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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the pelvic compression belt (PCB) on the

electromyography (EMG) activities of trunk muscles during sit-to-stand (SitTS), and stand-to-sit

(StandTS) tasks. Twenty healthy subjects (7 men and 13 women) were recruited for this study. The

subjects performed SitTS, and StandTS tasks, with and without a PCB. Surface EMG was used to

record activity of the internal oblique (IO), external oblique (EO), rectus abdominis (RA), erector spinae

(ES), and multifidus (MF) of the dominant limb. EMG activity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RA (without

the PCB, 8.34±6.04 ％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 with the PCB, 7.64±5.11

%MVIC), EO (without the PCB, 14.83±11.82 %MVIC; with the PCB, 11.98±7.60 %MVIC), MF (without

the PCB, 21.74±7.76 %MVIC; with the PCB, 18.50±8.04 %MVIC), and ES (without the PCB, 18.39±7.16

%MVIC; with the PCB, 16.63±6.31 %MVIC) during the SitTS task and in the IO (without the PCB,

20.58±15.60 %MVIC; with the PCB, 17.27±12.32 %MVIlC), RA (without the PCB, 8.04±5.68 %MVIC; with

the PCB, 7.40±4.71 %MVIC), EO (without the PCB, 13.29±8.80 %MVIC; with the PCB, 11.24±6.14

%MVIC), MF (without the PCB, 18.59±7.64 %MVIC; with the PCB, 15.86±6.48 %MVIC), and ES (without

the PCB, 17.14±6.44 %MVIC; with the PCB, 15.46±5.62 %MVIC) during the StandTS task when a PCB

was used (p<.05). In men the EMG activity of the MF significantly decreased during the SitTS task

when a PCB was used (p<.05): in women, the EMG activity of the RA, EO, MF, and ES during the

SitTS task and that of the EO, MF, and ES during the SitTS task significantly decreased when a PCB

was used (p<.05). In addition, the rates of change in the EMG activity of each muscle differed

significantly during the SitTS and StandTS tasks before and after the use of the PCB. However, the

EMG activity did not significantly differ between the male and female subjec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PCB may contribute to the modification of activation patterns of the trunk muscles during SitTS,

and StandTS tasks.

Key Words: Electromyography; Pelvic compression belt; Sit-to-stand; Trunk muscle.

Ⅰ. 서론

인체의 근골격계 구조를 삼차원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천장관절은 몸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몸통과 상지의

체중을 양 하지로 전달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Pel 등, 2008). 구조적으로 편평한 모양의 천장관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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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면에 가깝게 정렬되어 있어 중력과 같은 수직적 전

단력(vertical shear loads)에는 취약하나 관절 주위에

강한 인대들이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어 관절에 가해지

는 부하를 완화시키고 관절내 안정성을 제공한다

(Hungerford 등, 2003). 그러나 천장관절부의 인대들은

지속적인 부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McGill과 Brown,

1992) 이에 요천추부에 연결된 근육계의 능동적 압박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요골반부를 유지하게 된다

(Hossain과 Nokes, 2005). 이처럼 천장관절은 특수한

해부학적 구조와 관절 주위를 둘러싼 근육 및 인대가

상호협력하여 외부의 자극과 부하를 견뎌낼 수 있도록

자가-잠김기전(self-bracing mechanism)을 형성하고 있

다(Vleeming 등, 1995). 요골반부 주변에 근육과 같은

능동적 시스템(active system)에 약화와 억제와 같은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요부에서 하지로 체중이 효

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근육 불균형으로 인한 천장

관절의 기능장애가 발생하게 된다(Hossain과 Nokes,

2005). 선행연구에 의하면 실제 요통과 골반통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골반의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

으며, 천장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안정화 근육들의 활동

과 조율기능이 저하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Hungerford 등, 2003).

골반압박벨트(pelvic compression belt)는 임상에서

요통과 골반통이 있는 환자에게 골반내 안정성을 증가

시키고 통증 감소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Haugland 등, 2006; Mens 등, 2000). 이는 천장관절의

상호 압박력을 증가시켜 지연된 수축반응이 나타나는

복횡근과 복사근을 대신하여 힘 잠김(force closure)기

전을 제공해 준다(Hodges와 Richardson, 1999). 골반압

박벨트에 대한 사체연구에서 골반압박벨트를 50N의 장

력으로 적용하였을 때 시상면에서 천장관절 회전에 대

한 가동성이 20%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Vleeming 등,

1992), 천장관절 내 압박력을 증가시키고 골반의 안정

성을 촉진시켜 통증으로 민감해진 구조물에 부하를 줄

여 증상을 경감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Beales 등, 2010). 이러한 천장관절 내 압박력 증가

에 따른 생리학적 변화는 사체실험 뿐만 아니라 건강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Damen 등, 2002). 한편, Haugland 등(2006)은 골반통

이 있는 환자에게 골반압박벨트를 적용한 무작위 대조

군 연구에서 대부분의 경우 골반압박벨트 착용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을 보였으나, 객관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

았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골반압박벨트에 관한 연구들

은 골반압박벨트가 하지직거상 동작(Hu 등, 2010)이나

고관절 외전 동작(Park 등, 2010)과 같은 동작 시 체간

근육의 작용에 변화를 알아보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

다. 이는 골반압박벨트가 기능적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체간 운동조절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

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바로 누운 자세에서 체간근육 근활성도를 측정하였고,

체중부하 상태에서 과제 수행 시 근활성도를 측정하는

방법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앉아서 일어서기(sit-to-stand) 동작은 실제적으로 일

상생활에서 흔하게 요구되는 과제로 요통환자의 기능적

수준을 평가하고 움직임 패턴 조절 및 훈련을 위해 임

상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치료적 동작이다(Dehail 등,

2007). 실제로 앉아서 일어서기 동작은 신체의 중심이

수평과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높은 수준의 신경근

협응력을 필요로 하며, 요통환자의 경우 통증을 피하기

위한 비정상적 움직임 패턴이 나타나기 쉽다고 한다

(Papa와 Cappozzo, 2000). 또한 체간의 안정화에 기여

하는 복부근의 약화와 척추근의 과활성화로 인해 골반

의 전방경사와 더불어 요부 만곡이 증가될 수 있어 앉

고 일어시기 시 체간근육의 근작용에 변화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체간근육의 조절훈련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

다(Shum 등, 2007).

이에 본 연구는 앉아서 일어서기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골반압박벨트를 이용하여 골반부에 압박을 가했을

때 각 동작별 체간근육들의 근활성도 변화를 알아보고,

또한 성별 간에 근활성도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골반

압박벨트가 체간근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시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

을 듣고, 자발적으로 실험참여에 동의한 건강한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전에 정형외과적 수술

병력이 있거나, 과거나 현재에 정형외과적 혹은 신경학

적 질환의 진단을 받은 자와 고관절 구축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자는 대

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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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ale (n1=7) Female (n2=13) Total (N=20)

Age (year) 24.9±3.4
b

22.2±2.1 23.1±2.9

Height (㎝) 177.7±4.5 163.2±4.0 168.3±8.2

Weight (㎏) 74.3±8.1 55.9±8.5 62.4±12.1

BMIa (㎏/㎡) 23.7±6.7 21.0±6.7 22.1±10.1
abody mass index, bmean±standard deviatio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N=20)

Figure 1. The pelvic compression belt (A:
body belt and elastic compression band, B:
application of the pelvic compression belt).

음과 같다(Table 1).

2. 실험기기 및 도구

가. 골반압박벨트(pelvic compression belt)

골반압박벨트(THE COM-PRESSORTM, OPTP,

Minneapolis, USA)는 2개의 탄력성 압박밴드(elastic

compression band)와 1개의 바디벨트(body belt)로 구

성되어 있고, 압박의 위치와 정도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벨트를 사용하였다. 먼저 압박벨트의 적용방향

을 결정하기 위하여 능동하지직거상 검사(active

straight leg raise test; ASLR)를 실시하였다. 이는 다

리를 들어올리는 동안 오른쪽, 왼쪽 다리 중 무게감이

더 크게 느껴지거나 골반이나 요부의 보상의 움직임이

더 크게 느껴지는 쪽의 다리를 검사다리로 선정한 후,

검사자가 4가지 구분된 방향으로 골반압박을 적용하였

을 때 ASLR 시 다리 무게감이 더 가볍게 느껴지거나

편안하게 인식되는 압박방향을 골반압박벨트의 압박방

향으로 선정하는 방법이다(Diane, 2004). 4가지 구분된

방향은 복횡근 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전상골곡에서

배꼽방향으로 압박을 가하는 힘과 요천추 다열근의 작

용을 도와주기 위하여 후전장골극에서 천골방향으로의

두가지 힘을 오른쪽, 왼쪽으로 각각 같은 방향, 다른 방

향으로 변경하여 적용하였다. 압박벨트는 편안하게 바

로 선 자세에서 적용하였으며, 먼저 바디벨트를 전상장

골극 바로 아래를 지나도록 하여 편안하게 부착한 후,

그 위에 ASLR 검사를 통해 결정되었던 압박방향에 맞

추어 좌우에 탄력성 압박밴드를 적용하였다(Figure 1).

압박의 정도는 대상자에게 압박을 적용한 후 제자리 걷

기를 실시하였을 때 대상자 스스로 발걸음이 가볍다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압박을 선택하여 적용하였다.

나. 근전도 시스템

체간근육의 근활성도는 근전도 장비(Myosystem

1400A, Noraxon Inc., Scottsdale, USA)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각 근육에서 수집된 5개 채널의 표면 근전도

아날로그 신호는 디지털 신호로 전환되어 개인용 컴퓨

터에서 MyoResearch XP Master 1.06 소프트웨어를 이

용하여 처리하였다. 근전도 신호의 표본추출률

(sampling rate)은 1024 ㎐로 설정하였고, 주파수 대역

폭(bandpass-filtered)은 20～450 ㎐, 노치 필터(notch

filter)는 60 ㎐를 사용하였다. 전극은 은/염화은

(Ag/AgCl) 전극을 사용하였다.

3. 실험방법

가. 근활성도의 측정 및 분석

근전도 측정 시 피부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극을

부착하기 전에 전극 부착 부위에 털을 제거하고, 사포

로 피부의 각질을 제거한 다음, 알코올 솜으로 피부를

청결히 하였다. 전극간 거리는 2 ㎝로 하였으며 각각

근섬유 방향과 평행하게 부착하였다. 근전도 전극의 부

착 부위는 외복사근(external oblique; EO)은 전상장골

극 위 배꼽으로부터 외측 15 ㎝ 지점에, 내복사근

(internal oblique; IO)은 전상장골극에서 2 ㎝ 내측부에

그리고 복직근(rectus abdominis; RA)은 배꼽으로부터

외측 3 ㎝, 척추기립근(erector spinae; ES)은 극돌기에

서 근복부위로 2 ㎝ 수평하게 떨어진 지점(Hickman과

Cramer, 1998)에, 다열근(multifidus; MF)은 L5 극돌기

로 부터 외측 3 ㎝ 떨어진 지점(Queiroz 등, 2010)으로

하였다. 접지전극(ground electrode)은 전상장골극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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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it-to-stand task.

부착하였다. 각 전극은 5명의 예비실험 결과 좌우측 체

간근 근활성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우세측

에만 부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우세측 선정은 대

상자가 공을 찰 때 사용하는 다리를 우세측으로 결정하

였다.

근전도 부착 후, 본 실험에 앞서 근전도 값을 정규화

(normalization)하기 위하여 도수근력검사 자세(Kendall

등, 2005)에서 최대 수의적 등척성 수축(maximal vol-

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을 실시하여 근활

성도를 측정하였다. MVIC값의 측정은 각 자세에서 5초

간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5초 동안의 근전도 자료를

제곱근 평균제곱(root mean square; RMS)으로 처리하

였고, 처음과 마지막에 각 1초를 제외한 중간 3초 동안

의 평균 근전도 신호량을 100%MVIC로 정하여 사용하

였다.

나. 실험과정

대상자는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 대퇴부의 1/2지점을

의자의 끝에 위치하도록 앉아 무릎은 90～100도 굴곡,

발끝과 무릎은 전방을 향하여 평행하게 놓은 상태를 유

지하였다. 발 사이의 거리는 대상자의 골반 넓이로 유

지하게 하였으며, 팔을 이용한 움직임의 보상을 피하기

위해 팔짱을 끼도록 하였다. 또한 과제 수행에 앞서 전

면에 거울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대전자에서 외측으로 4

㎝ 떨어진 곳에 막대를 설치하여 앉아서 일어서기 과제

동안 좌우측으로 이동을 최소화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과제 수행 시에는 먼

저 대상자가 의도적인 근수축을 일으키지 않도록 편안

하고 이완된 자세에서 체간을 곧게 펼 수 있도록 구두

지시를 하였고, 연구자의 “시작”이라는 구령과 함께 일

어서기 동작을 실시하였다. 일어선 상태에서 2초를 유

지하게 한 후, 다시 앉기 동작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5

회 반복 실시하였다. 일어서기와 앉기 동작 시 동작의

속도는 대상자가 자연스럽게 실시할 수 있는 속도로 진

행하였다(Figure 2). 일어서기와 앉기 동작 시 구간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전자각도계를 무릎관절 외측면에

부착하여 과제 수행동안 최대 무릎 굴곡각을 앉기 시

점, 최대 무릎 신전각을 선 시점으로 측정하여 분석하

였다. 측정 순서는 골반압박벨트 착용하지 않고 측정한

후 1분간의 휴식시간 후에 벨트를 적용하고 똑같은 방

법으로 일어서기와 앉기 동작을 실시하였다. 본 측정을

하기 전에 골반압박벨트 착용이 익숙하도록 사전 연습

을 3～4회 실시한 후에 본 측정을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실험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윈도우용 PASW ver.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술통계 자료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측정된 자료의 정규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Shapiro-Wilk 검정을 실시하

였고 정규분포함을 확인하였다. 골반압박벨트의 적용

유무에 따른 앉아서 일어서기 동작 시에 체간근육의 근

활성도를 비교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

며, 근육 간에 근활성도 변화율의 비교는 일요인 분산

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고, 사후분석을 위

해 투키(Tukey)검정을 사용하였다. 앉아서 일어서기 동

작 시에 성별과 골반압박벨트 착용 유무에 따른 근육별

주효과와 상호작용은 이요인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

하여 확인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ɑ는 .05로 정하

였다.

Ⅲ. 결과

1. 골반압박벨트 적용 전후에 앉아서 일어서기 

동작 시 체간근육 근활성도 비교

골반압박벨트의 적용이 앉아서 일어서기 동작 시에

체간근의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Table 2). 골반압박벨트의 적용 전후에

측정한 각 근육들에 근활성도는 남자의 경우, 일어서기

동작 시에 측정한 모든 근육들에서 근활성도의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자는 내복사근을 제외한 외

복사근과 복직근, 다열근 그리고 척추기립근에서 근활

성도의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05). 앉기 동작 시에

남자의 경우는, 골반압박벨트 적용 전후에 단지 다열근

에서만 근활성도의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p<.05),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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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 to sit Sit to stand

without the PCB with the PCB t without the PCB with the PCB t

IO
a

Male 20.47±22.31
f

15.25±13.90 1.52 21.38±20.36 18.89±16.11 1.20

Female 20.64±11.68 18.35±11.84 1.52 24.00±16.87 19.97±11.26 1.58

All 20.58±15.60 17.27±12.32 2.17* 23.08±17.67 19.59±12.74 1.96

EOb

Male 11.75±12.49 9.02±6.38 1.18 12.86±15.92 9.87±8.92 1.13

Female 14.11±6.52 12.43±5.91 2.55* 15.89±9.54 13.12±6.90 3.03*

All 13.29±8.80 11.24±6.14 2.31* 14.83±11.82 11.98±7.60 2.69*

RA
c

Male 7.90±8.61 7.06±7.09 1.40 8.10±7.39 7.39±7.69 1.50

Female 7.58±3.14 7.58±3.14 2.04 8.47±4.24 7.77±3.43 2.43*

All 8.04±5.68 7.40±4.71 2.44* 8.34±6.04 7.64±5.11 2.90*

MF
d

Male 19.92±7.78 16.99±6.50 3.20* 25.17±7.96 22.52±9.48 2.05

Female 17.87±7.78 15.25±6.65 3.66* 19.89±7.28 16.33±6.54 4.00*

All 18.59±7.64 15.86±6.48 4.95* 21.74±7.76 18.50±8.04 4.49*

ESe

Male 15.65±6.48 13.80±4.73 2.08 17.23±6.58 15.98±6.51 1.05

Female 17.93±6.54 16.36±6.02 4.50* 19.01±7.64 16.98±6.44 4.15*

All 17.14±6.44 15.46±5.62 4.49* 18.39±7.16 16.63±6.31 3.43*

a
internal oblique,

b
external oblique,

c
rectus abdominis,

d
multifidus,

e
erector spinae,

f
mean±standard deviation, *p<.05.

Table 2. EMG activity of each muscle during sit to stand tasks with and without the pelvic compression belt

(Unit: %MVIC)

에서는 외복사근과 다열근, 척추기립근에서 유의한 감

소를 보였다(p<.05).

일어서기 동작 시에 골반압박벨트 적용과는 상관없

이 성별간에 각 근육의 근활성도에 주효과는 모든 근육

에서(외복사근: F=6.38, p=.021; 복직근: F=7.25, p=.015;

다열근: F=16.25, p=.001; 척추기립근: F=16.25, p=.001)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모든 근육에서 성별과

골반압박벨트 적용 유무간에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

다(p>.05). 앉기 동작에서는 골반압박벨트 적용과는 상

관없이 성별간에 각 근육들의 근활성도에 주효과는 모

든 근육에서(내복사근: F=5.42, p=.032; 외복사근:

F=5.43, p=.032; 복직근: F=6.00, p=.025; 다열근:

F=21.92, p<.001; 척추기립근: F=18.38, p<.001)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성별과 골반압박벨트 적용 유무

간에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p>.05).

2. 앉고 일어나기 동작 시 골반압박벨트 적용 

전후에 체간근육 근활성도의 변화율 비교

골반압박벨트 적용하고 앉기 동작 시에 근활성도의

변화율은 다열근이 -13.41%로 가장 큰 감소를 보였고,

그 다음이 내복사근(-12.80%), 외복사근(-10.77%), 척

추기립근(-8.87%), 그리고 복직근(-5.18%) 순으로 나타

났다. 각 근육들 간에 변화율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4.572, p<.05). 사후검정 결과, 다열근이 복직근에 비

해 유의하게 큰 감소를 보였다(t=.014, p<.05).

일어서기 동작 시 골반압박벨트 적용 후에 다열근의

근활성도가 -15.92%로 가장 큰 감소를 보였고, 그 다음

이 외복사근(-11.83%), 내복사근(-10.53%), 척추기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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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rates of change in the EMG activity of each
muscle during sit to stand tasks with and without the
pelvic compression belt (IO: internal oblique, EO: external
oblique, RA: rectus abdominis, MF: multifidus, ES: erector
spinae, *p<.05).

(-8.50%) 그리고 복직근(-5.94%) 순으로 나타났고, 각

근육들 간에 변화율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481,

p<.05). 그러나 사후검정 결과, 각 근육들 간에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않았다

(Figure 2).

Ⅳ. 고찰

천장관절의 안정성은 기능적 움직임 동안에 체간근

육의 동적 안정화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Richardson 등, 2002). 골반압박벨트는 천장관절의 압

박력을 증가시켜 안정성을 높여줌으로 천장관절 기능장

애가 동반된 근골격계의 증상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되며 골반압박벨트 적용의 역학적 이점들은

이전에 여러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었다(Damen 등,

2002; Pel 등, 2008; Vleeming 등, 1992). 이에 본 연구

는 골반압박벨트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앉아

서 일어서기 동작 시 골반압박벨트 착용 전․후에 체간

근육 근활성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앉고 일어서는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체간근육의 근전도 자료를 수집하였다. 앉아서 일어서

기는 기능적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로 몸통을

굴곡 시켜 무게 중심이 안정된 자세에서 불안정한 자세

로 전환되는 동작으로 몸통근육의 조화로운 수축이 요

구된다(Baer과 Ashburn, 1995). 이 동작은 표면상 간단

한 동작으로 보여지지만 근골격계 기능장애로 인해 몸

통과 하지의 근력, 유연성, 협응력, 운동조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수행속도, 신체중심위치 및 동작 제어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Ramsey 등, 2004). 특히 요골반부에

통증이 있는 경우 앉아서 일어서기 동작은 체간근육 힘

분산 전략의 변화로 다양한 보상 움직임과 체간근육 근

활성도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골반압박벨트를 착용하여 앉고 일어서는 동

안 체간근육인 복직근, 내복사근, 외복사근, 척추기립근,

다열근의 근전도 활성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골반압박벨트 착용 후 앉아서 일어서기 동작에서는

외복사근과 복직근, 다열근, 척추기립근이, 일어서서 앉

기 동작에서는 내복사근과 외복사근, 복직근, 다열근,

척추기립근의 근활성도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결과에서 특이한 사항은 골반압박벨트를 적

용한 상태에서 앉아서 일어서기 동작을 하는 동안,

내․외복사근의 활성도가 복직근에 비하여 더 크게 감

소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앉아서 일어서

기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골반의 과도한 전방회전을 막

아주기 위한 안정근(stabilizer)으로 작용하는 내․외복

사근이 골반압박벨트 착용으로 골반의 외적 안정성이

증가되어 상대적으로 근활성도가 감소한 것으로 여겨진

다. Pel 등(2008)의 연구에서도 바로 선 상태에서 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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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골극 부위에 골반압박벨트로 압박을 가했을 때 내․

외복사근의 근활성도가 모두 감소하였으며 이는 본 연

구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열근과 척추기립근도 마찬가지로 골반압박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앉아서 일어서기 동작 시 근활성도의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이 근육들은 체간 신전근으로

천장관절의 역학적 잠김에 관여하며, 척추와 골반을 지

지하고 신전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하는 근육이다(Pel

등, 2008). 이에 골반압박벨트의 적용으로 천장관절의

외적 안정성이 증가되어 다열근과 척추기립근의 근활성

도 패턴에 변화가 발생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특이

할만한 사항은 골반압박벨트 착용하였을 때 다열근과

척추기립근에서 앉기 동작보다 일어서기 동작 시에 더

큰 변화량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열근과

척추기립근이 일어서기 동작에서 중력에 대항하여 체간

을 조절하는 주요 근육으로 사용되기 때문에(Pel 등,

2008), 골반압박벨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다열근과 척추기립근의 약화로 일어서

기 동작이 비정상 패턴을 나타나는 경우 골반압박벨트

의 적용으로 움직임 조절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각 근육별 앉아서 일어서기 동

작에 따른 근활성도의 변화율에서도 복직근과 척추기립

근과 같은 대근육보다는 내복사근과 외복사근, 다열근

에서 더 큰 변화율을 보인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골

반압박벨트가 척추 분절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근육들에

근활성도 양상을 더 크게 변화시키며 힘 잠김 기전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라 사료된다.

이와 같이 골반압박벨트는 안정성이 요구되는 기능

적 활동 시 약화된 근육을 대신하여 적용할 수 있다

(Pel 등, 2008; Richardson 등, 2002). 비록 이론적이지

만 천장관절의 압박은 수동적 방식으로 안정성을 증가

시켜 관절의 경직도(stiffness)를 증가시키고 국소부위

의 역학적 효과뿐만 아니라 운동계(motor system)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압박은 운동계

에 억제(inhibition) 현상을 유발시키고 근육계(muscular

system)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여 골반의 안정성에

기여한다(Beales 등, 2010). 압박이 운동계에 미치는 영

향은 통증과 근 약화로 운동조절의 결손이 있는 일부

근육군에서 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 결과 정상인에게

서도 골반압박벨트가 운동 패턴의 변화를 이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골반벨트의 장기간 착용은 체간근육

의 불용성 위축 현상이나 근육의 억제, 심리적 의존성

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Hu 등, 2010), 동작의

재교육이 필요한 재활 초기 단계에 일시적으로 사용하

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성별 간 체간근육의 근활성도에서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근활성도가 성별에 영

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리의 가설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실제로 남성과 여성은 골반 크기, 근육의 생리적 횡단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천장관절의 면적 역시 성인 남

성의 경우 성인 여성보다 더 크고(Ebraheim 등, 2003),

운동성은 남성이 여성보다 30∼40% 작다고 보고되었다

(Brooke, 1924). 이러한 남녀 간에 여러 가지 생리학적,

인체계측학적 요인들에 의한 영향으로 성별에 따른 근

활성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져 성별을 구분하여 실

험을 진행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근활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 대

상자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기 이전의 젊고 건강한 성

인이며 여성의 경우 연령대별 골반의 구조적, 형태학적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기능적 자세와 움직임과 관련되어 동적

안정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골반압박벨트

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골반압박벨트의 착용이 신경계

감각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불분명하나 벨트의

착용이 앉았다 일어서고 다시 앉는 동작 수행 시 움직

임 조절을 위한 전략적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

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수가

다소 적고, 20대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모든 대상자들에게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연구대상 근육을 앉아서 일어서기 동작 시 체간근육으

로 제한하였다는 점과 골반의 움직임을 분석하지 못하

였던 점이 제한점으로 여겨진다. 이에 추후에는 이러한

제한점들을 고려하여 기능장애를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골반압박벨트를 적용한 후 다양한 기능적 과제들을 수

행하였을 때 다양한 근육의 근활성도를 비교하고, 움직

임에 따른 요골반부의 운동역학적 변화를 분석하여 신

경근계의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20대 건강한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앉아

서 일어서기 동작 시 골반압박벨트의 적용 전후에 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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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근육들의 근활성도 변화 양상을 알아보았다. 평가

대상 근육은 외복사근과 내복사근, 복직근, 요부 다열근

그리고 척추기립근이며 근전도 장비를 이용하여 골반압

박벨트 적용 전후에 근활성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는 골반압박벨트를 적용 후 일어서기 동작에서 외복사

근과 복직근, 다열근, 척추기립근이, 앉기 동작에서는

내복사근과 외복사근, 복직근, 다열근, 척추기립근의 근

활성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측정 근육들 중

근활성도의 변화율은 다열근이 앉기 동작 시(-13.41%)

와 일어나기 동작 시(-15.92%)에 가장 큰 감소를 보였

으며, 두 동작 시에 모두 복직근의 근활성도 변화율이

가장 적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골반압박벨트는 요

골반부 안정성에 기여하는 근육들의 약화로 인한 천장

관절의 불안정성을 가진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조적 도구로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앉아

서 일어서기 동작 시 근조절과 보상적 움직임이 나타나

는 사람에게 보다 효율적인 동작의 재교육 시에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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