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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abdominal-compression belt in one leg standing on balance 
in normal adult. Background: With the effects of increased intra-abdominal pressure, the abdominal-compression belt is 
contributing to a static balance control. However, specific study is still insufficient. Method: Forty subjects were randomly 
allocated to two groups: control(n=20) and experimental group(n=20), respectively. The experimental group used an 
abdominal-compression belt, whereas the control group did not that. All subjects were educated using pressure biofeedback 
unit and ultrasound imaging for exact application by abdominal-compression belt. Main outcome measurement was used a 
general stability index, fourier harmony index, weight distribution index, and fall index in tetrax balance system. Results: 
Experimental group improved significantly on general stability, only 2 factors(eyes closed with head turned forward and 
eyes closed with head turned backward) among fourier harmony index, and fall index, However, weight distribution index 
did not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application of abdominal-compression belt 
could be effective on improving balance ability in one leg standing of normal adults. Application: The results of the 
abdominal-compression belt might help to control balance i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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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균형은 기저면(base of support) 위에서 중력중심(center 

of gravity)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산업체 근로자의 현장 및 

기능적인 일상생활동작 수행 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Kisner and Colby, 2007; Oude Hengel et al., 2010). 균

형능력은 시각, 고유수용성감각 및 전정감각이 통합된 감각

조직화(sensory organization)과정으로 안정성과 운동성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신경근골격계의 감각입력, 운동감각통합 

및 운동실행의 과정을 통하여 체간 심부근육의 안정화 능력

을 필요로 하게 된다(Kisner and Colby, 2007). 

안정화 운동은 복부 심부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으로, 척

추 및 관련 조직에 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신경근골격계의 

운동실행력을 증가시킨다(Akuthota and Nadler, 2004). 

Hodges(2003)는 체간 심부근육인 복횡근 및 다열근에 압

박을 가하는 하복부의 동시수축이 체간 안정성을 증가시킨다

고 하였고, 선택적인 하복부 복횡근 수축은 복부내압(intra-

abdominal pressure)과 요천추 근막(thoracolumbar fascia)

의 긴장감을 증가시켜 척추부하(spinal load)를 감소시킨

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택적인 하복부 수축력 증가는 안

정화 운동 훈련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다

(Akuthota and Nadler, 2004). 

하복부 수축은 척추 불안정(lumbar instability)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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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 불안정성(postural instability)을 해결함으로써 균형조

절에 도움을 준다(Akuthota and Nadler, 2004). Cynn 등

(2006)은 압력 피드백(pressure biofeedback unit; PBU) 

장비를 이용한 안정화 운동이 균형조절에 필요한 고관절 외

전근 수행 시에 골반조절에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고, Lee 

(2010)는 안정화 훈련이 정상인의 한발 서기 균형능력 향

상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고, Willson 등(2005)은 척추 안정

화 운동이 보행에 필요한 하지(lower extremity)의 기능 

향상과 비례한다고 하였고, Kim 등(2003)은 슬링을 이용한 

안정화 훈련이 균형능력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압박벨트는 하복부와 요천추 후면을 비탄력성 밴드로 감

싸듯이 고정시키는 것으로써, 하복부 내압, 요천추 근막의 

긴장감 및 천장관절(sacroiliac joint)의 안정성을 강화시켜 

척추 안정화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Pel et al., 2008). 특

히, 천장관절은 균형능력에 필요한 하지근육과 복부근육들

이 부착되는 곳으로(Pel et al., 2008), 힘 잠김 기전(force 

closure mechanism)을 통하여 하복부와 골반을 동시에 안

정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Damen et al., 2001). Damen 

등(2001)은 정상적인 여성을 대상으로 압박벨트를 적용한 

결과 천장관절의 느슨함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하였고, Mens 

등(2006)은 임신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골반압박벨트를 적

용하여 운동기능이 향상된 이유로 복부압력의 증가를 보고

하였다. 또한, 복부압박벨트는 일상생활동작 중에도 지속적

으로 척추 안정화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복부압박벨트의 간편성과 기능성에도 불구하고 직접

적인 균형능력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한정적이다. 

균형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장비로 균형 측정기

는 근골격계 질환자의 균형능력 측정에 용이하며, 체중 분포

도, 낙상 지수, 전정기관 및 균형조절에 필요한 중추신경계 

요인까지 측정이 가능하다(Kim et al., 2009). 이러한 장점

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는 정적인 상태에서 낙상 지수

를 평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

활동작 중에 지속적으로 안정화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복부

압박벨트를 착용하여 한발 서기 자세에서 균형 측정기를 이

용하여 구체적인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

였다. 

2. Method 

2.1 Subjects 

본 연구는 건강한 정상 성인 40명(실험군 20명, 대조군 

20명)을 대전소재 대학에서 편의적으로 추출하였다. 연구에 

참가하기 전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실험방법에 대하여 충

분히 설명한 후 실험동의서를 얻었다. 연구대상자 선정조건

은 양하지 체중분배에 영향을 주는 신체적 결함이 없고, 최

근 6개월간 요통을 경험하지 않았고, 균형유지를 위해 시각, 

청각 및 고유수용성감각에 결손이 없는 건강한 성인으로 하

였다. 그리고 시각 장애가 있는 자, 전정기관 장애나 신경학

적 장애로 진단받은 자, 근골격계 장애가 있는 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자, 실험 24시간 내에 알코올을 섭취한 자, 최

근 1개월 내 낙상 경험이 있는 자, 한발 서기 자세를 1분 이

상 유지할 수 없는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Table 1). 

2.2 Equipment used 

균형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균형 측정기(Tetrax balance 

system, Sunlight Inc., Israel)를 사용하였다. 균형 측정기

는 4개로 구성된 발판에 대상자의 양쪽 발뒤꿈치와 발전면

부를 각각 위치시키고 측정하는 장비로, 본 연구에서는 가로 

30cm, 세로 30cm 및 높이 3.5cm 크기로 발판 4개의 중앙 

부위에 제작한 목판이 정확히 위치할 수 있도록 4개의 미끄

럼 방지 패드를 각각 부착시켜 제작하였다(Figure 1). 미끄

럼 방지 패드는 균형 측정기 발판 규격에 맞춰 한발 서기 자

세에서 체중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부착시켰고, 목판 정중앙 

부위에 한발을 위치시킬 수 있도록 펜으로 표시하였다. 균형 

측정은 외부 자극이 없는 조용한 방에서 시행되었으며, 대상

자는 맨발로 우측 발을 펜으로 표시한 발판 정중앙에 위치시

키고, 편안하게 선 자세에서 균형이 고르게 분포하는지 확인 

후 측정을 시작하였다. 

균형 측정기는 눈 뜨고 머리 정위하여 서기(Normal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N=40) 

Characteristics Experimental Control t p 

Age(yrs)  23.70±4.12  23.00±1.84 .694 .492

Weight(kg)   63.92±12.99   61.66±12.10 .568 .573

Height(cm) 168.35±6.52 166.85±9.80 .570 .572

Figure 1. Foot plate for one leg standing 

Left: Above of foot plate   Right: Below of foot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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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with eyes open, solid surface; NO), 눈 감고 머

리 정위하여 서기(Normal position with eyes closed; NC), 

쿠션 위에 올라가 눈 뜨고 머리 정위하여 서기(Eyes open 

with on pillows; PO), 쿠션 위에 올라가 눈 감고 머리 정위

하여 서기(Eyes closed with on pillow; PC), 눈감고 머리 

오른쪽으로 돌리기(Eyes closed with head turned right; 

HR), 눈감고 머리 왼쪽으로 돌리기(Eyes closed with head 

turned left; HL), 눈감고 머리 위로 들기(Eyes closed with 

head turned forward; HF) 및 눈감고 머리 오른쪽으로 돌

리기(Eyes closed with head turned backward; HB)로 구

성된 총 8개 자세에서 시행되었으며, 각 자세에서의 검사시

간은 약 40초 소요되었다. 8개 자세에서 측정된 균형능력은 

안정성 지수, 퓨리에 지수, 체중분포 지수 및 낙상 지수 4가

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2.1 General stability index; GST 

안정성 지수는 4개 발판에서 자세동요 정도를 측정하여 

전반적인 안정성을 나타내는 수치로, 대상자의 자세변화 조

절과 보상능력을 평가한다. 안전성 지수는 총 0~100점으로, 

낮을수록 안정된 균형능력을 의미한다(Kohen-Raz, 1991). 

2.2.2 Fourier harmony index; FHI 

퓨리에 지수는 자세동요의 강도를 회귀분석한 내용으로, 

병변 부위에 따라 다른 진동수를 나타낸다. 이는 자세조절를 

위한 시각, 전정감각 및 고유수용성감각과 중추신경계 기

능의 통합 과정을 반영하는 점수이다. 정상은 .90~.99점이

고, .70점 이하면 균형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Kim 등, 

2009). 

2.2.3 Weight distribution index; WDI 

체중분포 지수는 4개 발판에 분배되는 체중의 분포 정도

를 퍼센트로 각각의 4개 발판은 25%에 해당된다. 체중분포 

지수는 점수로 표시되어 0점에 가까울수록 자세가 경직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4~6점은 정상 그리고 6점 이상은 체중분

배 능력이 저하되었음을 의미한다(Kohen-Raz, 1991). 

2.2.4 Fall index; FI 

낙상 지수는 낙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정성 지수, 퓨리

에 지수 및 체중분포 지수가 통합되어 낙상 위험도를 나타낸

다. 0~35점은 최소한의 위험, 36~57점은 중등도의 위험 그

리고 58~100점은 최대의 위험으로 구분되어 점수가 높을

수록 낙상 위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2.3 Procedure 

본 실험에 착수하기 전에 복부압박벨트(Corfit belt, Core 

products international Inc., USA)를 착용하고 균형 측정

기의 8개 측정동작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매일 1시

간씩 1주일간 연습하였다(Figure 2). 복부압박벨트 착용으

로 복부 심부근육이 증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PBU를 복

부와 복부압박벨트 사이에 위치시키고, 압력수치는 40~70 

mmHg에서 유지되도록 하고(Hodges, 2003), 7.5MHz 직

선형 도자(linear transducer)의 초음파(Logiq 200, 삼성

-GE 의료기., 대한민국)를 한발 서기 자세에서 12번째 늑

골과 장골능(iliac crest) 가운데 지점에 횡축(transversely)

으로 위치시켜 심부 복부근육의 두께를 관찰하였다. 복부압

박벨트 착용으로 인하여 복횡근의 두께가 휴식 시의 두께보

다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다

시 실시하였다. 균형 측정기를 사용한 본 실험에서는 PBU

와 초음파 도자를 제거하고 복부압박벨트만 착용하고 한발 

서기 자세에서 실시하였다. 총 3회 측정 후 평균값을 사용하

였다. 

2.4 Reliability test 

한발 서기용 발판에 대한 균형 측정기의 신뢰도는 4명이 

대상자 6명을 상대로 낙상 지수를 측정한 값에 대하여 급간

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ent; ICC)를 계

산하였다. ICC(2,1)은 이차원 무작위형(two-way random 

model)과 절대동의(absolute agreement)를 사용하였고, 

ICC(3,1)은 이차원 혼합형(two-way mixed model)과 일

치(consistency)로 계산하였다. 

2.5 Data collection 

모든 측정 항목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연구대상

자의 연령, 신장 및 체중으로 구성된 일반적 특성과 복부압

Figure 2. Abdominal-compression belt in one leg standing 

Left: abdominal-compression belt   Right: one leg 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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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벨트 착용 유무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하기 위하

여 독립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사용하였다. 

한발 서기용 발판에 대한 균형 측정기의 신뢰도를 측정하

기 위하여 낙상 지수 결과값을 이용하여 ICC를 계산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PSS ver. 12.0을 사용하였

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 수준에서 결정하였다. 

3. Results 

3.1 General stability index 

8가지 자세에서 복부압박벨트 착용 유무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인 안정성 측정값들은 Table 2에 제시되

었다.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NO, NC, PO, PC, HR, HL, 

HB 및 HF는 모두 유의하였다(p<.05). 

3.2 Fourier harmony index 

8가지 자세에서 복부압박벨트 착용 유무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의 퓨리에 지수 측정값들은 Table 3에 제시되었다.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HB와 HF는 유의하였고(p<.05), 

NO, NC, PO, PC, HR 및 HL는 유의하지 않았다(p>.05). 

3.3 Weight distribution index 

8가지 자세에서 복부압박벨트 착용 유무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의 WDI 측정값들은 Table 4에 제시되었다.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NO, NC, PO, PC, HR, HL, HB 및 HF는 모

두 유의하지 않았다(p>.05). 

 

3.4 Fall index 

복부압박벨트 착용 유무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의 FI 측

정값은 Table 5에 제시되었다.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FI

는 유의하였다(p<.05). 
 

3.5 Reliability 

한발 서기 자세용 발판을 이용한 균형 측정기에 대한 

ICC(2,1)은 .799, 95% 신뢰구간은 .484~.964였으며, ICC 

(3,1)은 .777, 95% 신뢰구간은 .442~.960이였다. 

 

Table 2. GST results of application of the 
abdominal-compression belt 

Posture Experimental Control t p 

NO   2.90±17.73 32.29±9.11 -2.162 .037

NC  19.80±45.21  22.44±20.37 -2.954 .005

PO  25.46±10.07  34.74±11.43 -2.723 .010

PC  28.10±15.17  40.82±18.48 -2.372 .023

HR 19.67±8.28  44.67±19.58 -5.260 .000

HL 20.76±9.56  42.37±15.63 -5.274 .000

HB  23.70±11.87  43.96±20.78 -3.787 .001

HF  21.68±10.74  36.16±17.44 -3.162 .003

Table 3. FHI results of application of the 
abdominal-compression belt 

Posture Experimental Control t p 

NO .87±.09 .81±.11 1.753 .088 

NC .86±.13 .81±.15 1.112 .273 

PO .91±.05 .88±.10 1.000 .323 

PC .88±.13 .86±.11 .508 .614 

HR .86±.12 .83±.16 .694 .492 

HL .81±.16 .79±.15 .288 .775 

HB .88±.09 .73±.23 2.642 .012 

HF .82±.18 .70±.18 2.205 .034 

Table 4. WDI results of application of the 
abdominal-compression belt 

Posture Experimental Control t p 

NO 5.37±2.86 5.62±3.10 -.265 .792 

NC 5.58±2.87 5.36±3.19 .220 .827 

PO 6.99±2.73 5.60±3.05 1.516 .138 

PC 7.61±3.65 7.09±4.40 .409 .685 

HR 6.97±3.34 5.91±3.73 .949 .349 

HL 6.40±2.77 6.34±4.02 .058 .954 

HB 6.90±3.59 6.61±3.74 .252 .802 

HF 5.80±3.11 7.43±3.99 -1.434 .160 

Table 5. FI results of application of the 
abdominal-compression belt 

Experimental Control t p 

53.40±18.01 88.00±13.86 -6.81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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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iscussion 

균형조절은 산업체 근로자의 기능적인 일상생활동작 능력

에 필수적인 요소로,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운동방법들은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균형

조절에 필요한 신경근골격계의 운동실행력에 초점을 두고

(Kisner and Colby, 2007),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척추 안정화 운동에 근거하여 동적인 상태에서도 지속적으

로 적용 가능한 복부압박벨트가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기능적 동작은 동적인 상태에

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척추 안정화 운동과 관련된 대부

분의 연구는 정적인 상태에서 실시되는 방법과 측정들이 보

고되고 있다(Akuthota and Nadler, 2004; Cynn, 2010; 

Hodges, 2003). 복부압박벨트는 정적인 척추 안정화 운동

의 단점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근골격계 

질환자에게 수동적으로 척추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작업 중인 산업체 근로자의 균형능력에 도움이 될 것

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된 능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균형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는 버그균형검사와 일어서 걷기 

검사(Timed up and go test)와 같은 주관적인 평가방법들을 

대부분이다(Bogle et al., 1996; Horak et al., 200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립 상태에서 머리 위치에 따른 다양한 자세

에서 균형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균형 측정기를 사용

하였다. 또한,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연구(pilot study)

에서 양측발로 서있는 자세에서는 천장 효과(ceiling effect)

로 인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균형능력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발 서기 자세에서 균형능력을 측정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균형 측정기의 4개 발판에 적합하게 

고안된 한발 서기용 목판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한발 서기 

자세는 다양한 근로 환경에서 균형능력을 측정하기에 더 적

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정적인 상태에서 주로 실시되는 균형 

측정의 단점을 보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척추 안정화 운동과 관련된 연구는 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심부 복부근육을 강화시킴으로써 통증 및 

기능 향상과 연계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다양한 산업체 

근로 환경에서 균형능력은 동적인 상태에서 다양하게 요구

되며, 일상생활동작 중에 수동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한 장비

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 

복부압박벨트는 산업체 작업현장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Park 등(2010)은 골반주위의 압박

벨트 착용이 요방형근과 다열근과 같은 심부 복부근육을 

강화시켜 고관절 외전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고, Ratliffe 등

(1987)은 무게감 있는 압박벨트 착용이 정상인의 자세동요

에 효과적이라고 하였고, Liaw 등(2009)은 척추에 압력을 

제공하는 보조기 착용이 척추압박골절에 의한 골다공증 환

자의 균형능력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척추 안정화 효과를 훈련시키기 위

하여 초음파 영상을 사용하였다. 초음파 영상은 대부분 눕거

나(supine) 엎드린(prone) 정적인 자세에서 측정한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서 있는 자세에서 탄력밴드와 고정 테입을 

사용하여 초음파 도자를 복부표면에 고정시켰다. 복부압박벨

트에 의한 심부 복부근육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PBU와 

초음파 영상을 동시에 사용하여 적절한 복부압력과 심부근

육의 두께가 유지되도록 교육 후 균형능력을 측정하였다. 이

러한 서기 자세에서의 초음파 측정방법은 트레드밀 걷기 및 

달리기 자세에서 심부 복부근육의 두께를 실시간으로 측정

하기 위하여 초음파를 사용한 Bunce 등(2004)의 방법과도 

유사하다. 초음파 측정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지만, 복부압

박벨트에 의한 정량적인 복부내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험

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초음파와 PBU를 부가적으로 사

용하였다. 

GST는 전반적인 균형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점수가 낮

을수록 균형능력 향상을 의미한다. 실험군에서 안정성 지수

가 더 작은 결과는 복부압박벨트 착용이 전반적인 균형능력 

향상에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복부압박벨트 

착용이 척추를 안정화시키고, 복부내압을 상승시킴으로써 전

반적인 균형능력에 도움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Cynn(2010)

은 한발 서기 자세에서 척추 안정화를 위한 요추부 근육의 

동시수축이 자세조절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고, Damen 

등(2001)은 골반주위의 압박벨트 착용이 복부압력을 증가

시켜 천장관절을 안정화시킴으로써 균형능력에 도움을 준다

고 발표하였다. 

FHI는 실험군에서 HB와 HF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HI

는 시각과 전정기관이 통합되어 위치감각(position sense)

이 뇌의 자세유지기능 담당 부위에 전달되고, 이를 반영하는 

지수로(Prasansuk et al., 2004), 머리 위치가 크게 동요될 

수 있는 두 가지 자세에서 복부압박벨트 착용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FHI는 저주파(.1Hz 이하)에서 고

주파(.5Hz 이상)로 나누어 구분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값을 통합하여 계산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은 Sim 등

(2009)의 선행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서 전반적으로 FHI가 낮게 측정된 이유는 양측발로 측정한 

결과값이 아닌, 한발 서기 자세에서 균형능력을 측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고려된다. 

WDI는 4개의 발판에 체중을 균등하게 분산시키는 능력으

로써, 8개 항목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

유는 복부압박벨트를 착용함으로써 척추 안정화 작용에는 

효과적이였으나, 한발 서기 자세에서 한발에 균형을 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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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분산시키지 못한 것으로 고려된다. 균형조절을 위해서는 

체간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적절한 유연성도 조절되어야 하

지만(Kisner and Colby, 2007), 4개의 발판 위에서 1개의 

발판으로 한발 서기 자세를 측정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FI는 낙상 위험률을 나타내는 결과로써, 복부압박벨트 착

용이 낙상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및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척추 안정화 운동이 낙상 예방에 도

움을 준다고 발표한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였다(Akuthota 

and Nadler, 2004; Hodges, 2003). 균형능력이 감소된 사

람은 낙상을 자주 경험하게 되며(Kisner and Colby, 2007), 

낙상 예방은 산업체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위험요인으로 중요

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Sim 등(2009)과 Grüneberg 

등(2004)은 연성 척추보조기 착용이 균형능력을 감소시킨

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심부 복부근육을 선택적으

로 강화시키는 복부압박밴드와 다르게 연성 척추보조기는 

척추 전체의 움직임을 제한시킴으로써 균형조절에 필요한 

유연성이나 신경근골격계 시스템의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소수의 정상인을 대상으로 일시적인 효과를 측

정하였고, 균형조절 시에 사용되는 대상자의 운동 형상학적 

자세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정상인의 균형능력에 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점이 따르며, 장

기적인 효과를 판단하기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추후 연구에

서는 많은 대상자에게 복부압박벨트를 장기적으로 착용하여 

운동 형상학적인 분석과 함께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5. Conclusion 

한발 서기 자세는 균형, 보행 및 계단 오르기 등과 같은 작

업 환경에 선행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기능동작으로(Kisner 

and Colby, 2007; Oude Hengel et al., 2010) 정상인의 균

형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복부압

박벨트는 작업 중에 심부 복부근육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킴

으로써 근골격계 환자의 척추 안정화 효과를 수동적으로 적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복부압박벨트의 장점과 유용성

에도 불구하고 산업체 현장에서는 적용의 단순성으로 인하

여 간과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부압

박벨트를 착용하고 한발 서기 자세에서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인 균형 측정기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알아

보았다. 그 결과, 전반적인 균형능력과 낙상 예방에 긍정적

인 간편하고 유용한 보조도구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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