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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onset times of muscle activities and the order of muscle

firing in erector spinae, multifidus, rectus abdominis and biceps brachii during perturbation between sub-

jects with and without work-related chronic low back pain (LBP). Twenty-nine subjects, 14 with and 15

without LBP,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muscle responses were measured by surface EMG (elec-

tromyography) during perturbation in eye opened and eye closed conditions. The EMG onset times of the

erector spinae, multifidus, rectus abdominis and biceps brachii were similar between groups in eye closed

condition. But the onset times of the erector spinae, multifidus, rectus abdominis were significantly de-

layed in subjects with LBP in eye opened condition. The results provide an evidence for impaired

feed-forward control of the trunk muscles in subjects with LBP.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identify

whether the impaired feed-forward control of the trunk muscles is the contributing factor to LBP.

Key Words: Feed-forward mechanism; Onset time of muscle activity; Perturbation; Recruitment

order; Work-related chronic low back pain.

Ⅰ. 서론

요통은 모든 만성 질환 중 노동력 상실을 초래하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산업사회가 됨에

따라 그 빈도와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석세일, 1992).

근골격계 질환 중 요통의 병인은 여러 문헌들에서 논의

되고 있지만, 기계적인 요인들이 요부의 장애를 유발하

고 요통을 악화시키며 재발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여

겨진다. 따라서 요통을 유발하는 기계적인 요인들은 요

통으로 인한 신체 장애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Caill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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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Magora(1973)는 작업수행 도중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요부근의 최대 근 수축이 요구되는 빈

도와 직업성 요통의 발생률 사이에 병인론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손상들은 미끄러지거나 넘

어질 때, 예측되지 않은 갑작스런 동작으로 인해 신경

근계가 과도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유해자극수용기와 고유수용기들을 포함하고

있는 연부 조직들이 손상된다(Lavender 등, 1993).

구조적․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움직임과 기

계적인 과부하에 대하여 척추 주변근의 적절한 수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신경 조절 기전이 요구된

다. 따라서 갑작스런 하중에 대해 요추의 기계적인 안정

성을 확실히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근육 반응은 충분한

근력 뿐만 아니라 올바른 근육 동원과 근 수축 패턴의

타이밍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Cholewicki와 McGill, 1996;

Crisco와 Panjabi, 1991; Gardner-Morse와 Stokes, 1998).

미리먹임 기전(feed-forward mechanism)은 자세

조절에 관여하는 주요한 기전으로서, 자세 안정성은

미리 프로그램화된 반응에 의해 조절된다(Ghez,

1991). 눈을 뜬 상태에서 상지에 하중이 가해질 때

(Marsden 등, 1981; Wilder 등, 1996), 그리고 상지

(Hodges와 Richardson, 1996)의 수의적인 움직임이

일어날 때 미리먹임 기전을 통해 체간 근육이 먼저

작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다. 이러한 미리먹임

기전은 중추 운동 조절 체계의 활동으로서, 증가된

하중을 잠재적으로 견디도록 하기 위해 체간 근육을

준비시키는 기전으로, 잠복기가 매우 짧은 근육 반응

을 통해 이루어진다. 동적 척추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관여하는 복횡근(transverse abdominis), 다열근

(multifidus)과 횡돌기간근(intertransversalis)같은 체

간 근육들은 사지 움직임(limb movement)을 담당하

는 주동근보다 먼저 활성화된다(Aruin와 Latash,

1995; Cordo와 Nashner, 1982; Hodges 등, 1999;

Hodges와 Richardson, 1996; Zattara와 Bouisset,

1988). 그리고 길항근들의 협력작용을 통해서 근육 반

응의 크기가 감소하고 개시시간이 빨라진다(Winters

등, 1988). 결과적으로 조직 손상(strain)은 감소되고

자세 안정성은 증가한다.

그러나 요통 환자의 경우, 상지와 체간에 예측된 또

는 예측되지 못한 하중이 가해지거나(Magnusson 등,

1996; Wilder 등, 1996), 상지(Hodges와 Richardson,

1999, 1996)와 하지의 움직임(Hodges와Richardson,

1998) 시에 체간 근육 활동이 지연되거나 소실된다. 그

리고 갑작스런 하중 해제(load release)에 대한 근육 반

응 또한 건강한 대조군과 비교하여 만성 요통 환자들에

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Radebold 등,

2000). Hodges와 Richardson(1997)은 갑작스런 상지의

움직임 동안에 복근, 요부 다열근, 삼각근의 근전도 신

호를 측정한 결과, 요통환자에서 복횡근의 반응이 지연

된 것은 운동조절의 부족과 체간 근육의 안정성이 불충

분함을 나타낸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요통 환자의 근육 조절 능력이 정상인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요통환자의 치료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Hodges와 Richardson, 1998, 1996). 근육 조절 능력의 차

이를 비교하는 방법은 근전도를 이용하여 근 수축 개시시

간을 측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Staude

와 Wolf, 1999). 따라서 본 연구는 개안(eye opened)과 폐

안(eye closed) 상태에서 동요가 유발되었을 때, 요통이 없

는 정상군과 직업성 만성 요통환자군 간에 허리 주변 근

육들과 상지 근육의 개시시간을 비교하고자 실시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직업성 만성 요통환자 14명과 요통이 없

는 건강한 성인 남자 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모든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

은 후 실험 참여에 동의하였다. 직업성 만성 요통환

자는 S사와 D사의 근로자로서 불완전한 작업 자세나

반복적인 작업동작으로 인한 요통으로 진단받고 6개

월 이상 통증이 지속된 만성 요통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요추부 신경근 병변으로 인한 하지 운동 약화나

다른 근골격계 질환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요통이 없는 건강한 성인 남자는 지난 6개월 동안 요

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으로 사지에 선천적인 기형,

심각한 외과적 혹은 신경학적 질환이 있거나, 외상이

나 통증을 경험한 사람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실험기기 및 도구2)

표면 근전도 자료 수집을 위해 MP150WSW
1)
를 사

용하였다. 표면 근전도 측정을 위해 TSD150B 8개의

1) BIOPAC System Inc., C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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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 전극의 부착 위치

척추기립근 T12～L1 가시돌기 가쪽 2 ㎝ 지점

다열근 L5～S1 가시돌기 가쪽 2 ㎝ 지점

복직근 배꼽 가쪽 2 ㎝ 지점

상완이두근 근복의 중간지점

표 1. 근전도 시스템 전극의 부착 위치

활성 전극(active electrode)을 사용하였다. 활성 전극은

두 개의 스테인리스 스틸 패드(stainless steel pad)로

구성되었고, 전극의 직경은 11.4 ㎜, 전극 간 간격은 20

㎜이었다. 8개 채널로부터 들어오는 표면 근전도 아날

로그 신호는 MP150 system으로 보내져 디지털 신호로

전환한 후, 개인용 컴퓨터에서 Acqknowledge 3.8.1 소

프트웨어(BIOPAC System Inc., Santa Barbara,

U.S.A.)를 이용하여 저장 및 분석되었다. 근전도 신호

의 표본추출률(sampling rate)은 1,000 ㎐로 설정하였

고, 주파수 대역폭(bandwidth)은 20～450 ㎐를 사용하

였으며, 60 ㎐ 노치 필터(notch filter)를 사용하였다.

3. 실험방법

좌․우측 척추기립근(erector spinae), 다열근, 복직근

(rectus abdominis), 상완이두근(biceps brachii)의 근 활

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8개의 표면근전도 전극을 사용하

였다. 맨손 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ing: MMT) 자

세에서의 최대 근 수축 시 뚜렷이 보이는 근복을 근전도

전극의 부착부위로 하였다. 표면 근전도 신호에 대한 피

부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착 부위를 가는 사포로 3～

4회 문질러 피부 각질층을 벗기고, 소독용 알코올로 피

부지방을 제거한 후에 소량의 전해질 젤을 바른 근전도

전극을 실크테이프를 이용하여 피부에 부착하였다. 접지

전극(ground electrode)은 왼쪽 손목에 부착하였다(표 1).

개안과 폐안 상태에서의 동요유발에 대한 체간의 근

수축 반응은 Wilder 등(1996)의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을

근거로 하여 측정하였다. 실험하는 동안 피험자는 무릎을

완전히 펴고, 어깨는 굴곡과 신전의 중립 상태로 하여,

팔꿈치는 90° 굴곡한 상태에서 몸의 앞쪽에서 손잡이가

있는 상자(32×25×8 ㎝)를 손으로 들고 똑바로 서 있게

하였다. 실험은 다양한 시간 간격 후에 모래주머니를 대

상자의 눈높이에서 상자로 갑자기 떨어뜨렸다. 적용 무게

는 감지할 수 있을 만큼의 근육 반응을 유발하면서 대상

자에게 손상의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 ㎏으로 정

하였다. 상자 바닥에는 모래주머니가 상자에 닿는 충격

순간을 측정하기 위해 압력스위치를 장착하였다. 피험자

는 청각신호(auditory signals)를 차단하기 위해 귀마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폐안 조건을 위해 눈가리개가 사용된

것을 제외한 모든 실험과정은 개안과 폐안의 실험 조건

모두 동일하였다. 체간 근육들로부터 들어오는 근전도 신

호는 10초 동안 컴퓨터에 의해 기록되며, 실험순서는 무

작위로 이루어지고 각각 3회씩 총 6회 측정하였다.

4. 분석방법

가. 근 수축 개시시간

근전도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후 2초를 기초선 기

간으로 정하였고, 2초 동안에 수집한 근전도 신호를 전

파정류(full-wave rectification) 과정을 거친 후, 기초선

기간 중 가장 안정된 .5초 동안의 신호에서 평균과 표

준편차를 구하였다. 평균 +2배 표준편차 이상 근 활성

도가 증가했을 때를 근 수축 개시시간 역치(threshold)

로 설정하였다. 역치를 초과하는 지점은 Acqknowledge

3.8.1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계산하였다.

나. 자료처리

두 가지 실험에서 세 번 측정한 값의 평균을 대표값

으로 하였다. 물체가 떨어진 순간을 기준점(0)으로 하여

떨어진 후 근육이 수축하기까지의 시간을 (+)값으로,

떨어지기 전 미리 수축한 시간을 (-)값으로 근 수축 개

시시간을 측정하였다.

다. 통계방법

정상군과 요통군 사이의 근 수축 개시시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맨-휘트니 U 검정(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두 군 간의 일반적 특성을 비

교하기 위하여 독립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

였다. 이 연구에서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유

의수준 α=.05로 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는 상용 통계 프

로그램인 윈도용 SPSS version 13.0을 이용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정상군은 30.0세 요통군은

40.3세이었고, 각각의 평균 신장은 173.3 ㎝, 172.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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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징 정상군(n1=15) 요통군(n2=14) t

나이(세) 30.1±2.6a 40.3±5.7 -6.167*

신장(㎝) 173.3±5.3 172.7±4.7 .317

체중(㎏) 70.8±6.9 72.4±7.9 -.567

시각상사척도 - 5.7
a
평균±표준편차

*p<.05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9)

근육 군 평균순위 맨-휘트니 U

척추기립근
요통군 15.33

100.0
정상군 14.64

다열근
요통군 13.93

89.0
정상군 16.14

복직근
요통군 15.67

95.0
정상군 14.29

상완이두근
요통군 13.90

88.5
정상군 16.18

표 4. 폐안 상태에서 동요 유발 시 근 수축 개시시간 비교

근육 군 평균 개시시간(㎳)

척추기립근
요통군 93.8

정상군 102.2

다열근
요통군 91.7

정상군 86.0

복직근
요통군 104.6

정상군 110.8

상완이두근
요통군 26.4

정상군 23.1

표 3. 폐안 상태에서 동요 유발 시 근 수축 개시시간

근육 군 평균순위 맨-휘트니 U

척추기립근
요통군 10.53

38.0*
정상군 19.79

다열근
요통군 9.40

21.0*
정상군 21.00

복직근
요통군 11.00

45.0*
정상군 19.29

상완이두근
요통군 15.60

96.0
정상군 14.36

*p<.05

표 5. 개안 상태에서 동요 유발 시 근 수축 개시시간 비교

었고, 평균 체중은 70.8 ㎏, 72.4 ㎏이었다. 요통군과 정

상군 간에 신장, 체중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나

이는 정상군 30.0세, 요통군 40.3세로 정상군이 유의하

게 적었다(p<.05). 요통군의 시각상사척도(visual ana-

log scale)는 평균 5.7이었다(표 2).

2. 폐안 상태에서 동요 유발 시 나타나는

근육들의 개시시간

폐안 상태에서 동요를 유발시켰을 때, 근 수축이 일어

나기까지의 개시시간은 정상군과 요통군 모두 좌·우 근

육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각 근육의 개시

시간은 동일 근육의 좌․우 평균값으로 비교하였다. 각

근육의 개시시간은 정상군과 요통군에서 각각 척추기립

근은 102.2 ㎳, 93.8 ㎳, 다열근은 86.0 ㎳, 91.7 ㎳, 복직

근은 110.8 ㎳, 104.6 ㎳, 상완이두근은 23.1 ㎳, 26.4 ㎳

였다(그림 1)(표 3). 근 수축 개시시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맨-휘트니 U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5)(표 4).

3. 개안 상태에서 동요 유발 시 나타나는

근육들의 개시시간

개안 상태에서 동요를 유발시켰을 때, 근 수축이

일어나기까지의 개시시간은 정상군과 요통군 모두

좌·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각 근육의

개시시간은 동일 근육의 좌․우 평균값으로 비교하

였다. 각 근육의 개시시간은 정상군과 요통군에서 각

각 척추기립근은 -116.8 ㎳, -31.74 ㎳, 다열근은

-142.0 ㎳, -42.04 ㎳, 복직근은 -26.17 ㎳, 31.15 ㎳,

상완이두근은 -79.84 ㎳, -129.5 ㎳였다(그림 2). 근

수축 개시시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맨-

휘트니 U 검정을 실시한 결과 척추기립근, 다열근,

복직근의 근 수축 시간이 정상군에서 유의하게 빨랐

다(p<.05)(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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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개안 상태에서 동요 유발 시 근 수축 개시시간(반응시간 0은 동요 자극이 주어진

시점을 의미함).

그림 1. 폐안 상태에서 동요 유발 시 근 수축 개시시간(반응시간 0은 동요 자극이 주어진 시점을

의미함).

Ⅳ. 고찰

본 연구는 개안과 폐안 상태에서 동요 유발 시 요통

환자와 정상성인 간에 척추기립근, 다열근, 복직근, 상

완이두근의 근 수축 개시시간과 개시순서에 차이가 있

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폐안 상태

에서 동요 유발 시에는 모든 근육에서 정상군과 요통군

간에 근 수축 개시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Leinonen 등(2002)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여 예측되지

않은 상태, 즉 눈을 감은 상태에서 상지에 하중이 가해

졌을 때 척추기립근과 다열근의 근 수축 잠복기가 각각

약 50 ㎳, 약 35 ㎳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정상군은 102.2 ㎳, 86.0 ㎳, 요통군은 93.8 ㎳,

91.7 ㎳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수축 개시시간을 판

정하는 역치의 기준이 달라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

다. 근 수축 잠복기를 결정함에 있어 시각결정법(visual

determination)과 기초선 근 활성도의 평균에 2.5배 표

준편차를 더한 값 이상의 근전도 값이 나타나기까지 걸

리는 시간을 근 수축 잠복기로 계산하는 방법을 비교하

였을 때, 시각결정법의 잠복기가 더 짧게 나타났다

(Hodges와 Bui, 1996). Leinonen 등(2002)의 연구에서

는 시각결정법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기초선 근

활성도의 평균에 2배 표준편차를 더한 값 이상의 근전

도 값이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사용하였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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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러한 자료 처리 과정의 차이로 인하여 근 수축 개

시시간에 차이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폐안 상태에서는 정상군과 요통군 간에

차이가 없었지만, 개안 상태에서는 척추기립근, 다열근,

복직근의 근 수축 개시시간이 요통군에서 유의하게 지연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완이두근의 근 수축 개시

시간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정상군보다 요통군에서 더 빠르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

다. Hodges와 Richardson(1996)은 요통 환자와 정상인을

대상으로 시각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견관절을 빠르게

굴곡, 외전, 신전시키도록 하여 척추 주변 근육의 반응을

측정한 결과, 모든 상지 움직임 시에 요통환자에서 복횡

근의 근 수축 개시시간이 지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견관절 굴곡 시에 외복사근과 내복사근의 지연

이 일어나고 신전 시에 복직근의 지연이 일어났다고 하

였는데, 흥미로운 것은 본 연구나 기존의 다른 연구들의

결과와 다르게 견관절 외전 시에는 정상군과 비교하여

요통환자군에서 다열근의 근 수축이 유의하게 먼저 일어

났다는 점이다. 척추의 안정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알려진 다열근의 반응이 이렇게 다르게 나온

것은 근 수축 개시시간을 분석함에 있어 방법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상지의 움직임과 관련된 다열근

의 반응에 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Leinonen 등(2001)은 상지에 갑작스런 하중이 가해질

때, 척추기립근과 다열근의 근 수축 반응을 측정하였다.

피험자의 뒤에서 수직으로 체간을 지지하는 기구를 이용

해 흉추 6번과 천추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상군

과 요통군 모두에서 예측 가능한 상태, 즉 눈을 뜬 상태

가 근육 반응의 잠복기를 짧게 하였다. 그러나 척추가

지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군에서는 예측이 근육 반응

의 잠복기를 짧게 했지만 요통군에서는 예측이 잠복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요통

환자의 중앙 정보 처리 과정의 손상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안 상태에서 동요가 유발되었을 때,

정상군은 다열근이 가장 먼저 반응하고 다른 체간 근육

들이 모두 반응한 후에 마지막으로 상완이두근이 반응

하였지만, 요통군은 체간 근육의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상완이두근이 가장 먼저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

적인 미리먹임 기전은 의도된 움직임을 하기에 앞서 자

세 유지와 안정성을 위하여 체간 근육들을 먼저 동원시

킨다(Patla, 1996). 요통군에서 체간 근육들의 반응보다

상완이두근의 반응이 먼저 일어난 것은 이러한 미리먹

임 기전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Aruin와 Latash(1995), Zattara와 Bouisset(1988)의 정

상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체간 움직임으로부터 들

어오는 각각의 구심성 정보없이, 사지의 움직임을 담당

하는 근육들이 반응하기 전에 미리먹임 기전을 통하여

척추 주변 근육들이 동적인 척추안정성을 유지하기 위

해 먼저 반응했다고 보고하였다. Hodges와

Richardson(1997)은 각 방향으로의 하지 움직임 시에

하지 움직임의 주동근이 활동하기 전에 체간 근육들의

활동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였고, 이것은 중추신경계가

하지의 움직임에 의해 유발된 반동적인 힘을 예측하여

복근과 다열근의 수축을 통해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시

키도록 처리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폐안 상태에서의 동요 유발에

대한 근육의 반응은 상지를 통해 들어온 구심성 자극

에 의해 반응하여 체간 자세의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

해 활동되는 반사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수의적인 반응

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개안 상태에서의 동요 유발에

대한 반응은 미리먹임 기전을 통해 조절되고 시각 정

보는 체간으로부터 들어오는 감각 자극에 앞서 운동

체계를 활성화시킴으로서 적응을 촉진한다. 물체가 떨

어지는 것을 피험자가 보는 약 200 ㎳의 시간은 이 기

전이 활동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Cordo와 Nashner,

1982). 이러한 미리먹임 기전을 통해 정상군에서는 올

바른 운동 조절이 시행되었지만, 요통군에서는 운동

조절 기능에 손상이 발생하여 자세 안정성을 담당하는

체간 주변 근육의 반응이 지연되고, 오히려 상지의 반

응이 빠르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들이 요통을 유발시키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요

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게 된 것인지

는 앞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요통환자에서 나타나는 체간 근육 반응의 지연과 관

련하여 Wilder 등(1996)은 인지-행동 접근과 함께 신체

적 컨디셔닝(physical conditioning)을 수행하는 재활프

로그램을 요통환자에게 시행하여 효과를 연구하였다.

정상군과 비교하여 체간 근육의 반응에 지연을 보였던

요통군에게 2주간의 재활치료를 적용시킨 후, 흉추 4에

가해진 갑작스런 하중에 대한 척추기립근의 반응에서

근육의 개시시간과 반응의 크기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

였다. 향후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자세 조절 근육들

의 운동 조절을 증진시키는 운동을 실시 한 후 이러한

운동이 요통의 증상들과 근육들의 반응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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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정상군과 요통군 모두 남자로

만 구성되어 있었고, 정상군과 요통군 간의 나이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제한점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각 군에 남녀의 성비를 맞추

고, 각 대상자들의 조건을 일치시켜 일반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요통군과 정상군 간에 개안과 폐안

상태에서 동요 유발 시 척추기립근, 다열근, 복직근,

상완이두근의 근 수축 개시 순서와 근 수축 개시시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

구대상자는 건강한 성인 남자 15명과 직업성 만성

요통환자 1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개안과 폐안 상

태에서 동요가 유발되었을 때, 4개 근육(척추기립근,

다열근, 복직근, 상완이두근)의 근 수축 개시시간을

표면 근전도 시스템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동요 유

발은 1 ㎏의 모래주머니를 대상자가 들고 있는 상자

안에 갑자기 떨어뜨리는 것으로 시행하였다.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폐안 상태에서 동요 유발 시 요통군과 정상군 간

에 근육들의 개시시간은 차이가 없었다(p>.05).

2. 개안 상태에서 동요 유발 시 요통군과 정상군

간에 근육들의 개시시간은 척추기립근, 다열근, 복직

근이 요통군에서 유의하게 지연되었다(p<.05).

3. 개안 상태에서 동요 유발 시 요통군은 상완이두근

이 정상군은 다열근이 가장 먼저 반응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요통군과 정상군 간의 반사적인 근

육 개시시간에는 차이가 없지만, 미리먹임 기전을 통

한 근육 반응은 요통군에서 운동조절에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반응의 변화가 요

통을 유발하는 것인지, 요통으로 인해 이러한 반응의

차이가 나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미리먹임 기전을 증진시키는 운동훈련이 운동조

절회복과 요통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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