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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체간 안정화 기기를 이용한 체간 근력 영향 분석
Analysis for the Effect of Trunk  Muscular Strength using 3D Tr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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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요통은 근·골격계통의 질환에서 가장 많이 차지

하는 증상 중 하나로써, 척추뼈, 추간판, 관절, 근육, 
인대, 신경, 혈관 등의 기능이상 및 상호조정이 

잘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허리 부위의 통증을 총칭

으로 2번째 갈비뼈와 아래쪽의 둔부 주름 사이의 

국부적인 통증으로 정의되며, 다리 통증을 동반하

기도 한다1,2. 요통의 치료로는 침상안전, 전기치료, 
표층열 치료, 견인요법과 같은 보존적 요법과 운동

치료가 사용되었으며, Williams의 굴곡운동과 

Macenzie의 신전운동이 대표적인 운동요법으로 

알려져 있다3. 1980년 이후에는 척추 불안정성이 

요통의 근본적인 요인으로 생각하여 동적인 척추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척추 안정화 운동이 새로운 

운동요법으로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요통환자의 

치료에 필수적인 접근방법으로 알려져 있다4.
이로 인해 척추안정화 운동을 시킬 수 있는 허리 

고정 방식의 3차원 척추 운동장비들이 개발되었으

며, 기기를 이용한 요통 감소와 허리근력 향상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동규 등은 

요추추간판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8주간의 메덱스 

요부신전기기(Medx, USA)를 이용한 요부강화운

동과 요천부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Sling운동이 체

간근육의 근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5. 또

한, Christoph Anders 등은 Centaur를 이용하여 

남녀 성별 차이에 따른 수평·수직 방향의 인체 기울

임 시 근육의 활성도를 측정 비교하였다6. 하지만 

대부분의 척추 안정화 기기는 모터의 구동에 의해 

사용자가 훈련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어서 능동/수

동 방식의 운동이 가능한 운동 장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능동/수동 움직임이 가능한 척추

안정화 운동기기를 이용하여 능동/수동 움직임에 

따른 기울임 운동이 체간 근력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척추안정화기기

(SpaceBalance 3D, CyberMedic Co., Korea)를 이용

한 훈련이 체간 근력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20대 성인 남성 20명을 대상으로 4주간의 

기울임 훈련을 진행하였다. 기울임 훈련은 전·후, 
좌·우 방향으로 30°기울임을 10초간 유지하는 동작

으로 진행하였으며, 한 방향 당 10번씩 총 3set로 

구성되었다. 또한 기기의 구동방식에 의한 체간 

안정화 효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기의 움직

임에 의한 수동기울임 그룹과 피험자의 움직임에 

의한 능동기울임 그룹을 나누어 진행하였다.

Fig. 1 SpaceBalance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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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Fig. 2은 4주간의 능동/수동 기울임에 따른 훈련 

전, 2주 후, 4주 후의 허리 관절의 총 일량을 나타낸 

것이다. Fig. 2의 (a)는 체간의 신전에 대한 총 일량

으로, 능동 기울임 운동 시 운동 후 총 일량이 약 

21% 증가되었으나, 수동 기울임 운동 시에는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체간의 신전근육의 활동

은 척추기립근의 활동을 의미하며 위와 같은 결과

는 능동 운동이 척추를 지지하는 척추기립근의 

근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Fig, 2의 (b)는 체간의 굴곡에 대한 총 일량을 

의미하며, 능동 기울임 운동 후 총 일량이 약 19% 
증가되었고 수동 기울임 운동 시에는 약 17%증가

되었다. 체간의 굴곡은 몸을 굽히는 행동으로써, 
굽힘 근인 복직근 등에 대한 근육활성을 말하며 

그 결과 능동운동과 수동운동에서 복부 근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a) Extension Peak Torque

(b) Flexion Peak Torque
Fig. 2 Training before and after the change in lumbar 

joint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척추 안정화기기를 이용한 

능동/수동 기울임 훈련이 체간 근력에 미치는 효과

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능동 움직임에서는 

신전과 굴곡의 결과에서 요추의 총 일량이 증가됨

을 보였으며, 수동 움직임에서는 굴곡 시에만 총 

일량이 증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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