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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열근 심부 및 표면 근섬유 두께에 대한
세 가지 요추안정화 운동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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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umbar multifidus muscle, which can be separated into deep fascicles (DM) and superficial

fascicles (SM), is important for lumbar segmental stability. However, no previous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effect of lumbar stabilization exercises on the thickness of DM and SM.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DM thickness after three different lumbar segmental stabilization

exercises. In total, 30 healthy male participants were recruited and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ree

exercise groups: hollowing in the quadruped position (H-Quad), contralateral arm and leg lift (CALL), and

bilateral arm and leg lift (BALL). Each lumbar segmental stabilization exercise was conducted over 4

weeks. Ultrasonography was used to compare the DM and SM thickness before and after the 4 weeks of

exercise. A mixed-model analysis of variance using Scheffe’s post-hoc test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effect for the measurement time (before vs. after 4 weeks of

exercise) in the DM (F=31.26, p<.05) and SM (F=4.56, p<.05). At the end of the 4 weeks, the DM

thickness had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H-Quad exercise group, and the SM thickness had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CALL and BALL exercise groups. Also in the BALL exercise group, the SM

thickness was greater compared with that in the H-Quad exercise group.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thickness of the DM and SM were increased by different types of lumbar segmental stability exercise

after 4 weeks.

[Su-jung Kim, Sung-min Ha, Kyu-nam Park, Doh-heon Jung, Tae-jin Kim, Heon-seock Cynn, Oh-yun

Kwon. Effects of Three Lumbar Stabilization Exercises on the Thickness of Deep and Superficial Fibers

of the Lumbar Multifidus. Phys Ther Kor. 2012;19(2):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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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요추의 안정성에 있어서 중립지대(neutral zone)에

대한 중요성이 Panjabi(1992)에 의해 제안된 후 생체

역학적으로 요추 분절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

추 다열근(multifidus muscle)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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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Freeman 등, 2010; Hebert et al, 2010; O'Sullivan

등, 1997; O'Sullivan, 2000; Richardson과 Jull, 1995).

중립지대란, 척주가 인대, 관절, 뼈 등과 같은 비수축성

조직에 의해서 수동적 안정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영역

으로 중립지대가 커지는 것은 척추의 불안정성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Panjabi, 1992). Wilke 등(1995)은 중

립지대에서 요추 4∼5번 분절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다열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요통은 통증 부위 주변 근육들의

활동을 억제 시키는데, 이러한 억제는 통증이 회복된

후에도 지속되어 요추 주변 근육의 근력의 약화나 위축

이 나타날 수 있으며 위축된 근육은 자발적인 회복

(spontaneous recovery)이 되지 않는다(Freeman 등,

2010; Hides 등, 1996). 실제로 요추 다열근 단면적

(cross sectional area; CSA)은 만성 요통 환자들의 증

상 부위와 증상이 없는 부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며(Hides 등, 1994; Hides 등, 2008; Yoshihara 등,

2003), 정상군과 비교하였을 때도 CSA가 작다고 보고

되었다(Danneels 등, 2000; Yoshihara 등, 2001; Zhao

등, 2000).

다열근의 회복을 위해서는 적합한 운동이 필요하다

(França 등, 2010; Freeman 등, 2010; Hides 등, 1996).

다열근의 증진을 위한 운동으로 엎드린 자세에서 팔과

몸통 또는 다리를 들어서 기립근과 함께 다열근의 활성

을 증진시키는 방법(Ng와 Richardson, 1994)이 전통적

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고, 복횡근과 다열근의 수축에

초점을 맞추어 운동하는 요추의 분절 안정화 운동

(Akbari 등, 2008; França 등, 2010; Hides 등, 1996;

O’Sullivan 등, 1997)이 소개되었으며 근래에는 다열근

근력 증진 운동 시 초음파 영상으로 생체 되먹임(Hides

등, 2001; Van 등, 2006)을 주어 다열근을 선택적으로

수축시키도록 더욱 특화되고 있다. 요추 분절 안정화

운동은 요통 환자들의 통증 경감과 기능 개선에도 효과

적인 운동으로 선행 연구들에서는 하복부를 척추 쪽으

로 당기는 운동(abdominal hollowing)과 네발기기 자세

또는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팔과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Akbari 등, 2008; França 등,

2010; Hides 등, 1996; O’Sullivan 등, 1997). 요추 분절

안정화 운동 후에 다열근의 변화를 알아본 선행 연구에

서 김정훈 등(2008)은 운동 6주 후에 다열근의 단면적

이 약 11%증가한다고 보고하였고 Akbari 등(2008)은

운동 8주 후에 다열근의 두께가 약 6%증가 한다고 보

고하였다.

다열근은 심부 근섬유 부분(deep fascicles of lumbar

multifidus; DM)과 표면 근섬유 부분(superficial fas-

cicles of lumbar multifidus; SM)으로 나누어지며 생체

역학적으로 SM은 요추의 신전에 작용하고 DM은 요추

의 전단(shear)과 비틀림(torsion)을 조절하여 요추 분

절을 안정화 시키는 역할을 하는 차이가 있다(Dickx

등, 2010; Moseley 등, 2003).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다열근을 DM과 SM으로 구별하지 않은

상태로 운동에 따른 다열근의 단면적 변화 또는 근활성

도 변화를 알아보았으며 중재로 실시하고 있는 요추 분

절 안정화 운동은 하복부를 척추 쪽으로 당기는 정적인

운동과 네발기기 자세에서 팔과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

적인 운동을 조합하여 함께 실시하고 있다(김정훈 등,

2008; Akbari 등, 2008; França 등, 2010; Hides 등,

1996; O’Sullivan 등, 1997).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임

상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 가지 요추 분절 안정화 운동

에 따라 SM과 DM의 두께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는 연구 가설 하에 세 가지 요추 안정화 운동이 SM과

DM의 두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초음파 영상을 이용

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30명의 건강한 남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

다. 연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최근 6개월간 근골격계

및 신경계의 이상이 없는 사람으로서 요통 및 수술 과

거력이 있거나 이분척추증(spina bifida), 척추 측만증

(scoliosis)과 같은 뚜렷한 척추 변형이 있는 사람은 대

상자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최근 3개월간 허리 주변

근육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 등

의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평상시 공

을 던지거나 차는 쪽을 우세 측으로 분류한 선행 연구

의 기준에 따라 모든 대상자의 우세 측 팔과 다리는 오

른쪽이었다(Jacobs 등, 2005; van den Tillaar와

Ettema, 2009). 대상자 30명은 마이크로 소프트 엑셀

(Microsoft excel ver. 20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0명

씩 세 그룹으로 무작위 할당되었다. 모든 대상자는 연

구에 참여하기 전 문서화된 연구 설명서를 제공 받고

이에 자발적인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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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열근의 심부 및 표면 근섬유 두께 측
정법. DM: deep fascicles of lumbar multifidus,
L4/5: L4/5 zygapophyseal joint, L5/S1: L5/S1
zygapophyseal join, SM: superficial fascicles
of lumbar multifidus.

2. 측정도구 및 방법2)

초음파 장비1) 7.5 ㎒, 50 ㎜ 선형 탐침(linear array

probe)을 사용하여 운동 전·후에 DM과 SM 두께를 측

정하였다(Jung 등, 2010; Koppenhaver 등, 2009;

Wallwork 등, 2007). DM, SM 두께 측정에 참여한 연

구자 2는 측정 시 선형 탐침의 압력과 요추 극돌기의

해부학적 위치 촉진을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실험 전에

14시간의 훈련을 하였으며 본 연구에 앞서 실시한 선행

연구에서 Portney와 Watkins(2000)의 기준에 따라 매

우 높은 측정자 내 신뢰도를 보였다; ICC(3,1)=.90, 95%

신뢰구간=.68～.97, p<.05(Jung 등, 2010). 초음파 검사

는 대상자가 검사대에 편안하게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시행되었으며 각 대상자의 요추의 만곡을 편평하게 하

기 위해 경사계를 요천추 접합부(lumbosacral junction)

에 놓아 경사가 10° 이하가 되도록 배 아래에 베개를

넣고 조절하였다 (Kiesel 등, 2007a; Kiesel 등, 2007b).

대상자의 네 번째 요추의 극돌기를 촉진하여 펜으로 표

시하고 탐침의 중간 부분이 표시 지점에 놓이도록 탐침

을 종축(longitudinal)방향으로 놓았다. 이후 탐침을 약

간 내측을 향하도록 기울인 상태로 4/5번 요추의 돌기

사이 관절(zygapophysial joint)이 잘 보이는 지점까지

외측으로 이동하여 화면을 정지시키고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였다. 저장된 이미지 파일에서 화면상의 자를 이

용하여 SM의 두께는 피하조직과 근막의 경계지점에서

4/5번 요추 돌기사이 관절까지의 수직거리로 측정하였

고, DM의 두께는 4/5번 요추 돌기사이 관절과 5번 요

추/1번 천추 돌기사이 관절의 사이의 최하단 지점에서

SM하단까지의 수직거리로 측정하였다(Jung 등, 2010;

Kiesel 등, 2007a; Kiesel 등, 2007b; Koppenhaver 등,

2009; Richardson 등, 1998; Wallwork 등, 2007)(그림 1).

3. 실험절차 및 중재방법

세 명의 연구자(연구자 1, 2, 3)가 실험 및 중재절차

에 참여하였다. 다열근의 두께를 측정할 때 운동 효과

에 대한 측정자의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눈가림법

(blind study)을 사용하였다. 연구자 1은 대상자 30명을

세 그룹으로 무작위 할당하였다. 연구자 2는 초음파 기

구를 사용하여 모든 대상자의 비우세 측과 우세 측의

DM, SM 두께를 측정하였다. 연구자 3의 감독 하에 세

그룹의 대상자들은 세 가지 요추 안정화 운동 중 하나

를 일주일에 6회의 빈도로 4주 동안 실시하였다. 각각

의 운동은 10초 동안 동작 유지 후 10초 휴식을 15회

수행하는 것을 1세트로 하루에 3세트를 실시하였고, 세

트 간 휴식은 3분으로 하였다. 운동 프로그램 종료 후

연구자 2는 초음파 기구를 이용하여 모든 연구 대상자

의 DM, SM 두께를 재측정 하였다. 각 그룹에 적용한

운동은 다음과 같다.

가. 네발기기 자세에서 Hollowing(hollowing in

quadruped position; H-Quad)

지면에 대하여 팔과 대퇴부를 90°를 유지하고 네발

기기 자세를 취하도록 하였다. 모든 대상자들은 척추,

늑골, 골반을 움직이지 않고 배꼽을 서서히 안으로 넣

으면서 척추 쪽으로 당기도록 하고 10초간 유지하였다

(Harringe 등, 2007; O'Sullivan 2000; Richardson과 Jull, 1995).

나. 네발기기 자세에서 한쪽 다리와 반대쪽 팔 들기

(contralateral arm and leg lift; CALL)

지면에 대하여 팔과 대퇴부를 90°를 유지하고 네발

기기 자세를 취하도록 하였다. 한 쪽 다리를 지면과 수

평이 되도록 신전한 후 반대쪽 팔을 들고 10초간 유지

하였다. 이 때 요추 전만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였다

(Fritz 등, 2005; McGill, 1998).

다. 엎드린 자세에서 양 팔과 양다리 들기(bilateral

arm and leg lift; BALL)

양 팔을 180°로 굴곡하고, 완전히 엎드린 자세를 취

1) SonoAce X8, Medison Co Ltd.,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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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안정화 운동 군

F pH-Quad
a

(n=10)

CALL
b

(n=10)

BALL
c

(n=10)

연령(세) 23.00±.47* 23.40±2.12 23.40±2.32 .16 >.05

신장(㎝) 174.80±2.40 174.00±2.11 174.90±2.64 .60 >.05

체중(㎏) 68.40±4.60 71.90±4.07 70.20±4.59 1.56 >.05

DM
d

두께(㎝) 1.18±.09 1.21±.13 1.25±.10 1.19 >.05

SMe 두께(㎝) 2.73±.17 2.78±.24 2.80±.16 .35 >.05

ahollowing in quadruped position, bcontralateral arm and leg lift, cbilateral arm and leg lift, ddeep fascicles of lumbar

multifidus, esuperficial fascicles of lumbar multifidus, *평균±표준편차.

표 2. 일원 분산 분석을 사용한 세 운동 그룹의 기초선 통계 (N=30)

비우세 측 우세 측 p

DM
a

1.23±.12* 1.22±.11 >.05

SM
b

2.82±.34 2.77±.19 >.05
adeep fascicles of lumbar multifidus, bsuperficial fascicles of lumbar multifidus, *평균±표준편차.

표 1. 운동전 연구대상자의 비우세 측과 우세 측 심부 및 표면 다열근의 두께 비교 (N=30)

한 자세에서 발목 아래 수건이나 쿠션을 받쳤다. 양 팔

과 양 다리를 지면에서 띄운 후 10초간 유지하였다

(Fritz 등, 2005; Richardson과 Jull 1995; McGill, 1998).

4. 분석방법

운동 전 대상자 내 비우세 측과 우세 측 다열근의

심부 및 표면 근섬유 두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짝비교 t-검정을 실시하였다. t-검정 결과에서

비우세 측과 우세 측의 차이가 없을 경우 이후 분석에

는 우세 측 DM과 SM 두께를 대푯값으로 사용하였다.

운동 전 무작위로 할당된 세 그룹의 기초선 검증을 위

하여 운동 그룹 사이의 키, 나이, 체중, DM과 SM 두께

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우세 측 DM

과 SM의 두께 측정 시기(운동 전·후)와 적용하게 되는

세 가지 운동법의 주효과와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혼합 모형 분산분석(mixed model ANOVA)을 실시하

였고 사후 분석으로 Scheffe 분석을 사용하였다. 수집

된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은 SPSS ver. 18.0 프로그램

을 사용하였고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α=.05로 하였다.

Ⅲ. 결과

운동 전 모든 대상자의 비우세 측과 우세 측의 다열

근 두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p>.05) 대상자

가 무작위로 할당된 세 운동 그룹 간 나이, 체중, 키,

DM과 SM 두께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2)(p>.05). DM과 SM의 두께 측정 시기(운동 전·후)와

적용하는 운동법 사이의 상호 작용이 없었다(F=.87,

p>.05). DM과 SM은 두께 측정 시기에 대한 주효과가

있었다; DM은 F=31.26, p<.05, SM은 F=4.56, p<.05.

운동 4주후에 DM의 두께는 H-Quad 운동 군에서 만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5)(그림 2)(표 3) 운동 전·

후 적용 운동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그림 2)(표 3). SM은 CALL 운동 군과 BALL 운동 군

에서 운동 4주 후에 두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운동

4주 후 BALL 운동 군의 두께가 H-Quad 운동 군의 두

께보다 유의하게 두꺼웠다(p<.05)(그림 2)(표 3). 운동

적용 전·후와 운동 군 간 DM과 SM의 두께의 차이는

그림 2와 표 3과 같다.

Ⅳ. 고찰

본 연구는 건강한 남자를 대상으로 세 가지 요추 안

정화 운동이 DM과 SM 두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운동 4주 후 DM의 두께는

H-Quad 운동 군에서 만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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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운동 전·후와 운동 군 사이의 다열근 두께
변화 비교(DM: deep fascicles of lumbar multifidus,
SM: superficial fascicles of lumbar multifidus,
*p<.05).

DM
a

두께 SM
b

두께

운동 전 운동 후 운동 전 운동 후

요추

안정화

운동

H-Quadc(n=10) 1.18±.09* 1.30±.10 2.73±.17 2.66±.23

CALLd(n=10) 1.21±.13 1.30±.12 2.78±.24 2.91±.28

BALL
e
(n=10) 1.25±.10 1.32±.11 2.80±.16 2.97±.14

a
deep fascicles of lumbar multifidus,

b
superficial fascicles of lumbar multifidus,

c
hollowing in quadruped position,

d
contralateral arm and leg lift,

e
bilateral arm and leg lift, *평균±표준편차.

표 3. 세 가지 요추 안정화 운동군의 운동 전·후 다열근 두께 단위: ㎝

(p.<05) SM의 두께는 CALL 운동 군과 BALL 운동 군

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므로(p.<05) 다열근의 두께

증진에 효과가 있는 운동은 DM과 SM에 차이가 있었

다. Bjerkefors 등(2010)은 무릎을 세우고 누운 자세

(crook-lying)와 네발기기 자세에서 팔 또는 다리를 드

는 운동을 할 때 Hollowing을 지시하였을 때와 지시하

지 않았을 때의 복횡근의 근활성도를 비교하였고

Hollowing 지시가 있었을 때 복횡근의 근활성도가 유

의하게 높았다. 복횡근의 수축 능력은 다열근의 수축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복횡근을 잘 수축하는 사람

이 다열근의 수축 또한 잘 할 수 있다(Hides 등, 2011).

본 연구에서는 H-Quad 운동 군에서 만 Hollowing을

지시받으며 훈련하였으므로 다른 운동 군에 비해 상대

적으로 복횡근의 수축 능력이 더 증진되었을 것이고 결

과적으로 다열근의 수축 능력 또한 차이가 나게 되었을

것이다. H-Quad 운동과 CALL 운동 시행 시 요추의

중립자세를 유지하며 등척성 수축을 유도하였으나

H-Quad 운동 군에서 만 DM의 두께가 유의하게 증가

한 것은 CALL 운동 시행 시 요추 신전이 발생했을 가

능성 때문으로 사료된다. McCook 등(2009)은 DM의 근

활성도가 등척성으로 신전(isometric extension)할 때만

증가한다고 보고하였기 때문이다. Danneel 등(2001)은

요추의 중립자세를 유지하며 실시한 안정화 운동 보다

는 요추 신전을 발생하도록 한 CALL, BALL 운동 군

에서 다열근의 단면적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

였다(Danneel 등, 2001). 본 연구의 CALL과 BALL 운

동 군에서는 SM의 두께 만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Danneel 등(2001)은 DM과 SM을 구별하지 않고 단면

적을 측정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DM과 SM을 구별하여

두께를 선택적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CALL과 BALL 운동을 하는 동안 중립 척추

가 유지되지 않고 요추 신전이 발생하여 생체역학적으

로 요추 분절을 안정화 시키는 DM보다는 요추의 신전

에 작용하는 SM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운동 후 SM의

단면적이 증가된 것으로 생각된다(Dickx 등, 2010;

Moseley 등, 2003).

SM과 DM은 생체체역학인 차이 뿐 만 아니라 해부

학적, 조직학적, 신경운동적인 차이도 있다(Bagnall 등,

1984; Dickx 등, 2010; MacDonald 등 2006; Moseley

등, 2003). SM은 해부학적으로 2개 이상의 척추를 가로

지르는 것으로 미골 방향으로 유두돌기(mamillary

process)와 추궁판(lamina), 후상장골극(PSIS), 엉치뼈

등쪽면(dorsal sacrum)에 붙어있다(Dickx 등, 2010;

MacDonald 등 2006; Moseley 등, 2003). 이와 달리

DM은 오직 2개의 척추만 가로지르며 추궁판과 유두돌

기, 돌기사이 관절의 관절낭(zygapophysial joint cap-

sule)에 붙는다. DM은 느린 연축 섬유(slow twitch fi-

ber)로 긴장성 활동을 하고 피로에 잘 견디는 Type I의

비중이 높데 비해 SM은 빠른 연축 섬유(fast twitch

fiber)인 Type Ⅱ의 비중이 높고 피로에 대한 저항력이

상대적으로 낮다(Dickx 등, 2010; MacDonald 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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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eley 등, 2003; Sirca와 Kostevc, 1985). 이러한 특

성 때문에 DM은 사지의 운동 시 척추 분절을 안정화

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Moseley 등(2002)의 선행연구

에 의하면 DM은 팔의 굴곡과 신전 움직임 시 움직임

전에 미리 수축하였고, 체간에 예상되는 충격이 발생하

기 전에도 체간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미리 수축을 유

지하였다(Moseley 등, 2003). 반면 SM은 팔을 굴곡할

때 만 어깨 삼각근(deltoid)의 활성시점보다 상대적으로

먼저 수축하였고 신전 할 때에는 삼각근과 DM의 활성

시점보다 지연되어 수축하였으며(Moseley 등, 2002) 예

상되는 충격이 발생하기 전에도 DM과 같은 예비 수축

을 하지 않았다(Moseley 등, 2003). 이것은 자발적인

사지의 운동 시 두 근육의 작용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DM과 SM을 구별하여 요추 안

정화 운동들의 효과를 알아본 선행연구가 아직 없었으

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열근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의 근섬유 두께 증진에 효과적인 운동을 검증해 보았고

DM은 4주간의 H-Quad 운동 후 두께가 유의하게 증가

하였고 SM은 4주간의 CALL과 BALL운동 시행 후에

두께가 증가하여 다열근의 근섬유별 두께 증진에 효과

적인 운동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다열근의 근활성도를 알아보기 위

해 표면근전도 또는 근육내 전선전극 근전도를 사용하

고 있으나 표면 근전도는 근육 위에 부착한 표면 전극

이 다열근 보다 인접해 있는 최장근(longissimus mus-

cle)에 더 민감하여 다열근의 데이터만 정확하게 측정

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고(Stokes 등, 2003), 근육 내 전

선 전극의 삽입은 피부에 침습적인 단점이 있다.

Hodges 등(2003)과 Kiesel 등(2007b)의 근전도와 초음

파 기기를 이용한 선행연구에서 요추 다열근의 두께 변

화와 근활성 변화는 상호 관련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측정 타당도 또한 이미 검증되었으므로 다열근의 활성

상태는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여 비침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Kiesel 등, 2007b).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실시

한 초음파를 사용한 DM과 SM의 두께 변화 측정은 운

동 전·후 SM과 DM의 기능 증진을 알아볼 수 있는 비

침습적인 방법이라는 임상적 의의도 있다.

본 연구에는 두 가지의 제한점이 있다. 첫째는 운동

을 실시한 기간이 짧았다는 것이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현재까지 요추 분절 안정화 운동 후 DM의 두께 변화

를 알아본 선행 연구는 아직 없으나 다열근의 단면적

변화를 알아본 선행연구와 SM의 두께 변화를 알아본

선행연구들은 8주의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다

(김정훈 등, 2008; Hides, 2008).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

서는 좀 더 장기간의 요추 안정화 운동을 실시한 후

DM과 SM의 형태학적 변화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둘째는 건강한 성인 남성으로 제한된 연구 대상

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열근의 크기는 나이와 성별,

활동량에 따라 다르다는 선행연구와 건강한 대상자의

좌·우 다열근 두께는 차이가 나지 않는 다는 선행 연구

의 결과를 바탕으로 좌·우 다열근의 두께 차이가 나지

않는 건강한 20대의 남자로 대상자를 제한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 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Danneels 등, 2000; Ikezoe 등, 2012; Watson 등, 2008;

Yoshihara 등, 2001; Zhao 등, 2000). 그러므로 연구 결

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연구 대상자 영역의 확장이 필

요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4주간의 세 가지 요추 안정화 운동이 SM

과 DM의 두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여 운동 전·후 세 가

지 운동 군의 DM과 SM의 두께를 각각 알아본 결과

DM의 두께는 H-Quad 운동 후에 증가하였으며 SM의

두께는 CALL 운동과 BALL 운동 후에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재활 초기에는 증가 시키고자

하는 다열근의 근섬유에 따라 각각 다른 유형의 요추

분절 안정화 운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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