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UROTHERAPY 대연신?JlJ료약외lJ lI 18련 재 12 

중심 안정화 운동이 실조증 환자의 상지 기능과 균형능력에 미치는 엉양 -증레보고-

하치심，송아영，이주능，박래덕，이준성，이지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재활치료센터 운동치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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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core stability exercise on the static 
standing balance and upper limb function in patients with cerebeIlar ataxia. Subjects and Me빼ods The 3 subjects(2 maIes 
and 1 femaIe) p따ticipated in the study. Intervention was given 40 minutes per session for each subject, 5 days a week 
for 6 weeks. The outcomes of the study were measured by BaIance Trainer-4 system for static standing balance, manuaI 
function test(MFT) for upper limb function , surface elecσomyography(sEMG) for analysis of trunk and upper limb 
muscIes activities and internationaI cooperative at없ia rating scaIe(lCARS) for assessment of ataxic symptoms. Resu/ts 
Compared to study resu1ts between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the static standing baIance of 2 subjects improved. For 
외1 subjects, the MFT score increased after intervention. According to the EMG results during reaching task in si띠ng 

posi디00 ， the mean amplitudes of thoracic and lumbar erector spinae(ES), triceps brac비i(TB) and extensor carpi 
radiaIis(ECR) increased and the mean ampIitudes of middle de1toid and biceps brachii(BB) decreased in aIl 3 su비ects. 

AIso, the scores of ICARS decreased after core stabiIity exercise.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core stabiIity exercise may have a beneficiaI effect on static standing balance and upper Iimb function in patients with 
cerebellar atax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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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 배경 

‘무질서(lack of order)’의 돗을 함축하고 있는 Ataxia(이하 실 

조증)는 소뇌와 같이 협응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중취l경계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비 특정 임상 %t상을 의미한다 실 

조증은 크게 소뇌성 실조증， 감각성 실조증， 전정 실조증 등으로 

나뉘며 이 중에서 인간의 신제 이동과 수의적 운동 제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뇌의 구조적 변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소뇌성 설조증은 협응 능력 저해incoordination) ， 운 

동 측정 장애Cdysmetria) 및 웅직임의 분절회(decomposition) 

와 같은 조배들이 다06댄f 신경학적 증후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다(Smeets & Verbeek, 2014) 

수의적 용직임을 하는 동안 근육의 활동을 적절하게 조절 

할 수 없는 실조증 환자들에게서는 흔히 움직임 시작의 지연， 

상지 뻗기에서의 부정확한 움직임， 비효율적인 동선 등의 특정 

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운동적 결합은 결국 과도한 웅직 

임을 만들어낸다(Stoykov ， Stojakovich, & Stevens , 2005) 

이러한 이유로 환자들은 흔들림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체간과 

사지를 제한적으로 웅직이려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며CBakker 

et a l., 2006) , 이러한 특성은 보행이나 수의적 웅직임 시에 균 

형반응{balance reaction)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낙상의 위 

험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Matthis Synofzik, 2010) 

CSchniepp et al., 2014) 

균형이란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대하여 신체의 무게 중심 

을 지지면 안에 유지시커는 능력을 말히며 체간은 균형을 유지하고 

사지의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기강} 된다(Bakker 

et a l. , 2006)(파cuthota ， Ferreiro, M∞re， & Fredericson, 

2008) 

체간의 근육은 상， 하지의 근육과는 달리 양측 대뇌 반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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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시에 신경 지배를 받으므로 뇌졸중 환자의 양측 체간 근 

육은 모두 9짝}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기능적 활동의 수행과 

균형능력의 저하를 겪게 된다. 최근 여러 경우에 있어 뇌졸중 

환자들은 사지를 움직일 때 선행되어야 할 제간 근육의 작용이 

적절히 나타나지 않아 자세 조절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사질 

이 확인되었고(IGng & Atc, n .d .) , 체간을 안정화하고 조절하 

는 것이 뇌졸중， 특히 실조증을 진단받은 환자의 자세 조절과 

기능의 회복에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되고 

있다(Bultmann et al. , 2014) (Tyson, Hanley, Chillala, 

Selley, & Tallis , 2006). 

Freund의 연구 결괴에 따르면 중심 안정화 운동이 소뇌성 

실조증 환자의 균형과 보행능력， 체간 근육의 등척성 지구력을 

유의하게 향상시켰다고 보고하였으며(Freund & Stetts, 

2010) , Khan은 4주간의 중심 안정화 운동을 통해 퇴행성 소 

뇌성 실조증 환자의 동적균형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Tabbassum， Sachdev, & Suman, 2013). 

따라서 체간의 조절은 실조증 환자의 치료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Freund & Stetts, 2010) , 신경학적 치료에 바탕을 

둔 보바스 치료에서는 원위 부분의 움직임을 회복하기 위해 체 

간의 조절이 필수적이고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였 

다(Dennis ， 1991). 또한 중심 근육의 강화를 통한 체간의 안 

정성 회복은 사지의 비정상적인 긴장도와 연합반응을 조절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동시에 균형의 필수요소로써 이의 소실은 균 

형 장애， 보행 징}애 및 상지 기능의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 

(Hamer, 1992). 

기존의 몇몇 연구에서 체간의 안정성과 사지의 관계에 대 

해 보고한 바 있으며(Radwan et a l., 2014) , 특히 체간과 견 

갑대의 통적인 안정성을 요구하는 상지 뻗기， 사물 다루기 등의 

상지 기능에 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Kaminski ， 

Bock, & Gentile, 1995)(Chern et al., 2010)(Wu , Liing, 

Chen, Chen, & Lin, 2014). Yuki 등의 연구는 중심 근육 

강화 운동이 체간의 안정성을 증진시켰고， 이는 결과적으로 실 

조증 환자의 자세 동요의 감소와 함께 상지의 숙련된 웅직임을 

향상시켰다고 보고하였다(Miyake ， Kobayashi, Kelepecz , & 

Nakajima, 2013).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그 대상이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띄꾀관페톨야련휠l담 

21 

주로 정상인이거나 또는 실조증 환자가 아닌 편마비 환자들로 

이루어져 있어 실조증 환자의 체간 안정성과 상지의 기능에 대 

한 연관성을 파악하기에 그 한계가 있다. 

2. 연구 목적 
따라서 이번 연구는 소뇌성 실조증 환자에 있어 중심 안정화 

운동 프로그램이 균형능력과 상지의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심 안정화 운동 프로 

그램 적용 후에 대상자의 선 자세에서의 균형능력， 상지 기능， 

근전도 %벼1서의 척추 세움근과 상지 근육의 활동， 그리고 실 

조증상의 변화 등을 측정하였다. 

11.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뇌졸중으로 인한 실조증을 진단 받고 경기도 소재 I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 지료를 받고 있는 세 명의 환자를 대상 

으로 진행하였다〈표 1). 모든 대상자는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 

하고 참여에 동의하였으며 중심 안정화 운동 프로그램의 적용 

을 위해 설정한 본 연구의 참가 기준에 의해 선정되었다. 

1) 참가 기준: 

@ 한국형 간이 정신 상태 판별 검사{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K) 24점 이상으 

로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이 없는 자 

@ 중심 안정화 운동 프로그램 시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 

지나 척추에 정형 외과적 또는 신경 외과적 문제가 없는 자 

2. 연구 절차 
1) 중심 안정화 운동 표로그램(Core stability exercise 

program) 

본 연구에서 실시한 중심 안정화 운동 프로그램은 체간의 근력 

을 홍방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된 운동을 조합하여 각 

대상자들에게 주 5회， 4염씩 총 6주간 적용하였다{Akuthota 

Quadriplegia 
대상자 1 여 163/55 

대상자 2 66 남 166/65 

d/ t Rt. Cerebellar AVM rupture , IVH 

Quadriplegia 

2013. 09. 04 

2014. 05 24 

29 

24 

대상자 3 30 남 165177 

‘ MMSE-K: Korean version 01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d/ t Rt. Cerebellar ICH 

Quadriplegia 

d/ t bilateral ponüne ICH 
2014.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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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심 안정화 운동 프로그램 

C[']L:l 짧bility exercise program. , 

Abdominal bracing 

Bracing with leg lifts 

Bracing with bridging 

Quadruped arm lifts with bracing 

Quadruped leg lifts with bracing 

Quadruped altemate arm and leg lifts with bracing 

Cross extension 

Trunk rotation 

Knee t1exion to chest 

Flank 

Bridging with ball 

et al., 2008). Akuthota 등이 제시한 운동 중 대상자의 운동 

능력을 고려하여 6가지의 복부와 배부 운동을 선택하고 그 외 

추가적인 5가지 운동을 더하여 총 117}지의 중심 안정화 운동 

을 5초간 유지， 10회 반복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표 2). 

2) 평가 도구 

(1) 밸런스 트레이너(Balance Trainer, Romberg Test) 

연구대상자의 정적 균형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균형능력 측 

정기구(BT-4: Hur Lab, Kkoarla , Finland)제품을 이용하였 

다 본 제품의 표본 수집률은 100 Hz이며， 4각형의 형태로 각 

사변의 목지점에는 측정센서(strain gauge)가 부착되어 이 센 

서를 통해 연구대상자의 압력중심(center of pressure , COP) 

을 찾아내어 시간에 따른 자세동요(Perturbation)를 Smart

suit Balance 소프트웨어 1 .4를 이용하여 측정， 분석하였다. 

정적 균형능력은 눈을 몬 상태와 눈을 감은 상태로 각각 

30초간 세 번씩 측정하였으며， 그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 

다. 발의 위치는 신발을 제거한 상태에서 양 뒤꿈치의 간격을 

2 inch로 간격을 유지하였고， 각 발은 15。씩 외측으로 향하게 

했으며， 양손은 바짓단에 자연스럽게 위치하도록 하였다(Borg 

& Laxåback, 2010)(그림 1). 

분석을 위한 결과 값으로는 압력중심에 의한 자세동요를 

이동경로선(sway line)으로 표현한 길이(mm)값과 이동경로 

선 값이 그려진 면적(mm2)을 이용하였다. 이동경로선 길이가 

짧을수록 안정화된 것을 의미한다. 이동경로선의 면적은 압력 

중심이 측정시간 동안 그려지는 공간에 대한 면적이며， 면적이 

좁을수록 정적 균형능력이 안정화된 것을 의미한다， 

(2) 상지 기능 평개Manual function test; MFT) 

뇌졸중 상지 기능 평7KM만7는 뇌졸중 편마비 환자의 상지 기 

능 및 동작능력 측정평가도구로 상지 운동(4항목)， 파악"(2항 

목)， 수지조작-(2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지 기능의 회복 

하치심.용아영， 이주능， 박해덕， 이준생， 이지원 

그림 1. 밸런스 트레이너IBalance Trainer. Romberg Test) 

과정과 일상생활동츠벼l 있어서의 실용수준을 반영하고 객관적 

으로 실시하기 쉽게 고안되어 있다(채경주， 이한석， Chai, & 

Lee , 1997). 각 검사를 수행할 때마다 1 점씩 점수를 부과하며， 

불가능한 경우 0점으로 기록한다. 총점은 전 항목의 총계이며 

만점 32점을 3.125배하여 100점으로 환산하여 사용한다 

(3) 근전도(Electromyograpy) 

본 연구에서는 근육의 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Telemyo DTS 

시스템을 사용하였으며 Myoresearch MR-XP Ver1.6 소프트 
웨어를 분석에 이용하였다(Noraxon ， USA Inc., Scottsdale, 

AZ). 근전도 데이터 수집을 위한 표변 전극은 총 8개의 표면 

근전도 채널을 사용하여 좌우 척추 세움근00번 흉추와 2변 

요추 부위)과 세 명의 대상자 모두에게서 실조증상이 상대적으 

로 우세하게 나타나는 우측의 중간 어깨 세모근과 위팔 세갈래 

근， 위팔 두갈래근 그리고 손목 펌근에 부착하였다(그림 2) 각 

전극은 근육의 최고점에 근육의 방향으로 부착하도록 하였다.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실험 전에는 알코올 솜 

으로 피부 표면을 소독하였으며 항상 같은 검사자가 근전도 데 

이터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초기 데이터의 표본 수집률 

Csampling frequency)은 1000 Hz였으며 신호의 확인을 위 

해 부착한 전극의 임피던스는 40 Q 이하가 되도록 하였다 모 

든 데이터는 펼터령 과정을 거쳤으며(Zero lag Butterworth 

filter , 10-250Hz), 차단 주파수(cut off frequency)는 3 Hz 

로 설정하였다. 

척추 세웅근과 상지 근육들의 활성도를 확인하기 위해 대 

상자로 하여금 하지 높이의 의자어l 편하게 앉은 후 시상 면에 

서 300 , 어깨봉우리 위측으로 30。 높이에 있는 목표 지점을 우 

측 상지를 뻗어 잡도록 하였다. 실제 근전도 데이터를 측정하 

기 전에 각 대상자들마다 3회씩 연습을 실시한 후 5초간의 간 

격을 두고 5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처음과 마지막 측정값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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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근전되ELectromyographyl 

외하고 나머지 3회 측정값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앉은 

자세에서 상지 뻗기를 수행하는 동안 각 근육 활동의 평균 진폭 

(mean amplitude)과 동착 수행 시간(perrormance time)을 

분석， 비교하였다. 

(4) ICARS (International Cooperative Ataxia Rating Scale) 

IC뼈S는 소뇌기능을 다차원적으로 평7념}는 도구로 X써l와 

보행의 싼'ß(postural and gait disturbance) 7항목(총점 34 

점)， 운동능력(kinetic functions) 7항목(총점 52점)， 언어장 

애(speech disorders) 2항목{총점 8점)， 안구운동쟁ß(oculo

motor disorders) 3항목(총점 6점)으로 총 19항목(총 100점)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세부 항목의 평가는 최하 0점부터 최 

고 8점까지 문항별로 나뉘어져 있고 정상일 경우 0점， 기능에 

이싱}이 있을수록 높은 점수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 검λ봐의 내적 일치도가 확인된 평가도구이대Schoch 

et a l., 2007) 

111. 연구결과 

1. 연구 결과 

(1 ) 정적 균형능력 검사{Static standing balance, Romberg 

Test) 

정적 균형능력의 평가 결과 대상자 1과 2 모두에서 중심 안정 

화 운동 프로그램 적용 전 · 후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대상자 모두 중심 안정화 운동 프로그램 적용 후 선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COP의 이동이 감소하여 이동경로선의 거리와 

면적의 값이 적게 나타나 정적균형능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3 , 그림 3). 대상자 3의 경우 지지 없이 선 자세 

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표 3. 중심 안정화 운동 프로그램 적용 전 • 후 정적균형능력 결과 값의 변화 
단위 : 이동길여(mm) ， 이동변적(mm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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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심，송아영， 이주농，박돼덕， 이준성，이지월 

우 각각 좌측에서만 1점 ， 5 점씩 향상되었다(표 4, 그림 4) 표 4. 중심 안정화 운동 프로그램 적용 전 · 후 MFT 결과 값의 변화 
총점 ‘ 32점 / 100% 

대상자1 대상자상X념 l 
Rt. Lt. Rt.. 'Lt. Rt.. Lt. 

(3) 근전도(Electromyography) 

앉은 자세에서 상지 뻗기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근전도%에서 

척추 세움근과 상지 근육의 근 활동 시 평균 진폭 값을 확인한 

결과， 세 명의 대상자 모두에서 중심 안정화 운동 프로그램 적 

용 후 척추 세웅근(Rt. / Lt. thoracíc erector spinae , Rt. / Lt. 

lumbar erector spinae) , 우측 위팔 세갈래근(Rt. medial 

triceps brachii)과 손목 펌근(Rt. extensor carpí radíalis)의 

근 활동은 증가하였고， 우측 중간 어깨 세모근(Rt. middle 

deltoid)과 우측 위팔 두갈래근(Rt. biceps brachii)의 근 활 

동은 감소하였다(표 5, 그림 5) 
또한 상지 뻗기 동작 수행시간을 측정한 결과 세 대상자 

모두에서 동작 시간의 감소를 나타내었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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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훌심 안정화 운동 프로그램 적용 전·후 상지 뻗기 동작 수행 시 
걸리는 평균 시간 

그림 4. 중심 안정화 운동 프로그램 적용 전·후 MFT 결과 값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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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지 기능 평개manual Function Test; MFT) 

중심 안정화 운동 프로그램 적용 후 대상자 1의 경우 우측에서 

1 점， 좌측에서 2점의 점수 향^d-이 있었다 대상자 2와 3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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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CARS (International Cooperative Ataxia Rating Scale) 

실조증상의 정도를 평7념똥 도구인 IC뼈S의 평가 결과， 대상 

자 1과 2에서 IC뼈S의 4가지 영역 중 주로 자세와 보행의 장 

애 영역과 운동능력 영역에서 점수의 변화가 확인되었다. 대상 

자 1의 경우 자세와 보행의 7-J-애 영역에서 중심 안정화 운동 

전 24점에서 운동 후 15점으로， 운동능력 영역에서는 23점에 

서 14점으로， 언어징F애 영역에서는 5점에서 2점으로 각각 감 

소하여 총 100점을 기준으로 %점에서 35점으로 20점의 점수 

변화가 있었다. 대상자 2의 경우 역시 자세와 보행의 7-J-애 영 

역에서 운동 전 13점에서 운동 후 6점으로， 운동능력 영역에서 

는 15점에서 12점으로 각각 감소하여 총 100점을 기준으로 

34점에서 24점으로 점수의 변화가 있었다〈표 7, 그림 6). 

표 7 중심 안정화 운동 프로그램 적용 전·후 ICARS 결과 값의 변화 
총점 : 100점 

| 대상자 1 대쌍l~ 대삼 ... 
Initial 

Follow up 

34 

24 

74 

70 

허
 
-” 

IV. 고찰 

본 연구에서는 소뇌성 실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중심 안정화 운 

동 프로그램의 적용이 서 있는 자세에서의 정적 균형능력， 상 

지 기능 빗 체간과 상지의 근육 활동， 실조증상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았다. 중심 안정화 운동은 총 6주간 주 5회， 1회당 

40분씩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대상자들의 정적 균형능력의 향 

상， 체간 근육의 근 활동 증개 운동실조증상의 감쇼카 확인되 

ICARS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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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ure and G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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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urb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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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ch Disorder 

었다 

균형이란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대하여 신체의 무게 중심을 

지지면 안에 유지시커는 능력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체간 근 

육의 적절한 근력과 지구력이 요구된다{Gibson-Hom ， 2008). 

본 연구에서는 중심 안정화 운동 프로그램의 적용 후에 대상자 

들의 서 있는 자세에서의 정적균형능력이 향상되었는데， 이는 

중심 안정화 운동 프로그램이 체간의 선행적 자세조절을 촉진 

하여 균형능력을 증진시겼고，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동안 지속 

적으로 자세와 균형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대상자 스스로 

체간 근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제간의 안정화 향상 

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균형능력의 향상은 선행 연 

구 중 체간 근육이 효과적인 생체 역학적 기능에 중추적인 역 

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체간 근육의 훈련을 통해 체간의 안정성 

을 확보하는 것은 신체의 균형능력과 자세조절능력을 향상시킨 

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Kaji ， Sasagawa, 

Kubo , & Kanehisa , 2010)(Yu & Park, 2013). 

중심 안정화 운동 프로그램의 적용 후 실조증 대상자들의 

상지 기능의 향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상지 기능 평7KMFf) 

결과 세 대상자 모두에서 낮은 폭의 점수 향상이 있었다. 실조 

증상이 우세한 우측 상지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상자 1에서는 1 

점， 대상자 2와 3에서는 점수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 

한， 상지 뻗기 웅직임 수행 시 체간 근육과 상지 근육의 활동 

을 알아보기 위한 근전도 검사 결과 척추 세용근과 위팔 세갈 

래근， 그리고 손목 펌근의 근 활동이 증가하였으며 중간 어깨 

세모근과 위팔 두갈래근의 근 활동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상지를 뻗는 동작을 위해서는 체간과 어깨， 

팔꿈치 관절의 상호 협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뇌졸 

중 환자들의 경우 환측의 근력과 감각의 저하， 체간의 조절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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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저하로 보상작용이 일어나게 된다{Kim， Yoo , ]ung, & 

]eon, 2010). 특히 사물을 잡기 위해 뻗기 동작을 시행할 때는 

체간 근육에 의한 척추의 안정성과 어깨 돌림근띠Crotator cuff 

muscle)에 의한 어깨 견갑대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어깨 관절 

의 굽힘Cshoulder f1exion) , 가쪽 돌림Cshoulder extemal 

rotation), 팔꿈 관절의 펌Celbow extension)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체간과 상지의 근육이 

적절한 힘을 낼 수 없어서 보샘용이 일어나는 경우 대개 어 

깨 관절의 안쪽 돌림Cshoulder intemal rotation)과 별림 

Cshoulder abduction)의 움직 임을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유발 

하며 아래팔 돌림Cforearm rotation)을 감소시켜 효율적인 상 

지 뻗기를 빙P해하게 된다{caπ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실조증싱이 우세하여 좀 더 운동 

조절이 어려운 측의 상지를 이용하여 뻗기 동작을 시행하였고 

근전도 결과 중심 안정화 운동 프로그램 적용 후 체간 근육의 

근 활동 증가와 함께 상지를 뻗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팔 

꿈 관절 펌을 담당하는 위팔 세갈래근과 손목 펌근의 근 활동 

이 증가하였고， 어깨 관절 별림을 담당하는 중간 어깨 세모근 

과 팔팝 관절 굽힘Celbow f1exion)을 담당하는 위팔 두 갈래 

근의 근 활동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체간의 안정 

성이 향상되면서 앞서 언급한 보상작용이 감소되었다고 생ζL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전방으로 상지를 뻗는 동작을 수 

행할 때 주 작용근{agonist)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과 

제 수행을 위한 보상작용으로 앞 어깨 세모근{anterior 

òtêltoid)뿐만 아니라 중간 어깨 서1 l2.근{Middle deltoid)의 근 

활성도가 매우 증7}하여 과도한 어깨 별림을 유발하였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Liu ， McCombe Waller, 

Kepple , & Whitall , 2013). 소뇌성 실조증 환자는 근력 자체 

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근육들의 활동 변 

화 양상은 상지 근력 자체의 변화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선 자 

세에서의 정적 균형능력 향섬}이라는 결과와 함께 생각해보았을 

때 중심 근육들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제간의 안정성이 확보되 

었고 체간과 상지의 협응 능력이 향상되어 이러한 변화된 환 

경 속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기능적으로 상지를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해 운동 수행시간 또한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조증상의 감소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IC뼈S평 

가 도구를 사용하였고 그 결과 대상자 1과 2에서 ICARS의 4 

가지 영역 중 주로 자세와 보행의 징F애 영역과 운동능력 영역 

에서의 점수 감소가 확인되었다. 이 영역들 중 점수의 변화가 

관찰된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주로 선 자세의 균형， 지지 없이 

선 자세에서의 양 발의 거리， 선 자세에서의 봄의 흔들림과 같 

은 균형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에서 접수 감소의 폭이 컸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운동능력 항목에서는 사지의 협응{limb 

하치섬，송아영，이주능， 박돼덕，이준생，이지원 

coordination) 능력을 평가하는 세부 항목에서 점수가 감소하 

여 결과적으로 실조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재 

활 분야에서 실조증 환자의 관한 중재적 연구의 경우 대부분 

협응 훈련Ccoordinative training)을 통한 운동 수행 능력이 

나 균형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Ilg et al., 2009) 

CMarquer, Barbieri, & Pérennou, 2014) ,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체간 안정성 강화가 운동 실조증 환자의 협응 능력에 

도 긍정적인 치료적 효과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앞으로의 연 

구가 더 펼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근전도 평가 시 검사의 신뢰도 

를 높이기 위해 피하 지멍F이 상대적으로 두꺼운 복부 측 체간 

근육에는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배부 측 척추 세웅근의 근 

활동만 측정하였기 때문에 체간 근육의 근 활동 증가를 전체적 

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또한 결과를 비교할만한 대조군 없 

이 보바스 치료나 작업치료 등 다른 포괄적 재활치료를 동시에 

받고 있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소뇌성 실조증 환자의 경 

우 협응 능력 저하(poor coordination) , 복시Cdiplopia)나 

진전Ctremor) 등의 요소들로 인하여 일반 뇌졸중에 의한 편마 

비 환자에 비해 균형능력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균형능력의 향상이나 그 외 다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중심 안정화 운동을 통한 체간 안정성의 확보 

가 소뇌성 설조증 환자의 균형능력과 상지 기능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함에 있었다. 총 6주간의 중재 결 

과， 연구 대상자의 정적 균형능력이 향상되고 제간 근육의 근 

활동아 증7}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지 뻗기 동작 수행 시 상지 

근육들의 보상작용이 감소하였고 실조증상의 호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체간 근육의 강화를 통한 체간 안정성 

확보가 소뇌성 실조증 환자의 균형능력 증진과 효율적인 상지 

기능 향상에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을 보완하여 좀 더 폭넓은 소뇌성 실조증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중심 안정화 운동과 그에 따른 균형능력 및 상지 기능의 향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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