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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l훌~ Corrparison of 바꿇 않lSet Tiræs of Hamstring, 않llteus M힘timus， 

and Lwnbar Erector 용;pinae Muscle Activity During Hip Extension 
E룸함맨een Su뼈ects 매~ith L爛 Back F빌in and Healthy 융ut펴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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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앓 to cφmp크re the φnset times of muscle activities and 
the order of muscle firin훌 in hamstrin홉 홉luteus m짧imus ， and lumbar erectφ'Í sIinae 
musc le durin홉 active hip extensi，φn 뾰빼Ben su bjects ￦ith 1φw back 뼈in (LBP) and 
healthy subjects , T비rty subjects , 15 ￦ith LBP and 15 healthy subjects, 뼈rticipated in 
this study, Electromyographic activity ￦as recor굶d durin홉 active hip extension in 
prone and standin홉 흉ßition， Relative onset times φ，f these muscle activities 빼re 

determined , Similar musc le firin홉 order in hamstrin홉1 밟uteu s maximus, and lumbar 
erectφr spinae muscle showed in both grφups and rositions , However, the φnset time 
φf 밟uteus maximus was significantly later in rrφne and standin홉 active hip extensi，φn 

in subjects with LBP than in healthy subjects , The φnset time φf lumb:표 erector 
spinae muscle activity 빼as significantly delayed in subjects 뼈th LBP in standin홉 

active hip extensiφn ， The delayed φnset ti lYE S φf 밟uteus maximus and lum밟r erector 
spinae muscles' activities ￦Bre prφ，bably related to LBP , Fur뻐l8f studies are needed tφ 
identi행 whether the delayed onset ti lYE S of 밟uteus maximus and lumbar ere ctor 
spinae muscle activities are the cφntributin홉 factφrs to LBP , 

tJme 않19:1t P려1); back L짧? e}:tEl1lS~φn 댐p 

φ，f musc lEl activity; RBcfuitment φrdef， 

n넓:KlmUS-G1u tElus Words Key 

*본 면구는 면쩨대학교 매찌학술연구소 면구비 찌뭔때 의한 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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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를 
•• 의 웅요인 억tfi!l ]1능-'"띠'" 

functloo) 웅이 ’κ4는 ‘상생 .. ‘~tJ a1는 

흩인 ‘”킹’”응 앙의뼈(∞'"“"0 κ，~，잉 
진연엌““1 ’Cfce)e ’'"호 선“’l연셔 상 
i얘 지지얘쭈는 것0 대。 ... 이""외 M에 

1996) 이허인 역띠억 기능에 용요인 것이 혀 

*의 인정성，.잉씨징:Ion 이여 0'. 인 안정 
성은 u 잉μ서구￡의 수용적 저지"ιSive 

“’‘’l 근욕에 잉인 능용역 저지 그리l 
웅* 신경깨에 잉안 죠엉 져꺼(CCfltr~ sytttm) 

의 상i 강용에 의애 유지t!q(Pan，laJ;j 

1992: RcharÒSCfl 응 1999) 회근 i어 운용 

￡엉 손상'0‘tor C Cflll여 "'어rmenl 이 •• 
.. 톨층 층*긍<m~ω.""미 ι".，괴 
윈연이 잉다고 .고.， 잉다(Satα~O 

2002) , ~!I 요톨~'"‘서 λ 지 잉 응 용이 나 

용톨잉 운용시 정상인잉Rε 디를 운용iε영 영 

애 • • 인다떠w양S잉 RιhαrÒSCfl 1996 

Hooges 등 1991; Hooge.:잉 Rkhardsor 
19 99 ), ~은 연구에서 요톰이 잉는 -!!7에서 

는 정상인에 비애 용톰은욕의 근 ~.성도 

(muscle ‘ι6야) 영씨!인 아니라 근 @‘ § 
깨λμm(IIJJSι. 0=’ t짜)의 응서기 연안 

다능 연구 깅괴기 잉 이긴만근육 g용 염 

에잉 연잉는 슨상ξ호i’ [1 .a •• 보호에는 
예 .꾀얘이지 옷’‘ 4 잉다l 보고되었다 
(α“llivoo> 응 , ,.; , 
혀.잉 응용응 디'"점1m미 ti"，，~nt) 관섣 

이 잉여에l 잉기 에운에 안 !’섣의 운용 셰 

안응 보상경으호 디띤 용점의 응용& 흥기시 

’'" 입여 샤지의 응용이 적추의 응용과 직 
성으호 견연B어 잉[빼nEllIl， WJZ ) 

이셰까지의 연구i응 시지의 응용과 펀연핀 

.근의 석 깨시사ζ에 애안 연구는 잉이 

진앵g잉ll '!!. 보앵9μ f 잉상과엉. *앵‘ 

에 ’‘*외 씨 ，~써 역샌프 상1작용 

• " 는 l강점 선전과 견연이 있는 g역근 

애틀은 혀 .. 근의 근 .". 재시시긴에 애인 
연구기 u히 진영g어 잉지 잉다 V이영잉 

.. ‘.0영1)는 요톨이 a는 정상인. 대싱으 
호 엉드린 지세에셔 고걷징 영잉 꺼져에서 

신선 흩찍 시 요추외 고견g 근육i의 근 g 
흩 승셔. 경기~ ~괴 동싹 요추기잉근 

....... - 앵"，，1~연알~nihmii∞찌 

''''‘ .a*]1~근 대등근~ maximus) 

승셔효 근 •• 껴λ " 잉견 .. ‘영인q고 
.，’l잉디 Sihvcnm(J영1)응 g‘인 리둥이 

.견근피 응써근 ，.'" 띠Jsde)o’ 의얘 셔호 

q은 시강에서 죠겉딩q고 "영고 Sihwæn 

응~1 99n은 요톰이 잉는 펀지외 잉는 정상인 

ι에 전잉i욕 강사 시 요i인 리등 0_ 

relv!c Ihy야".‘ 견여’l는 등애간전근""" 
.~=잉 근 g성도에 서이기 잉디고 보고 

에엉디 나 næn ~ZlllI응 용톰 .곡 경시 

용인 .추 기앙근~ 대양 두~ti ∞ w reIUfis ) 

이 애등근보다 언져 흥씨 g성외B 여 요. 

펀지에서는 애등긍의 썩기~)(>l 정상흔 보 

다 옹의히Jti.'다고 보고에영q 

띠라서 용 연구는 최근 6깨엉간 인성 요톰 

& 정영안 a톨펀지와 a톰& 정영’”↓ 잉응 
정상인 λ"1에 누운 지씨와 션 자에에서 고 

펀정& 싱전에는 용안 내“핀근 얘등근 

R추'"근의 근 ιF‘ 깨시사ζ .. ‘정’에 
근 ιF‘; 깨시 시간과 근 ιp‘ 응서. '1파” 
고지 심사에여다 

l 연구방영 

1 연구예상 
용 연구는 연 에 애인교에 새~ 충인 깅강안 

잉인 낭 여 );영과 최근 8깨엉 용인 인성a 

톰의 경영이 있는 성인 냥 여 '5영@ 대상: 

호 ’1영다 인성요. 긍의 대상자능 .기쩍으 

호 인성 요톰& 경영’1끄 잉능 시~. 대상 

으호 ’1영q 신경근 잉.‘이나 싱안 강사!이 

잉는 사g응 연구 애 ;에서 찌잉’냉다 상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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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딩 1. 각 근육의 수측 개시시간 

율 실시하기 전에 연구 옥칙과 잉엄에 대하 

여 대상자에게 용분>1 설영인 후 자일적인 

용의를 얻었다 

2 실험기기 밍 도구 

가 근전도 신호의 기륙 및 신호 처리 

선쩍된 근육의 근전도 신호를 측정WI 위 

히여 g연 근전도 M'100WSW (B1OPAC 

System lnc. CA, USA)을 사용히였다 표연 

근전도의 전극(elec tJo<뼈)은 DE-3.1 D;.uble 

differential ele::troæs (IÆJsys Jnc. MA., USA) 
를 사용하였고， 이 전즉응 폭 1 ml1, 길이 10 

• 슨은 익대 3꺼기 10 mm 간걱으토 나단>1 

배치 되어있고， 그 중 앙쪽 플잉 두 깨는 g 
성전근(active eiectr여e)‘ 가은에 하나는 기춘 

전극<reference electr쩌e)이며ι 이용 치등 엉 

프(double 에야rential arr.pl ifier)톨 엉성>1였 

다 겁지전긋{groond electro<호)은 Disp:Eì a버e 

Qα100 Plate가 부착 된 것올 시용>1었다 3 
개 채널 표연 근전도 analog 신호는 M'100 

system으로 보내져 digi.tal 신호로 바연 다음ι 

개인용 컴퓨터에서 Acq:써nowied~ 3.70 소프 
트웨어(BIOPAC System Inc , CA, USA)를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Sampling rate 

는 1024 &이었으며ι 갑응을 세거히기 위해 

벼I성 r:ass filt윈 120 -150 ",) 그리고 bend 

stop filter (60 Hz )를 사용하였다 

나 근 수측개시 시간 

근전도 지E룰 수잉하기 시작한 후 2초간 

율 기초선 기긴으토 정하었교 2초 동인얘 수 

짐안 근전도 선호를 full-wave recti!'y과정을 

거진 후J 기초선 기간 중 가장 안정된 0.5 초 
동안의 신호에서 영균과 표준 연치를 구하였 

다 영E ‘2배 표준연차를 근 수축 개시 시 

간 역치Itm .. hoId)토 설정하였다 역치를 초 
과하는 지점은 Ac생nowledge 3. 70 프로그램 

에서 자동걱으로 제신하였고‘ Z5 ms 이상 근 
수록이 지속되지 않은 경우때는 섬세 근수측 

ξ로 간추히지 않았다lDi Fabio. J9 81)J그딩 

1) 

3 실엉 앙엉 
Cram 등(1 998)잉 연구톨 큰거로 오른쪽 척 
추기림근의 경루 전극은 대상자의 장~능 

CiUac crest)괴 후영한 새 언.， Jl.추 극를기호 

부터 외륙으로 Z " 잉여져 있는 근 입샅 

1m>'"‘e J:elly)o‘ 부척하였고ι 고견겉 선정의 
주동큰인 대둔근의 경우 선추(saaum)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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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참민에채 엎드린 차셔l 떼셔헥 근수축 Jl1 

1.] 는 내족 솔픽근J 척추7]립근(떠호 후) , 대 

둔근(，03호 후〕순 0] 였7]만 척추7]협근과 대 

둔근은 거와 동λl메 근 수죽0] 발생하혔다. 

셔 있는 짜셔l 떼셔 고관컬을 ~천할 때는 내 

측 슬팩근1 척추7]립근(， 05호 후)， 대둔근(，1 0 

호 후〕 순요로 근 수축φl 발쩡하였다. 

요통군때셔 엎드린 짜셰때쳐헥 근수축 Jl1 

1.] 는 내측 솔팩근J 척추7]립근(，1 0호 후L 대 

둔근(，1 8호 후j순요로 근수죽φl 발쩡 하여J 정 

참 군과 람은 수축 순셔를 보였요나 척추7] 

렴근과 대둔근펙 근 수축 Jl1 λlλ1간φ1 쩌면되 

렸다. 셔 있는 짜셔l머l 셔도 내측 솔팩근， 7] 립 

근(，05호 후)， 대둔근(，25초 후j 순셔로 근 수 

표 E 고관컬 전펀 치 소벼}쩍 근 추죽 Jl1 λ1시간 

7þ셰 ~Ll1 2투 「g

H-G 

셔 있는 짜쩨 

H-E 

H-G 

엎드린 7t.쩨 

H-E 

*혐균±표준펀 .\t 

축되었요나J 캡첩군때 비하여 대둔근헥 

Jl1J.] 1.] ~1O] 쩌면되었다(표 앓‘ 

.-'-.""
-r~ 

3. 옆E린 짜쩨메쳐 고판절 펀펀 ).1 참 
대쩍 근 수축 ]메 ).1 ).1찬 1:l1.ll! 

두 군ξ빼 내측 슬곽근때 대한 대둔근헥 

합대쩍 근 수축 Jl1 1.] λl 관헥 효}φ lJ t 있는7] 

움Nt보7] 위해 1VBml-댐뻐itney U 검캡을 실 

1.]한 렬과 청참군때셔 내족 슬팩근때 대한 

대둔근헥 근 수죽 Jl1 λlλl간0] 요통군때셔 보 

다 유획 하체 빨뤘다(p<，05 ), 척추7] 립군엽 수 

축Jl1 1.] λl찬φl 요통군머]J.i보다 첩참군머l셔 유 

획하체 빨뤘다(p<，05 )，(표 3 ), 

군 합대쩍 근 수축 쩌1.] λ1칸 

요통군 짧土， 11 * 
;〕런착 〕구」 ，07 土，06

요통군 ，05 土.1 5

;〕런착 〕구」 05 土 07

요통군 18 土 11 
천〕착 〕구」 ，03 土，03

요통군 .1 0:t.12 
;〕런착 〕구」 ，03 土，03

H-G: 내축 슬팩근펙 근 수축 채 J.J!.]판때 대한 대둔근펙 참대쩍 수축 채 1. V] 칸 

H-E: 내측 솔팩근헥 근 수죽 채1.] λl간머l 대한 척추7]립근헥 합대쩍 수축 Jl1 λ] 1.]간 

표 3. 엎드린 짜셰메셔 고관철 ~펀 λl 참대쩍 근 수축 Jl1λVl간 비교 

τ EraT EET 구 형균순위 2-값 

요통군 22,27 
H-G 

;〕션꽉 〕구」 8,73 
-4 ,21 * 

H-E 
요통군 18.67 

49* 
;〕션착 〕구」 12.33 

*p<,05 
H-G: 내측 슬팩근헥 근 수축 Jl1 1. J!.]칸메 대한 대둔근헥 합대쩍 수축꽤1.] λl 칸 

H-E: 내측 솔픽근의 근 수죽 쩌λlλl찬머l 대한 척후7]렵군헥 경i때쩍 수축 채 1.] 1.]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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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l. 셔 있는 짜셰 

~2 
è:""TT 2-앓 

H-G 

군
-
훨
 
끓
 뚫
 

요
 
청
 
요
 H-E 
천찬구 
~ ~~ 

혐균순위 

22 .37 

8,63 
17.40 

13 ,60 

-4，짧* 

-1.1 8 

*p<,05 
H-G: 내측 슬픽근헥 근 수축 채 J.1 λl간때 대한 대둔근의 참대쩍 수축 채 J. 1 λl 간 

H-E: 내측 솔팩근획 근 수축 채J.1 J. 1간머l 대한 척추71립군획 갱i때쩍 수축 채λ1 J. 1간 

4. 현 짜체메쳐 고판쩔 전천 ).1 참때객 면구메셔는 척추71 립근01 내족 슬픽근 보다 

근 수축 JQ ).1).1 판 비교 병균 0，03초 71면되며 수축φl 발쩡하였다， 01 
두 군간떼 내측 슬픽근머l 대한 대둔근의 러한 차φl는 수죽 쩌 J.1 λl감헥 71푼 렴과J 수 

참대쩍 근 수축 채 λ1 J. 1간핵 화φl가 있는쩌 축 쩌 J.1 71 점을 판청하는 역효l 획 71푼φl 달 

알아보71 위해 M3nn-￦hitneyU 검정을 실 라셔 발쩡되였을 가능캡01 있다， vφgt확 

J.1 한 렬과 청참군때쳐 내족 슬픽근때 대한 Banzer ( 1997 )펙 면구때셔는 71훈첩을 반대쪽 

대 둔근헥 근 수축 J1V1 시간φl 요통군때셔 보 

다 유펙하체 빨랐다{pζ‘05) ， 척추71 립근헥 수 

축 쩌λlλl간은 유헥한 차01가 없었다(p증，05)， 

t표 4), 

w 고활 

본 면구는 엎드린 차쩨와 셔 있는 짜셔l 때 

셔 고관컬 씬천 λl 요통환7}확 첩합인판때 

엎드린 7}.처l확 선 7}-셔l 머l셔 고관철을 씬천할 

때 내측 슬팩근1 척추 71립근1 대둔근씌 근 수 

축 Jl1J.1운셔와 참대쩍 근 수축 Jl1J.1λl간때 

차φl가 있는71 알따보기 위하여 실 J.1 하였다. 

면구 결과 첩창군때셔는 엎드린 7}，셔l 나 셔 

있는 짜셔l때셔 고관철 씬천할 때 근 수축 운 

쳐는 내측 솔팩근J 척추 71립근1 대둔근 순01 

렸다 Vφ훌t와 B않12er (1 997)는 요통φl 없는 

첩첩인울 대첩묘로 엎드린 짜셰떼쳐 고관컬 

풍렵 참태머l셔 씬천하는 동만 근 수축 순셔 

콜 면구 한 컬과 동즉 요추71 립근J 반건양근1 

반대측 요추71 립근J 대둔근 운셔로 근 수축 

채 λl가 일관되체 빌:썽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복근헥 수축 J. 1 컴을 0%로 하였고J 골보JD1 들 

리는 J.1 첩 을 100짧로 표푼화{nφnnalizatiφn) 

λl켜셔 첩대쩍인 수축 쩌셔서경1;을 ~줄하였 

다， 또한 근수축 J1V1λl랩을 최대 근천도 전 

폭(ampitude)헥 10없 를 초과하는 71컴 ξ로 

설첩하였다‘ 01러한 짜료 처리 과정헥 화여로 

인하여 슬픽근과 척추71 립근헥 근 수축 순셔 

때 i뼈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 

둔근 보다는 슬픽근φ1 번체 근수축을 한다는 

캘떼 대해쳐는 통일한 렬과를 보였다， Pierce 

확 Lee (1 990)는 고관철을 씬천할 때 근육들 

의 수축 순쳐는 매무 변화가 점하71만1 고관 

철φ1 {J천되71 천때 솔팩근 일첩하거l 먼쩌 

수축된다고 보고하했다， Jull과 J anda(1 98 7)은 
엎드린 짜셰떼셔 고관컬을 {J천할 때」 청첼쩍 

인 근 촬동 순셔는 대둔근01 슬팩근 보다 먼 

쩌 수축을 해야 하며， 01 런 순셔가 변하거l 되 

면 요추때 보첼쩍인 과{J천여 발생하며l 대둔 

근헥 약화가 발생한다고 하했다‘ 본 연구떼셔 

도 청첼민 때셔 엎드린 짜쩨나 선 7}，쩨 때셔 

고관컬을 씬천할 때 고관컬 {J천때 쭈동근 

(rrime mφve애인 대둔근 보다 대퇴여두근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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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쳐 근‘’‘@ 시각""다 그잉에도 .구” 
고 W인a으호 띠를근의 흩엉이 늦어지연 a 
*에 .상a인 •• ，외 톨요p 잉 근의 피요 

~ 근 .용을 유‘인q， 잉히져 g디U이，~ 

Jandi. 1967; piι，.외 Loo. ，잊.， 톨 연구에 
서 엉E틴 씨세에서 내‘ i픽은의 은 •• 

깨시시ζ써 셰인 셰든근의 상얘억 •• 개시 

시긴은 정상긍에서는 팅. " .. 성 "에에 
서는 ,0> 지연되엉디 잉으호 어느 정도의 

해등은 지연 *‘a이 요*니 2~힐의 응용강 

얘에 ’κ껴’반지에 애안 연구기 ‘.~ 깅S 
S 안단잉다 

톨 연구에서 정상긍객 요톨E 긴씨 기강 

은 치" '는 애를근잉 우혹씨 i원5 보디1 요 
톨긍어서 유잉.，꺼 지연훌 것이다 엉E틴 지 

세에서 고윈잉 신선’ 때 정싱긍은 영." 
조 요톨긍은 18호 씨연되엉고 션 시세에서 

신선‘ 예는 정상긍에서 O?~， .a톰긍에서 

.. 지연이 나타닝다 L，"，ι.，웅 1m띠)은 

용톨 i공하는 용인 .a*) I~은~ 얘찍이두 

근은 대푼은 .q 언쳐 용시에 4‘안다고 
.고"연λt 이러안 등 φ‘ 순서는 정상긍이 

나 요톨긍에 서 용‘ tt:지인 애등근의 4‘’시 
ζ~ I 요톨긍에서 정상9에서 보다 응외에1 

“다><，잊다 Fε ，"외 Læ(1 9':ι )는 얻드린 

자세에서 고윈영 싱전’‘ 에 대등근의 근 @ 

‘;깨시 λ낀F이 어떤 k톰견지에서는 얘획이 
우근보다 2초 지연되잉다고 보고.，였다 

Sahrmann(ZOO ZJ응 ‘핀근이 고관. 신전근 
:호 얘.，세 사용입연 대등근 ‘근이 적정 

에 잉용에지 옷에기 예운에 ‘견근에 ~λ}용 

.. 긍(overus.e synjcrrε)이 “잉에기 엉다 

"，었다 그낀나 요톰P째 잉여서 예등근 

잉 끈 4 ‘ § 깨시시긴의 지연이 직정적으호 

&릉의 ‘껑에 기여안 것인지 아니연 &톰이 

잉기 에응에 애등근의 근 4 ‘ § 깨시 λ인F이 

‘견근에 비애 상대것으호 지연B는지 잉이 

보는 연구기 엄a‘ 것이다 또안 R톰연지이 

세 대등근의 수엠능익과 응용조n 증진시 

키는 은흩을 잉시 ~*.a톨의 증상i에 미 

치 응 "'. ‘이.는 깃이 •• ‘ 것이디 
엉E틴 지세에셔 정상긍꾀 .. 긍 ζ"' ， 

g엉. 신전’“ ‘에 •• 근에 애인! 잭{>Jltl근 
의 상얘a ‘’‘ 쩌λ 시긴. 111 ;1얘 웅 응괴 
정상긍에서는 "흐 지연g엉>. 요톨군에서 
는 ,0> 지연딩이 우 등 ζ'" 음의인 쳐이 

기 잉엉디 엉드틴 지세에서 q리 •• 어 을 

‘ “ ‘근괴 찍*기g근응 용톨.:i!J . '!J을 

얀.~λ 키 는 억“ 인K“V~ 외 "'= 
1997) 용톨 근R의 인정외기 ~".지 잉은 

빙”에서 ’!지의 운용응 찍.의 보정응동을 

, ... 어년q((‘，)nIT‘~，미.， 이허인 흑연에 

서 • 떼 g톰긍에서 찍4기g근이 정상긍 

.디 유의8어 지연원 것응 요톰긍에서 요추 

잉 인정외" ’‘써 ‘생쐐 기늘성도 잉 
다 그건니 션 X써에서는 요톰긍괴 정상긍간 

에 유의만 서씨 잉었q 이는 션 ’씨에서 

는 웅!의 영엠 극‘’1기 쩌뼈 두긍 오 

두 미리 용% 인염 ‘i 응" .，고 잉" 에 

운에 'l' 1기 없었연 것으호 생각딩디 

용 연구에서 k톰긍응 애등근이 정상긍에 

B야H 응외에1 지연 우욕율 .，었다 그건니 

용 연구에서 고견점의 싱전 ;도. '!-'Hl지 

옷셋다는 셰안정& 기지고 잉다 H_와 

Richa,dsoo( 1999)응 .릉 “도호 상지의 응 

용& λI~Ji‘ 때는 k톰긍과 정상긍 ζ'" ‘ 
근i의 근 흥원 응서에 ”이기 있었으나 느 

인 유도호 운용을 ‘ 때는 옹의안 ”이가 없 
었다고 보고@앤서 응용 ;도기 응용조성 영 

에에 영힘. 준다고 보고’}에다 그긴나 혼 

연구에서는 정상긍과 요톰긍의 고완성 싱선 

유도. 톰찌에지 옷에였다 이히안 요소기 I씨 

등근과 적추기g근의 장애적 근ιp‘ 깨시 시 

ζ .. 지연과 완연이 잉& ιP 있다 H 용지 

의 정우 릉증으호 인’에 고원. 인성을 정 

상인인응 - " .，엠’l저 옷셋& 기능성이 잉 
다 잉으호 고P섬 신전 ;도기 • • 긍에 대 

~ 애등근의 상애적 긍 ‘ F“ 깨시 시ζR’ 영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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