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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on the Static 
Balance Ability of Patients with Back Pain
Seung Keun Oh, Yong Nam Kim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Nambu University, Gwangju, Korea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tDCS) on the static balance ability of patients with 
back pain. 
Methods: The subjects comprised of 30 males and females in their 20s, who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with and without tDCS. The 
balance posture ratio score was calculated to determine the changes in balance ability before and after the application of tDCS using 
balance equipment. A paired t-test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changes over time, and an independent t-test was performed to de-
termine the changes between the groups. The significance level was set to α=0.05.
Result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hanges in the static balance ability of CTDCSG between before and after applying tDCS was ob-
served while the subjects’ eyes were open (p<0.05). A comparison between the groups after the experiments revealed significantly in-
creased changes in CTDCSG compared to STDCSE (p<0.05). The changes in static balance ability were not significant when the subjects’ 
eyes were closed (p>0.05).
Conclusion: The application of tDCS positively changed the static balance ability of patients with back pai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DCS could be used as an intervention to increase the static balance ability of patients with back pain in the clinical field. 
The study results could be used further as foundational data for future studies on tDCS. 

Keywords: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Space balance 3D, Balance, Back pain

서 론

허리 통증은 근골격계 질환 중 보건 치료 우선 순위로1 거의 모든 사

람들이 평생 동안 허리 통증을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된다.2 또한 허리 

통증의 발병 시기는 10대부터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3 병리학

적 진단이 없는 허리 부위의 통증으로 정의된다.4 이러한 허리 통증

을 초기에 적절히 중재하지 못하면 만성 허리 통증으로 진행되는 특

징을 보인다.

대표적인 허리 통증의 원인으로는 척추와 골반의 안정성에 영향

을 미치는 몸통 근육의 약화와 부조화 그리고 비정상적인 생체역학 

등의 문제들로 발생된다.5 허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면 빠른 움직임

에서 대한 자세 조절에 어려움이 있고6 자세 조절 결함은 허리 통증 

재발에 영향을 미친다.7 그러므로 허리 통증 중재를 위해 자세 균형 

회복이 중요하다.8 이러한 허리 통증은 일상생활동작에서 삶의 질의 

저하를 보이고 재발률과 유병률이 높은 질환에 포함된다.9 허리 통증

을 감소시키기 위해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중재 등이 제안되어 왔다.10 

그러나 정확한 진단과 기준이 없어 치료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중재 

기간 역시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최근 만성 질환의 운동 중재로 단점들을 개선하여 쉽게 적용 가능

하고 효과가 좋은 중재 방법으로 경두개 직류자극(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tDCS)이 보고되고 있다.11 경두개 직류자극은 약

한 직류(1-2 mA)를 5분에서 20분 동안 적용하여 대뇌피질 흥분성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12 운동영역과 감각영역, 인지영역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롭게 제안되고 있다.11 운동피질 흥분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양극성 경두개 직류자극은 신경의 탈분극을 유발하

는 반면 음극성 경두개 직류자극은 과분극을 발생시켜 흥분성 억제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13 경두개 직류자극은 안전하며 

다른 비침습적인 뇌 자극 장비에 비해 경제적이라서 연구 또는 임상

적 중재를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고14 적용 질환의 폭도 넓다. 특히 뇌

졸중 만성 통증, 근긴장 이상증을 포함한 근뼈대계에 효과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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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고15 시각운동성 조절,16 알츠하이머 병을 가진 쥐를 이용하

여 경두개 직류자극 효과를 확인한 연구,17 다발성 경화증 환자 치료

를 위한 연구18 등이 신경계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정신과적인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도 이용되고 있다.19 또한 일반인을 넘어 축

구 선수의 균형능력에 대한 경두개 직류자극 영향을 확인한 연구20 

등이 보고되고 있다. 경두개 직류자극을 이용한 많은 연구들에서 자

극을 받는 동안이나 자극 후 나타나는 다양한 운동 기능의 촉진을 

제시하고 있으며,21 경두개 직류자극을 적용 후 근육 기능을 개선함

으로써 근육의 지구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22

이처럼 경두개 직류자극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하여 잘 알려져 있

지만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허리 통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경두개 직류자극을 적용 후 정규화된 자세균형 측정시스템인 space 

balance 3D를 이용하여 균형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그

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두개 직류자극을 적용 후 균형 측정 시스템

을 이용하여 만성 허리 통증이 있는 자의 균형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허리 통증 진단을 받고 허리 통증

이 있는 대상으로 VAS 2-3점에 해당되는 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는 

20대 총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대상자에게 군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단일맹검법(single-blind test)으로 단순무작위추출방법을 사용

하여 경두개 직류자극을 거짓으로 적용군(sham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group, STDCSG) 15명, 경두개 직류자극을 지속적 

적용군(continuous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group CT-

DCSG) 15명으로 분류하여 실험을 하였다. 실험 전 연구에 대한 목적 

및 운동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자발적인 연구 참여를 희망하고 연구 동

의서를 작성한 자로 선정하여 연구를 시행하였고 실험 전 대상자의 

동질성 검정 결과 연령, 신장, 체중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일한 집

단임을 확인하였고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실험방법

1) 연구 절차

경두개 직류자극 적용은 대상자가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직류자

극기(Endomed 581, Enraf Nonius Co., The Netherlands)를 사용하여 자

극을 주었다. 전극은 7× 5 cm 크기의 스펀지 전극을 사용하였으며 흔

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밴드를 이용하여 고정하였다. 두 군 모두 양극 

전극은 international 10-20 system에 따라 코와 귀에서 이은 점이 만나

는 마루엽의 Cz에 배치하고, 음극 전극은 왼쪽 눈확 위쪽에 배치하였

다.23 자극 시 강도는 2 mA,24 적용 시간은 의자에 앉아서 10분 자극하

였고 주 3회 총 4주 적용하였다. 

2) 측정도구 및 방법

자세 균형 능력 측정에 사용된 자세균형 측정시스템(Space balance 

3D, Cyber Medic Co., Korea)은 두 개의 무선 지면 반발력 장치(wireless 

force plate)가 내장되어 4정점(좌측 우측 발가락, 뒤꿈치)의 체중 분포

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기의 전방에 위치한 센서는 몸통 기울기를 

측정할 수 있다. 기기를 이용한 평가 시 실험자가 수행하는 움직임은 

발판을 통한 발바닥의 압력과 센서를 통한 각도가 실시간으로 컴퓨

터로 전송되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표시된다. 평가 시 대상자들은 

기기장치 위로 올라가 발판에 발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 후 대상자

용 모니터를 응시한 채 가슴 앞에 X자로 팔을 놓고 검사를 시작한다. 

균형 평가는 눈을 뜬 상태와, 눈을 감은 상태 2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눈을 뜬 상태와 눈을 감은 상태에서 균형 능력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두 가지 균형검사는 각각 20초씩 소요되며 자세균형 측정시스템 모

니터에 표시된 balance posture ratio (BPR) 점수는 A-E 구역(zone)의 비

율(ratio)에 가중치(A=100%, B = 80%, C = 60%, D = 40%, E =20%)를 곱

해서 점수를 계산하고 최대 점수는 100점, 최저 점수는 20점이다.25 실

험 전 측정은 본 실험 1주 전에 측정하였고 각 3회 측정 후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결과 분석은 SPSS for Window ver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룹 내 실험 전후 비교를 위하

여 대응 t-검정(paired t-test)을 사용하였고, 그룹 간 비교와 실험 전과 

후의 평균 값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사용하

였다.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유의수준은 α = 0.05로 하였다.

결 과

1. 눈을 뜬 상태에서 측정된 그룹 내, 그룹 간 정적 균형 변화

눈을 뜬 상태에서 측정된 정적 균형 변화는 STDCSG는 경두개 직류

Table 1.�General�characteristics�of�subjects�� �

STDCSG�(n=15) CTDCSG�(n=15) p

Age�(yr) 21.3±2.21 21.3±1.49 1.000

Height�(cm) 167.9±9.51 169.4±9.63 0.730

Weight�(kg) 64.0±10.45 69.2±13.21 0.344

Mean±SD.
STDCSG:�sham�transcranial�direct�current�stimulation�group,�CTDCSG:�continu-
ous�transcranial�direct�current�stimulation�group.�



330 www.kptjournal.org

Seung�Keun�Oh,�et�al.

https://doi.org/10.18857/jkpt.2019.31.5.328

JKPT The Journal of 
Korean Physical Therapy

자극 적용 전(M = 84.7)과 적용 후(M = 86.3)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고(p> 0.05), CTDCSG는 경두개 직류자극 적용 전(M =75.6)

보다 적용 후(M = 85.7)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그룹 간 비교에서 경두개 직류자극 적용 후 STDCSG (M = 86.3)와  

CTDCSG (M = 85.7)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 0.05), 경

두개 직류자극 적용 전과 적용 후의 평균 차이에서는 STDCSG 

(M =1.7)보다 CTDCSG (M =1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 < 0.05)(Table 2).  

 

2. 눈을 감고 측정된 그룹 내, 그룹 간 정적 균형 변화  

눈을 감은 상태에서 측정된 정적 균형 변화는 STDCSG는 경두개 직류

자극 적용 전(M = 63.6)과 적용 후(M = 64.8)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고(p> 0.05), CTDCSG는 경두개 직류자극 적용 전(M = 59.8)과 

적용 후(M = 65.3)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0.05). 그룹 

간 비교에서 경두개 직류자극 적용 후 STDCSG (M = 64.8)와 CTDCSG 

(M = 65.3)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 0.05), 경두개 직류

자극 적용 전과 적용 후의 평균 차이에서는 STDCSG (M =1.2)와 CT-

DCSG (M = 5.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0.05)(Table 3).   

  

고 찰  

본 연구는 허리 통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경두개 직류전류 적용이 

정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균형 측정 장비

로 이용된 자세균형 측정시스템은 다양한 운동과 정확한 시간을 설

정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부상에 있어 안전하며 몸통 안정화 운동을 

시행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운동 장치이며26 균형 평가도구로 자주 이

용되고 있는 장비이다. 

그 결과 눈을 뜬 상태에서 균형 변화는 CTDCSG에서 시기별 변화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그룹 간 비교에서 경두개 직류자극 적용 

후와 적용 전 평균 차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눈을 감은 상태에

서 균형 변화는 시기별과 그룹 간 변화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Yang 등20은 대학 축구 선수 30명을 대상으로 8주 동안 매주 50회

씩 일주일에 5회 경두개 직류자극 자극을 수행하여 넙다리곧은근의 

근 활성도와 균형능력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고, Park27은 축구선

수 15명을 대상으로 감각운동훈련과 병행한 경두개 직류자극 자극

을 주 7회 20분간 적용하여 균형 능력을 평가하였는데 감각운동훈련

과 경두개 직류자극 자극을 이용한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

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Lattari 등28은 40세에서 90세 사이의 파킨슨 

환자의 17명을 대상으로 뒤가쪽 이마엽 겉질 부위에 경두개 직류자

극 자극을 적용한 결과 균형과 보행이 개선되었다 보고하였고, Ka-

minski 등29은 젊은 26명의 대상을 이용하여 일차운동피질의 다리 영

역에 해당되는 부위에 적용한 결과 동적 균형 능력 및 보행을 향상시

킨다고 보고하였다. 경두개 직류자극에 대한 정확한 프로토콜이 없

기 때문에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0분에서 

20분간 경두개 직류자극을 받을 때 30분에서 1시간 동안 효과가 지

속되고 1주일 반복 자극을 받으면 1주일에서 2주일 동안 효과가 지속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0 또한 경두개 직류자극은 자극강도와 지

속시간 자극 위치에 따른 다양한 변화가 발생한다.31 경두개 직류자

극은 일차 운동감각영역 및 전 운동영역부위의 손 기능을 증진시키

고 작업기억능력을 촉진하며 뒤통수엽 부위의 자극은 시지각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32 일차 운동영역에 해당되는 CZ 부위에 

경두개 직류자극 양극 전극 자극은 균형 능력과 보행 능력을 향상시

킨다고 알려져 있다.33 

이러한 효과들로 인해 CZ 부위에 경두개 직류자극이 허리 통증을 

가지고 있는 자의 정적균형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본 연

구를 설계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본 연구와 다소 차이

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전극적용 부위와 경두개 직류

자극 적용 기간, 경두개 직류자극 적용 시간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생

각된다. 선행연구는 8주 동안 주 5회씩 경두개 직류자극 자극을 CZ, 

C3, C4 위치에 양극 전극을 적용하여 수행하였고, 또 다른 연구는 일

차 체성감각피질 부위인 S1 부위에 부착하여 1 mA를 이용하여 20분

간 적용하여 본 연구의 적용 방법과 적용 시간의 차이가 있었다. CZ 

부위에 양극 전극을 부착한 선행연구 또한 음극과 양극 차이를 본 연

구로 본 연구의 적용 방법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4주간 주 

3회씩 10분간 CZ 위치에만 양극 전극을 적용하여 적용 위치와 자극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눈 뜬 상태에서의 균형 능력 변화만 발생하

였고 눈 감고 측정한 균형능력은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Madhavan 등34은 경두개 직류자극을 일차 운동피질 영역인 M1에 적

Table 3.�Comparison�of�close�eye�static�balance�����������������������������(score)

Pre Post Post-Pre p

STDCSG 63.6±13.98 64.8±16.17 1.2±6.76 0.49

CTDCSG �59.8±15.27 �65.3±16.40 ��5.5±12.55 0.11

p 0.49 0.94 0.26

Mean±SD.
STDCSG:�sham�transcranial�direct�current�stimulation�group,�CTDCSG:�continu-
ous�transcranial�direct�current�stimulation�group.�

Table 2.�Comparison�of�open�eye�static�balance����� ����������(score)

Pre Post Post-Pre �p

STDCSG 84.7±14.22 86.3±12.96 1.7±4.18 0.14

CTDCSG �75.6±18.91 �85.7±15.49 �10.1±12.84 �0.01*

p 0.15 0.9 �0.02*

Mean±SD.
STDCSG:�sham�transcranial�direct�current�stimulation�group,�CTDCSG:�continu-
ous�transcranial�direct�current�stimulation�group.�*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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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다리의 근육의 흥분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여 시각을 차단했

을 때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리 근육의 흥분성을 증가시키기에 본 

연구에서 CZ에만 적용된 자극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하지

만 증가 비율을 보면 자극 전극 부착 부위를 확대하여 오랜 기간 동

안 적용하였다면 눈 감은 상태에서 균형에 대한 변화도 발생할 가능

성이 높다고 생각되며,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특정 

한계 내에서 자극 강도 및 지속 시간이 증가하면 경두개 직류자극의 

효능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35 본 연구에서 적용한 방법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경두개 직류자극은 허리 통증이 있는 자의 균형 능력

에 미흡하지만 긍정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본 

연구는 표본집단의 크기가 작았고 20대 요통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

여 급성과 만성 질환 환자나 노인과 같은 특수성을 가진 집단에는 일

반화하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실험을 통해 발생한 변화량은 긍정적

으로 생각되며 향후 연구에서는 근뼈대계 질환과 신경계 질환, 특수

성을 가진 대상자들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해 보이며 본 연구에서 

확인하지 못한 균형과 관련된 근육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

인다. 결론으로 경두개 직류자극을 이용한 중재 방법은 요통 환자의 

균형 능력에 긍정적으로 작용되어 임상에서 요통 환자의 중재로서 

활용 가치와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성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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