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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원 동적 자세균형 훈련기기의 능동/수동 체간 기울임에 따른
근 활성도 비교 
 

The Assessment on Electromyography of Trunk Muscle according to Passive and 
Active Trunk Tilt Exercise of 3-D Dynamic Postural Balance Trai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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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est in disease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is increasing depending on increase of 

patients with spinal. This is being developed using the spine stabilization device is being studied. 

So far studies have only evaluated the effect on trunk stabilization exercises but analysis of 

human movement patterns for active movement and passive movement did not. We assessed 

the muscle activity of trunk and leg muscle during passive and active tilt mode on eight tilt 

directions at tilt angle of 30° using 3-D dynamic postural balance training system. We performed 

experimental study on the muscular activities of trunk muscle about rectus abdominis, external 

obliques, latissimus dorsi, erector spinae, and leg muscle about rectus femoris, Biceps femoris, 

Tibialis Anterior, gastrocnemius. As a result, muscle activation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direction of movement and pattern. The results indicate that various patterns of spinal stabilization 

exercise system could be applied to an effective training of chronic low back pain patients. 

 

Key Words: Trunk Stabilization Exercise (체간 안정화 운동), Electromyography (근전도), Trunk Tilt (체간 기울기), Active 

Tilt (능동 기울기), Passive Tilt (수동 기울기) 

 

 

1. 서론 

 

현대인의 80%이상이 일생 중 한번 이상 허리통

증을 경험하며, 이들 중 5~15%가 만성질환자로 발

전된다. 이처럼 요통은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질병이며, 노동력 손실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이다.1,2 요통은 근ㆍ골격 계통의 질

환에서 가장 많이 호소되는 증상 중 하나로써, 12번

째 갈비뼈와 아래쪽의 둔부 주름 사이의 국부적인 

통증으로 정의되며, 다리 통증을 동반하기도 한

다.3 요통의 원인은 퇴행성 질환이나, 염증, 전염성 

있는 종양, 대사성 골질환, 연관통, 심인성 통증, 외

상 및 선천적 질환 등이 있지만, 인대나 근육의 

손상으로 인한 요부 염좌가 대부분이다.3,4 

척추의 구조는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많

은 근육과 인대에 의해 좌우가 대칭적으로 고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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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며, 근육의 수축력과 장력은 정적 자세와 

움직임 시에 척추의 운동성과 안정성을 조화롭게 

유지시켜준다.5 요추의 운동은 천추의 굴곡과 신전, 

고관절의 회전운동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과도한 

운동은 척추 주위 인대의 제한으로 방지되지만 요

추굴곡과 신전운동을 하는 동안 척추 주변근, 슬

와부의 굴근, 둔근과 척추를 지지하는 인대에 긴

장이 생기게 된다.6,7 이때 긴장이 심해지면 요통을 

느끼게 되는데, 만성 요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은 요추 심부에 위치한 근육들의 위축 정도가 그

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하게 나타난다.8,9 요부의 

안정성과 고유수용성 감각 능력을 유지하는데 가

장 중요한 근육이 다열근과 복횡근이다.10 이 두 

근육은 작고 깊숙한 곳에 위치한 고정근(local 

stabilization muscle)으로, 동시 수축 시 동적인 안정

을 제공하여 중립자세 유지와 일상생활 활동 시 

척추 분절의 안정성에 기여한다.11,12 또한 표면 가

까이에서 복부에 있는 내ㆍ외 복사근과 요추 주변

을 둘러싸고 있는 요방형근은 안정화뿐만 아니라 

운동을 일으키는 기능을 한다.11-13 

안정성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평형이나 균형

이 깨졌을 때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려는 힘으

로, 요부 안정화 운동의 목적은 근육과 움직임 

조절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며, 척추 안정

화 근육의 동시 수축능력과 체간 근력을 강화시

켜 척추에 가해지는 부하를 잘 적응할 수 있는 

자세인 척추 중립자세에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운동이다.14,15 최근에는 척추 주변 근

육들을 활성화 시켜 통증 감소와 질환 예방을 위

한 3 차원 척추 안정화 운동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척추 근력 강화 훈련과 척추 

재활 치료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권원안 등 16 은 

만성요통환자를 대상으로 3 차원 척추 안정화 운동

기기인 Centaur (BMFC GmbH., Germany)를 이용한 

4 주간의 운동치료를 통해 요부 안정화 운동이 요

부안정성 근력 증가와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김성호 등 17 은 Centaur 를 

이용한 3 차원 척추 안정화 운동이 일반적인 척추

강화 운동보다 퇴행성 변성 디스크 환자들의 통

증 및 기능개선, 척추주변근력 증가에 더 효과적

이며, 다열근의 근단면적 증가에도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송유익 18 은 만성 요통환자를 

대상으로 3 차원 경사 및 회전 운동기구인 Air 

Balance 3-D(SNS Co., Korea)을 이용한 6 주간의 훈

련이 통증 감소와 체간 기능 향상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척추 안정화 운동의 통증 감소

와 근력 강화 효과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척추 안정화 운동기기의 기울

임에 따른 근 활성 패턴 분석에 대한 관심도 높아

지고 있다. Christoph Anders 등 19은 Centaur 를 이용

하여 수평 수직 방향의 기울임 시 남녀 성별 차이

에 따른 근육의 활성도를 측정 비교하였으며, 김송

준 20 은 전-후, 좌-우 4 가지 방향과 다양한 기울임 

각도의 변화에 따른 체간과 하지를 구성하는 근육

들의 수축양상을 밝혔다. 또한, 김솔비 등 21은 전후

방 기울임 시 축회전 유무에 따른 근 활성도를 측

정 및 분석하여 효과적인 척추안정화 운동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척추 안정화 운동 기기들은 모

터에 의해 구동되는 수동(Passive)방식과 사람의 의

지에 따른 능동(Active)방식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최근까지의 연구들은 단순 통증 감소와 근력 강화 

효과나 기울임 방향으로의 근 활성화를 평가하였

을 뿐, 사용자의 의지가 반영된 운동과 반영되지 

않는 운동의 차이에 따른 근육패턴에 대한 규명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능동과 수동 움직임이 

가능한 3 차원 동적 자세균형 훈련기기를 이용하

여 수동과 능동 방식의 체간 기울임에 따른 체간 

및 하지 근육의 활성화 및 수축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시스템 구성 및 실험방법 

 

2.1 시스템 구성 

본 연구에서는 3 차원 동적 자세균형 훈련기기

를 이용하여 전-후, 좌-우, 사선 방향의 체간 기울

임 시 체간 및 하지 근육의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Fig. 1 은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통하여 평형

성 확보와 체간 운동이 가능한 3 차원 동적 자세

균형 훈련기기(CyberMedic Co., Korea)를 나타내고 

있다. 본 기기는 100°의 전ㆍ후방 기울임과 

180°의 좌ㆍ우 기울임으로 3 차원 공간상에서의 

회전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후 운동, 좌-우 

운동, 사선운동이 가능하다. 또한, 각도 고정 플

랜저를 통해 10~50°까지 각도를 제한시킬 수 있어 

특정방향으로의 편측된 체중이동을 교정시킬 수 

있게 하였다. 

체간 및 하지 근육의 활성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Bagnoli EMG System(Delsys, USA)을 사용하였고, 체

간 근육들의 근전도 측정을 위한 표면 전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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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differential detection 방식인 DE-3.1 센서를 

사용하였다. Sampling rate는 1000 Hz로 설정하였으

며, 주파수 대역폭은 Bagnoli EMG System 의 측정 

주파수 대역 필터인 6-400 Hz로 하였다. 또한, 분석

방식으로는 RMS(root mean square)를 사용하였다. 

 

2.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요부와 하지 근육에 이상이 없

는 20 대 남성 10 명(175±2.86, 68.3±3.2)을 대상

으로 하였다. 실험에 앞서 피험자들에게 본 실험

에 대한 목적과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얻었다. 

Fig. 1은 3차원 동적 자세균형 훈련기기의 구동 

방식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훈련기기가 각

도 및 방향을 잡아주는 수동 기울임 모드와 피험자

가 직접 각도와 방향을 유지하는 능동 기울임 모드

로 나누어진다. Fig. 2 는 실험 블록선도로써 30°에

서 8 가지 방향으로의 수동 기울임과 능동 기울임 

유지 시 체간 및 하지 근 활성도를 측정ㆍ분석하

였다. 기울임 방향은 A(anterior), AR(anterior right), 

R(right), PR(posterior right), P(posterior), PL(posterior 

left), L(left), AL(anterior left)의 8 가지로 지정하였

으며, 방향에 따라 10 초 동안 기울임을 유지하였

고 2 회 반복 실행하였다. 기울임 동작 사이에는 20

초 휴식을 실시하였으며 능동 기울임과 수동 기울

임의 실험 사이에는 근력회복을 위하여 20 분의 휴

식시간을 제공하였다. 또한, 근 활성도 측정을 위

하여 Fig. 3 과 같이 체간의 좌ㆍ우 복직근(Rectus 

Abdominis, RA), 외복사근(External Oblique, EO), 광배

근(Latissimus Dorsi, LD), 척추기립근(Erector Spinae, 

ES)과 Fig. 4 의 하지 대퇴직근(Rectus Femoris, RF), 

대퇴이두근(Biceps Femoris, BF), 전경골근(Tibialis 

Anterior, TA), 비복근(Gastrocnemius, Gn)에 근전도 전

극을 부착하였다. 

 

 

Fig. 1 Driving type of 3-D dynamic postural system (left; 

passive type, right; active type) 

 

Fig. 2 Experimental block diagram 

 

 

Fig. 3 Trunk muscle 

 

 

Fig. 4 Lower limb mus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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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PASW statistics 

18(SPSS Inc., USA)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모

든 결과는 Kolmogorov-Smirnov 검정을 통해 정규성 

검정을 하였으며, 능동 기울임과 수동 기울임의 

근 활성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학적 유

의수준은 p < 0.05로 하였다. 

 

3. 결과 

 

3.1 체간 근활성도 분석 

Fig. 5-8 은 8 가지 방향으로의 기울임 유지 시 

능동과 수동 모드에 따른 체간 근 활성도를 나타

내고 있다. 가로축은 8 가지 방향이며 세로축은 

EMG값을 RMS 변환시킨 값이다. Fig. 5는 8가지 

방향으로의 기울임 시 능동과 수동모드에 따른 

좌ㆍ우 복직근의 RMS 값을 나타내고 있다. 왼쪽 

복직근의 경우, AR, L, AL방향에서의 근활성도가 

수동 기울임 시 유의하게 높았으며, 오른쪽 복직

근의 경우, A 방향에서 높게 측정되었다. 반면, P, 

PR 방향에서는 능동 기울임 시 근 활성도가 유의

하게 높게 측정되었다(p < 0.05). 방향에 따른 능

동/수동 기울임 시 복직근의 활성도를 비교해보

면, 기울임 모드에 상관없이 A 방향보다 P 방향으

로의 기울임 시 복직근의 근 활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PR 과 PL 방향의 좌ㆍ우 복직근을 

살펴보면, PR 방향으로의 기울임 시 왼쪽 복직근

의 활성도가 높았으며, 오른쪽 기울임을 유지했

을 때 PL방향의 근 활성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Fig. 6 은 좌ㆍ우 외복사근의 RMS 값으로, 왼쪽 

외복사근의 경우 A, AR, L, AL 방향에서 수동 기울

임 시 유의하게 높았으며, 오른쪽 외복사근의 경우 

A, AR, PL방향에서 높게 측정되었다(p < 0.05). 방향

에 따른 능동/수동 기울임 시 외복사근의 근 활성도

를 보면, 왼쪽근육의 경우 PR 과 R 방향에서 PL 과 

L 방향의 근활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오른

쪽 근육의 경우 위와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Fig. 7

은 좌ㆍ우 광배근의 RMS 값으로, 왼쪽 광배근의 

경우 A, R 방향을 제외한 방향에서, 오른쪽 광배

근은 모든 방향에서 수동적 기울임 시 근 활성도

가 높게 측정되었다(p < 0.05). 광배근의 경우 기

울임 모드에 상관없이 방향에 따른 근 활성도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 Left 

 
(b) Right 

Fig. 5 Rectus abdominis of RMS in passive and active tilt 

training in eight directions 

 

 
(a) Left 

 
(b) Right 

Fig. 6 External oblique of RMS in passive and active tilt 

training in eight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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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ft 

 

(b) Right 

Fig. 7 Latissimus dorsi of RMS in passive and active tilt 

training in eight directions 

 

 
(a) Left 

 
(b) Right 

Fig. 8 Erector spinae of RMS in passive and active tilt 

training in eight directions 

Fig. 8 은 좌ㆍ우 척추기립근의 RMS 값으로, 왼

쪽 척추기립근은 AR, PR 방향에서 수동 기울임 시 

근활성도가 유의하게 높게 측정되었으며, 오른쪽 

척추기립근은 A, AL 방향에서 높게 측정되었다

(p < 0.05). 기울임 모드에 상관없이 방향에 따른 

근 활성도의 차이는 왼쪽 기립근에서 AR 방향의 근 

활성도가 AL 방향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으며, 오

른쪽 기립근은 AL 방향에서 높게 측정됨을 알 수 

있다. 

 

3.2 하지 근활성도 분석 

Fig. 9-12는 8가지 방향으로의 기울임 시 능동

과 수동 모드에 따른 하지 근 활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가로축은 8 가지 방향이며 세로축은 EMG 값

을 RMS 변환시킨 값이다. Fig. 9는 좌ㆍ우 대퇴직근

의 근 활성도를 나타낸 그래프로, A, AR방향에서 수

동 기울임의 근 활성도가 능동 기울임 시 보다 유

의하게 높게 측정되었다(p < 0.05). Fig. 10은 좌ㆍ우 

대퇴이두근의 RMS 값으로, 왼쪽 대퇴이두근은 PL

방향을 제외한 모든 방향에서, 오른쪽 대퇴이두근은 

PR, PL, AL을 제외한 방향에서 수동 기울임 시 근 

활성도가 유의하게 높게 측정되었다(p < 0.05). 

 

 
(a) Left 

 

(b) Right 

Fig. 9 Rectus femoris of RMS in passive and active tilt 

training in eight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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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ft 

 
(b) Right 

Fig. 10 Biceps femoris of RMS in passive and active tilt 

training in eight directions 

 

 
(a) Left 

 
(b) Right 

Fig. 11 Tibialis anterior of RMS in passive and active tilt 

training in eight directions 

Fig. 11은 좌ㆍ우 전경골근의 RMS값으로, 왼쪽 

전경골근의 경우 A, AL 방향에서 수동 기울임 시 

근 활성도가 높게 측정되었으며, 오른쪽 전경골근

은 A, AR, R, AL 의 방향에서 유의하게 높게 측정

되었다(p < 0.05). Fig. 12 는 좌ㆍ우 비복근의 RMS

값으로, A, P방향에서 수동 기울임 시 근 활성도가 

유의하게 높게 측정되었다(p < 0.05). 

 

4. 고찰 

 

본 연구는 척추 안정화 기기의 구동 방식에 

따른 근활성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기초 연

구로써 능동과 수동 움직임이 가능한 3 차원 동

적 자세균형 훈련기기를 이용하여 수동과 능동 

방식의 체간 기울임에 따른 체간 및 하지 근육의 

수축 양상을 비교ㆍ분석하고자 하였다. 

척주는 몸통을 지지하며 전, 후, 회전운동 및 

외측운동을 가능하게 한다. 척주는 일련의 불규칙

뼈인 척추와 섬유성 연골인 Disc(추간판), 척추를 

고정시켜주는 인대, 움직임을 유지하는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척주를 움직이는 근육은 

체간을 구부리고, 비틀고, 잡아당길 수 있도록 하 

 

 
(a) Left 

 
(b) Right 

Fig. 12 Gastrocnemius of RMS in passive and active tilt 

training in eight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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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람이 바로 서거나 앉을 때와 같은 자세를 강

하게 지지하여 준다.22 척추를 움직이며, 지지하는 

근육은 관절을 움직일 때 주로 사용하는 움직임 

근육(mover)과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신체 조직끼

리 충돌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안정화 근육

(stabilizer)으로 나누어진다.11 척추 움직임은 주로 몸

의 바깥쪽에 위치해 있는 척추기립근, 복직근, 내외

복사근, 광배근 등이 관여하며, 안정화에는 몸의 가

장 안쪽에 위치해 있는 다관절 근육으로 구성되는 

다열근과 복횡근 등이 관여 한다.5,23,24 이러한 근육

을 강화시키는 체간 안정화 운동은 요통이나 척추 

질환자들의 통증 예방 및 척추 주변의 근육을 강화 

시키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최근에는 척추안정화 

운동 프로그램으로 공 운동, 슬링 운동, 3차원 척추 

안정화 기기 등이 도입되고 있다.25 척추 안정화 기

기는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수동방식과 사람의 의

지에 따른 능동방식으로 구분되며 본 연구에서는 

능동과 수동모드의 체간 기울임 동작 시 체간과 하

지 근육의 수축 양상을 비교하기 위하여 척추기립

근, 복직근, 외복사근, 광배근의 체간근과 대퇴직

근, 대퇴이두근, 전경골근, 비복근의 하지 근 활성

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후방 기울임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향에

서 능동 기울임 운동보다 수동 기울임 운동 시 근 

활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능동 기울임의 경우 

본인의 무게중심을 이동한 뒤 근육과의 협응 작용

을 통해 기울임을 유지하기 때문에 근 활성도가 비

교적 낮게 측정되는 반면, 수동 기울임의 경우 신체

의 정렬과는 상관없이 불수의적으로 움직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 활

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후방 기울임 시 

수동모드보다 능동모드에서 복직근 활성도가 높았

으며, 이는 능동모드의 후방 기울임 시 기기의 의지 

없이 신체를 이동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

울임을 유지하는데 있어 과도한 힘을 사용하기 때

문이라 사료된다. 또한, 기울임 모드에 상관없이 방

향에 따른 체간 근 활성도의 결과에서 척추기립근

은 전방 기울임 시 근 활성도가 높았으며, 복직근의 

경우 후방 기울임 시 근 활성도가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와 유사하였다.19-21 또한 우측 방

향 기울임 시 좌측의 근육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반

대로 좌측 기울임 시 우측 근육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체간 기울임 시 기울임 방향과 반대 쪽 

근육이 활성화됨으로써, 인체의 위치와 움직임 수행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인체 평형 조절

이 가능한 것이라 판단된다. 반면 하지의 근육은 특

정 방향의 기울임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는 

피험자가 기기에 선 상태에서 기울임을 유지하는 

동안 불규칙적으로 하지의 자세를 교정하기 때문이

라고 판단된다. 김송준 20 은 요부와 하지를 구성하

는 중요한 근육들의 협응 수축을 효과적으로 동시

에 유발할 수 있는 각도와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기

울임 운동이 체간의 균형적인 근 발달에 영향을 미

치지만, 하지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적절

치 못하다고 밝혔다. 즉, 연구 결과 수동모드의 운

동은 이미 각도와 방향이 기기에 의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몸을 바르게 유지하는 능

력만을 요구하게 되지만, 능동모드의 경우 사용자가 

각도와 방향에 정확하게 도달하고자 하는 능력과 

그 위치에 유지하고자 하는 능력을 요구하여 근육 

뿐만 아니라 시각과 전정계 등 감각신경계의 인체 

협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육의 활성도는 수동모드

에 비해 근육이 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 사료된

다.26 또한 인체 기울임 시 기울임 방향과 반대 쪽 

근육이 활성화됨으로써, 인체의 위치와 움직임 수행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인체 평형 조절

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30˚의 능동과 수동 기울임에 대한 근 활성도를 

분석하였다는 제한이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능동과 수동모드에 따른 운동 시 체간 및 하지 

근육의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능동과 수동 움직임이 가능한 

3 차원 동적 자세균형 훈련기기를 이용하여 수동

과 능동 방식의 체간 기울임에 따른 체간 및 하지 

근육의 수축 양상을 비교ㆍ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체간 근육의 경우, 복직근의 후방 기

울임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향과 근육에서 능동모

드보다 수동모드의 기울임 유지 시 근 활성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반면 후방 기울임 시에는 능동 

모드에서 복직근의 근 활성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또한 전방 기울임 시 척추기립근의 근 활성도가 

높았으며, 후방 기울임 시 복직근이 많이 사용되

었고, 좌측 기울임 시 우측 근육이 사용되는 등 

인체 기울임 시 기울임 방향과 반대 쪽 근육이 

활성화되었다. 하지 근육의 경우 모든 방향과 근육

에서 수동모드의 인체 기울임 시 근 활성도가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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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방향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운동 형태

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운동 패턴이 적용 가능

함을 의미하며, 인체의 위치와 움직임 수행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평형 조절이 가능하여 인체 

균형 조절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추후 다양한 척추 안정화 운동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정량적인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연구가 필요하

며, 향후 능동/수동 운동에 따른 기울임 운동이 체

간 근력 및 자세균형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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