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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기 시 척추기렵근의 활동전위에 마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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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effect of two different pelvic 
alignments and the Valsalva maneuver on electromyographic <EMG) activity of the 
erector spinae during squat lifting and lowering, and to find an efficient method for 
squat lifting and lowering. Twenty hea1thy men in their twenties lif않d and lowered 
loads using four different methods: 1) anterior pelvic tilt position with the Valsalva 
maneuver, 2) anterior pelvic tilt position without the Valsalva maneuver, 3) posterior 
pelvic tilt with the Valsalva maneuver, 4) posterior pelvic tilt without the Valsalva 
maneuver. The EMG activity of erector spinae was recorded during both lifting and 
lowering with each method. The EMG activity of each individual was normalized to 
EMG activity produced by musc1e during maximal voluntary contraction. Two-way 
ana1ysis of variance for repeated measures (2 x 2) was used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two factors: 1) pelvic tilt position (anterior pelvic tilt, posterior pelvic tilt) , 2) the 
Valsalva maneuver (with and without). Analysis was performed separately for the 
lifting and lowering. The results we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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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G activity of erector spinae was greater when the pelvis was tilted anteriorly 

than when the pelvis was tilted posteriorly during squat lifting and squat lowering. 

2)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EMG activity of erector spinae with the 

Valsalva maneuver and EMG activity of erector spinae without the Valsalva 

maneuver during squat lifting and squat lowering.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greater EMG activity of erector spinae with an anterior pelvic tilt position during 

squat lifting and squat lowering may ensure optimal muscular support for the spine 

while handling loads, but the Valsalva maneuver may have less effect on erector 

spmae. 

Key Words: Pelvic tilting; Valsalva maneuver; Erector spinae; Electromyographic 
activity. 

1 . 서론 

물건을 들어 올리는 동작 중에 발생하는 

요추부위의 손상은 요통의 주요 발생원인 

의 하나이 다(Kelsey 둥， 1984; Wikstrom 

퉁， 1985). 많은 연구자들이 요통발생의 방 

지를 위해 물건올 들어 올리는 동작에 대 

하여 연구하였다(Anderson과 Chaffin, 

1986; Petrofsky와 Lind, 1978; Snook, 
1978; Troup, 1977; White와 Gordon, 
1982). 일반적으로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하 

지를 구부리고 체간올 곧게 펴서 물건올 

들어 올리는 통작(squat lifting) 이 하지를 

펴고 체간올 구부린 상태로 들어 올리는 

동작(stoop lifting)보다 요통발생위 험을 최 

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imbury， 

1967; Natíonal Safety Council, 1971). 

Delitto 둥(987)은 체간올 곧게 세운 자세 

에서 물건 들어 올리기를 하면， 물건이 체 

간에 가깝게 되므로 물건으로 인해 발생되 

는 전방방향의 회 전토크(bending torque)의 

크기가 줄어들고， 척추기립근의 조기활성화 

가 가능하게 되어 요추주변조직의 안정성 

을 제공한다. 그리고， 물건을 들어 올릴 때 

강한 하지의 근육이 주된 역할올 하게 되 

므로 요추부위가 더욱 안정된다고 하였다. 

척추기 립근(erector spinae)은 물건을 들 

어 올릴 때 상체의 무게 및 손에 든 물건 

의 무게에 의해 발생되는 전방방향의 회전 

토크에 반작용하여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 

해 준다.V밟os 동(1994)은 물건을 들어 

올릴 때 발생되는 체간주변근육의 활동전 

위를 비교하였는데 척추기립근이 척추의 

안정성을 제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Dolan 등(1994)은 물건 

을 들어 올리는 방법에 따라 척추신전근이 

발생시키는 최대신전 모멘트(peak extension 

moment)와 요추에 작용하는 전방방향의 

회전토크를 비교하였는데 무릎을 신전시킨 

자세보다 무릎을 굴곡시킨 자세에서 물건 

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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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어 올릴 때 최대신전 모벤트가 크고 (이우주， 1991). 이것은 골반저근육(pelvic 

회 전토크는 작았다. 이 는 무릎을 굴곡시 킨 floor muscles) , 척 추신 전근， 횡 격 막， 복근 

자세에서 들어 올리기가 무릎올 편 자세에 등을 수축시킴으로서 복강 및 흉강의 내압 

서 들어 올리기보다 척추에 더 적은 부하 을 증가시켜 복강 및 흉강을 견고한 벽을 

를 가하면서 더 많은 힘 올 내 게 해 준다는 가진 원통으로 만들어 준다(Morris 둥， 

것을 의마i한다 1961). 이러한 복강 및 흉강의 증가된 내압 

Delitto와 Rose(1992)는 무릎올 구부린 은 척추에 외적지지물로 작용하여 척추에 

자세에서 물건 들어 올리기를 시행할 때 가해지는 부하를 감소시켜준다(Davis， 

요추만곡Oumbar curvature)의 정도에 따른 1956). flemborg 동(985)은 복강내압의 

척추기립군의 활동전위를 비교하였는데 요 증가는 체간벽의 근육 및 척추기립근의 활 

추전만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활동전위가 동전위 중가와 유의한 관련이 있으며 이것 

요추전만이 감소된 상태에서의 활동전위보 은 요추부위에 안정성을 증가시켜 준다고 

다 더 높다고 하였다.fI따t 등(1987)도 요 하였다， Nachemson 퉁(1986)은 물건을 들 

추전만이 유지된 상태에서 요추부위에 더 고 서 있는 자세에서 발살바기법의 실시에 

적은 굴곡 모벤트(flexion moment)가 작용 따른 체간근육의 활동전위를 비교하였다. 

하며， 척추기립근은 더 큰 활동전위를 발생 그 결과 발살바기법올 실시할 때 체간근육 

할 수 있다고 하였다， Delitto와 Rose(1992) 의 활동전위가 증가함올 보고하였다" 이것 

는 또 다른 연구에서 무릎을 굴콕시칸 자 은 발살바기법이 물건을 들어 올리고 내리 

세에서 들어 올리기를 시행할 때 골반경사 는 동작시 척추기립근의 활동전위 증가에 

의 형태에 따른 척추기립근의 활동전위를 영향을 주어 요추부위의 안정성에 도움이 

비교하였는데 후방골반경사자세보다 전방 될 수 있음올 예상하게 한다. 

골반경사자세에서 물건올 들어 올릴 때 척 임상에서는 요통환자의 허리의 손상， 악 

추기립근의 활동전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화 방지를 위해서 또는 일반인들의 요통발 

척추기립근은 물건을 들어 올릴 때 발생되 생 예방올 위한 교육시， 무릎올 구부렸다가 

는 요추부위의 회전모멘트 및 척추의 전방 펴면서 물건올 들어올리도록 교육을 한다. 

전단력 (anterior shear force)에 반작용하여 그러나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척추의 안정 

요추주변의 비수축성 조직의 손상을 방지 성증가를 위해 발살바기법올 함께 사용하 

한다(F없fan과 Lamy, 1977; McGill과 는 것에 대 하여 관심 이 부족하다. 지 금까지 

Norman, 1986), 따라서， 전방골반경사자세 요통환자나 정상인들이 물건올 들어 올릴 

에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이 요추부위의 때 발살바기법올 사용하는 것이 요통경감 

손상올 예방하는데 좋은 자세라 할 수 있 및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다. 확실하지 않다. 

척추의 안정성 제공을 위한 한 방법으로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척추신전근의 활 

발살바기법 (Valsalva maneuver)이 사용된 동전위 증가가 요추부위에 작용하는 회전 

다. 발살바기법이란 성문(glottis)을 닫고 모멘트에 반작용하여 요추부위의 안정성을 

강제호기 (forced expiration)를 하는 것이다 강화한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정상인이 물 

m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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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1. 척추기립근의 활통전위 측정을 위한 전치 

중폭기 및 표면 전극. (가) 후면， (나) 전면. 

건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수행할 

때， 골반경사방향과 발살바기법이 척추기립 

근의 활동전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1.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Y대학에 재학중인 20명의 남 

학생올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선 

정조건은 첫째， 요통의 과거력을 가지고 있 

지 않으며 현재 요통울 의심할 만한 증상 

올 갖고 있지 않올 것， 둘째，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관절 및 척추에 실험에 요구되는 

통작올 제한하는 구촉이 없을 것， 셋째， 도 

수근력검사결과 하지 및 체간의 근력이 정 

상둥급(normal grade)에 속할 것 둥이 었다. 

2. 실험 기기 

2개의 채널을 사용하여 3번 요추(L3)의 극 

상돌기의 좌우 3 cm 부분에 전극을 부착하 

여 활동전위를 측정하였다. 전극은 본 기기 

에서 제공되는 표면전극(surface electrode: 

Davicon Active Electrode)을 사용하였다. 

이 전극은 세 개의 금속전극으로 이루어 

졌는데 두 개의 활성전극(active electrode) 

과 하나의 접지전극(reference electrode)이 

삼각형 형태로 한 개의 전치증폭기 (prea

mplifier)에 달려있다(그림 1). 실험에 사용 

된 각 전극의 지름은 1 cm이었다. 전극에 

감지된 신호는 전치증폭기와 도선을 거쳐 

Linearized Power Detector (LPD) 시 스 템 

으로 이 어 져 여 과(filtering)되 고 정 류(recti

fying)된다. 

골반경사자세의 교육 효과를 보기 위한 

골반경사각도의 측정은 F ARO Metrecom깅 

을 이용하였다. 이 기기는 인체의 움직임을 

3차원적으로 분석하는 기기로서 골반경사 

척추기 립근의 활동전위측정은 Davicon 
I =, - d t= .ua v l \..,UU 1) NeuroDyne Medical Corp., U.S.A. 

Neuromuscular Systerrν'3" 를 사용하였다 2) Faro Medical Technologies Inc. ,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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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기기의 모드 중 기 

본자세 분석 모드(basic posture analysis 

mode)를 사용하였다. 들고 내리는 물건으 

로는 손잡이가 달린 맥주상자 (30X45X30 

cm')를 사용하였다. 상자손잡이의 높이는 지 

면으로부터 29 cm였다. 상자의 무게는 원형 

추와 모래를 상자에 담아 조절하였다. 상자 

의 무게는 대상자가 최대로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인 최대 들어 올리기 무게 

(maximal lifting capacity)의 20%에 해 당 

하는 무게로 하였다. 최대 들어 올리기 무 

게를 측정할 때는 배근력측정계인 Jamar 

Dynamometer (for leg, back and chest)31 

를 사용하였다. 

3. 질험과정 
1) 골반정사자세 및 발살바기법의 교육 

실험을 시작하기 전 대상자에게 골반경 

사자세 및 발살바기법을 교육하였다. 전방 

골반경사자세는 그림 2와 같이 요추부분이 

정상적인 전만을 유지하고 골반은 전방으 

로 기울어져 있는 자세이다. 이 자세에서 

물건을 들어 올리고 내릴 때 전방골반경사 

및 요추전만의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후방골반경사자세는 그림 3과 같이 요추부 

분의 전만이 사라지고 척추가 전체적으로 

후만을 유지한 상태이다. 이 자세에서 물건 

을 들어 올리고 내릴 때 후방골반경사 및 

요추후만의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발살바기법을 시행할 때에는 숨을 들여 

힘 

그림 2. 전방골반경사자세 

톨1 

그림 3. 후방골반경사자세 

에 압력을 주었다. 발살바기법을 실시하지 

마시고 업을 다물고 복강에 강한 압력을 않았을 때에는 입올 열고 복강에 압력을 

주게 되는데 전방골반경사시에는 배를 강 가하지 않았다. 

하게 내밀며 복강에 압력을 주었다. 후방골 골반경사자세의 교육효과를 확인하기 위 

반경사사에는 배를 강하게 들여밀며 복강 해 F ARO Metrecom기기를 이용하여 전방 

3) Therapeutic Equipment Corp.,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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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후방꿀반경사자세에서의 골반경사각도 이 때의 척추기립근의 활동전위를 측정하 

를 측정하였다. 전반골반경사자세와 후방골 였다. 측정은 2회 실시하여 좌우 활동전위 

반경사자세의 골반경사각도가 정상골반경 평균값의 최대치를 측정값으로 취하였다. 

사각도와 10。 이상 차이가 나면 교육이 효 상자무게를 결정하기 위한 최대 들어 올 

과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발살 리기 무게의 측정은 배근력측정계를 이용 

바기법은 물리치료사 2인이 호기상태와 체 하여 실시하였다. 측정을 위해 대상자는 하 

간근육의 수축올 육안으로 관찰하여 발살 지를 굴곡시키고 허리를 펴고 앉아 측정기 

바기법이 수행되었음을 동의하면 학습된 손잡이를 당길 준비를 한다. 측정자의 ‘시 

것으로 정하였다. 작’ 구령에 따라 배근력이 아닌 하지의 근 

력으로 최대한의 힘을 발휘하여 손잡이를 

3초간 잡아 당긴다. 이 때 대상자는 배근력 

이 아닌 하지의 근력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측정은 2회 실시하여 최대값을 최대 들어 

올리기 무게로 정했다. 상자의 무게는 이 

무게의 20%에 해당하는 무게로 정하였고 

미 국 산업 노동부Ondustrial Labour Organi 

zation)의 안전기준인 16 kg( 수 156 N)이 념 

을 때에는 무게를 16 kg으로 적용 하였다. 

상자의 무게는 체중계를 이용하여 측정하 

2) 기초자료의 측정 

척추기립근 활동전위의 평준화(normali

zation)를 위해 척추기립근의 최대등척성수 

축(Maximal V oluntary Isometric Contracti 

on; MVIC)시의 활통전위를 측정하였다. 표 

면전극의 부착올 위해 대상자를 엎드리게 

한 후 요부를 알콜로 깨끗이 닦아 피부와 

전극사이의 저항을 줄이도록 하였다. 전극 

은 요추 3번의 극상롤기의 좌우 3 cm부분 

의 척추기 립근 근복(belly)에 좌우대칭으로 

부착하였다(그림 4). 대상자를 엎드리게 한 
후 보조연구자가 대상자의 어깨부위에 저 

항을 가하는 상태에서 대상자로 하여금 상 

체를 최대한 강하게 신전시키도록 하였고， 

그렴 4. 표면전극의 부착모습. 

였다. 

3) 척추기립근 활동전위의 측정 

측정은 전방경사-발살바기법 실시， 전방 

경사-발살바기법 미실시， 후방경사-발살바 

기법 실시， 후방경사-발살바기볍 미실시의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순서효과 

(order effect)를 제 거 하기 위 해 각 항목의 

적용순서를 무작위화하였는데 그 방법은 

제비뽑기로 하였다. 각 항목의 시작 직전에 

항목에서 요구되는 골반경사자세 및 발살 

바기법의 실시여부를 다시 확인시키고 측 

정하였다. 측정시 바닥에 종이를 깔고 상자 

와 발의 위치를 표시하여 모든 측정에서 

동일한 발과 상자위치를 유지하였다. 

각 항목별로 2회 연속 측정하여 평균값 

을 취하였고 각 항목 수행전에 10분동안 

휴식시간을 주었다. 측정은 상자를 들어 올 

r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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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동작 2초 정지 1초 내리는 동작 2초 m. 결과 
로 이루어졌고， 들어 올리는 동작과 내리는 

동작시의 척추기립근의 활동전위가 측정되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척 특성 

었다. 대상자는 측정자의 ‘하나， 둘， 셋’의 실험에 참가한 대상자는 20명의 건강 

구호에 따라 속도를 맞추어 물건올 들고 한 성언 남자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내렸다. 측정된 활동전위는 개인간 벼교를 의 평균값은 나이 24세， 키 173.7 cm , 몸무 

위해 최대등척성수축시의 활동전위에 대한 게 66.5 kg 이었다(표 n 

2. 골반청사방향과 발살바기법에 따른 척 
추기립근의 활동 전위 

골반경사방향과 발살바기법 실시여부에 

따른 척추기립근의 활동전위의 평균은 표 

2와 같다. 물건을 들어 올릴 때와 내릴 때 

모두 발살바기법의 사용에 상판없이 전방 

골반경사시에 척추기립근의 활동전위가 후 

방골반경사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 발살바조작의 실시여부(실시， 마실시) 불건올 들어 올렬 때와 내릴 때 모두 발살 

의 2개 요인이 척추기립근의 활동전위에 바기법의 실시여부에 따라서는 척추기립근 
미치는 영향올 분석하였다. 분석은 들어 올 의 활동전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릴 때와 내릴 때의 두 경우로 나누어 각각 (표 2, 그렴 5, 표 3, 그림 6).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올 검정하기 위 

비 (% of 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로 평준화하였고 이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4. 분석 방법 
분석방법으로 반복측정된 자료에 대한 

이요인 분산분석 (two-way analysis of 

variance for repeated measures)을 사용하 

여 골반경사방향(전방골반경사， 후방골반경 

한 유의수준은 a=O.Ol로 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척 특성 (N=20) 

범위 일반적 특성 

나이(세) 
키 (cm) 

몸무게 (kg) 

명균 ± 표준편차 

24.0 :t1.00 
173.7:t4.85 
66.5 :t5.61 

22 - 26 
167 - 186 
58 - 78 

표 2. 들어 올리기 시 척추기립근의 활동전위 단위: %MVIC 

발찰바기법 

골반경사 전방 
후방 

실시 

66.1 ::!: 12* 
51.8 ::!: 17 

m
μ퍼
 

시
 -ao 실

 -± 

+

미
 -52 

않
많
 * 평균 ±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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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5. 들어 올리기 시 척추기립근의 활동전위 

단위: %MVIC 표 3. 내리기 시 척추기 립근의 활동전위 

발살바기법 

미실시 

52.8 :t 12 
42.7 :t 14 

실시 

12* 
13 

+ 
± 

51.8 
42.2 

전방 
후방 

골반경사 

표준편차 +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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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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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내리기 시 척추기립근의 활동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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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건 들어 올리기와 내리기 시 척추기 부에 따른 척추기립근의 활동전위의 차이 

립근의 활동 전위애 대한 이요인 분산분석 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O.01). 

물건 뜰어 올리기와 내리기 시 골반경사 물건을 내릴 때 골반경사방향과 발살바기 

방향과 발살바기법의 실시여부에 따른 척 법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은 통계학적으로 

추기립근의 활동전위의 차이를 분석한 결 유의하지 않았다(p>O.01). 골반경사방향에 

과는 표 4, 표 5와 같다. 물건을 들어 올릴 따른 척추기 립근의 활동전위의 차이는 

때 골반경사방향과 발살바기법의 두 요인 풍계학적으로 유의하였으나(p<O.Ol) ， 발 

간의 상호작용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살바기법에 따른 척추기립근의 활동전 

않았다(pi>O.01). 골반경사방향에 따른 척추 위 의 차이 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기립근의， 활동전위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다(p>O.01). 

유의하였으나(p<O.Ol)， 발살바기법 실시여 

표 4.. 들어 올리기 시 척추기립근의 활동전위에 대한 이요인 분산분석 

평방합 자유도 평방평균 F 

골반경사 0.33 1 0.33 154.95* 

발살바기법 0.00 1 0.00 2.39 
골반경사×발살바기법 0.00 1 0.00 1.35 

p<Ø.01 

표 5~ 내리기시 척추기립근의 활동전위에 대한 이요인 분산분석 

명방합 자유도 명방평균 F 

콜반경사 0.19 0.19 88.83* 

발살바기법 0.00 1 0.00 0.53 

골반경사×발살바기법 0.00 1 0.00 0.08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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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머리 부하를 가함으로서 인대조직등의 손 

상을 예방하는 효과도 갖는다(Aspden， 

물건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동작에서 척 1989; Delitto 둥， 1987; Hart 동， 1987). 따 

추기립근과 인대와 같은 요추주변외 구조 라서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후방골반경사를 

물들은 요추를 보호하고 안정성을 제공하 통한 요추부위의 후만자세보다 전방골반경 

게 된다. 그러므로 물건올 들어 올리고 내 사를 통한 요추부위의 전만자세를 취하는 

리는 적절한 방법의 사용을 통해 요추주변 것이 요추부위에 어느정도의 압박이 가해 

의 구조물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 지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요추주변조직을 

행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요추주변 보호하고 안정성을 제공하는데 더 이롭다 

의 구조물 중 척추기립근의 활동전위 증가 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근거로 

가 요추부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여 삼은 척추기립근의 활동전위증가가 요추부 

러 가지 논란이 있다. 물건을 들어 올릴 위의 안정성 제공에 이롭다는 기본 이론을 

때 후방골반경사를 통해 요추부위의 후만 뒷받침해 준다. 

(kyphosis)자세를 취하는 방법으로 물건을 Vakos 등(1994)은 척추전만과 척추후만 

들어 올리만뇨 척추기립근의 활동전위를 감 자세에서 물건을 들어 올릴 때 들어 올리 

소시킨다(Delitto 둥， 1987; Hart 둥， 1987). 는 기간을 4둥분하여 활동전위를 비교하였 

이러한 척추기립근 활동전위의 감소는 요 는데 초기의 두 단계에서는 척추전만자세 

추부위에 가해지는 압박힘 (comperssion 에서의 활동전위가 높았고， 후기의 두 단계 

force)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었다(Gracove- 에서는 척추후만자세에서의 활통전위가 높 

tsky 퉁， 1981; Gracovetsky 둥， 1985). 이 았다. 그러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때 척추의 후방인대들이 전방굴곡모멘트에 초기 첫단계에서만 있었다 Delitto와 

대해 반작용하여 요추부위의 안정성을 제 Rose(1992)의 연구에서는 전방골반경사자 

공한다. 따라서 요추후만자세에서 물건을 세와 후방골반경사자세에서 물건을 들어 

들어 올릴 때는 척추에 가해지는 압박은 올릴 때와 내릴 때의 두 기간을 각각 2등 

감소하지만 인대가 받는 부하가 증가한다. 분하여 척추기립근의 활동전위를 비교하였 

그러나， 전방골반경사자세를 통한 요추부 다. 물건을 들어 올릴 때와 내릴 때， 전방 

위의 전만자세 Oordosis)로 물건을 들어 올 골반경사자세에서의 활동전위가 첫째 단계 

렬 때는 척추기립근의 활동전위가 증가 하 와 둘째 단계에서 모두 높았으며 모두 통 

며 요추부위에 가해지는 압박도 증가한다 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Aspden, 1989). 한편， 요추부위의 조직들 본 연구에서는 물건을 들어 올릴 때와 

은 압박에 대한 한계점 이하에서의 어느 내릴 때의 척추기립근의 활동전위를 측정 

정도의 압박은 잘 견디며， 굴곡힘보다는 압 하였는데 전방골반경사자세에서 물건을 들 

박험에 더 잘 견디는 특정올 가지고 있다 어 올릴 때 발생된 척추기립근의 활동전위 

(Lin 등， 1978). 또한 요추부위의 전만자세 가 후방골반경사자세로 물건을 들어 올릴 

로 인한 척추기립근의 활동전위의 증가는 때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 

물건을 들어 올리기 전 척추주변 조직에 것은 불건을 들어 올리고 내릴 때， 전방골 

- 'i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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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사자세를 취하는 것이 척추기립근의 

활동전위를 높임으로써 요추부위의 안정성 

올 채공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Hemborg 둥(1985)은 복강내 압의 증가는 

체간벽의 근육 및 척추기립근의 활동전위 

게는 이전의 연구에서 사용한 무게들과 비 

교하였올 때 가벼운 편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물건의 무게가 더 무거웠다면 발살 

바기법에 의한 효과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물건의 무게률 가벼운 것 

부터 무거운 것까지 다양화하여 측정해 봄 

증가와 유의한 관련이 있으며 이것은 요추 으로써 발살바기법의 유의한 효과를 밝혀 

부위에 안정성올 증가시켜준다고 하였다. 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Nachemson 둥(1986)은 8 kg의 물건올 들 이 연구에서는 척추기 립근의 근력을 측 

고 서 있는 자세에서 발살바기법의 실시여 정하기 위하여 척추기립근의 활동전위를 

부에 따른 척추기립근의 활동전위를 측정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근육의 활동전위가 

하였는데， 발살바기법올 실시한 경우에 발 근력과는 완벽한 선형관계률 나타내는 것 

살바기법을 실시하지 않았올 때보다 척추 은 아니지만 근육의 활동전위를 분석하여 

기립근의 활동전위가 약간 증가하였으며 근육이 발생시키는 힘올 유추하는데는 큰 

요추부위에 가해지는 압박이 증가하였다. 무리가 없다는 연구(Andersson 둥， 1977; 

본 연구에서는 물건올 들어 올리고 내릴 Jonsson, 1985)에 근거를 두었다. 

때， 골반경사방향의 효과와 더불어 발살바 본 연구에서는 각 대상자의 척추기립근 

기법의 효과를 비교하였는데 발살바기법의 의 활동전위를 최대둥척성수측에 대한 비 

실시여부에 따른 척추기립근의 활동전위에 (%MVIC)로 평준화시켰다. %MVIC는 서 

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로 다른 근육의 활동전위를 평준화하는 방 

러한 결과의 원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실험에서 사용한 물건의 무게이다. 

Delitto와 Rose(1992)는 물건올 들어 올릴 

때 물건의 무게가 증가할수록 척추부위에 

발생되는 회전토크도 증가한다고 주장하였 

다. 즉 물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발생되는 

척추기립근 활동전위가 커지므로 발살바기 

법 실시유무에 따른 활동전위의 차이가 크 

게 나기 위해서는 물건의 무게가 충분히 

무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요추 

부위에 무리한 부하를 피하기 위해 각 대 

상자의 최대들어 올리기용량의 20%를 들 

법으로 이것은 각 근육이 발생시키는 활동 

전위를 상대적인 수치로 비교할 수 있게 

하므로 어떤 근육이 더 많은 활동전위를 

발생시켰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방 

법의 사용에 있어서 최대풍척성수촉 측정 

시 피험자의 의지와 동기， 관절의 각도， 측 

정 자세， 측정과정자체 퉁이 활동전위에 영 

향올 미 철 수 있다(Vakos 둥， 1994). 이 러 

한 제한점이 있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제한점들에 주의하여 명준화를 

위한 방법으로서 %MVIC를 가장 많이 사 

용한다. 

본 연구에서도 %MVIC로 각 개인의 척 

어 올리는 무게로 설정하였고 미국 산업노 추기립근의 활동전위를 비교하였으나 척추 

동부의 권고기준인 16 kg( 추 157 N)올 초과 기 립근의 최대둥척성수촉올 측정한 자세 

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정도의 무 (엎드련 자세)가 실제 물건올 들어 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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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앉은자세， 선자세， 전방골반경샤자세， 사자세를 취하는 것보다 척추기립근의 활 

후방골반경사자세)와 달랐다. 이것운 위에 동전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서 말한 %MVIC 사용시 제 한점 중의 하나 (p<O.Ol). 

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최대등척성수축 

시 활동전위를 측정할 때 실제 동작시의 

자세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 

v. 결론 

2. 물건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동안， 발 
살바기법의 실시여부에 따른 척추기립근의 

활동전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o.on 

위의 결과를 볼 때， 물건을 들어 올리고 

내릴 때 전방골반경사자세를 취하는 것이 

척추기립근의 활동전위를 높여 주므로 요 

추부위의 안정성을 제공하는데 유리한 것 

본 연구의 목적은 물건을 들어 올라고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살바기법은 척추 
내리는 동작에서 골반경사방향의 형태와 기립근의 활동전위 증가에 큰 영향을 주지 
발살바기법의 실시 여부가 척추기립근 활 않았다. 본 연구에서 들어 올리고 내리는 
동전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물 데 사용한 물건의 무게가 발살바기법의 효 
건을 들어 올리고 내릴 때 사용하는 보다 과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가벼웠다고 생 
효과적인 방법올 찾는데 있다. 각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발살바기법의 

연구 대상은 20대의 건강한 성인 남자 2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무게의 물건 

0명어었으며 이들은 네 가지의 다른 방법 

으로(전방골반경사-발살바기볍 실시， 전방 

골반경사-발살바기볍 미실시， 후방골반경사 

-발살바기법 실시， 후방골반경사-발살바기 

법 미실시) 물건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동 

작올 하였고， 이 때 척추기립근의 활동전위 

를 측정하였다. 각 연구 대상의 측정된 활 

동전위는 척추기립근의 최대둥척성수축시 

의 활동전위 에 대한 비(% of Maximal 

Volunatry Isometric Contraction: %MVIC) 

로 명준화하였다. 척추기립근의 활동전위에 

미치는 골반경사방향과 발살바기법의 영향 

올 반복측정된 자료에 대한 이요인 분산분 

석 (two-way analysis of variance for rep

eated measures)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물건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동안， 전 

방골반경사자세를 취하는 것이 후방골반경 

을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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