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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으로 누워 엉덩관절 벌림운동 시 복부드로우-인, 복부브레이싱, 
골반압박벨트가 중간볼기근과 몸통 근육의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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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Background: Improvement of lumbo-pelvic stability can reduce the compensatory action of the

quadratus lumborum (QL) and selectively strengthen the gluteus medius (GM) during side-lying hip

abduction (SHA). There are abdominal draw-in maneuver (ADIM) and abdominal bracing (AB) as active

ways, and pelvic compression belt (PCB) as a passive way to increase of lumbo-pelvic stability. It is

necessary to compare how these stabilization methods affect the selective strengthening of the GM.

Object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DIM, AB, and PCB during SHA on the electromyography

(EMG) activity of the GM, QL, external oblique (EO) and internal oblique (IO), and the GM/QL EMG

activity ratio.

Methods: A total of 20 healthy male adul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subjects performed three

conditions in side-lying in random order: SHA with ADIM (SHA-ADIM), SHA with AB (SHA-AB),

and SHA with PCB (SHA-PCB). To compare the differences among the three conditions, the EMG

activities of the GM, QL, EO and IO, and GM/QL EMG activity ratio were analyzed using one-way

repeated ANOVA.

Results: The EMG activity of the QL was significantly higher in SHA-AB than in SHA-ADIM and

SHA-PCB. The GM/QL activity ratio was significantly higher in SHA-PCB than in SHA-ADIM and

SHA-AB. In addition, the figure for SHA-ADIM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for SHA-AB. In the

case of the EO, the figure for SHA-AB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corresponding values for the other

two conditions. The figure for SHA-ADIM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for SHA-PCB. The EMG

activity of the IO was significantly higher in SHA-AH than in SHA-PCB.

Conclusion: It can be suggested that wearing the PCB can more selectively strengthen the GM than

to perform ADIM and AB during SHA. In addition, the ADIM can be recommended when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abdominal muscles during SHA.

Key Words: Abdominal bracing; Abdominal draw-in maneuver; Hip abduction; Pelvic compression

belt.

Corresponding author: Tae-ho Kim ptkimth@daedu.ac.kr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2018년 25권 1호 22-30

Phys Ther Korea 2018;25(1):22-30

- 23 -

Variable

Age (year) 24.6±3.5
a

Height (㎝) 173.6±4.2

Weight (㎏) 72.7±4.5
a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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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중간볼기근의 주된 역할은 엉덩관절의 벌림움직임을

조절하는 것과 엉덩관절과 골반의 가쪽 동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능적인 하지의 움직임을 위하여

중간볼기근의 강화 운동이 중요하다(Earl, 2005;

Fredericson 등, 2002; Schmitz 등, 2002). 중간볼기근

은 크기가 가장 큰 엉덩관절 벌림근이며 전체 엉덩관절

벌림근의 약 60% 정도의 가로 단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Clark와 Haynor, 1987). 한발 서기를 하려면 엉덩관절

벌림근들이 지지를 해주어야 하며(Kumagai 등, 1997),

이때 대부분의 역할을 중간볼기근이 감당한다(Dalstra와

Huiskes, 1995). 또한 엉덩관절 벌림근의 약화는 허리통

증을 발생 시킬 수 있으며(Arab과 Nourbakhsh, 2010),

중간볼기근의 기능장애는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

을 미친다(Nadler 등, 2002; Niemuth 등, 2005).

엉덩관절 벌림근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엉덩관절을 벌리는 운동을 주로 사용한

다(Bolgla와 Uhl, 2005; Distefano 등, 2009; Sashika 등,

1996). 이 때 주동근인 중간볼기근 대신 협력근인 허리

네모근의 보상적 움직임(compensation movement)에 주

의하여야 효율적인 중간볼기근의 강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Comerford와 Mottram, 2001; Sahrmann, 2002). 만

약 보상적 움직임으로 인해 허리네모근의 수축력이 증

가된다면 이마면에서 골반의 위쪽돌림을 야기하여 골반

의 가쪽 불안정성과 운동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다

(Sahrmann, 2002). 그러므로 허리네모근의 활동은 감소

시키면서 중간볼기근의 수축력을 높이는 방법을 추천하

고 있다(Cynn 등, 2006; Park 등, 2010, Lee 등, 2011).

이전 연구들에서 허리-골반의 안정화가 허리네모근의

보상적 활동은 감소시키고, 중간볼기근의 활성도를 증가시

킴을 보고 하였다. Cynn 등(2006)은 옆으로 누운 자세에

서 압력 생체되먹임 기구(pressure biofeedback unit)를 이

용하여 대상자가 스스로 몸통을 안정시켜 엉덩관절 벌림

운동을 실시하였는데, 허리네모근의 근 활성도는 감소한

반면 중간볼기근과 배속빗근의 근 활성도는 증가하였다.

Park 등(2010)은 옆으로 누워 엉덩관절 벌림운동을 시, 골

반압박벨트(pelvic compression belt; PCB)의 착용이 허리

네모근의 근 활성도는 감소시키고 중간볼기근과 뭇갈래근

의 근 활성도는 증가시킴을 보고하였다. Lee 등(2011)은

옆으로 누워 엉덩관절 벌림운동 시 압력생체되먹임 기구

와 비탄력 골반벨트(pelvic belt)를 사용하여, 허리-골반의

능동적 안정화 방법과 수동적 안정화 방법에 대한 중간볼

기근과 허리네모근의 근 활성도를 비교하였다.

허리-골반의 능동적인 안정화 방법으로 복부드로우인

(abdominal draw-in maneuver; ADIM)과 복부브레이싱

(abdominal bracing; AB)이 흔히 사용되어진다. ADIM은

배꼽을 척추쪽으로 당김으로써 배가로근과 배속빗근을

선택적으로 수축하는 방법이며(Hodges와 Richardson,

1996), 선행적 자세 조절을 증진시켜 몸통의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허리의 과도한 앞굽음과 골반의 앞쪽기울임

을 방지한다(Kisner와 Colby, 2002; Richardson과 Jull,

1995). AB는 몸통의 모든 근육을 동시 수축시켜 복부를

단단하게 만들어 허리관절을 고정하는 방법으로, 복부내

압을 증가시켜 골반바닥근을 압박하여 골반부의 안정성

도 증가시킨다(McGill 등, 2003; Vera-Garcia 등, 2007).

이전 연구에서 옆으로 누워 엉덩관절 벌림운동 시 허

리-골반의 능동적 안정화 방법으로 압력 생체되먹임 기

구만을 사용하였을 뿐, ADIM과 AB와 같은 몸통안정화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능동적 안정화와 수동적

안정화 방법을 비교한 연구에서 이용된 골반벨트는 비

탄력적인 벨트로 탄력적인 PCB와 비교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옆으로 누워 엉덩관절 벌림운동

시 ADIM, AB, PCB와 같은 허리-골반의 안정화 방법

이 중간볼기근, 허리네모근, 배바깥빗근, 배속빗근의 근

활성도와 허리네모근에 대한 중간볼기근의 활성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00대학교에 재학 중인 건강한 20∼30대 성

인남자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Table 1). 허리, 골반,

다리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정형외과적 혹은 신경학적

질환과 기형 및 기능장애가 있어 엉덩관절 벌림동작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자, 엉덩관절 굽힘근이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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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엉덩관절 벌림동작 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 정신

적 질환 또는 장애가 있어 본 연구의 과제 수행에 어려

움이 있는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모든 대상자에

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자

발적인 실험 참여에 동의한 후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진행

하였다(승인번호: 1040621-201711-HR-024-002).

2. 실험 기기 및 도구

가. 표면근전도

벌림동작을 실시하는 다리쪽의 중간볼기근, 허리네모근,

배바깥빗근, 배속빗근의 근 활성도를 무선표면근전도 기기

인 TeleMyo DTS EMG(Noraxon Inc., Scottsdale, AZ,

USA)를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표면전극은

Ag, AgCl 재질의 일회용 단일표면극을 사용하였다. 피부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는 면도기로 털을 제거한 다음,

피부각질층을 제거하기 위해 가는 사포로 2∼3회 문지른

후, 알코올 솜으로 피부표면의 지방을 제거한 다음 각 근

육마다 전극을 부착하였다. 중간볼기근의 전극은 엉덩뼈능

선과 넙다리뼈의 큰 돌기 사이의 몸쪽으로 3분의 1지점에

위치시켰으며, 허리네모근의 전극은 척추세움근의 힘살에

서 외측으로 4 ㎝와 엉덩뼈능선과 12번째 갈비뼈 사이의

중간쯤이 서로 만나는 약간 비스듬한 지점에 위치시켰다

(Park 등, 2010), 배바깥빗근의 전극은 엉덩뼈능선과 12번

째 갈비뼈 중간 높이에서 위앞엉덩뼈가시 위부분에 위치

시켰고, 배속빗근의 전극은 위앞엉덩뼈가시(anterior su-

perior iliac spine)와 두덩결합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서

혜인대 위부분에 위치시켰다(Kang과 Oh, 2017).

근전도 신호처리는 Myo-Research Master Edition

1.06 XP 소프트웨어로 분석하였다. 표본추출률(sampling

data)은 1,500 ㎐로 설정하였고, 주파수 대역폭

(bandwidth)은 20∼400 ㎐를 이용하고, 60 ㎐ 노이즈 제

거를 위해 노치 필터(notch filter)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모든 근전도 신호를 실효평균값(root mean square;

RMS) 처리하였고, 각 근육의 수집된 신호는 최대 수의

적 등척성 수축에 대한 백분율(% 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로 정규화(normalization)

하였다. 대상 근육들의 MVIC 측정자세는 Kendall의 방

법으로 측정하였다(Kendall 등, 2005). 각 근육의 MVIC

는 초 동안 실시하고 처음과 마지막 1초를 제외한 3초

동안 평균값을, 총 3번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하였

다. 중간볼기근/허리네모근 활성비율은 각 대상자의

MVIC에 대한 백분율로 정규화 된 중간볼기근의 근 활

성도를 MVIC에 대한 백분율로 정규화 된 허리네모근

의 근 활성도로 나누어 계산하였다(Lee 등, 2014).

나. 골반압박벨트

PCB(THE COM-PRESSORTM, OPTP, Minneapolis,

USA)는 엉치엉덩관절과 두덩결합의 안정성을 높여 주

는 기능을 한다. 탄력성이 없는 주 벨트(body belt)와

탄력성이 있는 2쌍의 압박밴드(compression band)로 구

성되어 있다. 주 벨트와 압박밴드의 너비는 약 7.5 ㎝이

며, 압박밴드는 긴 압박밴드와 짧은 압박밴드로 각각 1

쌍으로 구성되어 있다. 긴 압박밴드의 길이는 약 25 ㎝

이며, 짧은 압박밴드는 약 19.5 ㎝이다. 긴 압박밴드가 짧

은 압박밴드 보다 더 큰 압박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본 연

구에서는 긴 압박밴드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 벨

트는 위앞엉덩가시뼈 바로 아래를 지나가게 착용하였고

(Damen 등, 2002), 압박밴드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Lee

(2004)에 의해 기술된 4가지 수동 압박 테스트를 무작위

로 실시하고 압박방식을 결정하여 주 벨트 위에 부착하였

다. 수동 압박 테스트 결과, 압박밴드의 방향과 위치는 능

동적 하지직거상을 가장 편안하게 수행하는 압박방식으로

결정하였다. 압박밴드는 불편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양쪽

엉덩뼈능선에 집중적인 압박을 적용하였다(Lee, 2012).

3. 실험절차

대상자는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ADIM을 실시하고

엉덩관절을 벌림하는 조건, AB를 실시하고 엉덩관절을

벌림하는 조건, PCB를 착용하고 엉덩관절을 벌림하는

조건을 무작위 순서로 실시하였다(Figure 1). 실험을 실

시하기 이전에 모든 대상자에게 ADIM과 AB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훈련을 실시하였다. ADIM의 훈련은

바로 누워 양발의 거리는 어깨 너비정도로 벌리고, 엉덩

관절은 45도 굽힘, 무릎관절은 90도 굽힌 자세에서 실시

하였다(Park 등, 2010). 허리뼈의 커브를 유지하기 위해,

허리뼈 아래에 압력 생체되먹임 기구(STABILIZER
TM
,

Chttanooga Group, Ontario, Canada)를 두고 배꼽을 허리

뼈 방향으로 끌어당김을 실시하였다. 압력 생체되먹임 기

구의 압력은 40 ㎜Hg로 팽창시킨 상태에서 ADIM을 실

시함을 통하여 2∼3 ㎜Hg정도까지 증가하도록 교육하

였다(Richardson 등, 1999). AB의 훈련도 ADIM을 훈

련한 자세와 동일한 자세에서 압력생체되먹임 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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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1. Side-lying hip abduction (SHA) with abdominal draw-in maneuver (A), SHA with abdominal

bracing (B), SHA with pelvic compression belt (C).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압력 생체되먹임 기구의 압력을

70 ㎜Hg로 설정하고(Hodges와 Richardson, 1999), 복

부 형태의 변화 없이 복부 전체를 동시 수축하여 단단하게

긴장시키도록 교육하였다(Suehiro 등, 2014; Vera-Garcia

등, 2007). 압력 생체되먹임 기구는 ADIM과 AB를 훈련할

때만 사용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우세측 다리로 엉덩관절

을 벌림동작을 실시하였으며, 속도를 같게 하기 위해서 메

트로놈을 초당 1비트의 속도로 사용하였다(Nyland 등,

2004). 각도계와 표적막대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엉덩관

절 벌림 각도를 35°가 되도록 높이를 설정하였다(Cynn

등, 2006). 그리고 엉덩관절 굽힘과 폄을 방지하고 동일

한 조건으로 벌림 할 수 있도록 가이드 바를 설치하였

고, 가이드 바에 다리가 닿으면 측정은 무효 처리하였

다. 근 피로와 이월효과를 고려하여 각 조건 간 3분 동

안의 휴식시간을 가졌다(Sykes와 Wong, 2003).

가. ADIM 조건

대상자를 치료용 테이블에 비우세 측 다리를 붙이고

옆으로 눕게 한 다음, 몸통, 골반, 우세 측 다리를 일직

선이 되도록 하였다. 테이블에 붙인 비우세 측 다리는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은 굽혀 몸통의 안정성과 편안함을

부여하였다(Park 등, 2010). 근 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대상자는 ADIM을 실시하고, 무릎이 표적막대에 닿도

록 엉덩관절 벌림동작을 실시하여 5초 동안 유지 시켰

다. 2회의 연습을 실시한 다음, 총 3회 반복 측정하였

다. 각 반복 측정 사이에 근 피로를 고려하여 1분간의

휴식시간을 가졌다. 근전도 신호는 처음 1초, 마지막 1

초를 제외한 가운데 3초 동안 수집하였고, 3번 측정한

근전도 신호의 평균값을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나. AB 조건

ADIM 대신 AB를 실시하고 엉덩관절 벌림운동을 수행

하였다. 나머지방법은 ADIM 조건과동일하게처리하였다.

다. PCB 조건

ADIM과 AB를 실시하지 않고, 대신 PCB를 착용하

고 엉덩관절 벌림운동을 수행하였다. 나머지 방법은 위

의 두 조건과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3. 분석방법

The PASW Statistics 18 software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각

조건 간 중간볼기근, 허리네모근, 배바깥빗근, 배속빗근

의 근 활성도와 중간볼기근/허리네모근의 근 활성비율

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요인 반복측정 분산분석

(one way repeated ANOVA)을 사용하였다. 사후분석

으로 Bonferroni를 사용하였고,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Ⅲ. 결과

세 가지 조건에서 허리네모근(p<.001), 배바깥빗근

(p<.001), 배속빗근(p=.001)의 근 활성도와 허리네모근에

대한 중간볼기근의 근활성비율(p<.001)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중간볼기근(p=.21)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Table 2). 사후분석 결과는 허리네모근의 근 활성도

에서 ADIM 조건(p<.001)과 PCB 조건(p<.001)이 AB 조

건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중간볼기근/허리네모근의

활성비율에서 PCB 조건이 ADIM 조건(p=.014)과 AB

조건(p<.001)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ADIM 조건은

AB 조건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 배바깥빗근에

서 AB 조건은 ADIM 조건(p<.001)과 PCB 조건(p<.001)

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ADIM인 조건은 PCB 조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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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cle activity

(%MVIC
a
)

With abdominal

draw-in maneuver

With abdominal

bracing

With pelvic

compression belt
F p

GM
b

46.93±9.92
c

45.87±9.17 48.28±8.80 1.62 .21

QL
d

14.59±7.91
†

17.7±8.67
‡

13.28±6.77 32.57 <.001*

GM/QL 3.96±1.78
†,§

3.12±1.41
‡

4.48±1.98 34.95 <.001*

EO
e

12.74±6.39
†,§

17.21±7.82
‡

9.43±4.71 60.24 <.001*

IOf 33.32±13.38§ 30.54±12.16 26.04±11.01 8.96 .001*
amaximum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bgluteus medius, cmean±standard deviation, dquadratus lumborum,
eexternal oblique abdominis, finternal oblique abdominis, *p<.05,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bdominal draw-in

maneuver and abdominal bracing conditions,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bdominal bracing and pelvic

compression belt conditions,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bdominal draw-in maneuver and pelvic compression

belt conditions.

Table 2. Electromyographic (EMG) activity of each muscle under three conditions (N=20)

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 배속빗근에서 ADIM 조

건은 PCB 조건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

Ⅳ. 고찰

본 연구는 옆으로 누워 엉덩관절 벌림운동 시 허리-

골반을 안정시키는 세 가지 조건(ADIM, AB, PCB)에

서 중간볼기근, 허리네모근, 배바깥빗근, 배속빗근의 근

활성도와 허리네모근에 대한 중간볼기근의 근 활성비율

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허리네모근의 근 활성도는 AB 조건이

PCB 조건에 비해 33.28%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ADIM

조건에 비해 21.31%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허리-골반의

불안정성 또는 약화된 중간볼기근은 허리네모근의 보상

적 활동을 증진시킨다고 알려져 왔다(Chaitow, 2001;

Comerford와 Mottram, 2001). 하지만 AB 조건에서 허리

네모근의 근 활성도가 가장 많이 상승한 이유는 다른 두

조건보다 낮은 수준의 허리-골반의 안정성을 제공해서가

아니라, 몸통의 모든 근육을 동시수축 시키는 안정화 방

법에 기인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전 연구에서 AB가 ADIM보다 더 큰 척추의 안정성을

제공함을 보고하였다(Kavcic 등, 2004; Grenier와 McGill,

2007; McGill 등, 2003; Vera-Garcia 등, 2007). 따라서

AB가 양쪽의 허리네모근을 등척성 동시-수축시킴으로써

근 활성도가 증가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허리네모근에 대한 중간볼기근의 근 활

성비율은 PCB 조건이 AB 조건에 비해 유의하게 44%

증가하였고, ADIM 조건에 비해 유의하게 13% 증가하

였다. 비록 중간볼기근은 세 가지 조건에서 유의한 차

이가 없었지만, 이러한 결과는 PCB 조건이 다른 두 조

건에 비해 허리네모근 대비 중간볼기근을 가장 선택적

으로 활성시킴을 보여준다. PCB는 골반에 외부적 압박

력을 제공하여 엉치엉덩관절를 지지해줌으로써 근육의

수축으로 인해 발생되는 힘 잠김(force closure) 기능을

대신할 수 있고(Lee, 2004; Pel 등, 2008), 허리-골반의

통증과 불안정성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준다(Hu 등,

2010; Jung 등, 2012; Mens 등, 2006). 이전 연구에서도

골반의 외부적인 지지가 중간볼기근의 선택적으로 근

활성도를 증가시켰고(Lee 등, 2011; Park 등, 2010), 또

다른 연구에서 엉덩관절 벌림근과 모음근의 근력을 증

가시켰다(Kang과 Oh, 2017). 하지만 일반인을 대상으

로 엎드린 자세에서 엉덩관절 폄을 실시할 때, 골반벨

트의 사용은 큰볼기근의 선택적인 수축에 효과적이지

않았다(Kim 등, 2014; Noh 등, 2011). 그러므로 PCB는

허리-골반의 시상면보다 이마면의 움직임에서 더 큰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허리네모근에 대한 중간볼기근의 근 활성비율

에서 PCB 조건이 ADIM 조건보다 유의한 증가를 보인

이유는 PCB의 착용이 중간볼기근과 골반을 직접적으로

압박하여 지지함으로써, AIDM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허리-골반의 가쪽 안정성을 부여하였기 때문이라고 생

각된다. 이전 연구에서 Oh 등(2007)은 엎드린 자세에서

엉덩관절 폄할 때 ADIM이 골반의 앞쪽 기울임을 감소

시킴과 동시에 큰볼기근을 선택적으로 수축시킴을 증명

하였다. Noh 등(2011)은 엎드린 자세에서 엉덩관절 폄

을 할 때 ADIM과 골반벨트의 착용을 비교하였는데,

본 연구와 대조적으로 ADIM만 유의하게 큰볼기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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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으로 수축시켰다. 그러므로 골반의 앞쪽 기울임

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ADIM은 허리-골반의 시상면

에 비해 이마면의 움직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안정

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배바깥빗근의 근 활성도는 AB 조건이

PCB 조건에 비해 83% 증가하였고, ADIM 조건에 비

해 35% 증가하였다. 배속빗근의 근 활성도는 AB 조건

과 ADIM 조건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AB와

ADIM을 비교한 이전 연구에서도 AB는 ADIM에 비해

배바깥빗근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반면 배속빗근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고(Suehiro 등,

2014; Vera-Garcia 등, 2007), 이것은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배빗근의 결과들과 본 연구의 허리네

모근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AB가 몸통의 모든 근육

들을 동시-수축하여 큰 안정성을 제공하나, 에너지의

소모가 크고 중간볼기근을 수축시키는데 집중하기가 어

려울 수 있으므로 중간볼기근을 선택적으로 강화하기에

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

서 PCB 조건은 다른 두 조건에 비해 배바깥빗근의 근

활성도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배속빗근의 근 활성도는

ADIM 조건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이전 연구에서도 골

반벨트의 착용이 하지직거상 과제 수행 시 복부 근육의

근 활성도를 유의하게 감소시킴을 보고하였고(Hu 등,

2010; Hu 등, 2012),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PCB가 힘 잠김 기전을 대신하여 수동적으로

충분히 안정된 허리-골반을 만들어 줌으로써 몸통 근

육의 활동을 감소시켜 주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옆으로 누워 엉덩관절 벌

림운동 시 PCB의 착용은 ADIM과 AB를 적용한 것보

다 중간볼기근의 선택적이고 효과적인 강화방법이라고

생각되며, 복부근력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ADIM

의 적용이 추천될 수 있다. 또한 선택적인 엉덩관절 움

직임에 관하여 연구한 이전 연구들과(Cynn 등, 2006;

Kim 등, 2014; Lee 등, 2011; Noh 등, 2011; Oh 등,

2007; Park 등, 2010)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엉덩관절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면에 따라 허리-골반의

안정성을 부여하는 방법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여겨

진다. 본 연구에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골

반의 각도를 측정하지 못했기에 운동형상학적 정보를

알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 중간볼기

근의 선택적인 강화운동 시 실제로 골반의 가쪽 회전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대상자가 건

강한 성인 남성이었기에 다른 인구집단에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추후 여성이나 통증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ADIM, AB, PCB의 적용이 엉덩관절 벌림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

모든 대상자에게 PCB를 착용할 때 엉덩뼈능선에 집중

적인 압박을 제공하였기에 동일한 장력으로 정량화를

하지 못했다. 압박력에 따라서 허리-골반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 압박력에 대한

정량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옆으로 누워 엉덩관절 벌림운동 시 허리-

골반의 안정화 방법으로 ADIM, AB, PCB의 적용이 중

간볼기근, 허리네모근, 배속빗근, 배바깥빗근의 근 활성

도와 허리네모근에 대한 중간볼기근의 근 활성비율의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PCB 조건이 다른 두 조건보다 중간볼기근/허리네모근

의 근 활성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PCB와 ADIM

조건이 AB 조건보다 허리네모근의 근 활성도가 유의하

게 감소하였다. 그러므로 옆으로 누워 엉덩관절 벌림운

동을 실시할 때, PCB의 착용은 ADIM과 AB를 적용하

는 것보다 중간볼기근을 효과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

고 제시할 수 있다. 또한 ADIM 조건은 PCB 조건보다

배바깥빗근과 배속빗근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따라서

엉덩관절 벌림운동을 실시할 때, 복부 근력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ADIM 방법을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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