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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contralateral hip adduction (CHA) on

thickness of lumbar stabilizers during hip abduction in side-lying. Twenty healthy subjects without back

pain were recruited for this study. The thickness of transverse abdominis (TrA), internal oblique (IO) and

quadratus lumborum (QL) were measured by ultrasonography. Pelvic lateral tilting motion was measured

using a three-dimensional motion analysis system. Measurements were performed at rest position (RP),

35°preferred hip abduction (PHA) and 35°abduction with 10°contralateral hip adduction (CHA) in

side-lying at the end of expiration. During the measurements, subjects were asked to maintain steady

trunk alignment without hand support. Thickness of TrA and IO was significantly greater in CHA than

in PHA and RP condition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ickness of TrA and IO between PHA

and RP conditions. Medio-lateral (M-L) thickness of QL was not significant between PHA and CHA

conditions. Anterio-posterior (A-P) thickness of QL in PHA and CHA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to

RP condition. Angle of pelvic lateral tilting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CHA compared to PHA

condition. In conclusion, CHA can be recommended for increasing trunk stability without compensatory

pelvic motion during hip abduction exercise in side-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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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십여 년간 활발하게 연구되어 온 요부 안정화

운동은 복부와 요부 근육들의 등척성 수축(isometric

contraction)을 통해 요부의 안정성을 유지하여 요추 및

주변 조직의 근골격계 손상을 예방하고 기능을 증진시키

기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다(Kisner와 Colby, 2002). 또한

요부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이미 요통이 있는 사람

에게 요통의 원인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치료와 재발 방

지에 효과적이다(Luoto 등, 1998; O'Sullivan 등, 1997).

요부안정화는 사지를 움직일 때에도 우선되어야 한

다. 요부안정화가 선행되지 않고 사지를 움직이는 경우

에는 잘못된 보상작용(compensatory movement)이 발

생할 수 있다. 잘못된 보상 동작은 미세손상을 야기하

며 이것이 반복될 경우 기능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Sahrmann, 1993). 이는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고관절

외전 운동을 할 때 요부 안정성이 저하될 경우 보상작

용으로 골반의 외측 경사(pelvic lateral tilt)가 발생한다

(Norris, 1995). Janda(1996)에 따르면 옆으로 누운 자세

에서 고관절을 40°까지 외전 하기 이전에 고관절의 굴

곡, 외회전 혹은 골반의 외측 경사가 발생하는 것은 잘

못된 동작이라고 제시했다. 사지를 움직이는 동안 요부

의 안정화 및 보상작용은 보통 치료사의 손이나 압력

바이오피드백 도구(pressure biofeedback unit)를 이용

해 통제되어진다. 하지만 이는 스스로 하기 어렵고 이

러한 도구가 없는 경우 할 수 없어 효과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최근에는 스스로의 근 수축을 통한 내고정

(internal fixation)으로 요부를 안정시키고 불필요한 보

상작용을 줄이는 운동 방법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Cynn 등, 2006).

복횡근(transverse abdominis)과 내복사근(internal

oblique), 요방형근(quadratus lumborum)의 작용은 요

부를 안정시킬 수 있다. 복횡근과 내복사근의 요부안정

화 기능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Hodges와 Richardson,

1997; O'Sullivan 등, 2002). 요방형근은 등척성 수축 시

요부를 안정시킬 수 있다(Cholewicki, 2002; McGill,

Juker와 Kropf, 1996). McGill, Juker와 Kropf(1996)는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요방형근이 요부의 안정

성에 기여하고 특히 등척성 측면지지 자세(isometric

side support posture)에서 요부 안정성에 가장 큰 역할

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여러 방향으로 요부 등척성 수

축을 하는 동안 모든 방향에서 요방형근의 근 수축을

보였다(Cholewicki, 2002).

고관절 외전근과 반대 측 고관절 내전근이 동시 작

용하는 경우 요부안정화의 기능을 한다(Lee, 1999;

Root와 Spero, 1981). Lee(1999)는 요부 안정성에 기여

하는 4가지의 시스템을 설명했는데 이는 각각 전사 체

계(anterior oblique system), 후사 체계(posterior obli-

que system), 종측 체계(longitudinal system)와 외측

체계(lateral system)이다. 그 중 하나인 외측 체계는

고관절 외전근과 반대 측 고관절 내전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근육들은 힘을 내는데 있어 밀접하게 역학적

고리(kinetic chain)로 연관되어 있으며 골반이 최적의

기능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동시 수축하거나 이완한다

(Lee, 1999). Root와 Spero(1981)의 연구에서도 고관절

내전근의 충분한 힘은 외전근의 힘에 대항해 골반 안정

성을 유지한다고 하였다.

고관절 외전근 강화운동은 균형이나 보행능력의 향상

을 위해 유용한 운동으로 주로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시

행되며 임상에서도 흔히 사용된다(Judge 등, 1993;

Sashika 등, 1996). 하지만 바로 누운 자세나 선 자세에

서 사지를 움직이는 동안 요부 안정화에 대한 연구는 많

은 반면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요부 안정화에 대한 연구

는 아직 부족하다(Hodges와 Richardson, 1999; Jull 등,

1993). 비록 Cynn 등(2006)이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고

관절 외전 시 복부 끌어당기기(abdominal drawing-in)를

이용한 요부안정화가 요부 안정화 근육의 근 활성과 골

반의 외측 경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했지만 옆

으로 누운 자세에서 고관절 외전근 작용 시 반대 측 고

관절 내전근 작용과 같은 내적고정이 요부안정화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요부안정화 연구에 초음파를 이용한 근골격계

검사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Ainscouph-Pots 등, 2006;

Hodges 등, 2003). 초음파 검사는 비침습적(non-in-

vasive)인 측정방법으로 침 근전도와 비교해서 통증이

없고(김성용 등, 1999), MRI와 CT보다 저비용이며

(Peetrons, 2002), 움직임이나 자세에 따른 근육과 관절

변화의 실시간 관찰도 용이하기 때문이다(고경란 등,

2008). 또한 근육의 근전도와 초음파상 두께 변화를 비

교한 연구 결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여 근 수축의 척도

로 사용할 수 있다(Hodges 등, 2003; McMeeken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를 이용해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고관절 외전 시 반대 측 내전근의 수축이 요

부 안정화 근육들의 두께와 골반의 외측 경사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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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평균±표준편차

나이(세) 21.8±2.8

몸무게(㎏) 71.9±10.8

키(㎝) 173.3±4.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0)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는 선행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반대쪽 고관절을 내전

하고 고관절 외전(hip abduction with contralateral hip

adduction; CHA)을 했을 때가 반대쪽 고관절 내전 없

이 고관절 외전(preferred hip abduction; PHA)을 했을

때보다 복횡근, 내복사근, 요방형근의 초음파 상 두께가

증가하고 골반 외측 경사 각도가 감소한다는 가설을 세

우고 연구를 실시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동의한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

인 성인 남성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모두 오른쪽 다리가 우세측이었고, 대상자 선정 시 과

거나 현재에 신경계, 근골격계, 심혈관계 질환이나 요

통, 무릎통증, 고관절 구축, 고관절 외전근의 도수근력

검사(manual muscle testing) 시 근력이 3급(fair) 이하

인 사람은 제외하였다. 연구에 앞서 모든 실험참가자는

실험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실험 참가동의서에 동의

를 받은 후 연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은 표 1과 같다.

2. 측정 장비 및 방법2) 3)

근육의 두께 측정은 Sonoace X81), 4.5 ㎝ 크기의 10

㎒ 선형 탐촉자(L5-12EC)를 이용하였다. 측정 시 선형

탐촉자를 수직으로 세운 자세를 유지하였으며 3번의 측

정 동안 같은 위치에서 근육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하여

첫 번째 측정시 수성펜으로 측정지점을 표시하였다. 복

횡근과 내복사근의 두께는 각각 오른쪽 액와 정중앙선상

위 장골능과 늑골 하각 사이 절반지점에서 25 ㎜ 전방외

측연(antero-lateral) 위치에서 복횡근의 근섬유와 평행한

방향으로 측정하였다(Critchley, 2002; McMeeken 등,

2004). 요방형근의 두께는 L3 횡돌기에서 오른쪽 3 ㎝

옆에서 수평방향으로 측정하였다(Desmoulin과 Milner,

2007; Kirchmair, 2001). 복횡근과 내복사근의 두께는 초

음파 기계에 내장되어 있는 캘리퍼스(caliper)를 이용해

복횡근의 가장 내측 건막(aponeurosis) 모서리로부터 수

평선 상 15 ㎜ 위치에 수직선을 그어 근막 사이 각각의

선 길이로 측정하였다(Reeve와 Dilley, 2009). 요방형근

의 길이는 요방형근의 가장 넓은 지점의 안-밖

(medial-lateral diameter; M-L), 앞-뒤(anterior-posteri-

or diameter; A-P) 사이 길이로 측정하였다(Desmoulin,

2005). 측정은 동작이 완전히 끝난 자세를 유지하는 동

안 호기 이후 숨을 참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모든 측

정은 한 명의 숙련된 검사자가 측정하였다. 골반의 외측

경사는 3차원 동작분석기2)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3개의

활성 마커를 초음파 신호를 내보내는 측정 센서와 마주

보게 하여 전상장골극(anterior superior iliac crest;

ASIS)에 위치하였다. 측정 전 휴식 시 자세에서 골반의

외측 경사 각도를 0°로 초기화 한 뒤 동작을 하는 동안

의 골반 외측 경사 각도를 측정하였다. 동작이 완전히

끝난 뒤 5초간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측정된 데이터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추출률(sampling rate)은

20 ㎐로 설정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8 ㎐ 저역 통과 필

터(low pass filter)를 한 뒤 Windata software(ver. 2.19)

를 사용해 분석하였다(Cynn 등, 2006).

3. 측정과정

각 대상자들은 오른쪽이 위쪽으로 향하게 하여 상

체, 골반과 오른쪽 하지의 정렬을 일(一)자로 맞추고

옆으로 눕는다. 대상자가 수행하는 동작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각도계(incliometer)로 오른쪽 고관절

35°외전 각도와 왼쪽 고관절 10°내전 각도를 측정하여

발목의 외측 복사뼈 높이에 막대(bar)를 위치시켰다

(Cynn 등, 2006). 고관절의 내전 각도는 예비실험 결과

를 토대로 외전하는 다리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내전이

1) Sonoace X8, Medison, Seoul, Korea.

2) CMS-HS, Zebris, Medizintechnik,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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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RP 나. PHA 다. CHA

그림 1. 실험자세. RP: rest position, PHA: preferred hip abduction, CHA: hip abduction with
contralateral hip adduction.

그림 2. 고관절 외전자세에 따른 근육의 평균두께
비교(*p<.05). RP: rest position, PHA: preferred
hip abduction, CHA: hip abduction with
contralateral hip adduction.

가능한 적절한 각도로 10°를 임의로 정하였다. 대상자

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정렬을 맞추어 옆으로 누운

자세(rest position; RP)에서 두 가지 조건인 PHA와

CHA를 실시하였다. PHA와 CHA의 순서는 무작위 순

서(random order)로 실시하였다. 동작을 하는 동안 체

간의 정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구두지시

했으며 손을 이용해 체간의 정렬을 유지하는 것을 제

한하였다. 각 동작을 3번 반복해 그 평균값을 자료 분

석에 사용하였다(그림 1).

4. 분석방법

자료의 통계처리는 상용 통계 프로그램인 SPSS ver.

12.0을 사용하였다. RP, PHA와 CHA 시 초음파 상 근

육의 두께변화는 반복일원분산분석(repeated 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사용해 주 효과를 비교하고 사

후검정을 위해 최소유효차이(least significant differ-

ence)를 실시하였다. 골반의 외측 경사는 짝비교 t-검

정(paired t-test)을 사용해 PHA와 CHA 조건 간에 차

이를 비교하였다.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Ⅲ. 결과

1. 복횡근과 내복사근의 두께

각 자세별 평균 두께는 CHA, PHA, RP 순으로 두꺼

웠다(표 2). 고관절 외전 자세에 따른 복횡근, 내복사근

의 두께변화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표 3). 사

후검정 결과 두 근육 모두 RP와 PHA 사이에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나, CHA에서는 RP나 PHA보다 유의

하게 더 두꺼웠다(p<.05)(그림 2)(그림 3).

2. 요방형근의 두께 변화

각 자세별 평균 두께는 표 2와 같다. 실험 자세에

따른 요방형근의 안-밖과 앞-뒤 길이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5)(표 3). 사후검정 결과 안-밖 길

이는 RP와 PHA, RP와 CHA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

가 있었고(p<.05), PHA와 CHA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앞-뒤 길이는 RP와 PHA,

PHA와 CHA, RP와 CHA 사이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그림 2).

3. 골반의 외측기울기 변화

골반의 외측 경사 평균 각도는 표 4와 같다. PHA보

다 CHA에서 골반 외측기울기 각도가 유의하게 감소하

였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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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PHA.

나. CHA.

그림 4. 골반 외측 경사 각도 비교(°), PHA: preferred hip abduction, CHA:
hip abduction with contralateral hip adduction.

가. RP

나. PHA

다. CHA

그림 3. 복횡근, 내복사근과 요방형근 초음파영상 비교(㎝). A: 내복사근, B: 복횡근, C: 요방형근, RP:
rest position, PHA: preferred hip abduction, CHA: hip abduction with contralateral hip ad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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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a PHAb CHAc

복횡근(㎝) .61±.14d .73±.15 .86±.18

내복사근 .65±.23 .82±.26 .99±.20

요방형근(안-밖) 1.74±.28 1.53±.30 1.52±.21

요방형근(앞-뒤) .40±.10 .44±.11 .48±.14
a
rest position,

b
preferred hip abduction,

c
hip abduction with contralateral hip adduction,

d
평균±표준편차.

표 2. 고관절 외전자세에 따른 근육의 평균 두께 (N=20)

PHA
a

CHA
b

p

골반 외측 경사 각도(°) 11.01±5.16
c

7.55±3.44 <.05
apreferred hip abduction, bhip abduction with contralateral hip adduction, c평균±표준편차.

표 4. 골반의 외측 경사 평균 각도 비교

평방합 자유도 평방평균 F p

복횡근 .59 2 .29 92.61 <.05

내복사근 .99 2 .48 10.09 <.05

요방형근(안-밖) .65 2 .32 16.54 <.05

요방형근(앞-뒤) .07 2 .03 86.63 <.05

표 3. 고관절 외전자세에 따른 근육의 평균 두께 반복 일요인 분산분석

Ⅳ. 고찰

본 연구는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고관절 외전 운동

시 반대 측 내전근의 수축이 요추 안정화 근육의 두께

와 골반의 외측 경사 각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하였다. 그 결과, 복횡근과 내복사근 두께는

PHA 보다 CHA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HA보다

CHA에서 두 근육의 두께가 증가하는 것은 기저면의

넓이가 변화하기 때문일 것이다. PHA 조건에서 기저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옆면이라면 CHA의 기저면은

머리부터 골반까지의 옆면으로 좁아진다. 기저면이 좁

아질수록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근육활동

을 필요로 한다(윤혜선 등, 2004). 본 연구에서 대상자

들은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고관절 외전을 하는 동안

손을 사용하지 않는 등 다른 추가적인 지지를 하지 않

고 자세 정렬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므로 아래쪽에 있는

다리를 내전하기 위해 지면에서 들어 올리는 것은 바닥

에 닿아있는 기저면의 면적을 좁아지게 만들었다. 따라

서 기저면이 좁아진 CHA 상태에서 체간의 정렬과 안

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PHA 때보다 더 많은 근육의

활동이 요구되었을 것이다(윤혜선 등, 2004). 그리고

McMeeken(2004)에 의하면 근육의 활성도와 근육의 두

께 변화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CHA는 PHA보

다 복횡근과 내복사근의 두께가 더 두꺼워졌을 것이다.

내복사근과 복횡근은 사지를 움직일 때 비슷한 기능을

하며(Hodges와 Richardson, 1997) 요부를 안정화하는데

동시 수축한다고 알려져 있다(O’Sullivan 등, 2002).

CHA는 PHA에 비해 더 많은 근육의 힘을 필요로 하는

동작이므로 복횡근과 마찬가지로 내복사근의 두께가 두

꺼워지는 결과를 보였을 것이다. Ainscouph-Pots 등

(2006)의 연구에서도 넓은 기저면보다 좁은 기저면에서

복횡근과 내복사근의 근 활성이 증가된다고 하였다.

요방형근의 안-밖 길이는 RP 시 보다 PHA와 CHA

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PHA와 CHA시의 길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앞-뒤 길이는 RP시 보

다 PHA시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PHA보다 CHA

시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요방형근은 골반을 외측으

로 기울게 할 수도 있고 요부를 안정시킬 수도 있다.

즉, 요방형근은 장요인대(iliolumbar ligament), 척추의

횡돌기(transverse process), 12번째 갈비뼈에서 기시해

후장골극(posterior iliac crest)에 정지하며 횡단면적이

600∼750 ㎟이고 지레 팔이 양쪽으로 관계하고 있기 때

문에 구조적 측면으로 볼 때 수축할 경우 척추와 골반

양쪽 모두의 동작과 안정성을 제공할 수가 있다(McGill

등, 1993). McGill(1996)에 의하면 척추의 옆으로 구부

리는 모멘트(side bending moment)가 우세하게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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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척성 외측지지(isometric side support)시 다른 근

육들 보다 요방형근이 강하게 수축하였고 요부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본 실험은 선행연구와

동작이 다르지만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고관절을 외전

하는 동안 척추를 옆으로 구부리는 힘이 발생하고 등척

성 수축을 하는 동안 측정했기 때문에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요방형근이 요추안정화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 생

각된다. Desmoulin(2005)이 실시한 연구에서 요방형근

은 등척성 수축 시 앞-뒤 두께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선행연구에서처럼 체간에 저항을 주어서 등척성

수축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동작분석 결과 골반 외측

경사 각도가 PHA와 CHA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므

로 PHA와 CHA를 실시하는 동안 체간의 정렬을 중립

으로 유지하기 위해 복근과 요방형근이 수축 하였다고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요방형근은 앞-뒤 길이 증가는

요방형근이 등척성으로 수축하여 요추를 안정시키는 역

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요추에 부과되는 무게의 정도도 요추 안정화 근육의

수축정도에 영향을 미친다(Cholewicki, Simons와

Radebold, 2000; Cholewicki와 McGill, 1996).

Cholewicki와 McGill(1996)은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

는 동안 요추의 안정성 지수(stability index; SI)를 비

교한 결과, 요추에 부과되는 무게가 많은 과제일수록

안정성 지수가 높게 나타났음을 밝혔으며 Cholewicki,

Simons와 Radebold (2000)는 요추에 부하를 주는 동안

요추 안정화 근육들의 근전도를 측정한 결과 부하의 강

도가 높을수록 근 수축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CHA는

양쪽 다리를 들어야 하므로 오른쪽 다리만 드는 PHA

에 비해 요추에 부과되는 무게가 크다. 따라서 이전 연

구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CHA는 PHA보다 더 많은

요추 안정화 근육들의 수축을 필요로 하고 이는 더 많

은 근육의 두께 변화를 보였을 것이다.

실제 CHA가 동작의 보상작용을 제한하는 지 알아보

기 위해 동작분석을 한 결과, 골반 외측 경사 각도가

PHA보다 CHA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요부를

안정화하는 복근들과 요방형근의 등척성 수축에 의해

요부 안정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Cynn 등

(2006)의 연구에서도 요부안정화를 했을 때와 하지 않

았을 때 골반의 경사 각도를 비교한 결과 요부 안정화

를 했을 때 각도가 유의하게 감소했음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정상 성인 남자를 대

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일반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초음파 기기에 따른 제한점이 있다. 초음파 영상

측정 시 제한된 시야각으로 근육의 전체 모양을 측정할

수 없었으며 근육이 수축하면 위치가 옮겨져 같은 위치

에서 측정할 경우 영상을 얻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

다. 셋째, 비록 초음파 상 근육의 두께가 증가했지만 이

것이 근육의 힘(force)의 크기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같

은 동작을 하는 동안 근전도를 사용한 연구가 필요하

다. 향후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고관절 외전 운동 시 반대 측 고관절 내전근의 수축이

요부의 안정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명확

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고관절을 외전하는

동안 반대 측 고관절 내전근의 수축이 요추 안정화 근

육의 두께와 골반의 외측 경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았다. 그 결과 반대 측 고관절을 내전한 동작에서 하지

않은 동작 때 보다 복횡근, 내복사근과 요방형근의 두

께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이 근육들의 수축이 증가

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이는 요부 안정성을 증

가시켜 보상작용인 골반 외측 경사를 감소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고관절 외전

시 반대 측 고관절 내전은 체간을 안정화하고 골반이

측면으로 기울어지는 보상작용을 줄이는 운동 방법으로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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