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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전도를 이용한 Sorensen 검사시 성인남녀 
등 근육의 근피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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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ectral Electromyographic Fatigue Analysis of Back 
Muscles in Healthy Adult Men and Women 

During Sorensen Test 

Lee Mi-seon, B.H.Sc., R.P.T. 
Kim Tae-young, B.H.Sc., R.P.T. 

Dept. of Rehabilitation Therapy, The Graduate SchooI, Yonsei University 

Trunk holding test (Sorensen test) appear to have more value than strength test 
in prediction the occurrence of low back pain. Electromyographic activity of trunk 
extensor muscles during these test may provide clues to the etiology of 
neuromuscular-based low back pai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 in back 
muscle endurance between healthy adu1t men and women using surface 
electromyographic <EMG) power spectra1 analysis. Thirty hea1thy subjects (15 men 
and 15 women) performed an unsupported trunk holding test for 60 seconds. 
Recording surface electrodes were placed over the erector spinae medially and 
laterally at vertebral levels of Ll and L5. Slope of total frequency was eva1uated 
using the MP100WSW Fast Fourier Transform spectrum analysis program. The 
slopes of all indices of back muscle fatigue, except right L5, were significantly 
steeper in men than in women (p<0.05). Our results indicated that the trunk holding 
test using EMG power spectral analysis of erector spinae muscles is useful for the 
evaluation of fatigue rate of these muscles. Our results also showed a higher muscle 
endurance in healthy adult women than in men. 

Key Words: Power spectral analysis; Erector spinae; Fati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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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셔폰 

근 피로는 요통 환자에서 빈번히 관찰되는 

장애이며， 또한 요통을 유발시키는 위험요인 

이 다<Biering-Sorensen， 1984; Cooper 등， 

1993; Kankaanpaa 등， 1998; Mayer 등， 1989; 
Moffroid, 1997; Nicolaisen과 ]orgensen, 

1985; Roy 등， 1989; Roy 등， 1995). 요통 환 
자들은 등 근육의 지구력이 정상적이고 일상 

적인 신체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보다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활 확률이 더 높다(Roy 동， 

1989). 동 근육은 요추를 보호하며， 상체를 앞 

으로 숙이는 동작 수행시에 주로 작용한다 

(Adams과 Hutton, 1986). 이 러 한 둥 근육의 

기능은 큰 피로에 의해 손상받으며， 근래에는 

만성 요통과 등 근육의 높은 피 로도(fatigue 

rate) 사이의 연관성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자가 남자보다 일반적으로 근 피 

로도에 대한 저항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Mannion 둥 1998， Umezu 퉁， 1998). 

Thorstensson과 Carlson(1987)은 조직 화학적 

분석을 통하여 남자보다 여자의 등 큰육의 

산소 잠재량이 더 많음을 보고하였다 

등 근육의 피로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던 측정 방법들은 대상자의 동기 (motiva

tion)에 의 해 많은 영 향을 받았다. Krus
Weber 검사나 Sorensen 검사는 둥 근육의 
지구력을 평가하기 위해 수축 지속 시간 

(endurance time)을 측정하였다. 이 지속 시 

간은 근육의 내부 피로뿐만 아니라 통증에 

견디는 힘이나 경쟁심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또한 이러한 평가방법들은 근 피로도 

를 정확히 정량화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둥 근육의 지구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근전도 power spectrum 분 
석을 사용하며，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근 

피로를 정량화하여 측정할 수 있다 

<Biedermann 둥， 1990; Oieen 둥， 1993; 

Mannion과 Oolan, 1994; Ng와 Richardson, 
1996; Roy 등， 1995; Umezu 등， 1998). 체 간 

유지와 같은 둥척성 수축을 이용한 검사에서 

퉁 근육의 피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근전도 power spectrum 분석의 신뢰성은 여 

러 연구들에서 증명되었다(Mannion과 Oolan, 

1994; Ng와 Richardson, 1996; Thompson과 

Biedermann, 1993). 또한 이 방법은 등척성 

수축을 유지하는 동안 국소 부위 근육의 피 

로 발달을 평가할 수 있는 가치있고 비침해 

적인 기술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Mannion 둥， 1997). 

등척성 수축을 유지하는 동안 적분된 근전 

성 신호üntegrated EMG signals)는 일반적으 

로 증가하며， 주파수가 power spectrum에서 

보다 낮게 압축(compression)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FFT(Fast Fourier Transforms) 

방법을 사용하여 순수한 근전성 신호(raw 

EMG signals)를 주파수의 power spectrum으 
로 전환한 후 확인할 수 있다(Dolan 동， 

1995). 지속적인 동척성 수축 시에 발생하는 

피 로도는 평 균 주파수(mean frequency) Lt 중 
앙 주파수(median frequency)같은 power 

spectrum의 특정 적 인 요소를 측정 함으로써 

알 수 있다(Merletti 등， 1992; Roy 등， 1997). 

근전도 power spectrum의 평균 주파수나 중 
앙 주파수의 감소 비율은 작업 지속시간， 그 

리고 근육이 힘을 내는 능력과 높은 상관성 

을 가진 다(Mannion과 Oolan, 1994; Mannion 
과 Oolan, 1994; Spaπo 등， 1997). 이 는 어 떤 
작업을 수행할 때에 발생하는 피로의 큰전기 

적 • 기 계 적 지 표(myoelectric & mechanical 

indices)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 

한다. 초기의 평균 주파수와 중앙 주파수의 

감소 비율은 근섬유 종류， 근 횡단 부위， 신 

경 전달 속도 등에 의존한다(OeLuca， 1984; 
Kondraske 둥， 1989). 
전형적으로 두부(cepha!ic)보다 미부 

{caudaD 근육의 근전도 주파수 감소가 더 크 
다고 보고되고 있다(Kupa 둥， 1995). Roy 둥 

(1989)은 제 1, 2번 요추보다 제 5번 요추에 

서 중앙 주파수 크기가 더 많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Mannion과 Dolan(1994)도 체간보다 

는 요부의 척추 기립근에서 더 큰 중앙 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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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감소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 

으로 좌우 둥 근육의 근전도 주파수는 유의 

한 차이 를 보이 지 않는다(Umezu 둥， 1998). 

퉁 근육의 지구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들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Mannion과 Dolan, 1994). 근전도 분석을 이 

용한 최근의 연구들도 여자가 남자보다 근 

피로도에 대한 저항이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Mannion 둥， 1998, Umezu 둥， 1998). 그 
러나 근전도 power spectrum 분석을 사용하 

여 남녀 간의 둥 근육 피로도 차이를 비교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 은 근전도 power 

spectrum을 이용하여 건강한 성인 남녀의 둥 

근육의 근 피로도를 비교함으로서 지구력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등 근육 좌우의 근 피로도를 비 

교하여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H.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표 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정 

연구대상은 연세대학교 재활학과에 재학중 

인 학생들로 남자 15명， 여자 15명이며 본 연 

구에 참여를 통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전에 요통을 앓았던 병력이 있거나 병리학 

적 이상이 있는 대상자는 본 실험에서 제외 

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표 

1과 같다. 

2. 실험 기기 

등 근육의 활동전위를 측정하기 위해 

MP100WSW"을 사용하였고， 직경 10 mm의 은 
/은 염화 표면 전극21과 직경 25 mm의 접지 전 

극이 자료 수집을 위해 사용되었다. 

Sampling rate은 200 Hz로 하였고， filtering은 
high pass로 5 Hz를 적용하였다. 대상자의 휴 

식과 엎드린 자세에서의 측정을 위한 침상과 

실험시 제거되는 바퀴달린 탁자가 사용되었 

다. 대상자의 엉덩관절과 무릎관절， 그리고 

발목관절의 고정을 위한 고정끈과 실험중 대 

상자의 수평자세를 유지시키기 위한 고정대 

가 사용되었다(그림 n 휴식시간과 실험시간 
은 초시계로 측정하였다. 

(N=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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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L 체간 유지 검사(Sorensen test) 자세 

1) BIOPAC Systems Inc., U.S.A. 

2) Nicolet Biomedical Inc., U.S.A. 

- 65 



한국전문툴리치료학회지 제5권 제3호 

KAUTPT Vol. 5 No. 3 1998. 

3. 실험 과정 

먼저 대상자를 바로 누운 자세로 5분 동안 

휴식하게 하였다. 휴식시간이 끝나면 대상자 

는 엎드린 자세를 취하며 전상장골극(anterior 

superior iliac spine)이 침상 끝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때상자의 엉덩관절과 무릎관절， 그리 

고 발목관절은 고정끈을 사용하여 침상에 고 

정시켰다. 

근전성 신호는 요장늑근üliocostalis lumbo
rum)과 다열근(multifidus)으로부터 기록된다. 

요장늑근에서 나오는 신호를 기록하기 위해 

첫 번째 요추 극돌기에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각각 3 cm 떨어진 곳에 전극을 부착시켰고， 

다열근에서 나오는 신호를 기록하기 위해 다 

섯 번째 요추 극돌기에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각각 3 cm 떨어진 곳에 전극을 부착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혼선(cross-talk)을 최소화하기 

위 해 가지 전극볍 (branched electrode tech

niQue) 이 사용되었다. 두 개의 전극은 근섬유 

진행방향과 평행하도록 부착시켰다. 한 전극 

은 음극에 연결되어 았고， 다른 전극은 양극 

에 연결되어 있으며， 각 전극간 거리는 20 IDID 

로 하였다. 접지 전극은 견봉돌기 (acromion) 

에 위치시켰다. 상체를 지지하고 있는 바퀴달 

린 탁자를 제거하기 전에 고정대의 높이를 

조절하여 대상자가 수평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자에게 손을 귀에 대고 

팔꿈치는 밖으로 향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한 

후， 바퀴달린 탁자를 제거하였다. 대상자에게 

이 자세를 1분 동안 수평하게 유지하도록 요 

구하였다. 이를 위해 따리 준비해 둔 고정대 

에서 대상자의 둥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 

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집된 근전성 신호를 

FFT 방법 을 사용하여 power spectrum 분석 
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얻은 주파수의 전체 

적 인 기 울기 (slope)를 구하였다. 

4. 분석 방법 

SPSS/PC(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Personal Computer+)가 분석 

을 위해 사용되었다. 남녀간의 차이를 비교하 

기 위해 짝비교 t-검정을 사용하였다. 통계학 

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유의수준 a =0.05 
로 하였다. 

m. 결과 

1. 남녀간 요장늑근의 활동전위 벼교 

남녀간 요장늑근의 활동전위 비교에서 왼 

쪽과 오른쪽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0.05)(표 2). 

2. 남녀간 다열근의 활동전위 비교 

남녀간 다열근의 활동전위 비교에서 왼쪽 

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p<0.05), 오른쪽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3). 

표 2. 남녀 간 요장늑근(왼쪽， 오른쪽)의 활동전위 비 교 (N=30, 단위 : mV) 

남자(nl=15) 여 ^Hn2=15) t-값 자유도 p 

왼쪽 요장늑근 0.2147 :t 0.0728 0.1267 :t 0.0299 4.771 14 O.α)()* 

오른쪽 요장늑근 0.2360 :t 0.0959 0.1453 :t 0.0421 5.353 14 0.000*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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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남녀간 다열근(왼쪽， 오른쪽)의 활동전위 비교 

퍼
-
M
 

m 

m-+-± 

빼
-
많
 
뻐
 

nU 

nU 

(N=30, 단위: mV) 

t-값 자유도 p 

3.396 14 0.004 

1.635 14 0.124 

왼쪽 다열근 

남자(n1=15) 

0.2260 :t 0.0딩9 

o..2o.2o.:t 0..0.738 오른쪽 다열근 

p<o..o.5 

표 4. 요장늑근과 다열근 활동전위의 좌우 비교 (N=30, 단위 : mV) 

왼쪽 오른쪽 t-값 자유도 p 

남자 요장늑근 o..2147 ::t 0.0728 0.2360 ::t 0.0959 1.508 14 0.154 

(n1=15) 다열근 0.2260 ::t 0.O없9 0.2020 ::t 0.0738 1.082 14 0.298 

여자 요장늑근 o..1267 :to..o.299 o..1453 :to..0421 1.092 14 0..293 

(n2=15) 다열근 o..1453 :to..o.421 o..16OO:t 0..0.722 -1.970. 14 0..069 

3. 요장늑근과 다열근 활동전위의 좌우벼교 

요장늑근과 다열근의 좌우비교에서 남녀 모 

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4). 

lV.고찰 

척추 자체는 매우 불안정한 구조물이므로 

이를 보상하기 위해 근육과 주위 조직이 적 

절 한 지 지 를 하고 있다(Dieen， 1996). 근육의 

지구력이 약해지거나 피로가 발생하면 이러 

한 기능적 역할 수행이 어려워지고 요통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따라서 등 근육의 

기능과 피로도를 평가하여 현재의 상태를 정 

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적용하기 위한 

평가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둥척 

성 수축 시에 표면 전극을 사용하는 근전도 

분석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표 

면 전극을 통해 기록되는 순수한 근전성 신 

호를 FFT 방법을 사용하여 power spectrum 
분석 하는 것 이 다. 많은 연구들이 Sorenson 검 

사나 Kraus-Weber 검 사같은 체 간 유지 검 사 

와 근전도의 power spectrum 분석 이 둥 근육 

의 피로도 측정 시에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라고 보고하고 있다(Biedermann 둥， 1990.; 

Biedermann, 1991; Mannion과 Dolan, 1994; 

Moffroid 둥， 1994; Ng와 Richardson, 199Eì). 

본 실험에서는 순수한 근전성 신호의 잡음 

(noise)을 제 거 하기 위 해 5 Hz의 high pass 

filtering을 적용했다. 표면 근전성 신호에는 

의도하지 움직임 둥에 의해서 잡음이 섞이게 

되는데， 등척성 수축과 같은 정적인 상태에서 

는 대부분 5 Hz 이하의 낮은 주파수로 발생한 

다<Dolan 동， 1995). 따라서 보다 정 확하게 분 

석하기 위해 그 이하의 주파수를 제외하였다. 

그리고 sampling rate는 구하고자 하는 평균 

주파수의 두 배가 적절하다는 Nyquist cri

terion에 의해서 200 Hz로 정하였다<Dolan 둥， 

1995; Roy 등， 1989). 대상자들은 근전도를 

사용하여 둥 근육의 피로도를 측정하기 전에 

바로 누운 자세에서 5분 간의 휴식을 취했다. 

이는 대상자의 둥 큰육을 이완시켜서 실험시 

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행하였다. Ng와 Richardson(1996)도 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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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power spectrum을 이용한 건강한 대상자 
의 둥 근육의 지구력 평가에 관한 신뢰성 연 

구에서 각 측정 사이 5분 간의 휴식 시간을 

주었다. 그들은 이 5분 간의 휴식 시간 후에 

근전도 power spectrum 신호가 정상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하였다. Dolan 등(1995)도 근전 

도를 사용한 반복적인 근피로도 측정 시에 

회복을 위해서 5분 간의 휴식시간을 적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L1 부위와 L5 부위의 

power spectrum의 적 분된 근전성 신호 간에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다 

른 연구들은 L1과 L2 부위보다 L5 부위가 피 

로에 더 민감하다고 보고하였다(Roy 둥， 

1989; Roy 등， 1997). 이 는 두 부위 의 근 섬 

유 성 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원위부의 근육일 

수록 생화학적 변화에 민감한 type rr 섬유의 
비율이 더 높아서 쉽게 피로해진다(Gerdle 

등， 1993; Sirca와 Kostevc, 1985). 그리고 동 
에 대한 기계적 연구에서 보고한 것처럼 근 

부하Ooading)의 분포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 

r:t(Roy 등， 1989). 또한 다열근(L5)은 주로 

자세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척추기립 

근(L1)은 체간의 웅직임에 주로 작용한다. 따 

라서 자세유지 검사에서의 등척성 수축은 척 

추기 립근보다는 다열근의 피로를 더 많이 유 

발시킨다. 다열근이 피로로 인해 약해졌을 경 

우 척추기립근이 이를 보상한다(Ng와 

Richardson, 1996). Biede-rmann 등(1991)은 
만성 요통환자들이 정상인에 비하여 다열근 

의 피로도가 높은 반면， 척추기 립근에서는 별 

다른 차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좌우의 둥 근육은 큰피로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Roy 둥， 

1989; Umezu 등， 1998). 이는 정상인뿐만 아 
니라 요통 환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Collins 등， 1982; Jayasinghe 둥， 1978). 그러 
나 Cram과 Steger(1983)는 요통환자의 좌우 

등 근육의 심한 불균형을 보고했으며， Hoyt 

동(1981)도 작업 수행시에 요통환자와 정상인 

의 좌우 등 근육의 절대적인 차이를 확인하 

였다. Jones와 Wolf(1980)는 어느 한쪽에만 

역학적 결함(mechanical deficit) 이 있을 때 

좌우 등 근육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여러 연구들이 성인 남녀의 둥 근육의 피 

로도가 동일하지 않다고 보고하였다(Mannion 

과 Dolan, 1994; Sparto, 1997; Umezu, 1998). 

본 연구에서도 오른쪽 다열근을 제외하고는 

등 근육의 피로도가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체간 유지 검사와 

같은 등척성 수축 시에 남자가 지지하는 부 

하는 여 자보다 15% 정 도 더 많다(Oddson 

등， 1991). 남녀 간의 체지방 비율이 남자는 

17%, 여 자는 28%로 다르며 , 그 분포에 있어 

서도 여자는 주로 지방 조직이 상체에 더 많 

이 분포한다(Miller 등 1993). 그리 고 남자는 

중력 중심으로부터 체칸의 거리가 여자보다 

더 멸기 때문에 지렛대의 원리에 의해 더 많 

은 힘을 소모하게 된다. Mannion과 Dolan 
(1994)은 상체가 지지하는 부하를 계산하였는 

데， 평균 부하는 남자 161 Nm, 여자 121Nm 
이였다. 동 신전근의 최대 근력의 평균값은 

남자가 406Nm, 여자가 246Nm이었다. 

Thorstensson과 CéπIson(1987)은 조직 화학적 

분석을 통하여 남자보다 여자의 둥 근육의 

산소 잠재량이 더 많음을 보고하였다. 근 수 

축 시 에 근육의 내 압Gntramuscular pressure) 
이 증가하면 혈액의 흐름을 제한하게 된다. 

부과되는 부하와 절대적인 수축력을 동일하 

게 적용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제 

한되는 정도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게 나 

타난다(B따nes， 1980;, Oddson 등， 1991). 따 

라서 남자는 여자보다 둥척성 수축 시에 혈 

류 공급량 감소에 의한 저산소 상태로의 진 

전이 보다 빨라져서 피로도 발생이 더 높아 

진 다(Nicolaisen과 Jorgensen, 1985). 
성별에 따른 둥 신전근의 피로도 차이는 

근 섬유 종류에 따른 횡단면과 분포의 차이 

로서 가장 타당성 있게 설명된다. 남녀 척추 

기립근의 요추부는 type 1 섬유의 구성비율이 
남자(56%)보다 여 자(73%)에 서 더 높다 

(Thorstensson과 C때son， 1987). 이 러 한 type 
I 섬유 구성비율의 차이로 여자의 척추기립 

- 68 -



한국전문물리 치료학회 지 제5권 제3호 

KAUTPT VoJ. 5 No. 3 1998. 

근 지구력이 남자에 비해 더 우세한 이유를 

설명 할 수 있다. Mannion과 Dolan(1994)은 

체 간근의 생 검 (biopsies)을 실 시 하여 비 록 절 

대적인 섬유 종류의 비율은 유사하지만 type 

I 섬유의 횡단변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크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Mannion 동， 1998; 

Umezu 둥， 1998).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근전도 power s않ctrum을 

이용하여 건강한 성언 남녀의 등 근육의 피 

로도를 비교함으로서 지구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건강한 성 

인남녀 30명을 대상으로 체간 유지 검사 

(Sorensen test)를 적 용하는 동안 등 근육의 

피로도를 측정하였다. 피로도는 MP100WSW 
Fast Fourier Transform spectrum 분석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근전성 신호를 수집하여 분 

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Sorensen 검사시 

남자의 둥 근육이 여자보다 더 빨리 피로해 

짐을 알 수 었었다. 이것은 남녀간 동 근육의 

체지방 비율과 분포의 차이， 근 수축시 근육 

내압의 증가로 인한 혈액공급량 감소와 그로 

인한 저산소 상태로의 진전 속도 차이， 그리 

고 type 1 섬유 구성비율의 차이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원인이 근전성 신호 변화와 어떤 연 

관성을 가지는지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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