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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vibration exercise on the thickness of the oblique extrinsic, oblique abdominal, and biceps 
muscles, which are trunk muscles, targeting children with spastic cerebral palsy.
Method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20 children (8 male and 12 female) with cerebral palsy aged 5–10 years. They were classi-
fied into two groups using a randomized allocation method, and the trunk muscle thickness was measured using an ultrasound-imaging 
device before and six weeks after the experiment. A paired t-test was used for the within-group changes, and an independent t-test was 
used for the inter-group changes. The significance level was set to α=0.05.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inter-group change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in the intra-group 
change in the external oblique muscle and internal oblique muscle. After six weeks,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Vibration exercis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trunk muscle thickness of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Vibration exercise pro-
duc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hanges in the trunk muscle thickness in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compared to no vibration ex-
ercise. These results may provide basic data for future research and as a training method for strengthening the trunk muscles in clinical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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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뇌성마비(cerebral palsy)는 유아기에 나타나는 운동장애로 신경장애

를 동반하는 비진행성 뇌병변으로 정의되고 감각, 인지, 행동, 의사소

통, 지각장애 및 이차적 근 뼈대계의 장애를 동반한다.1 

뇌성마비 분류는 가장 흔한 경직형(spasticity), 무정위 운동형(athe-

tosis), 강직형(rigidity), 진전형(tremor), 운동실조형(ataxia), 이완형(ato-

nia), 혼합형(mixed)으로 나뉜다.2 뇌성마비는 경련, 근력약화, 관절 이

상으로 몸통의 자세 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앉기, 서기, 걷기와 같

은 대동작 운동기능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3-6 경직형 뇌성마비 대

부분은 근긴장의 변화와 운동이상, 실조를 보인다.3

몸통 안정성의 주요 근육은 배바깥빗근과 배속빗근, 배가로근이

고 척추분절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힘과 토크를 발생시킨다.7 또한 몸

통의 안정성은 신체의 정렬을 바르게 하여 몸통, 골반 그리고 다리에 

있는 근육의 적절한 동작과 함께 대동작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다. 그

러나 근육의 위축이나 약화는 허리 부위의 안정성 감소를 가져와 기

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8 

몸통의 근육활성도와 두께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몸통근육의 

두께는 신체안정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9 몸통의 안정성의 선행은 신

체의 정렬을 바르게 하고 움직임의 근간이 되어 몸통, 골반 그리고 다

리에 있는 근육의 적절한 활동과 함께 대동작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

다.9 임상에서 치료사는 코어근육을 활성화하는 운동치료를 통하여 

신체안정성을 증가시키고 몸통근육의 두께를 증가시킨다.

몸통의 안정성의 증가를 위해 몸통의 근육 활성화를 높이고 근육 

두께 증가하는 운동치료는 몸통의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10

뇌성마비 아동들의 몸통 안정성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

한 방법으로 필라테스를 이용한 중재가 있고 가상현실 훈련 프로그

램, 슬링을 이용한 몸통 안정화 운동, 로봇을 사용한 몸통 지지운동, 

코어 안정화 훈련, 마지막으로 진동을 활용한 운동방법이 있다.11-16

진동운동은 많은 운동단위를 동시에 활성화하여 근육을 강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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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신경근 반응을 증진하며 성장호르몬을 촉진시킨다.16-19 그리고 

근육 신장반사와 근육활성화가 신경학적 적응기전의 원리가 되며 만

성 허리 통증 환자에서 몸통 근육의 근활성도에 영향을 미쳐 기능적 

활동에 영향을 준다.15,18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신경근을 촉

진하고 전신 홍반 루푸스 환자에서 피로 조절과 신체기능의 증가에 

사용되고 뇌성마비 아동에서 무릎 폄근의 근력과 균형 개선에 사용

되고 있다.15,20,21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들은 뇌성마비 아동의 다리근력과 이동성, 

균형과 관계된 연구와 안정성 증가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였다. 또한 

진동운동 적용이 뇌성마비 아동의 근육형태학적 변화인 신체안정성

과 관련된 몸통근육의 두께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뇌성마비 아동에게 진동운동을 적용한 후 몸통 근육의 

근육두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국내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

로 진동운동프로그램이 임상에서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는 G 지역에 소재한 발달센터 기관에 내원하는 5세부터 

10세에 해당하는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을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 대 동작 기능분류 시스템(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level I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보조도구 없이 서 있

거나 독립 보행이 가능한 아동으로 구두 지시에 이해하고 따를 수 있

는 정도의 의사소통과 인지 수준을 가진 뇌성마비 아동 남성 8명, 여

성 12명 총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크기 선정은 선행연구를 근

거로22 G*power3.1 (Heinrich Heine University Dusseldorf, Germany)23를 

이용하여 유의수준(α = 0.05), 효과크기는(d =1.690), 검정력(1-β = 0.90)

으로 설정하여 총 18명이 선정되었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20명을 

모집하였다. 대상자 분류는 무작위 배정방식인 제비뽑기 방법으로 

실험군 10명, 대조군 10명을 배정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1) 6개월 

이내에 경기(seizure)를 하지 않은 아동, 2) 시각 및 시야 문제가 없는 

아동으로 하였고, 제외기준은 1) 경기 약을 복용하여도 경기가 멈추

지 않은 아동, 2) 관절 구축이 있는 아동, 3) 인지 기능과 의사소통이 

떨어지는 아동으로 하였다. 모든 대상자들은 대상자와 보호자가 자

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한 자로 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자세히 설

명을 하고 헬싱키 선언에 입각한 윤리적 원칙에 따라 동의서를 작성

을 하였다.

2. 운동방법 

본 연구는 진동 운동을 위해 진동 장비(SONIX, SW-VH16 KOREA)를 

이용하여 운동을 하였다. 실험군은 일반적 물리치료로 신경발달치료

(NDT) 후 진동운동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였고, 대조군은 신경발달치

료를 적용하였다. 실험군의 모든 중재 시간은 신경발달치료 30분, 진

동운동 16분으로 구성하여 하루 46분, 주 5회, 6주간 적용받았고, 대

조군은 신경발달치료 30분으로 하루 30분, 주 5회, 6주간 적용받았다.

운동 방법으로 실험군은 진동판에 맨발로 올라서서 진동기기 손

잡이를 잡고 엉덩관절과 무릎관절 30° 굽힘 자세를 취하였고 낮은 주

파수에서 운동이 효과적이라는 연구를 토대로24 주파수를 9Hz, 12Hz, 

15Hz를 수정하였고 강도는 30mm를 시용하였다. 진동 적용시간으로

는 2분 운동, 2분 휴식, 총 4회를 16분간 적용하였다. 운동 도중 자세를 

잡지 못하는 경우 치료사가 자세를 잡아주면서 실시하였다. 훈련은 

임상 경력이 5년 이상 된 물리치료사가 훈련 동작에 대한 피드백을 

훈련 도중에 주었고 어지러움증의 부작용에 대해 주의를 하며 운동

을 실시하였다.

3. 측정도구 및 방법

근육의 두께 증가를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 영상장치(MyLab25Gold, 

Esaote, Italy)를 이용하였고 이 초음파 영상 장치는 0.75-0.98의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25 이 장치 주파수 변조 범위는 6-9MHz이고 

gain은 20-80, 변환기는 7.5MHz 선형 탐촉자를 이용하였다. 측정 자세

는 바로 누워 무릎에 삼각형 모형의 쿠션을 배치하여 엉덩관절과 무

릎관절이 45°가 되도록 유도하였다. 근 두께 측정은 위앞엉덩뼈가시

(ASIS)와 겨드랑이가 만나는 지점과 배꼽에서 바깥쪽으로 선을 그어 

교차되는 지점에서 변환기를 세로로 세워 초음파 화면상 배바깥빗

근이 왼쪽에 위치하게 배바깥빗근, 배속빗근, 배가로근의 근막과 근

막 사이를 근육 두께로 하여 측정하였고 호흡이 두께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고려하여 호기 마지막에서 측정하였다.26,27 모든 근육은 영상

초음파에 관련된 연구경력 5년 이상의 물리치료사를 선정하여 신체

의 좌측 근육을 대상으로 3회 반복 측정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확인된 모든 자료는 SPSS 19.0 (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샤피로-윌크 검정 방법으

로 정규성 검정을 하였다. 집단 내의 실험 전과 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하였고 집단 간의 실험 전과 후

의 변화는 독립 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을 하였다. 통계학적 유

의 수준은 α = 0.05로 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실험군에 참여한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3 ± 1.3세, 평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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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103.1 ± 6.6cm, 평균 몸무게 18.7± 2.5kg으로 나타났으며 대조군에 

참여한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6 ± 1.3세, 평균 신장 101.8 ± 6.1cm, 평

균 몸무게 18.4 ± 2.4kg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배바깥빗근 변화

중재 방법에 따른 집단 간 변화에서 6주 후에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증가가 있었고(p < 0.05), 집단 간 차이는 대조군보다 실험군에

서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p < 0.05)(Table 2). 

3. 배속빗근 변화

중재 방법에 따른 집단 간 변화에서 6주 후에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증가가 있었고(p < 0.05), 집단 간 차이는 대조군보다 실험군에

서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p < 0.05)(Table 2).

4. 배가로근 변화 

중재 방법에 따른 집단 간 변화에서 6주 후에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증가가 있었고(p < 0.05), 집단 간 차이는 대조군보다 실험군에

서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p < 0.05)(Table 2). 

 

고  찰

본 연구는 6주간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진동운동을 적용 후 몸

통 안정성에 관여하는 배바깥빗근과 배속빗근, 배가로근의 두께 변

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진동운동의 기전은 인체의 근육방추(muscle spindle)와 골지힘줄기

관(golgi tendon organ)을 자극하여 Ia 섬유나 II형 섬유의 반사적 근수

축을 일으키고 긴장성 진동반사(tonic vibration reflex)를 유도하여 해

당 근육의 활동을 촉진한다.28,29 Ia 또는 II형 섬유에 진동적용이 해당

근육의 반사적 수축을 일으키고 길항근의 경직 감소 효과를 동시에 

나타낸다.30 

다발성경화증 환자에서 진동운동은 코어근육의 근력과 지구력을 

개선시키고, 파킨슨 환자에서 무릎 폄근의 근육 활성화를 활성화하

고, 사지마비 환자에서 근육 경직을 감소하여 진동 운동이 다양한 질

환에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있다.28-30

본 연구에서 진동운동을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의 배바깥빗근과 배속빗근, 배가로근의 집단 내 근 두께의 변화는 6

주 후에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집단 간 변화에서 대조군보다 실험군

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이것은 다양한 주파수의 진동운동이 Ia 

또는 II형 근육섬유의 반사적 수축과 함께 길항근의 경직감소효과로 

인한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로 다양한 주파수를 이용한 진동운동은 근력에 영향을 준다. 

진동 특정 주파수인 20Hz 미만의 진동 주파수는 허리안정성과 고유

수용성 감각을 향상한다.31,32 Jeong과 Kim33은 5-25Hz, 3-6mm 진폭의 

진동운동이 앞정강근, 긴종아리근, 장딴지근의 근활성도를 증가했다

고 보고하였다. Yoon 등34은 26Hz의 낮은 주파수에서 진동운동이 근

육 강화에 효과적임을 증명하였다. 

Tseng 등35은 20Hz의 진동운동이 근육 활성화에 효과적이라고 하

였다. 이것은 본 연구의 측정부위와는 다르지만 근활성도의 증가와 

본 연구의 두께 증가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점을 볼 때,9 유사하다

고 볼 수 있겠다. 

Song 등36은 뇌성마비 아동에서 주파수 1-9Hz와 진폭 30mm의 진

동운동을 하루 50분 12회 적용하였는데 엉덩관절 폄근과 오른쪽 발

바닥 굽힘근의 근긴장도가 감소하고 척추세움근과 배곧은근의 근활

성도의 증가를 보고하였다. 

Table 1.�General�characteristics�of�subjects�� ����������������(N=20)

EG�(n=10) CG�(n=10) p

Sex�(M/F) 4/6 4/6

Age�(yr) 7.3±1.3 7.6±1.3 0.634

Height�(cm) 103.1±6.6 101.8±6.1 0.813

Weight�(kg) 18.7±2.5 18.4±2.4 0.691

Mean±SD.
EG:�experimental�group,�CG:�control�group.

Table 2.�A�comparison�of�between�pro-post� � �(mm)

EG GG t p‡

EOT

Pre 0.17±0.04 0.17±0.05

Post 0.25±0.04 0.19±0.05

Difference 0.07±0.01 0.01±0.11 2.940 0.009*

t 18.522 -5.46

p† <0.001** <0.001**

pre 0.20±0.05 0.19±0.06

IOT

Post 0.28±0.06 0.21±0.06

Difference 0.08±0.01 0.02±0.01 2.433 0.026*

t 13.824 7.667

p† 0.000** 0.000**

TAT

Pre 0.15±0.04 0.15±0.05

Post 0.21±0.02 0.17±0.05

Difference 0.07±0.03 0.02±0.01 2.773 0.013*

t 8.500 6.708

p† <0.001** <0.001**

Mean±SD.
EG:�experimental�group,�CG:�control�group,�EOT:�external�oblique�thickness,�IOT:�
internal�oblique�thickness,�TAT:�transversus�abdominis�thickness.
*p<0.05,�**p<0.001,�†Paired�t-test,�‡Independent�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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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orah 등37은 20Hz 진동운동은 대 동작 기능분류 시스템의 레

벨 Ⅱ와 Ⅲ에 해당하는 뇌성마비 아동의 보행에서 지구력을 증가한

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이용한 낮은 주파수 9Hz, 12Hz, 15Hz를 이용

해 나타난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Kang 등38은 50Hz보다 낮은 주파수의 진동운동이 다리근육의 활

성화와 몸통근육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Jeong 등39은 

낮은 주파수의 진동이 발바닥을 통한 신체의 불안정성을 증가하고 

몸통근육의 배바깥빗근, 배속빗근, 배가로근의 수축을 증대하는 결

과로 이어진다고 보고하였다. 진동운동을 통한 근육의 활성도 증가

는 본 연구의 배바깥빗근과 배속빗근, 배가로근의 두께증가와 같으

며 진동이 다리에 전달되어 허리골반복합체의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

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낮은 주파수의 진동운동은 배바깥빗근, 배속빗근, 배가

로근의 증가된 활성화로 몸통안정성이 증가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리

고 진동운동에 의해 신체의 성장호르몬 농도가 증가하는데39 이것은 

근육의 진동운동의 적용이 성장호르몬을 자극시키고 근육의 두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진동판에서 무릎과 엉덩관절의 굽힘자세는 몸통근육을 강

화한다. Wirth 등40은 진동운동과 함께 진동판의 진폭, 주파수, 진동

판과 근육의 거리 그리고 균형에 영향을 주는 자세가 몸통근육을 활

성화한다고 하였다. 

Lee와 Kim 등41은 24명의 만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능동 진동

운동이 만성 뇌졸중 환자의 몸통 근육 활동, 균형 및 일상생활 활동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능동 진동운동이 만성 뇌졸중 환자

의 체간 근육활동, 균형 및 일상생활 활동을 효과적으로 개선함을 

입증하였다.

Park 등42은 신체의 낮은 무게중심과 진동운동은 더 많은 몸통근육

의 활성화와 함께 몸통의 불안정성을 가중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허리

통증환자를 대상으로 무릎과 엉덩관절 30°굽힘 자세에서 진동운동

이 몸통근육의 두께에 영향을 미치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Maeda 등43은 몸통근육강화 프로그램에서 전신진동운동은 균형

테스트에서 몸통굽힘근의 등척성 근력과 범위가 증가될 수 있다고 보

고하였다. 이것은 진동운동 가져오는 자세안정화의 결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결과는 특정 지역과 특정 연령의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

을 대상으로 하였고 다양한 자세와 주파수 및 강도를 적용하지 못해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임상적 관점으로 진동운동 적용은 뇌

성마비아동의 몸통 근육의 활성도 증가와 근육 두께증가 그리고 신

체의 안정성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에 본 연구에서 미

쳐 확인하지 못한 여러 근육의 활성도 변화와 다양한 연령층 그리고 

뇌성마비 유형의 연구를 통해 질적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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