 수정된 벽 스쿼

트 운동과 천장관절가동술을 받았다. 균형은 균형측정

기(Tetrax)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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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전과 실험 후 그룹 내 균형

을 비교한 결과 실험군은 체중분포지수와 우측 후

족부와 전족부(CD), 후족부간(AC)과 좌측 후족부

와 우측 전족부(AD)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고, 

대조군은 전체 항목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전, 실험 후, 실험 전후 차

이 값을 비교한 결과 실험 전에서는 전체 항목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고, 실험 후에서는 좌측 후족

부와 우측 전족부(AD) 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이 있

었고, 실험 전후 차이 값에서는 후족부간(AC)과 좌

측 후족부와 우측 전족부(AD)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수정된 벽 스쿼트 운동과 천장관절가

동술이 정상성인의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였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균형능력에 대한 다방면적인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Group Age Height(cm) Weight(kg) Sex

Experimental group (n=17) 23.27±1.66 168.71±9.64 69.98±12.74 M=7, F=10

Control group (n=17) 22.56±1.33 169.47±10.69 67.02±16.07 M=7, F=10

*p<0.05, M=male, F=female

Category Group (n=34) Pre-test Post-test t-value p

SS
Experimental G (n=17) 14.17±4.36 11.00±2.87 2.05 .057

Control G (n=17) 13.58±3.10 13.17±5.11 0.24 .89

WDI
Experimental G 5.00±2.42 3.52±1.17 2.67 .01*

Control G 5.52±2.03 4.88±2.59 1.05 .30

AB
Experimental G 712.64±189.51 783.05±121.68 -1.25 .22

Control G 669.76±177.92 696.88±215.15 -0.44 .66

CD
Experimental G 577.76±210.89 708.58±148.04 -2.83 .01*

Control G 611.82±174.56 703.29±193.07 -1.40 .18

AC
Experimental G 487.58±152.29 618.00±145.79 -2.71 .01*

Control G 573.29±154.38 570.47±191.86 0.07 .94

BD
Experimental G 505.35±263.93 595.11±188.37 -1.83 .08

Control G 595.29±178.42 638.17±220.65 -0.53 .60

AD
Experimental 526.17±198.76 697.94±102.81 -3.38 .00*

Control G 537.94±164.57 541.00±157.92 -0.10 .91

BC
Experimental 585.47±216.84 683.70±163.31 -1.16 .12

Control G 598.52±209.53 567.11±182.52 0.70 .49

Table 2. Comparison of SS, WDI, AB, CD, AC, BD, AD and BC between Pre- and  post-test in each group 

(mean±SD) (unit: SS-score, WDI, AB, CD, AC, BD, AD and BC-index)

*p<0.05, SS: stability score, WDI: weight distribu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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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Experimental G Control G t-value p

Pre-test

SS 14.17±4.36 13.58±3.10 0.45 .65

WDI 5.00±2.42 5.52±2.03 -0.69 .49

AB 712.64±189.51 669.76±177.92 .68 .50

CD 577.76±210.89 611.82±174.56 -0.51 .61

AC 487.58±152.29 573.29±154.38 -1.62 .11

BD 505.35±263.93 595.29±178.42 -1.16 .25

AD 526.17±198.76 537.94±164.57 -0.18 .85

BC 585.47±216.84 598.52±209.53 -0.17 .85

Post-test

SS 11.00±2.87 13.17±5.11 -1.53 .13

WDI 3.52±1.17 4.88±2.59 -1.95 .05

AB 783.05±121.68 696.88±215.15 1.43 .16

CD 708.58±148.04 703.29±193.07 0.09 .92

AC 618.00±145.79 570.47±191.86 0.81 .42

BD 595.11±188.37 638.17±220.65 -0.61 .54

AD 697.94±102.81 541.00±157.92 3.43 .00*

BC 683.70±163.31 567.11±182.52 1.96 .05

Change between pre- 
and post-test

SS 3017±6.38 0.41±6.89 1.21 .23

WDI 1.47±2.26 0.64±2.52 1.00 .32

AB 70.41±230.84 27.11±251.67 .52 .60

CD 130.82±190.50 91.47±268.79 .49 .62

AC 130.41±197.76 -2.82±156.75 2.17 .03*

BD 89.76±202.02 42.88±331.13 .49 .62

AD 171.76±209.10 3.05±118.62 2.89 .00*

BC 98.23±251.16 -31.41±184.04 1.17 .09

Table 3. Comparison of SS, WDI, AB, CD, AC, BD, AD and BC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mean±SD) (unit: SS-score, WDI, AB, CD, AC, BD, AD and BC-index)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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