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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nd compare the surface electromyography(EMG) activity

of trunk region muscle between normal subjects and chronic low back pain(CLBP) patients during one leg
stance. Methods : The subjects were 27 people, were consisted of 12 subjects who don't have low back pain and
15 subjects who have low back pain from 19 to 28 year of age(mean age 22.22). We used surface EMG to
evaluate the activity of the Rectus abdominis, External abdominal oblique, Quadratus lumborum, Gluteus medius
muscle. We used independent two samples t-test for statistical data. Results :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MVIC) ratio of the trunk muscles was higher in patients with
CLBP than in normal subject. But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f the activity of the Quadratus lumborum, Gluteus medius muscle(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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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균형은 자세 안정성을 유지하는 과정이고 자세 유
지능력은 정적(static) 균형으로 정의된다. 정상적인 활
동을 할 때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지기저면 위
에서 중력중심(Center of gravity)을 조절하는 중추 및
말초성 구성요소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안정화(stabilization)란 사람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
로 관절에서의 큰 또는 미세한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
는 능력이라고 정의된다(Magee, 1999). 안정성이 필요
조건인 이유는 이동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자세를 만
들고 유지해야할 필요성과 신체가 움직이는 동안에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동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되
기 때문이다(Patella, 1997). 또한 자세안정성(postural
stability)은 낙상과 움직임을 예방하기 위해 지지기 저
면과 연관되어 무게 중심을 유지하거나 조절하는 능력
을 말한다. 그러나 요부의 손상은 자세 균형 조절에 기
여하는 구심성 및 원심성, 두 개의 주요한 생리학적 기
전을 방해할 수 있다(Alexander와 Lapier, 1998).
요통은 전체 인구의 60∼90%가 일생에 한 번은 경험
하게 되는 질환으로(Kim 등, 2005), 통증 지속기간에 따
라 6주 이하이면 급성, 6주에서 12주면 아급성, 그리고
12주 이상이면 만성으로 분류되고(Parkola 등, 1993) 요
통의 증상으로는 지각이상, 하지로의 방사통, 휴식 또는
운동하는 동안의 통증, 근력과 관절가동범위의 저하, 좌
측과 우측의 비대칭성 등을 들 수 있다(이재학, 1987).
요통을 유발하는 여러 요인 중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인으로 척추의 불안정성을 들고 있으며, 척추의 불
안정성은 크게 구조적 불안정성(structural instability)과
기능적 불안정성(functional instability)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많은 연구에서 요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기
능적 불안정성이 흔히 발생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Demoulin 등, 2007). 요추부의 기능적 불안정성은 구
조적 불안정성과 서로 관련성이 없으며, 방사선 사진
상 어떤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통이나 기능장
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Cook 등, 2006). 요추의

불안정성은 척추의 운동성을 증가시키며, 이는 대조
적으로 인접부의 움직임이 제한되는데 이러한 불균형
적인 움직임은 만성 요통을 일으킬 수 있다(Comerford
와 Mottram, 2003). Cady 등(1979)은 만성요통환자와
정상인과의 요부근력비교에서 요부의 신근 및 굴근
모두 만성요통환자가 낮다고 보고했으며, 요통환자에
서 체간의 굴곡, 신전 및 측방굴곡 모두에서 근력저하
가 있다고 보고하였다(McNeeil 등, 1980). 만성요통환
자들은 요부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체간의 움직
임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요부근력이 저
하가 심화된다고 하였다(Polatin 등, 1989). 또한 만성
요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요부 심부에 위치한 근육들의 위축 정도가
더 심하다고 보고하였다(Cooper 등, 1992). 근육의 기
능부전이 손상, 통증 그리고 무용성의 일반적인 원인
이기 때문에, 척추신전근육들은 이러한 결손들을 위
해 보상되어지고, 국소화된 근육피로를 야기하는 동
안 척추 신전근의 근전도에서 이상한 활동에 대한 관
련된 변화를 나타난다고 하였다(De Luca, 1993). 체간
굴곡과 같은 과제동안 요통군이 대조군에 비해 더 많
이 증가된 척추기립근의 활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
으며, 만성 요통환자의 경우 요추 하부분절의 불안정
성과 흉추의 움직임 제한, 고관절 내전근 단축 그리고
고관절 신전 및 외회전 움직임의 제한, 중둔근 후방
섬유의 약화와 복근의 조절 장애 등이 발생되고
(Albasini, 2008), 이는 한발 서기 시 고관절 주위근에
비효율적인 근육의 활동을 유발시킬 것이다.
한발서기 자세(one leg stand)는 유용한 천장관절 검
사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Hungerford 등, 2007), 천
장관절의 불안정성은 만성 요통에 잠재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천장관절통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발서기 자세를 할 때 내복사근과 다열근과 같은 체
간의 심부에 위치한 핵심근육이나 고관절 신전과 관
련이 있는 대둔근 및 대퇴근의 동원 형태와 근 활성도
가 정상인과는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근육들의 기
능장애와 운동 조절 손상에 따른 천장관절의 불안정
성은 만성적인 천장관절통증의 발달에 기여한다고 하
였다(Hungerford 등, 2004). 그러나 한발서기 동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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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환자의 요부안정화근육의 활성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발서기 시 요부
주위근의 근 활성도를 분석하여 요통환자의 요부주위
근의 활성화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실험군은 12주 이상 요통으로 인해 생
활에 지장을 받거나 치료중인 만성 요통 환자로 남녀
15명으로 악성종양에 의한 요통이나 뇌, 척수 손상이
나 뇌혈관질환 등과 같은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있거
나, 요부위에 화상, 흉터, 피부궤양 등의 피부병변이
있는 환자, 다른 부위의 신경근과 관련된 통증이 있는
환자, 하지관절 구축 제한이나 실험 시 요구되는 동작
에 제한이 있는 환자는 제외하였다. 대조군은 과거에
요통을 겪은 적이 없고, 현재에도 요통이나 요부의 만
성질환을 가지지 않은 정상인 남녀 12명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요통 환자군의 선정방법은 설문지(Oswestry
disability index)를 사용하였고, 설문지는 환자 통증 측
정 방법으로 주관적 시각 통증척도(Visual Analgue
Scale; VAS)를 사용하였다.

2. 실험방법
한발서기 시 요부 근육의 활성도를 알아보기 위하
여 표면 근전도를 실시하였으며 표면근전도 신호는
Myosystem 1200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근
전도 아날로그 신호를 Myosystem 1200으로 보내서 디
지털 신호로 전환한 다음, 개인용 PC에서 Myoreserch
XP 1.04 소프트웨어 를 이용하여 필터링과 기타 신호
처리를 하였다. 근전도 신호의 표본 추출률은 1000Hz
이었고, 20∼250Hz의 대역 필터(band pass filter)와
60Hz 노치필터(notch filter)와 심전도 감속필터(electro
1)

2)

1) Noraxon Inc. Arizona. USA
2) Noraxon Inc. Arizona, USA

cardiac graphy reduction filter)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신호는 완파 정류(full wave rectification) 한 후 root
mean square(RMS)처리를 하였다. 표면근전도 신호의

개인차 및 개인 내 부위별 차이를 최소화하여 전반적
인 변화 추세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정규화(normalization) 과정이 필요하다. 각 근육에 대한 최대등척성수
축(maximum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값
을 측정해 이 값을 기준으로 각각의 자세에 대한 측정
값을 % MVIC로 정규화 하였다(그림 1).

그림 1. Myosystem 1200

본 연구에서 근전도기를 이용하여 수축 할 때 발생
되는 근육의 활동전위를 측정하여 근육의 활동정도와
기능을 분석하였다. 먼저 전극을 붙이기 위해 외복사
근, 복직근, 중둔근, 요방형근을 사포로 3번 정도 문지
른 뒤 피부를 알코올로 잘 닦아 준 후 각각의 채널에
지름이 3cm크기의 은－은 염화 단일표면전극(silver-silver chloroide single surface electrode)을 부착시킨 다음
채널 2를 우측의 전극 쌍에 연결하고 채널 3을 좌측의
전극 쌍에 연결하여 평행하게 두 활성전극을 부착하
고, 참고전극은 우측의 채널 2번 위 15cm 떨어진 부위
에 부착하고 난 후 저항을 측정하여 50kilo ohms 이하
가 되게 하였다.
양발서기 시 대상자가 양발로 편안하게 선 상태에
서 측정하고, 한발서기 시 측정은 우세 다리를 확인한
후 우세다리 쪽으로 체중을 지지하여 선 자세에서 측
정한다. 이때 대상자는 적어도 10초 이상 자세를 유지
할 수 있어야 하며, 정확한 동작을 유도하기 위해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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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에 이 동작을 반복하여 자세를 익히도록 한다.
한발서기 자세에서 측정 시 우세 다리 한 다리로 선
동작에서 10초간 유지한 후 이 동작을 3회 반복하도
록 한 후 세 번의 측정값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v.18.0을 이용하여 통계 처
리 하였다. Shapiro-wilk 검정방법을 통해 변수들의 정
규성 검정을 하였고, 모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
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한발서기 동안
만성요통환자와 정상인 사이 근 활성도의 비교를 위
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실험군 15명과 대조군 12명으로 모두 27명을 대상으
로 하였으며, 실험군의 평균연령은 22.87세이고 대조군
의 평균연령은 21.58세이다. 성별의 비율은 실험군에서
는 남자가 8명, 여자가 7명으로 나타났다. 대조군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각각 6명으로 나타났다. 키는 실험군에
서 167.60cm이고, 대조군에서 170.42cm로 나타났다. 체
중은 실험군에서 59.13kg이고, 대조군에서 60.75kg으로
나타났다. 실험군의 유병기간은 평균 21개월로 나타났
으며, 주관적 시각통증척도(VAS, visual analogue scale)
으로 인한 통증의 평균 강도는 3.80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실험군
연령
22.87±2.84
성별(남/여)
8/7
유병기간
21±1.21
VAS
3.80±1.61
키(cm)
167.60±7.79
체중(㎏)
59.13±7.43
Mean±SD, VAS : Visual Analgue Scale

대조군
21.58±2.34
6/6

－
－

170.42±8.22
60.75±9.72

2. 그룹 간 각 근육별 최대 등척성 수축비(%M VIC)
한발서기동안에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각 근육의 최
대등척성수축 비(%MVIC)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표 2).
표 2. Comparison of %MVIC(maximum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for each group
근육
실험군
복직근
6.71±9.42
외복사근 2.91±2.39
중둔근
6.59±5.69
요방형근 8.09±4.59
Mean±SD, *: p＜0.05

대조군
5.89±5.45
2.23±1.85
4.46±4.43
5.51±3.36

t
-1.09
.55
6.98
1.96

p
.07
.59
.55
.36

한발서기 시 복직근에서 실험군이 6.71±9.42, 대조군
이 5.89±5.45로 대조군에서 더 높은 값이 나타났다. 외복
사근은 실험군이 2.91±2.39, 대조군에서는 2.23±1.85, 중
둔근은 실험군이 6.59±5.69, 대조군이 4.46±4.43, 요방형
근은 8.09±4.59, 대조군이 5.51±3.36로, 대부분의 최대등
척성수축 비의 값이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컸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3. 그룹 간 각 근육별 근활성도 비교
한발서기동안에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각 근육의 활
성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한발서기 시 복직근에서 대조군의 근 활성도가
16.69±1.83, 대조군의 근 활성도는 18.08±3.06이었고,
외복사근은 실험군은 7.41±3.05, 대조군은 8.13±2.70로
대조군이 실험군보다 근 활성도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둔근에서는 실험군은
23.09±14.66, 대조군은 29.20±18.54로 대조군이 실험군
에 비해 근 활성도가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요방형근에서는 실험군에서 8.18±2.60, 대조군에
서 7.31±2.82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근 활성도가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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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Comparison of muslce activity for each group
근육
실험군
복직근 16.69±1.83
외복사근 7.41±3.05
중둔근 23.09±14.66
요방형근 8.18±2.60
Mean±SD, *: p＜.05

대조군
t
18.08±3.06 -1.88
8.13±2.70 -1.73
29.20±18.54 -3.69
7.31±2.82 1.64

p
.07
.09
.02*
.03*

Ⅳ. 논 의

요통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질환의
하나로 전체 인구의 약 70∼80%에서 일생동안 한 번
이상 경험하는 높은 빈도의 증상으로 척추동물 중 직
립보행을 하는 인간만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다(Biering-Sorensen, 1982; Nachemson, 1976). 서서 걸어 다니
는 사람의 척추는 중력과 체중부하에 의해 항상 위험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이미 요통을 경험하고 있
는 사람에 있어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은 중력이나 체
중에 의해 끊임없이 가중되기 때문에 요통환자는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주로 통증이 증가되어, 환자 자
신이 통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어적 행동으로
자세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Norkin와 Levangie,
1992). 본 연구에서는 정상 대조군의 정적 기립자세에
서와 동적 자세인 한발서기 시 큰 근 활성도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정상대조군보다 요통 실험
군에서는 한발서기 시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작용과
더 많은 근 활성도의 변화가 나타났다. 요통환자의 경
우 한발서기검사 시에 정상인 보다 자세안정성이 좋
지 않다고 하였다. 이것은 요통환자의 한발서기자세
에서 요부와 골반의 근력, 협응 및 근육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이 손상되어 자세균형에 방해를 받는 것이라
고 하였다(Luoto 등, 1998). 요통환자의 경우 한발서기
할 때 정상인 보다 자세안정성이 좋지 않다고 하였다.
이것은 요통환자의 한발서기자세에서 요부와 골반의
근력, 협응 및 근육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이 손상되어
자세균형에 방해를 받는 것이라고 하였다(이강우와
양희송, 2002). 요부의 안정성은 요부 근육들의 활성
도 증가에 의해 유지되고,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큰

요부 근육들과 작은 내재근들 사이의 조화로운 근육
동원을 위한 운동 조절이 강조됨으로써 안정성이 유
지된다고 할 수 있다(Blomberg, 1972; Paris, 1985). 요
부골반부에 안정화에 관여하는 조직들로는 복직근,
외복사근, 중둔근, 요방형근등을 들 수 있다. Cynn 등
(2006)은 요추 골반부(lumbopelvic)의 근육들의 상호작
용에 의한 요추의 안정성 증가는 하지가 움직이는 동
안 요방형근의 근육활동을 감소시키는 반면, 중둔근의
근 활동을 증가시킨다고 하였으며, 박경미 등(2009)은
골반 압박벨트를 이용하여 골반을 압박한 상태에서
고관절 외전근의 근 활성도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고
관절 외전시 요방형근의 근 활성도가 유의하게 감소
하였고, 중둔근의 근 활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
며, 이는 본 연구에서 만성 요통환자에 비해 정상인이
한발 서기 시 요방형근의 근 활성도가 감소한 반면,
중둔근의 근 활성도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지어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척추 주위근은 척추의 안정성과 기능적 움직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요부 손상
의 예방이 중요하며 특히 만성요통 환자들에서는 요
부 신전근이 약화되어 있으며 특히 요부 굴곡근에 비
해 신전근의 위약이 더 심하다고 하였고(Smith 등,
1985), 요통환자에서 체간의 굴곡, 신전 및 측방굴곡
모두에서 근력저하가 있다고 보고 하였다(McNeil 등,
1980). 요통환자는 요통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요통
이 반복되지 않는 환자에 비해 척추주위 근육이 더 약
화되며(Tertti 등, 1991), 이로 인해 운동량이 감소하므
로 근육 크기 감소가 온다(Moritani 등, 1986).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근육 크기 감소에 따른 근 약화가 없이
근 활성도에서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이 더 큰 근 활성
도 수치를 나타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근전도 기기를 이용한 분석 방법은 각
각 다른 근육의 활성화 정도, 근육피로 그리고 만성
근육통에서의 양상을 서술하고 신경근육계 질환을 가
진 환자의 진단 등에 사용되어 왔다. 표면 근전도 검
사는 피부표면에 전극을 붙이는 비침습적인 검사방법
으로 수축할 때 발생되는 근육의 활동전위를 측정하
여 근육의 활동정도와 기능을 분석하여 굴곡, 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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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굴, 회전등의 자세 변화 시에 체간 조절근의 수축양
상을 평가함으로써 체간 조절근들이 요통에 어느 정
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그에 따른 치료방법
을 알 수 있게 해준다(노성만 등, 2002). 또한 체간 조
절근의 근전성 신호는 정적인 상태로 측정하는 것보
다 운동을 하는 동안 동적인 근전도 신호를 측정하는
것이 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Sihvonen 등, 1994). 또한 표면전극을 사용한 주파수 분석은
근력의 증가 및 피로에 따른 운동단위 활성도의 변화
를 비교적 예민하게 측정할 수 있는 매우 신뢰성 높은
진단도구가 된다고 하였다(Moritani 등, 1986).
본 연구에서는 요통환자들의 한발서기 시 요부주위
근의 근 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근전도 기기를 사용
하였다. 그 결과 최대등척성 수축비는 대조군이 실험
군비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근 활
성도는 중둔근과 요방형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실험군과 정상 대조군의
경우 상반된 값을 산출하거나, 오차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피실험자들에게 필요한 반복적인 훈련이 부족하
여 정확한 동작의 숙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일
하지 않은 피실험자의 전극 부착위치와 부착방법의
차이의 요인들과 실험한 근육이 심부근육이어서 지방
등의 요인들로 인해 근전도 값의 노이즈가 발생하였
으며, 유의하지 않은 데이터 값이 산출되었다. 또한
실험자들의 근전도기기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였고
실험동안에 골반고정 상태에서 한 발 들기 시 골반의
고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실험진행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크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는 정상인과 요통환자 사이의 정적 체간 근육의 활성
화를 분석하고, 삼차원 동작분석기에서의 관절 각도
의 차이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Ⅴ. 결 론

만성 요통 실험군 15명과, 대조군 12명을 대상으로
근전도 검사에 표면전극을 이용하여, 한 발 들기 동작

시 복직근, 외복사근, 요방형근, 중둔근의 %MVIC 값
과 근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1.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MVIC값 비교에서는 대
부분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컸으며,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2.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근 활성 검사에서는 중둔
근, 요방형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정상인과 요통환자 사이의 정
적 체간 근육의 활성화를 분석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
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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