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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Supplementary Shouting Technique on Muscle 
Activity to Rectus Abdominis and External Oblique During 
Crunch Exercise in Healthy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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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 supplementary shouting technique on abdominal muscle activation 
to the rectus abdominis (RA) and external oblique (EO) muscles during performance of crunch exercise in healthy subjects. 
Methods: Sixty-four subjects were randomly allocated to two groups, crunch exercise with shouting group (SG) and crunch exercise 
with non-shouting group (NSG), with 32 subjects in each group, respectively. The interventions were conducted over three trials in each 
group, and measurements were performed on each subject by one examiner in three trials. Muscle activation of RA and EO was evaluat-
ed using electromyography (EMG) during performance of crunch exercise with or without shouting. 
Results: Our results showed a significantly greater increase in the EMG patterns of the RA and EO muscles during performance of crunch 
exercise in the SG compared to the NSG (p<0.01).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ddition of the shouting technique during performance of crunch exercise, at the same time, 
would suggest positive evidence for improving activation of abdominal mus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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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아침에 몸을 일으키는 단순한 동작에서부터 스포츠 경기를 비롯하

여 물건을 나르는 등의 근로 현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근력을 필요

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수행 과정 동안 종종 고함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의식 또는 무의식적으

로 외치는 고함 소리를 기합(shouting)이라고 하며,1 무도를 수련할 때

나 근력을 필요로 하는 운동 수행 시 집중력 향상이나 심리적으로 더 

강하고 높은 근력을 발휘하고자 할 때 기합을 사용한다.2 또한, 동양

학적 개념의 기합은 우리 몸 속에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잠재력

을 끌어올리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 사용해 왔으며 더불어 오랜 세

월에 걸쳐 선조들의 무예 수련 과정 및 전쟁 등에서 아군의 사기를 북

돋아 주며 동시에 적의 사기를 낮추고 신경적, 정신적 자극에 의한 근

력 증대를 통하여 전투력을 증진시키는 등 매우 큰 역할을 해왔다.2

이전의 기합과 관련한 선행연구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기합이 얼

마나 더 많은 운동 뉴런(motor neuron)을 동원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H-reflex 측정과 근육의 활성 정도를 근전도를 이용하여 최대 등

척성 수축력을 측정한 연구 결과에서 기합을 넣으면 운동 뉴런 흥분

성이 약 1.3배 증가하였고, 또한 근력의 최대 등척성 수축력도 커졌다

고 보고하였으며1,3 무산소성 운동 시 기합 유형에 따른 근 파워를 분

석한 결과 대상자가 기합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측정자만 기합을 하

였을 때와 측정자 및 대상자 모두 기합을 하였을 때 최대 파워, 총 일

량, 평균 파워 변수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고,4 3년 이상의 

무도 수련자들에게 기합을 적용하였을 때 기합에 의한 등척성 근력

이 15.14% 증가하였으며, 일반인 또한 14.31%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

다.1 이와 같이 기합을 통한 근력 증진의 효과는 다양한 생활에 응용 

및 연구되어 왔다. 

크런치 운동(crunch exercise)은 제한된 장소에서 복부의 근력을 증

진시키기 위해 누구나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운동으로,5 크런치 운동 

시 복부 근육 중 주로 복직근(rectus abdominis)과 외복사근(ex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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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lique)이 활성화 된다.6,7 복부의 수직 방향으로 주행하는 복직근은 

전 및 외측에 주행하는 복부 근육과 같이 복부 내 장기를 외부의 상

해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수축 시 복압을 상승시키며, 몸통 운동 

시 자세를 유지하는데 안정성을 제공한다.8,9 또한 몸통의 외측(later-

al)에서 내측(medial)으로 주행하는 외복사근은 몸통을 회전하는 데 

강한 힘을 내주는 기능을 하며 몸통의 외적 안정성에 도움을 준다.9,10 

이와 같이 복직근과 외복사근은 몸통의 자세유지에 관여하여 몸통 

안정성을 갖게 하고 몸통의 굽힘(flexion)이나 돌림(rotation) 등 복부 

운동 시 필요한 근력을 제공한다.

위의 선행 연구와 배경 지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합은 일상생

활 동작이나 운동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합 적용의 효과에 대해 특정 복부 근육에 

대한 근 활성도 측면의 정량적인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임상 

현장에서 복부 근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치료적인 기법으로써 연구되

거나 제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복부의 근력을 향상시

키기 위해 사용되는 크런치 운동만을 적용하였을 때와 크런치 운동

과 기합을 동시에 적용하였을 때에 복부 근육인 복직근과 외복사근

의 근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구체적으

로 다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부의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

되는 크런치 운동만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기합을 동시에 적용하였

을 때에 복부 근육인 복직근과 외복사근의 근 활성도가 더욱 향상될 

것이다라고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 중에서 

20-30대 건강한 성인 64명(남자 34명, 여자 3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

였고, 대상자들은 실험 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

을 듣고 자발적으로 실험에 동의하였으며 실험과정은 생명윤리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실시되었다. 표본 크기는 이전의 연구되어

온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추정되었고,3 General power analysis 프로그

램(GPower 3.1)11을 이용하여 0.85 통계학적 검증력(statistical power)을 

얻기 위해 각 군의 최소 26명의 표본 크기(sample size)가 산출되었다. 

위의 표본 크기 계산은 신뢰도 계수를 0.90으로 가정하고, 두 군 사이

의 평균값을 비교하는 독립 t 검정에 기초하였다. 근전도에서 측정되

는 근 활성도의 측정방법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이용하여 계산된 점수가 18.5에서 24.9사이에 해

당되는 대상자로 선정하여 연부 조직의 동질성을 최대한 유지하였

다.12 모든 대상자는 실험에 영향을 주는 신체적 결함이 없는 자로 선

정하였으며, 근골격계 및 신경계 관련 질환이 있는 자, 최근 3개월 동

안 요통을 경험한 자, 심각한 자세 기형이 있는 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실험방법

1) 실험절차

본 연구의 전반적인 실험 절차는 Figure 1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64명의 정상인에 대해 각각의 군을 의미하는 2개의 카드가 포함되어 

있는 상자에서 1개의 카드를 뽑아서 이에 맞게 기합 적용 군과 기합 

비적용 군에 각각 32명씩 무작위 추출법을 사용하여 배정하였다. 연

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 및 자료 분석을 담당한 연구

자는 대상자들의 배정된 군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두 군 모두 복직

근과 외복사근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크런치 운동을 수행하도록 하

였다.5,13 대상자는 요추 전만이 적게 일어나도록 바로 누운 자세로 위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64)

Characteristics
SG 

(n1=32)
NSG 

(n2=32)
χ2 / t p-value

Gender (Male/Female)* 16/16 18/14 0.08 0.78

Age (year) 27.4±7.3 26.5±6.5 1.17 0.26

Weight (kg) 65.4±9.0 64.7±7.4 0.23 0.72

Height (cm) 166.9±10.2 164.7±8.9 0.43 0.67

Body mass index (kg/m2) 22.4±2.5 21.9±3.3 1.16 0.26

Decibel (dB) 83.3±7.6 82.2±6.8 0.32 0.22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SG, Shouting group; NSG, Non-shouting group.
*Values are numbers. Figure 1. Procedures used in this study.

Assessed for eligibility
(n=68)

Enrollment

Excluded (n=4)
Not meeting inclusion

criterin (n=3)
Refused to participate (n=1)

Non-shouting group (NSG, n2=32)
Received crunch exercise without

shouting in three trials

Shouting group (SG, n1=32)
Received crunch exercise with 

shouting in three trials

Measurement of rectus abdominis and external oblique muscle activation
during crunch exercise (n=64)

Data analysis

Allocation

Randomized (n=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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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시키고, 고관절 굴곡근의 보상 작용을 미리 차단하기 위하여 무릎 

아래에 베개를 받혀 다리가 이완되도록 하였다. 또한 대흉근(pectora-

lis major)의 보상 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해 견갑골 밑을 

수건으로 받쳐 주어 양쪽 어깨가 이완되도록 하였다.5,13 그리고 대상

자의 양 팔을 편 상태로 몸통의 면 위로 뻗게 하고, 견갑골의 위치를 

최대한 외전 및 상방회전시켜 머리를 멀리 쳐다보듯이 들고 복직근

과 외복사근을 수축하도록 하였으며, 측정자의 ‘몸통을 들어 올리세

요’라는 지시에 따라 체간을 들어 올린 후 ‘유지 하세요’라는 지시에 7

초간 유지하였다. 이때, 기합을 적용한 군에서는 7초간 유지하는 동

안 3-5초에 기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계음(beeper)으로 신호를 주었

고, 기합을 적용하지 않는 군에서는 7초간 크런치 운동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2) 측정도구 및 측정방법

(1) 근 활성도 측정

복직근과 외복사근의 근 활성도 측정을 위해 근전도 장비 TELE-

MYO DTS (Noraxon USA Inc., Scottsdale AZ, USA)를 사용하였고(Fig-

ure 2A), 수집된 자료의 개인용 컴퓨터와 연동하여 근전도 소프트웨

어 MR-XP  Master Edition version 1.07 (Noraxon USA Inc., Scottsdale 

AZ, USA)을 사용하였다. 근전도 신호의 표본 추출률(sampling rate)은 

1,024 Hz로 하였으며,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대역통과(band-pass) 필

터는 20-300 Hz, 대역정지(band-stop) 필터는 60 Hz로 처리하였다. 근

육의 근전도 신호를 완파 정류(full-wave rectification) 후 실효치 진폭

(root mean square, RMS)으로 처리하였다. 표면 근전도 신호에 대한 피

부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털을 제거하고 사포로 피부를 3-4회 문질

러 각질을 제거하였으며, 의료용 알코올 솜으로 닦은 후 전극 배치를 

하였다. 각 전극간 거리는 2 cm로 하였고, 전극의 부착부위는 다음과 

같다. 외복사근은 장골능과 늑골 사이에서 평행하게 사선으로 주행

하므로 전상장골극(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위 복직근 외측에 있

는 부분으로 배꼽에서 외측으로 15 cm 지점에 부착하였고,14,15 복직

근은 검상돌기 아래의 근육팽부의 중앙 부위인 배꼽 위 3 cm 지점에 

부착하였다.15,16 

기합 적용 여부에 따른 복직근과 외복사근의 근육 활성도 측정은 

크런치 운동 시 7초간 유지하며 얻어진 근전도 신호 중 앞과 뒤 1초를 

제외한 5초간의 측정치 값을 사용하며, 총 3회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정규화(normalization) 과정의 참고값은 도수의 저항을 

준 상태의 최대 수의적 등척성 수축(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

traction, MVIC) 시 각 근육의 최대 근 활성도를 5초 동안 유지, 3회 반

복측정하였다.15 5초 동안의 자료 값을 RMS로 처리한 후 처음과 마지

막 1초를 제외한 3초 동안의 평균 근전도 신호량을 100% MVIC로 사

용하였다. 최대 수의적 수축 측정 동작은 각 근육별 움직임의 반대측

으로 도수 저항을 준 상태에서 복직근은 체간의 굴곡, 외복사근은 체

간을 굴곡하면서 반대측으로 체간을 회전하여 측정하였다.15,17

(2) 소음측정기

크런치 운동하는 동안 기합 적용에 사용된 데시벨(decibel, dB)을 일

정하게 측정하기 위해 Digital sound level meter (BE051, ㈜라이트컴, 

Seoul, Korea) (Figure 2B)를 사용하였고, 대상자로부터 75 cm 떨어진 

거리에서 75-90 dB로 일정하게 기합을 하도록 유지하였다.18

3) 자료분석 및 통계방법

본 연구에서의 자료 통계처리는 상용 통계프로그램인 윈도우용 

PASW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측정값은 평균과 표준

편차로 표시되었다. 본 연구에 수집된 표본들이 정규성 검정(Kol-

mogorov-Smirnov test)에서 정규 분포 곡선을 띠고 있으므로, 모수 검

정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은 CROSS-

A B

Figure 2. The surface electromyography electrode (A) and digital sound level meter (B)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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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의 χ2 (Chi-Square test) 검정을 실시하였고, 연령, 신장, 체중, 신체질

량지수, 그리고 데시벨와 같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두 집단 

사이의 기합 적용 여부에 따른 복직근과 외복사근의 근활성도의 차

이를 규명하기 위해 독립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가설 수락을 위

한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결 과

1.  기합 적용 유무에 따른 각 군의 복직근과 외복사근의 근 활성도 

비교

복직근과 외복사근에 대한 기합 적용 군과 비적용 군의 평균과 표준

편차 및 이들 값에 대한 독립 t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크런

치 운동하는 동안 기합을 적용한 군의 복직근의 근 활성도(75.29 ±

13.14)가 기합을 적용하지 않는 군보다(62.38± 17.09) 통계학적으로 유

의하게 증가하였고(t= 5.76, p < 0.01) (Figure 3), 크런치 운동하는 동안 

기합을 적용한 군의 외복사근의 근 활성도가(86.29 ± 20.72) 기합을 적

용하지 않는 군보다(70.87± 16.55)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t= 4.17, p < 0.01) (Figure 3).

고 찰

우리는 일상 생활 중 상당한 근력을 요구하는 동작이나 운동선수들

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식 또는 무의식적으로 기합을 사용

함으로써, 신경적 및 정신적 자극에 의한 근력을 증대시킨다.1,3,4 그러

나 임상에서 치료적인 기법으로써의 기합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

정이며, 더불어 특정 복부 근육에 대한 근 활성도 측면에서 기합 적용

의 효과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밝힌 연구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합의 적용이 정상인의 복부 근 활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한 정량적 자료를 얻고자 건강한 성인 64명을 대상으로 근

전도 장비를 이용하여 기합 적용 유무에 따른 복부 근육의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 기합을 적용한 군이 기합을 적용하지 않은 

군보다 복직근과 외복사근의 근 활성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

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크런치 운동하는 동안 적용하는 기합을 일정하게 정

량화하기 위해서 소리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데시벨을 측정하

였고, 데시벨 값을 선정함에 있어서 Chig과 john18의 연구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즉,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로부터 75 cm 떨어진 곳에서 데

시벨을 측정했을 때 평균 75-90 dB로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크런

치 운동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복부의 복직근과 외복사근을 활

성화시켜 활성화된 복부 근육들의 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전의 연

구에서 사용된 크런치 운동을 적용하였고,5,13 크런치 운동 시 고관절 

굴곡근의 대상 작용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대상자 무릎 아래에 베

개를 받혀 다리가 이완되도록 하였으며, 대흉근의 대상 작용을 차단

하기 위해 대상자 견갑골 밑에 수건으로 받쳐 주어 양쪽 어깨가 이완

되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 적용한 크런치 운동은 주로 복직근과 외복

사근이 활성화된다는 선행연구6,7를 기반으로 크런치 운동 시 기합 적

용 유무에 따라 측정 근육군을 복직근과 외복사근으로 제한하였다. 

체간의 근육들은 척추 움직임이나 자세, 안정성에 있어 중요한 역

할을 한다. 기능적인 관점에서 볼 때, 체간 근육은 대근육(global mus-

cle)과 소근육(local muscle)로 분류되는데,19 본 연구의 측정 근육군으

로 선택된 복직근과 외복사근은 대근육으로 인체 내에서 토크를 발

생시키고 흉곽과 골반 사이에 직접적으로 부하를 전달한다.20 특히, 

외복사근은 근육 내 근전도나 표면 근전도 장비를 통해 체간 축 회전

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9 복직근과 함께 

몸 전체가 움직일 때나 자세 적응 동안에 요추의 안정성과 연관이 있

다.21,22 그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표면근전도 시스템으로 측정가

능한 체간 전내측 및 외측에 위치하는 외복사근과 복직근을 측정 대

상으로 하여 체지방의 오염 요인을 최소화하고 근육 성질의 동질성

을 유지하기 위해 체질량지수12를 기준으로 한 정상인 64명을 연구대

상으로 국한하였다. 

Table 2. Comparison of EMG activities to the rectus abdominis and ex-
ternal oblique muscles between the shouting group (SG) and non-
shouting group (NSG) (N=64)

%MVIC
SG 

(n1=32)
NSG 

(n2=32)
t p-value

Rectus abdominis 75.29±13.14 62.38±17.09 5.76 0.001

External oblique 86.29±20.72 70.87±16.55 4.17 0.004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MVIC, 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RA EO

Figure 3. The comparison of EMG activation to the rectus abdominis 
(RA) and external oblique (EO) muscles between the shouting group 
(SG) and non-shouting group (N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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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기합 적용 유무에 따른 외복사근과 복직근의 근 활성

도 비교 결과를 보면 기합 적용이 복직근과 외복사근의 활성도 향상

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전의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3,23,24 기합 적용 시 두 근육의 근 활성도 수준(level)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더 많은 근육을 동원할 수 있게 되어 근

육의 힘이 크게 발휘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1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뇌에 운동하라는 명령은 전기적 신호로 바뀌어 신경을 

통해 우리 몸 각 기관을 통해 전달되는데, 이때 기합을 지르면 우리 

몸은 흥분 상태가 되고, 신경 내 운동 뉴런 역시 흥분하게 되어 움직

이라는 신경 신호가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각 근육에 전달되며, 이

러한 원리로 더 큰 힘을 내게 되는 것이다. 즉, 기합을 넣으면 신경 전

달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 빈도수가 높아지고, 빈도수가 높아지면 결

국 더 많은 근 섬유를 동원하게 되는 것이다.1,3 

이와 같이 복직근과 외복사근의 근 활성도 증가는 자세를 유지하

고, 기능적 움직임을 수행하는데 필수적 요소인 체간의 외적 안정화

(extrinsic stability)를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Lim25의 연구에서와 같

이 복근 강화를 통해 증가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합을 통한 체

간 중심화 근육(core muscle)의 강화로 이끌어 낼 수 있는데, 중심화 

근육이란 인체의 중심을 뜻하는 말로써 움직임을 위한 힘을 발생시

키는 힘의 원천이며, 사지의 움직임을 안정시킴으로써 자세 균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26,27 중심화 근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전의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되었고,27-30 본 연구에서 중재로 다루었던 기합

을 이용해 복부 근육의 근 활성도 향상을 도출한 결과가 간접적으로 

중심화근육의 안정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이 본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었다. 하지만 Lee 등31은 최대 호기를 통해 복

부의 4가지 근육의 활성도가 상승한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나타난 근 활성도의 증가의 원인이 기합으로 인한 증가인지, 기합을 

하는 동안의 호기를 통한 증가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아 추후 

이 점을 보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더불어, 기합은 심리적

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집중력 향상과 더불어 잠재력을 끌어올

리는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더 강한 근력을 이끌어 낸다.1,2 이를 본 연

구에서 도출된 결과와 함께 재고해보면, 임상에서 기합을 적용한 운

동법을 활용함으로써 근력강화와 더불어 치료에 집중을 하여 환자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 크런치 운동 시 기합을 함께 적용한 운동이 복부 

근육의 활성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기합이 임상에서 근골격계 및 신경계 환자 치

료 시 다양한 운동 방법과 함께 부수적인 치료기법으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설명하는 데 있

어서는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특정 연령대인 20-30대 건강한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둘째, 기합과 함께 매우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적용 규례를 적용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수행한 크런치 운동보다 더욱 다양한 적용 규

례를 시행함으로써 기합이 근 활성도 향상에 미치는 최적의 효과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측정된 근 활성도는 복직근과 

외복사근에 한정하여 다양한 부위의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는 점이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더 유용한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근육들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다양한 연령대 및 다양한 형태의 체간 

불안정성을 가진 대상자들을 포함한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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