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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Power Grasping on Muscle Activity of Trunk during 
One Leg Stance  
Yong-Soo Kong, Yoon-Tae Hwang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Gangneung Yeongdong College, Gangneung, Korea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runk muscle activity with power grasping during one leg stance.
Methods: Twenty-eight subjec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one that performed power grasping, 
and another that did not. An investigator measured the activities of a subject’s trunk muscle such as internal oblique (IO), external 
oblique (EO), erector spinae (ES), and gluteus medius (GM) while a subject was doing one leg stance.
Results: An independent t-test was used to analyze trunk muscle activities with power grasping during one leg stance between the ex-
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Only the EO activity differed significantly between groups (p<0.05).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one leg stance with power grasping affected trunk muscle activity. Therefore, this is a useful meth-
od for providing lumbar spine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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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요통은 여러 구조적, 심리적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어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수 없는 경우도 많지만 주된 원인으로 척추의 변형과 근 골격

계 질환으로 인한 생체 역학적 요인,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사회적 

요인, 스트레스나 긴장과 같은 심리적 요인, 흡연이나 고도의 비만, 신

장장애 등의 기타 원인이 있다.1 요통환자는 신체 전반적인 활동성이 

감소되며, 장기적인 비 활동성과 불용으로 인하여 근 위축 및 근력저

하를 유발하여 다시 요통이 악화되고 이차적인 척추 손상 및 신체장

애를 유발하게 된다.2 

O’Sullivan 등3은 요통 환자는 요부의 심부근육이 정상인에 비하여 

약하고 불균형적일 뿐 아니라 고유수용성감각의 감소로 위치 감각능

력이 떨어져 결국 척추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요통의 재발

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요통환자는 척추전방전위증, 추간

판탈출증, 천장관절증후군, 그리고 요부염좌와 같은 척추의 불안정성

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차나 병리적인 문제로 인하여 척추의 중립상태

를 벗어나 있다고 하였다.4 이로 인하여 요추의 굽힘근과 폄근의 근력

을 약화시키며,5 정상인에 비해 배가로근의 근력이 약하고 그 외에 척

추세움근 및 다른 복부근육들도 근력이 약하다고 하였다.6

이들 환자들에게서 운동조절(motor control)의 기능장애가 관찰되

었으며, 이들 요통환자를 위한 최적의 중재 전략에 관하여 임상가와 

학자 간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며,7 이러한 운동제어는 코어 안정을 

말하고 요추주변의 기능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근육조절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8 최근 연구와 치료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체간의 안정성을 

획득하여 예방 및 재발의 가능성을 감소하는 것에 더 많은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으며, 척주의 정렬과 자세, 체간의 안정성에 관여하는 소

단위 근육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9

허리 부분에서의 조직손상은 다른 조직에 연달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데 이로 인해 특정한 움직임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10 한발서기 자세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요구되는 자세이고, 한발

서기 검사는 허리엉치부위의 안정성과 움직임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11 여러 가지 균형장애를 동반한 환자의 평가도구로

도 종종 사용된다.12 요통환자의 경우 한발서기 검사시 정상인 보다 

자세 안정성이 좋지 않다고 하였으며, 요통을 동반한 환자의 경우 우

세 하지(dominant leg)로 한발서기 검사를 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안

정성이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었다.13 Sakamoto등14은 한발서기 균형 

능력이 떨어질수록 넘어짐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한발서기 균형 훈련

은 균형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넘어짐의 위험도를 낮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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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정상적인 균형 조절은 감각계와 근 골격계의 복잡한 상호작

용으로 발생하며, 시각, 전정, 그리고 고유수용성감각의 정보입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균형이 소실되었을 경우 이러한 감각들은 

신체 동요에 대한 균형을 바로 잡게 도와준다.15 이처럼 질병이나 외상

으로 인해 감각운동조절체계가 손상되거나 예기치 못한 헛디딤이나 

충돌이 발생한 경우, 또는 불안정성을 느낄 때 한발 서기의 균형이 무

너지게 된다고 하였다.16 요통환자의 경우 요추 하부분절의 불안정성

과 흉추의 움직임 제한, 엉덩관절의 굽힘과 폄의 움직임 제한, 중간볼

기근 후방 섬유의 약화와 복근의 조절 장애로 인해 한발 서기 시 고

관절 주위근에 비효율적인 근육의 활동을 유발시킨다.17

이처럼 자세 조절은 인체의 무게 중심을 지지기반 위에서 유지하

는 끊임없는 과정이며,18 자세 조절은 시각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서 있

거나 보행의 구성을 계획하는 외부자극의 과정과 선형이나 각도의 

가속을 감지하는 전정기관과 자세나 인체 분절의 속도를 감지하는 

체성감각을 통하여 중추 신경계에서 수행하는 지속적이고 비선형적

이며 복합적인 과정을 포함한다.19 이와 같이 균형은 닫힌 운동 사슬

에 의해 유지되고 엉덩관절, 무릎, 발목의 전략적 움직임에 의한 반응

의 통합에 의해 유지되지만 하지의 구조적 운동 사슬이나 관절의 역

학적 안정성 결핍, 근력의 결핍으로 인해균형을 붕괴시킨다.20

악력은 물체에 힘을 전달하기 위한 엄지와 손가락들의 강압적인 

활동이며, 환자의 악력이 손을 이용한 동작을 수행하는 능력을 결정

하기도 한다. 또한 정상적인 악력은 일상생활동작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21 악력은 정형외과, 재활의학 및 산업의학에서 어깨 기능의 

정량적 지표와 손과 손목의 기능 평가지표 및 재활치료 프로그램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22 최근 악력의 정도가 심장질환, 뇌졸중, 

폐렴 등의 질병 발생률뿐만 아니라 사망률과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되어 건강상태, 신체노화 정도의 평가 등 건강지표로도 널

리 활용되고 있다.23,24 선행 연구에서는 악력을 이용하여 주로 상지와 

손 어깨의 기능 그리고 노인의 근력에 대하여 대부분 연구를 하였으

며 체간의 근육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발서기 능력은 보행 시 균형 유지와 많은 연관이 있으며, 특히 한

발서기 균형은 향후 중요한 운동프로그램이나 재활의 초점의 대상

이 된다. 또한 자세 균형을 위하여 한발 서기 자세가 골반부 근육의 

검사인 코어안정화 근육의 질적 양적 검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10 

이에 본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한발서기 자세에서 악력

을 제공하여 체간근육의 근 활성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정적 자세로 

균형을 유지하는 한발서기 자세에서 악력을 제공하여 골반과 체간

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근육들의 근 활성도를 분석함으로써 한발

서기 자세가 균형과 체간에 영향을 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은 각 근육의 근 활성도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설정하고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강원도에 소재한 Y대학교에 재학 중인 성인 남, 여 28 (남: 

11명, 여: 17명)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 하였다. 실험을 실시하기 전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헬싱키 선언의 윤리표

준에 따라 동의서를 작성한 후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선정된 대상자

는 연구자의 임의 방식대로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설정하였으며 악

력을 제공하는 실험군과 악력을 제공하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누었

다. 대상자 중 균형을 방해하는 신경학적 손상이나 전정기관에 문제

가 있는 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없는 자, 척추수술을 한 자는 대상

자에서 제외를 하였다.

2. 실험방법 

한발서기 자세는 실험자가 “다리를 들어 올리세요”라는 구령과 함께 

대상자는 눈을 뜬 상태로 우세다리(dominant leg)로 지지 하였고, 비 

우세측 다리를 들어 고관절과 슬관절을 90° 구부리게 하였다. 대상자

는 정면을 응시하게 하였고 양손은 자연스럽게 차렷 자세를 취하였

다. 실험군에게는 한발서기 자세에서 3초 후 대상자에게 “볼을 꽉 잡

으세요”라는 구령을 하였으며, 치료용볼은 우세손(dominant hand)으

로 잡게 하였다. 대조군 또한 한발서기 자세를 15초간 유지 하였다. 

3. 측정도구 

손의 악력을 사용하기 위한 도구로는 손의 저항기구로 사용하는 것

으로 hand exercise라 불리는 치료용 볼(Sammons preston, USA)지름 5 

cm, 둘레 15.5 cm인 그린색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체간근육의 근활성

도를 보기 위하여 무선근전도(telemyo 2400T-G2, Noraxon, USA)를 이

용하였으며, 전극은 Ag/Ag-Cl (Biopac, diameter 2 cm)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표면 근전도 시스템에서 디지털 처리된 표면 근전도 신호

는 개인용 컴퓨터에서 MR-XP 프로그램을 이용해 처리하였다. 표면 

근전도 신호의 표본 추출률(sampling rate)은 1,024 Hz 이였으며, 20-

500 Hz 대역필터(band pass filter)와 60 Hz로 노치필터(notch filter)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신호는 완파정류(full wave rectification)한 후, root 

mean square (RMS)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전극부착부위의 피부저

항 감소를 위해 가는 사포질을 3-4회 한 후, 탈지면에 소독용 알코올

을 적셔 피부 표면을 깨끗이 닦고 전극을 부착하였으며, 전극은 근섬

유의 주행 방향에 따라 부착하였으며, 접지 전극은 전상장골극

(ASIS)위에 부착하였다. 

각 자세에 따른 동작은 15초 동안 실시하였으며, 시작과 끝부분에

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처음 4초와 마지막 4초를 제외한 7초 동안의 

측정값을 사용하여 근활성도를 분석하였다. 모든 동작 시 근전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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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2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한발서기 자세에 따

른 근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4개의 근육에 전극을 부착하여 측

정하였다. 배속빗근(internal oblique, IO), 배꼽선과 위앞엉덩뼈가시의 

중간지점, 배바깥빗근(external oblique, EO), 배꼽에서 외측 15 cm지점, 

척추세움근(erector spinae, ES), L2극돌기로부터 외측 2 cm지점, 중간

볼기근; 장골능과 대전사 사이의 1/2 지점을 선택하였고,25 실험 대상

자들의 우세측 근육(dominant)에 부착 하였다.

각 근육의 활동전위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최대 등척성 수축(max-

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을 사용하였다. 최대 등척

성 수축을 위한 맨손 근력자세는 Kendall 등26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 PASW Statistics를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

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하였다. 실험

군과 대조군의 그룹 간 근활성도 비교를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05 로 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악력을 제공한 실험군의 평균 나이는 21.66 ± 1.11세, 평균 키는 167.01

± 8.57 cm, 평균 체중은 64.73 ± 11.49 kg였고, 악력을 제공하지 않은 대

조군의 평균 나이는 21.92 ± 1.18세, 평균 키는 166.53 ± 7.28 cm, 평균 체

중은 65.01± 11.73 kg 였다(Table 1).

2. 악력에 따른 근 활성도 비교

실험군과 대조군의 악력에 따른 근 활성도를 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 한 결과 배속빗근, 척추세움근, 중간볼기근은 대조군

에 비해 실험군에서 더 작은 근 활성도를 보였으나 그룹 간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배바깥빗근은 실험군에서 더 작은 근 활

성도를 보였고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Table 2).

고 찰

한발서기 자세는 체간근육을 안정화 하기 위한 운동 중 하나이며 균

형을 측정하기 위해 임상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검사법이다. 요

통환자의 경우 한발서기 검사 시 정상인 보다 자세 안정성이 좋지 않

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요통환자의 한발서기 자세에서 요부와 골반의 

근력, 협응 및 근육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이 손상되어 자세균형에 방

해를 받는 것이라고 하였다.27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발서기 자세에서 악력을 제

공하였을 때 체간근의 근 활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

보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한발서기 자세에서 배바깥

빗근의 근 활성도는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배속빗근, 척추

세움근, 그리고 큰볼기근의 근 활성도는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대조군보다 악력을 제공한 실험군에서 근 활

성도가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Lee와 Ro28의 연구에서 손을 사용하는 것은 운동조절과 안정성에 

관여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손에서 일정 정도의 강한 압력을 지속하

게 되면 연합반응(association reaction)에 의하여 체간의 동시수축도 

유발되어 안정성이 제공되어진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한발서기 

자세에서 악력을 제공할 때 실험군에서 체간의 안정성이 더욱 향상

됨을 알 수 있었다.

Cynn 등29은 요추 골반부(lumbopelvic)의 근육들의 상호작용에 의

한 요추의 안정성 증가는 하지가 움직이는 동안 허리네모근의 근 활

동을 감소시키는 반면, 중간볼기근의 근 활동을 증가시킨다고 하였

으며, Souza 등30은 빗근은 허리의 회전을 막아 척추의 안정성 유지에 

효과적인 근육이라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한발서기 자세에서 악력

을 제공한 결과 배바깥빗근, 배속빗근, 척추세움근, 그리고 큰볼기근

의 근 활성도가 대조군보다 감소 되었으며, 특히 중간볼기근의 근 활

성도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것은 한발서

기 자세에서 하지를 지지하는 동안 중간볼기근의 역할이 우세하여 

다른 근육들보다 근 활성도가 증가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하지만 

악력을 제공하였을 때 중간볼기근의 안정성은 제공되어졌지만 그 영

향은 크지 않았다. 그리고 배속빗근, 척추세움근, 배바깥빗근은 악력

을 제공하였을 때 근 활성도가 감소되었으며 특히 배바깥빗근의 근 

활성도가 가장 크게 감소를 하였다. 이것은 악력을 제공함으로써 상

지와 연결된 체간의 동시수축을 유발하여 연합반응의 일환으로 안

Table 2.�Comparison�of�muscle�activities�according�to�power�grasping�
(unit:�%�MVIC)

Control�group� Experimental�group t p

IO �13.57±13.36 �10.58±4.83 0.808 0.426

EO �17.96±13.43 ��9.38±5.10 2.297 0.031*

ES ��7.78±10.51 ��4.87±3.06 1.026 0.314

GM �30.69±21.72 ��26.26±15.68 0.618 0.547

*p<0.05,�IO:�internal�oblique,�EO:�external�oblique,�ES:�erector�spinae,�GM:�glu-
teus�medius.� � � �

Table 1.�General�characteristics�of�subjects�� � �

Control�group�(n=13) Experimental�group�(n=15)

Age�(yr) ��21.92±1.18 ��21.66±1.11

Height�(cm) �166.53±7.28 �167.01±8.57

Weight�(kg) ���65.01±11.73 ���64.73±11.49

Values�are�means±standard�devi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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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이 제공되어져 근 활성도가 감소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발서기 자세의 경우 균형을 제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지지 

기저면이 좁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한 근육의 협응력이 필요한 자세이

다. 따라서 한발서기 자세와 같은 정적인 동작에서 손에 악력을 제공

하였을 때 체간근육의 근 활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특히 대근육인 배바깥빗근의 근 활성도가 많이 향상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한발서기 자세에서 악력을 제공할 때 배속빗근, 배바

깥빗근, 척추세움근, 그리고 중간볼기근의 근 활성도가 감소되었다

는 것은 악력을 제공하는 것이 기존의 한발서기 자세보다 척추의 안

정성에 있어 조금 더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자가 요통환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

으로 하였다는 점과 샘플의 수가 적어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다. 그리고 발목관절 주변 근육의 근 활성도를 고려하지 못

한 점도 있다. 향후 이와 같은 내용의 연구를 요통환자를 대상으로 

좀 더 큰 표본을 대상으로 그리고 균형과 고유수용성 감각을 연계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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