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2019년 26권 1호 51-59 ISSN (Print) 1225-8962, ISSN (Online) 2287-982X

Phys Ther Korea 2019;26(1):51-59 https://doi.org/10.12674/ptk.2019.26.1.051

- 51 -

플랭크 운동이 경한 만성 요통 대상자의 복부 근육 두께와 장애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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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Background: Chronic low back pain (CLBP) causes morphological changes in muscles, reduces muscle

strength, endurance and flexibility, negatively affects lumbar stability, and limits functional activity. Plank

exercise strengthens core muscles, activates abdominal muscles, and improves intra-abdominal pressure to

stabilize the trunk in patients with CLBP.

Objects: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plank exercise on abdominal muscle thickness and disability in

patients with CLBP.

Methods: We classified 33 subjects into 2 groups: An experimental (n1=17) and a control group

(n2=16). Pati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plank exercise and those in the control group

participated in stretching exercise. Patients in both groups attended 20-minute exercise sessions thrice a

week for 4 weeks. Abdominal muscle thickness in each subject was evaluated ultrasonographically, and

disabilities were assessed using the Oswestry disability index (ODI).

Results: Four weeks later, abdominal muscle thickness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over baseline

values in both groups (p<.05). Pati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reported a more significant increase in

the thickness of the external oblique muscle than that in the control group (p<.05). ODI scores in the

experimental group were significantly lower after intervention than before intervention (p<.05).

Conclusion: Plank exercise increases the thickness of the external oblique muscle and reduces

disability secondary to mild CLBP. Therefore, plank exercise is needed to improve lumbar stability and

functional activity in patients with mild CLBP.

Key Words: Chronic low back pain; Oswestry Disability Index; Plank exercise; Thickness of

abdominal muscles.

Ⅰ. 서론

만성요통(chronic low back pain)은 12주 이상 허리

통증이 지속 되는 것을 말한다. 만성요통은 현대 사회

에서 흔히 발생하는 건강 문제로, 인구의 70∼80％가

일생에서 적어도 한 번 경험하며 삶과 업무 수행에 영

향을 준다(Kim 등, 2013; Kong 등, 2015a). 만성요통은

근육의 형태학적 변화를 유발하여 근력과 지구력과 유

연성을 감소시키고 요추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능적인 활동을 제한시킨다(Johannsen 등,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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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kes 등, 1992). 이러한 요부의 기능 저하는 만성허리

통증 환자들의 통증과 요부 근육의 피로도 증가로 이어

질 수 있어 요통 개선을 위해서는 요부 근력의 강화가

필수적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Kankaanpää 등, 2005).

요통의 원인은 다양하며 뼈, 근육, 관절, 인대, 추간

판, 신경 구조, 혈관 등 많은 해부학적 구조 중에서 발

생한다. 골다공증성 골절, 감염과 같은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Hoy 등, 2010). 요통 환자는 요부의 심부

근육이 정상인에 비하여 약하고, 불균형적일 뿐만 아니

라 고유수용성 감각의 감소로 위치감각능력이 떨어져

결국 척추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요통의

재발을 가져온다(O’Sullivan 등, 2003). Kong 등(2015b)

은 만성요통의 최근 치료 방향은 재발을 최소화하고 예

방을 극대화하기 위해 요부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

을 두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Panjabi(2003)는 척추를 안정화 하는데 3가지 하부체

계가 있는데, 이는 능동적 하부체계(active subsystem),

수동적 하부체계(passive subsystem), 중추신경조절 하

부체계(control subsystem)라고 보고하였다. 능동적 하

부체계는 근육의 조절이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말

하며, 수동적 하부체계는 관절, 연부조직, 힘줄의 조절

이 척추를 안정화시키고, 중추신경조절 하부체계는 신

경 조절이 척추를 안정화시킨다고 보고하였다(Hoffman

과 Gabel, 2013).

요부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운동치료 방법들이 다양

하게 시도되고 있지만, 윗몸 일으키기 운동을 통해 반

복적으로 체간을 구부리게 되면 허리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 되면서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

기 위한 동작으로 플랭크 운동이 소개되었다(Tampier

등, 2007). 플랭크 운동은 엎드린 교각자세로 아래팔과

양 발을 이용해서 몸을 지탱하는 운동으로, 요부안정

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용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요

통환자들에게 플랭크 운동을 적용시킴으로서 요통을

감소시키고,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보다 향상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Snarr와 Esco, 2014). Imai 등

(2010)에 의하면 플랭크 운동이 복부 근육을 활성화시

키고, 복강 내 압력을 향상시켜 체간을 안정화 시킨다

고 보고하였다. 몇몇 선행연구들에서 누운 자세, 엎드

린 자세,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플랭크 운동을 수행할

때 복부근육들의 근활성도를 비교하였고(Calatayud

등, 2017; Escamilla 등, 2016), 안정한 지지면과 불안

정한 지지면에서 플랭크 운동을 수행할 때 복부근육의

근활성도를 비교하였다(Imai 등, 2010). 이와 같이 대부

분의 선행연구들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세 변화

나 지면의 상태에 따라 플랭크 운동을 수행하면서 복부

근의 근활성도를 비교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플랭크 운

동을 적용한 후 그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

서 만성 요통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플랭크 운동을

적용한 후 복부근육들의 두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는 플랭크 운동을 통해 복부 근육의 근활성도

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근전도 장비

가 널리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영상진단장비의 발전

에 따라 골격근의 특징을 잘 평가할 수 있는 초음파 장

비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Lee 등, 2016). 초음파검사기

를 이용한 배가로근(transverse abdominal), 배속빗근

(internal oblique), 배바깥빗근(external oblique) 두께

측정의 신뢰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Cuellara

등, 2017; Hides 등, 2007). 따라서 초음파를 사용하여

플랭크 운동의 중재 전, 후 복부근육 두께의 차이를 확

인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플랭크 운동을 수행한 후 복부근육

두께와 요통으로 인한 장애 정도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

이었다. 이를 위해 만성요통자를 대상으로 플랭크 운동

을 수행한 실험군과 신장 운동을 수행한 대조군으로 나

누어 각각의 운동을 적용한 후 그 효과를 비교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A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학생들 중

만성 요통을 호소하는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대상

자 중 요통으로 인한 장애지수가 높은 자를 선정하기

위해, 오스웨스트리 요통장애지수(Oswestry disability

index; ODI) 총점의 8% 이상인 자를 연구대상자로 선

발하였다. 대상자 수는 총 33명으로, 실험군 17명과 대

조군 16명이었다. 모든 대상자에게 실험내용을 알리고

구두로 동의를 받았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1.7세이었

다. 모든 대상자는 무작위 할당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으

로 분류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요통이 6개월 이상

지속된 자, 전정 질환, 신경 질환, 척추 수술의 병력이

없는 자, 균형과 관련된 손상을 일으키는 약물 복용을

하지 않은 자였다. 제외 기준으로는 플랭크 운동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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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1. Ultrasound probe positioning and ultrasound scans (A: ultrasonographic investigation of
abdominal muscles thickness with transducer, B: ultrasound image shows abdominal muscles in
rest state, C: ultrasound image shows abdominal muscles in drawing-in maneuver).

A

B

Figure 2. Plank exercise (A, B)

를 취할 수 없는 자,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하고 있는

자, 신경학적 질병이 있는 자, 골절, 감염, 임신한 사람

으로 하였다(Kong 등, 2015b).

2. 측정 도구

가. 초음파검사기(ultrasonograph)

복부 근육인 배가로근, 배속빗근, 배바깥빗근의 두께

를 측정하기 위해 초음파검사기(UGEO H60, Samsung

Medison CO., LTD, Korea)를 사용하였다. 초음파 영상

은 38 ㎜, 5∼13 ㎐의 선형 초음파 탐색자를 사용하여

얻었다(Figure 1).

나. 오스웨스트리 요통장애지수

요통 환자의 신체적 능력을 평가하는 자가 평가 도

구로, ODI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아 가장 널리 사용

되고 있는 평가도구이다. ODI는 0점에서 5점까지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는 총 점수에 대한 백분

율로 표시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더 큰 장애가 있는 것

으로 해석 된다(Park과 Yu, 2013). Mousavi 등(2006)이

조사한 ODI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1로 나타났다.

3. 측정 방법

복부근육의 두께와 ODI는 중재 전, 후에 측정하였다.

배가로근, 배속빗근, 배바깥빗근 두께를 측정하기 위한

자세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45˚ 정도 굽힌 자세

였다(Kiesel 등, 2007). 이 자세에서 초음파 탐색자의

위치는 겨드랑이 중앙에서 세로로 그은 선과 배꼽을 중

심으로 가로로 그은 선이 교차하는 지점의 앞쪽 2.5 ㎝

부위에 위치시켰다(Kang 등, 2016). 근육의 두께는 근

수축 없이 안정하고 있을 때와 복부 드로우-인 기법

(abdominal drawing in maneuver; ADIM)을 수행하는

동안 측정하였다. 안정 시 근육의 두께를 측정할 때는

호흡에 따른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완된 날숨 끝

에 초음파 영상을 저장하였다. ADIM을 가르칠 때, “숨

을 내쉬고 천천히 아랫배를 등쪽으로 당기세요.”라고

지시하였다. 이와 같이 5회 연습한 다음 근수축을 5～

10초 유지시킨 상태에서 초음파 영상을 저장 한 후 근

육 두께를 측정하였다. 검사자간의 측정 차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동일한 검사자가 측정하였으며, 복부근육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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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3. Stretching exercise (A: one-leg Knee
to chest. B: knee to chest. C: prone on elbow,
D: prone on hand).

께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양쪽 모두 각각 3회씩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4. 중재 방법

실험군은 플랭크 운동을 실시하기 전에 준비운동으

로 스트레칭을 5분간 실시하였다. 플랭크 운동 자세는

엎드려서 양팔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어깨와 팔꿈치가

수직이 되도록 만든 뒤에 무릎을 펴고 발끝으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상자들에게 머리, 등과 다리

가 일직선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실험 전에 운동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운동을 수행하는 동안 엉덩이 가장

높은 위치에 설치된 바를 기준으로 하여 엉덩이가 올라

가거나 내려가지 않도록 하였다(Figure 2). 이 동작을

30초씩 유지하여 플랭크 운동을 하였다. 대조군은 신장

운동을 실시하였는데, 신장운동은 총 4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었고, 각 동작 당 10초씩 유지하였다(Figure 3).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각 동작이나 횟수 사이에는 1분

간의 휴식시간을 주었고, 운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이를 주 3회씩 총 4주간 실시하였다. 실험

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 복부 근육 두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운동은 제한하였다.

5. 분석방법

초음파 영상에서 얻어진 복부근육의 두께를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이용해 표준화하였다(Linek, 2017).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징은 두 집단 간의 나

이, 키, 몸무게, 신체질량지수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근

육 두께를 비교하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통해 분석하였고, ODI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각 군의

중재 전후 차이 값에 대한 만휘트니 U 검정

(Mann-Whitney U test)을 시행하였다. 또한, 각 군의

중재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중재 전의 ODI 점

수와 중재 후의 ODI 점수에 대한 윌콕슨 부호순위검정

(Wilcoxon’s signed-ranks test)을 실시하였다. 근육 두

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검사자 내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ICC(3,1)를 이용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는 상용

통계프로그램인 윈도우용 SPSS ver. 23.0(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

은 α=.05로 하였다.

Ⅲ.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는 총 33명으로, 실험군 17명과 대조군 16

명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았

다.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나이, 신장, 체중, 신체질량지

수, 요통장애지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Table 1).

2. 군과 시간의 상호작용 효과와 시간에 따른 

주효과 비교

안정 상태와 ADIM시 왼쪽과 오른쪽 배가로근, 왼쪽

과 오른쪽 배속빗근, 오른쪽 배바깥빗근은 실험군과 대

조군 간에 중재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왼쪽 배바깥빗근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중재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중재 전후 근육의 두께 변화는 안정상태시 왼쪽 배가로

근과 ADIM시 오른쪽 배바깥빗근을 제외한 다른 근육

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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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k exercise(n1=17) Stretching exercise(n2=16) p

Gender (male/female) 4/13 3/13 .650

Age (year) 21.5±1.3a 21.6±1.3 .897

Body height (㎝) 163.6±6.8 162.7±6.6 .626

Body weight (㎏) 61.8±11.4 58.3±12.3 .312

BMI
b
(㎏/㎡) 22.9±3.0 21.8±3.1 .301

ODI
c
(%) 14.6±6.3 17.2±10.1 .571

a
mean±standard deviation,

b
body mass index,

c
Oswestry disability index.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3)

Normalized muscle

thickness (㎜/㎏)

Plank exercise (n1=17) Stretching exercise (n2=16) p

Pre Post Pre Post
Group ×

Time
Time

TRA
a
-REST

b
-RT

c
.24±.05

d
.28±.06 .26±.06 .29±.07 .36 ＜.001*

TRA-ADIMe-RT .36±.07 .44±.07 .38±.11 .44±.10 .20 ＜.001*

TRA-REST-LTf .25±.07 .26±.05 .26±.06 .27±.07 .87 .285

TRA-ADIM-LT .39±.08 .44±.08 .42±.11 .47±.12 .73 ＜.001*

IOg-REST-RT .39±.11 .41±.12 .40±.16 .42±.20 .88 .018*

IO-ADIM-RT .44±.15 .48±.19 .43±.19 .50±.25 .48 ＜.001*

IO-REST-LT .37±.13 .41±.15 .40±.18 .41±.21 .23 .024*

IO-ADIM-LT .40±.13 .47±.17 .44±.15 .48±.20 .33 ＜.001*

EO
h
-REST-RT .21±.09 .23±.12 .21±.12 .22±.12 .27 .029*

EO-ADIM-RT .21±.10 .23±.11 .20±.09 .21±.15 .81 .080

EO-REST-LT .17±.08 .22±.10 .19±.08 .21±.12 .04* ＜.001*

EO-ADIM-LT .17±.08 .22±.09 .18±.08 .20±.11 .03* ＜.001*
a
transverse abdominis,

b
rest,

c
right,

d
mean±standard deviation,

e
abdominal drawing in maneuver,

f
left,

g
internal

oblique,
h
external oblique, *p<.05.

Table 2. Mean values of pre-exercise and post-exercise of muscle thickness of abdominal muscle according to

time and group & time (N=33)

3. 중재 전후와 군에 따른 ODI 변화 비교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전 후 ODI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실험군의 중재 전후의 ODI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P<.05), 대조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3).

Ⅳ.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만성요통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플랭크 운동을 실시한 후 배가로근, 배속빗근, 배바깥빗

근의 두께와 ODI 변화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만성요통이 있는 33명의 젊은 성인을 실험군과 대

조군으로 나누어 실험군은 플랭크 운동을 실시하였고,

대조군은 신장운동을 실시하였다.

복부근육 두께에 대한 플랭크 운동의 효과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ong 등(2015b)은 플랭크 운동

이 배가로근, 배속빗근, 배바깥빗근의 두께를 유의하게

증가시켰다고 하였다. Escamilla 등(2016)은 플랭크 운

동을 수행하는 자세에 따라 근활성도를 비교하였는데,

배바깥빗근의 근활성도는 엎드려서 수행하는 것에 비해

옆으로 누워서(side crunch 또는 side bridge) 수행할

때에서 더 크게 나타났고, 배속빗근의 근활동도는 옆으

로 누워서 수행하는 경우에 비해 엎드려서 수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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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k exercise (n1=17) Stretching exercise (n2=16) p

ODI
a

Pre 14.64±6.29
b

17.22±10.12

.912
Post 12.04±7.21 14.17±9.07

Z† -2.302 -1.603

p .021* .109
aOswestry disability index, bmean±standard deviation, †wilcoxon-signed rank test, *p<.05.

Table 3. Mean values of pre-exercise and post-exercise of Oswestry disability index according to time and

group. (N=33)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따라서 플랭크 운동을 수

행할 때, 엎드린 자세는 바로 누운 자세나 옆으로 누운

자세에 비해 배속빗근을 더 많이 동원시키는 방법이라

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장운동을 수행한 대조군과

비교해 플랭크 훈련을 실시한 실험군의 안정상태와

ADIM시 배가로근과 배속빗근의 근두께에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왼쪽 배바깥빗근은 안정상태와

ADIM시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다. Hides 등(2007)은 체간을 이루는 근육 두께는 일반

적으로 좌우 비대칭을 보이며, 우세손 쪽의 근육이 더

두껍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도 대부분 오

른손이 우세측이었고, 중재 전에 측정한 복근의 두께도

우측이 더 두꺼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험군이

수행한 4주간의 플랭크 운동이 우측에 비해 두께가 얇

았던 좌측의 근육 두께가 훈련 후 더 두꺼워졌을 것으

로 생각된다. 이는 Kim과 Jang(2014)이 체간안정화 운

동이 좌우 근육의 불균형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시간에 따른 주효과에서 두 군 모두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 대부분의 복부근육의 두께가 유의하게 증

가하였다. 안정상태시 오른쪽 배가로근, 오른쪽과 왼쪽

배속빗근, 오른쪽과 오른쪽과 왼쪽 배바깥빗근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었고, ADIM시 오른쪽과 왼쪽 배가로근,

오른쪽과 왼쪽 배속빗근, 왼쪽 배바깥빗근에서는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Akuthota와 Nadler(2004)는 근육

강화 운동이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치료 및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해 시행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Hodges와

Richardson(1999)은 배가로근이 복부근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며, 복강내압을 상승시키는 기능을 하고

요추의 회전과 병진 스트레스에 대해 동적인 안정화를

제공하고 전체 허리 골반 엉덩부위 복합체에 최적의 신

경근 효율성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Escamilla등(2010)에

의하면 플랭크 운동은 배가로근, 배속빗근, 배바깥빗근

의 근력강화를 최대화시키고, 약화로 인한 손상을 예방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은 물론 대조

군에서도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에 대부분의 배가로

근, 배속빗근, 배바깥빗근의 두께가 증가됨을 나타냈다.

Behm 등(2002)은 몸통 안정성 훈련의 일차 목표는 근

력을 증진시키기 보다는 코어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

이라고 하였다. 또한 Staron 등(1994)은 신경 순응

(neural adaptation)에는 효율적인 신경동원 패턴, 증가

된 신경계 활성, 운동 단위의 동시화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4주간의 짧은 훈련기간 후

에 나타난 근 두께의 변화는 근 섬유의 용량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 신경 순응의 결과로 생각된다.

대조군의 근두께가 향상된 이유를 살펴보면,

Hosseinifar 등(2013)은 플랭크 운동과 신장운동 비교

연구에서 신장운동이 허리의 자세교정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Pinto 등(2011)은 허리의 중립자세와 굴곡

된 자세에서 복부근육의 두께를 비교한 연구에서 허리

의 자세교정이 복부근육 두께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신장운동을 통한 허리의 자

세교정이 복부근육 두께를 증가시켰다고 생각된다.

Coulombe 등(2017)은 일반적인 운동에 비해, 코어

안정성 운동은 허리 통증을 가진 환자에게 통증을 감소

시키고, 허리의 기능적 건강상태를 증진시킨다고 하였

다. 그러나 Wang 등(2012)은 일반적인 운동과 비교해,

코어 안정성 운동이 단기간에는 통증을 감소시키고 신

체기능을 향상시켰으나, 장기간의 통증 강도는 변화시

키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 운동이 요통으로 인한 장애

정도를 감소시켰다는 연구에서 Kong 등(2015a)은 플랭

크 운동을 통해 허리 통증 환자의 ODI 점수가 감소했

다고 하였고, Waqqar 등(2016)는 신장운동 후 요통환

자의 ODI 점수가 감소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재 전후에 따른 ODI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신장운동을 적용한 대조군의 ODI 점수에는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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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가 없었으나, 플랭크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의

ODI 점수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대조군의

ODI 점수도 훈련 전에 비해 훈련 후에 실험군과 비슷

한 정도로 감소하였으나, 표준편차가 커서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노력으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첫째,

Linek (2017)에 의하면 복부근육의 두께는 신체질량에

따라 표준화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복부근육의 두께를 배가로근은 .61, 배속빗근은

.67, 그리고 배바깥빗근은 .77의 알로메트릭 변수를 사

용하여 표준화하였다. 둘째, 본 연구 대상자 중 10명에

대해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초음파 측정

방법의 높은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복부근육 두께 측정

의 검사자 내 신뢰도는 배가로근 ICC=.97∼98, 배속빗

근 ICC=.97∼.99, 배바깥빗근 ICC=.95∼.99로 나타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참여한

대상자는 20대로 진행되어 다양한 연령대의 대상자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 두 번째, 참여한 대상자는 ODI 점

수가 평균 15.9점으로 경미한 정도의 만성 요통을 가진

환자로 체간 안정성이 많이 감소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

문에, 플랭크 훈련이 왼쪽 배속빗근을 제외한 다른 근

육의 두께를 증가시키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

본 연구에서 훈련 기간은 4주로, 근육의 두께를 증가시

키기에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다. Cosio-Lima 등

(2003)은 건강한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5주 동안의 공

을 사용한 코어 안정성 훈련이 배곧은근과 척주세움근

의 근활성도는 증가시켰으나, 근력에는 변화가 없었다

고 보고하였다. Starkey 등(1996)에 의하면 근육이 두

꺼워지기 위해선 최소한 6주의 기간이 요구된다고 보고

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요통이 많이 발생하는

40∼50대를 대상으로 6주 이상의 몸통안정화 운동 프로

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Ⅴ.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만성 요통 대상자에게 플랭크 운

동 적용 후 배가로근, 배속빗근, 배바깥빗근의 두께와

ODI 변화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33명의

요통 대상자를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실험군은

플랭크 운동을 실시하였고, 대조군은 신장운동을 실시

하였다. 플랭크 운동과 신장운동은 하루에 20분 동안,

일주일에 3회씩, 총 4주간 실시하였다. 중재 전과 후에

안정상태와 ADIM시 복부근육 두께와 장애 정도의 변

화를 확인하였다. 안정상태시와 ADIM시 왼쪽 배바깥

빗근육의 두께는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중재에 따른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 안정상태시 오른쪽 배가로근,

오른쪽과 왼쪽 배속빗근, 오른쪽과 왼쪽 배바깥빗근,

ADIM시 오른쪽과 왼쪽 배가로근, 오른쪽과 왼쪽 배속

빗근, 왼쪽 배바깥빗근육의 두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5). 또한 실험군의 ODI는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플랭크 운동은 왼

쪽 배바깥빗근의 두께를 증가시켰고, 허리통증 환자의

장애 정도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미한

만성요통 환자의 복부 근력을 증가시키고, 기능적 활동

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동프로그램에 플랭크 운동을 추

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요통이

많이 발생하는 40∼50대를 대상으로 6주 이상의 몸통안

정화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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