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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Background: Lumbopelvic stability is highly important for exercise therapy for patients with low back

pain and shoulder dysfunction. It can be attained using a pelvic compression belt. Previous studies

showed that external pelvic compression (EPC) enhances form closure by reducing sacroiliac joint laxity

and selectively strengthens force closure and motor control by reducing the compensatory activity of the

stabilizer. In addition, when the pelvic compression belt was placed directly on the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the laxity of the sacroiliac cephalic joint could be significantly reduced.

Objects: This study aimed to compare the effects of EPC on lumbopelvic and shoulder muscle surface

electromyography (EMG) activities during push-up plus (PUP) and deadlift (DL) exercise, trunk extensor

strength during DL exercise.

Methods: Thirty-eight subjects (21 men and 17 women) volunteer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The

subjects were instructed to perform PUP and DL with and without the EPC. EMG data were collect from

serratus anterior (SA), pectoralis major (PM), erector spinae (ES), and multifidus (MF). Trunk extensor

strength were tested in DL exercise. The data were collected during 3 repetitions of all exercise and the

mean of root mean square was used for analysis.

Results: The EMG activities of the SA and PM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PUP with pelvic

compression as compared with PUP without pelvic compression (p<.05). In DL exercise,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runk extensor strength was observed during DL exercise with pelvic compression (p<.05).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lumbopelvic stabilization reinforced with external

pelvic compression may be propitious to strengthen PUP in more-active SA and PM muscles. Applying

EPC can improve the trunk extensor strength during DL exercise. Our study shows that EPC was

beneficial to improve the PUP and DL exercise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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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 사회에 실내에 앉아서 사무직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운동 부족, 잘못된 작업 자세에서의

반복적인 움직임 등으로 인해 어깨와 요부의 근골격계

질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둥근 어깨(round

shoulder) 자세는 어깨에 대한 비정상 자세 중 하나이다

(Ghanbari 등, 2008). 둥근 어깨 자세는 경추 전만증과

흉추 후만증을 수반하여, 견갑골은 전인, 하방 회전과 전

방 경사되어 있는 양상을 특징으로 보인다(Chansirinukor

등, 2001; Magee, 2002). 약화된 하부 승모근과 전거근,

긴장된 소흉근 등 요인으로 둥근 어깨 자세를 유발한다

(Borstad과 Ludewig, 2005; Sahrmann, 2002). Kendall과

McCreary(1983)는 비정상적인 어깨 자세와 근육 불균

형이 어깨 기능장애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피험

자가 전방머리와 전방어깨 자세 등의 구부정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면 견갑골 후방 안정성을 제공하는 근육

들이 약화 될 수 있고, 흉근들이 단축 될 수 있다고 하

였다. 결과적으로, 두 근육 간에 힘의 불균형이 나타나

시간이 지나면 어깨가 둥근 어깨 자세로 바뀔 수 있다

(Kelley과 Clark, 1995).

둥근 어깨뿐만 아니라 익상(winging) 어깨는 어깨 손

상 환자에게서 자주 발견된다. 익상 어깨는 상지의 기능

적 활동을 제한되고 어깨 약화 원인 중 하나이다. 전거근

은 견갑대 주위에 위치하여, 견갑상완리듬과 견흉 근육의

균형을 잡고, 견흉부에 안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Kamkar 등, 1993; Lear와 Gross, 1998; Ludewig

등, 1996; Smith 등, 2003). 익상 어깨가 아닌 사람이 익

상 어깨를 하는 환자보다 견갑골 전인 시에 강도와 전거

근의 근활성도가 더 컸고, 견갑골의 전인은 펀칭이니 밀

기, 전방굴곡 등의 동작 시에 항상 동반되어 일어나기 때

문에, 권투나 농구와 같은 운동에서 특히 어깨의 전인 운

동이 중요하다(Oh 등, 2016; Park 등, 2014). 따라서 비정

상적인 어깨 자세를 교정하기 위한 치료적 운동 프로그

램은 전거근과 대흉근의 균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관

련된 운동으로 선행연구에서 익상 견갑골에 대해 푸쉬업

플러스(push up plus) 운동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시

된 바 있다(Choi 등, 2017; Park 등, 2014).

견갑골의 안정성은 체간에서 상지로의 연결로 인해 중

요한 운동사슬을 형성하였고, 다리에서 손까지 여러 가지

의 운동 패턴을 촉진시킨다(Yang 등, 2014). 체간 안정화

근육군은 척추와 골반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사지의 기능

적인 움직임을 하는 동안 몸의 근위부에서 원위부로 힘

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Baechle 등, 2000).

Bergmark(1989)는 근육을 대(global) 근육과 소(local) 근

육으로 구분하였다. 대근육은 몇 개의 척주분절을 뛰어넘

고 전체적 체간 안정성을 제공하며, 소근육은 척추 간에

부분적인 안정성을 제공한다. 요부에서 대근육의 대표적

인 근육은 척추기립근이 있고 소근육의 대표적인 근육은

다열근이 있다. 이러한 중심부위에 위치한 근육들이 원위

부 특정한 움직임의 안정성을 조절하고, 원위부 분절 운

동의 질과 관련이 있다(Jang 등, 2015). 견갑대의 안정성

수준은 체간 안정성에 기초를 두고, 견갑골 근육들의 협

응과 조절능력을 결정한다(Borstad, 2006). 대부분의 견갑

골을 움직이는 근육들의 기시점은 척주에 부착된다. 따라

서 척추 정렬의 변화는 견갑골의 위치, 근육 활동 및 운

동학에 큰 영향을 미친다(Jang 등, 2015).

요통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고 재발률이

높다. 복횡근과 다열근 등의 요추부 ‘중립 영역(neutral

zone)’의 근육들은 요추부에 안정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근육의 기능장애는 요통과 관련되어 있다(Freeman 등,

2010). 일반인이나 요통 환자의 건강관리 운동방법으로

데드리프트(deadlift) 운동은 운동센터나 물리치료실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요통은 추간판의 병리학적

변화와 신경근 장애를 인해 유발할 수 있다. 데드리프트

운동은 요통 환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유 웨이트 트

레이닝 중 하나이다. 이 운동은 안정화 근육들을 활성화

시키고, 근력을 증가시키며, 부상의 악화 예방과 환자의

리프팅(lifting) 기술을 향상시킨다(Holmberg 등, 2012).

골반압박(pelvic compression)의 적용이 체간 안정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Stuge 등, 2004).

골반압박벨트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 고찰 연구에서, 골반

압박은 천장관절의 이완을 감소를 통해 형태 잠김(form

closure)을 개선하고, 선택적으로 안정성 근육군의 동원을

감소를 통해 힘 잠김(force closure)과 운동 조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것이 보고되었다(Arumugam 등, 2012). 또

한 골반압박이 어깨 외전근의 근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 증명되었다(Jang 등, 2015). 그러나 골반압박이 푸쉬

업플러스와 데드리프트 운동 시 견갑골과 요골반부 주위

근의 근활성도외 체간 신전근 근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들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한 20대 대학생을 대상

으로 푸쉬업플러스와 데드리프트 운동 시 골반부에 압박

력의 적용 전후에 전거근과 대흉근, 다열근, 척추기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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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rollment (N=40)

Exclude (n=2)

MVIC test for SA, PM, MF and ES

Randomized the order for two

conditions (n=38)

Push up plus and

deadlift exercise

without pelvic

compression

(%MVIC test for

SA, PM, MF and

ES)

Push up plus and

deadlift exercise

with pelvic

compression

(%MVIC test for

SA, PM, MF and

ES)

Data analysis

Figure 1. Study design (MVIC: maximal
voluntary contraction, PM: pectorilis major,
SA: serratus anterior, ES: erector spinae, MF:
multifidus).

의 근활성도와 체간 신전근 근력의 변화를 비교해봄으로

써 골반압박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의 구체적

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푸쉬업플러스 운동 시

골반압박 적용 전후에 견갑골 주위근과 요골반부 근육의

근활성도와 근활성도 비(ratio)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는, 데드리프트 운동 시 골반압박 적용 전후에 견갑

골 주위근과 요골반부 주위근의 근활성도와 근활성도 비

그리고 체간 신전근 근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1.연구대상자

본 연구대상자의 수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

른 표본수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software ver.

3.1.9.2(G*Power, University of Kiel, Kiel, Germany)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운

동치료의 전후 효과에 대한 검정력을 유지하기 위해 효

과크기는 .55, 유의수준 .05, 검정력은 .95로 설정한 후

표본 크기를 산출한 결과, 필요한 표본의 크기는 38명

이었다. 실제 연구대상자의 탈락률을 10∼20%로 감안

하여 40명을 모집하였다.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대전대학교에 건강한

대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모든 연구대상자는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하여 구두로 설명을 시행한

후 자발적인 동의를 구하고 실험에 참여하였다. 대상자

의 선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어깨 움직임에 현저한

약증이 없는 자; 2) 어깨관절의 푸쉬업플러스 동작과 데

드리프트 동작을 수행 할 수 있는 자; 3) 요부 근육에

약증이 없는 자; 4)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스스로 참

여에 동의한 자이다. 연구대상자의 제외 조건은: 1) 최

근 3개월 이내에 정형외과적, 신경학적, 심폐 기능 또는

심리적 질환의 외과적 진단을 받은 자; 2) 현재 어깨에

통증이 있거나 어깨 수술의 경험이 있는 자; 3) 현재 허

리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수술의 경험이 있는 자이다.

2. 연구 절차

대상자는 사전에 준비한 조사지를 이용해 일반적 특

성과 선정조건과 제외조건이 포함된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 후 선정조건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연구에서 수행

하는 운동에 대해 설명 후 준비 운동을 3∼4회 실시하

여 운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판단된 후에 측정

에 필요한 대흉근과 전거근, 척추기립근과 다열근에 각

각 표면근전도 전극을 부착하였다. 그 다음, 측정한 근

활성도 값을 표준화하기 위해 각 근육에 최대 등척성

수축량을 측정하였다. 그 후 대상자가 수행할 두 가지

운동의 수행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 무작위 배정도구

(Research randomizer; http://www.randomizer.org/)를

이용하여 순서를 배정하였다. 골반압박 기구의 적용하기

전과 적용한 후에 두 운동을 각각 시행하였다. 모든 측

정은 3회 실시하였고, 근 피로를 피하기 위해 각 동작

후에 30초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절차는

Figure 1과 같다. 이 연구의 설계 단계에서 대전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연구를 진행되

었다(approval number: 1040647-201804-HR-013-03).

3. 측정 도구 및 방법

1) 골반압박 방법

대상자는 골반압박을 적용하기 위해 골반압박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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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 Location of application of external pelvic
compression (A: Frontal view, B: Rear view).

A B

C D

Figure 3. Push up plus exercise (A: Starting
position without pelvic compression, B: Finish
position without pelvic compression, C: Starting
position with pelvic compression, D: Finish
position with pelvic compression).

(ReaLine
®
Core; RLC, GLAB corp., Japan)를 이용하였

다. 이 압박 기구의 전방부는 전상장골극 높이에 바로

위 지점에 오도록 착용하고 후방부는 후상장골극 높이

에 오게 하였다(Figure 2). 이 압박기구의 압박력 조절

은 기구의 전방부에 설치된 4개의 기어 장치를 이용하

여 압박 강도를 조절 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압박력은

장비를 부착되어 있는 벨트에 의해 골반부의 모든 방향

에서 압박이 가해지도록 되어 있으며, 압박의 강도는

대상자가 편안하게 참을 수 있는 수준에 압박감을 느낄

때 “그만”이라고 말하도록 지시하였다. 기구 착용한 후

압박기구가 몸에 적응하고 신체에 정열이 되도록 하기

위해 편안한 제자리 걸음을 10초간 실시하였다.

2) 푸쉬업플러스(push up plus) 운동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골반압박이 견갑골 주위근과 요추부

주위근의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푸쉬

업플러스 운동을 적용하였다. 시작 자세는 엎드린 자세

에서 주관절을 완전히 펴고 양 팔은 어깨 넓이가 되게

하고 팔이 바닥과 수직이 되게 하였다. 운동의 시작 자

세는 남녀 간에 차이를 두었다. 남자는 양 발을 편안한

거리로 벌리고 무릎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몸통과 하지

가 일직선으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여자는 양 무릎을 바

닥에 댄 상태에서 대퇴부와 몸통이 일직선이 되도록 유

지하였다. 푸쉬업플러스 운동은 주관절을 편 상태에서

먼저 견갑골을 후인(retraction) 시키게 하였다. 그 다음

주관절을 펴면서 최대한 견갑골을 전인(protraction)시키

도록 하였다(Figure 3).

3) 데드리프트(deadlift) 운동 방법

데드리프트 운동은 골반압박 적용 전후 간에 요골반

부와 견갑골 주위근에 근활성도와 체간 신전근에 근력

을 측정하였다. 데드리프트 운동 시에 체간 신전근의 근

력을 측정하기 위해 디지털 근력 측정기(Dynamometer,

Takei Scientific Instruments Co., Ltd., Japan)를 이용

하였다. 근력 측정은 시작 전에 운동 동작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3∼4번의 연습 동작을 실시한 후에

정확한 동작 수행을 확인한 후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체간 신전근 근력 측정의 시작 자세는 평가 도구의 플

랫폼 위에 양 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서서, 슬관절

과 고관절을 각각 90도 굴곡한 자세를 취한 다음, 양 팔

을 무릎 사이에 편안히 내려놓고 양 손으로 근력 측정

기와 연결된 손잡이인 T바를 자연스럽게 잡게 한 후

플랫폼과 연결된 줄의 길이를 조절하였다. 데드리프트

운동의 동작은 대상자에게 엉덩이 부분을 전방으로 밀

어 허리와 고관절, 슬관절이 동시에 자연스럽게 신전되

도록 힘을 주라고 교육하였다(Figure 4).

4) 근전도 측정 및 자료처리

골반압박을 적용하기 전과 후에 어깨 주위근의 근활

성도를 수집하기 위해 4채널 유선 근전도(QEMG-4,

LXM 3204; LAXTHA Inc., Daejeon, Korea) 장비를

사용하였다. 측정은 대상자의 우세손 쪽에 전거근, 대흉

근, 척추기립근과 요부 다열근에 근활성도를 측정하였

다. 먼저 측정 근육에 표면전극 부착 부위에 피부저항

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극을 부착하기 전에 해당되는 대

상자에게는 털을 제거하였고, 알코올로 피부를 청결히

한 후에 전극을 부착하였다.

전극의 부착부위는 전거근은 액와 하부에서 견갑골

의 하각과 광배근 내측 부위에 부착하였고(Park 등,

2013), 대흉근은 쇄골 아래에서 4개 손가락 폭 정도 부

위와 액와 전방 경계선 내측부에 부착하였다(Lehman

등, 2006). 다열근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요추 극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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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e (n1=21) Female (n2=17) Total t p

Age (year) 22.0±2.1a 21.1±1.1 21.6±1.8 1.658 .106

Height (㎝) 175.0±6.1 160.7±5.6 168.6±9.2 7.533 <.001*

Weight (㎏) 70.7±13.3 56.4±7.9 64.3±13.3 3.900 <.001*

BMIb (㎏/㎡) 23.0±3.6 21.8±2.9 22.5±3.3 1.081 .287
a
mean±standard deviation,

b
body mass index, *p<.0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8)

A B

Figure 4. Deadlift exercise (A: Exercise with
pelvic compression, B: Exercise without pelvic
compression).

사이 높이에서 외측으로 2 ㎝ 되는 지점에 부착하였고

(Marques 등, 2013), 척추기립근은 세 번째 요추 극돌

기 높이에서 약 3 ㎝ 외측 지점에 부착하였다(Kim 등,

2013). 접지(ground) 전극은 견갑골의 견봉과 삼각근

결절 사이에 부착하였다(Minning 등, 2007).

근전도 전극을 부착 후에, 각 근육에서 측정한 근전

도 측정값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도수적 근력 검사 자세

에서 각 근육에 최대 수의적 등척성 수축(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을 실시하고 그

근활성도를 측정하였다. 전거근의 MVIC 값을 측정하기

위해 바로 앉은 자세에서 견관절 내회전과 125도 외전

시킨 자세에서 연구자가 주관절 부위에 최대 저항을 가

하였고(Ekstrom 등, 2005) 그 때 근활성도를 측정하였

다. 대흉근의 MVIC 값은 주관절 90도 굴곡과 견관절

외전 75도 자세에서 양 손의 손바닥을 서로 대고 최대

힘으로 서로 미는 동작을 취하게 하였다(Lehman 등,

2006). 요추부 다열근은 엎드린 자세에서 대상자의 손

을 머리 뒤로 가져가 깍지를 끼게 하고 몸통을 신전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검사자가 등 부위를 눌러 저항을

주었다(Choi 등, 2017). 척추기립근은 검사대 위에 엎드

린 자세를 취하고 상체를 검사대 밖으로 오게 한 자세

에서 몸통이 검사대와 평형하도록 유지하게 한 후 검사

자가 흉추 중간 부위에 하방으로 도수적 저항을 가하였

다(Caldwell 등, 2003). 각 근육의 MVIC 근활성도는 총

5초 간 수집하였고 모든 자료는 제곱평균제곱근법[root

mean square; RMS(단위: ㎶)]로 처리한 후 시작과 마

지막 1초의 자료를 제외한 3초 간에 평균 근전도 신호

량을 MVIC로 사용하였다(Kendall 등, 2005).

골반압박 적용 전후에 모든 측정은 끝 자세에서 5초

간 유지하여 3회 반복해 실시하였습니다. 근 피로를 최

소화시키기 위해 각 동작 간에 최소 30초 쉬는 시간을

주었다. 수집된 근전도 신호는 TeleScan 3.2.8.0 소프트

웨어(TeleScan, LAXTHA Inc., Daejeon, Korea)를 이

용하여 처리하였다. 필터는 노치필터를 60 ㎐로 설정하

고 밴드패스(band-pass) 필터를 20∼500 ㎐로 설정한

후 RMS으로 처리하였다.

4. 분석방법

수집된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윈도우용 SPSS ver.

20(IBM Corp., Armork, NY, USA)을 이용하였다.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측정된 모든 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푸쉬업플러스 운동과 데드리프

트 운동 시 각각 골반압박 적용 전후 간에 측정 근육들

의 근활성도와 체간 신전근 근력 수준의 차이를 비교하

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측정 근육간에 영향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효과크기

(effect size; ES)를 계산하였다. 모든 통계분석 시 통계

학적 유의수준 α는 .05로 정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남자가 21명, 여자가 17명이었으며, 연

령과, 신장, 체중 그리고 체질량지수와 같은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참여한 대상자들의 남녀

간에 평균 연령과 체질량지수는 차이가 없었고, 평균

신장과 평균 체중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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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Ga activity

(%MVICb)

Push up plus exercise

t p ES
c

Without pelvic

compression

With pelvic

compression

PMd 27.79±17.79e 33.36±23.59 2.572 .014* .26

SAf 109.10±46.11 127.27±54.09 3.041 .004** .36

ESg 24.58±28.58 21.85±16.16 -.666 .510 -.11

MFh 19.24±17.81 21.61±22.78 1.691 .099 .12

PM/SA ratio .30±.23 .32±.26 .383 .704 -.08
a
electromyography,

b
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c
effect size,

d
pectoralis major,

e
mean±standard

deviation,
f
serratus anterior,

g
erector spinae,

h
multifidus, *p<.05, **p<.01.

Table 2. Comparison of muscle activity and muscle activity ratio in push up plus exercise with and without

pelvic compression

2. 골반압박 적용 유무에 따른 푸쉬업플러스 운

동 시 각 근육의 근활성도 비교

푸쉬업플러스 운동 시 골반압박 유무에 따른 각 근

육의 근활성도를 비교하였다(Table 2). 골반압박을 적

용할 때 대흉근(p=.014)과 전거근(p<.01)의 근활성도는

골반압박을 적용하였을 때 모두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두 근육 중 골반압박에 의한 영향은 전거근(ES=.36)이

대흉근(ES=.26)에 비해 더 많이 받았다. 그러나 척추기

립근과 다열근의 근활성도는 골반압박 적용 전후 간에

차이가 없었다. 대흉근/전거근 근활성도 비는 골반압박

적용 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골반압박 적용 유무에 따른 데드리프트 운동 

시 각 근육의 근활성도 비교

데드리프트 운동 시에 골반압박 유무에 따른 각 근육

의 근활성도를 비교하였다(Table 3). 측정한 모든 근육

들의 근활성도와 다열근/척추기립근 근활성도 비는 골반

압박 전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체간 신

전근의 근력은 남녀 모두 골반압박 적용 전후 간에 근력

에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05). 골반압박이 체간 신전

근의 근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남녀가 유사하였다.

Ⅳ. 고찰

본 연구는 임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푸쉬업플러스와

데드리프트 운동 시 골반압박 적용 유무에 따른 전거근

과 대흉근, 요추부 다열근, 척추기립근의 근활성도와 근

활성도 비 그리고 체간 신전근 근력의 변화를 비교해봄

으로써 골반압박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외부에서 가해진 골반압박은 천장관절의 형태 잠김을

보강하고, 선택적으로 요추부 안정성 근육군에 보상 작

용의 감소를 통해 힘 잠김과 운동 조절을 강화시키며,

외적 골반압박은 천장관절에 운동형상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Arumugam 등, 2012). 골반대의 외적 안정

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임상적 접근의 일환으로, 골반압

박벨트를 전상장골극 수준에 적용하면 천장관절의 이완

성을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었다(Mens 등, 2006). Jang

등(2013)은 앉아서 일어서기 동작 시 골반압박벨트의 적

용 전후에 체간 근육들의 근활성도 변화에 대한 연구에

서 요통 환자 골반압박벨트를 적용하면 위축된 척추기립

근과 다열근의 역할을 보조해 줌으로써 움직임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Richardson

등(2002)은 추가적으로 가해진 압박력은 추간관절을 수

동적인 안정성을 증가시켜, 전단력에 저항하거나 마찰을

증가시킴으로써 척주를 안정화시킨다는 것을 증명되었

다. 이에 본 연구는 골반압박벨트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푸쉬업플러스와 데드리프트 운동 시 골반압박

적용 전후에 어깨와 체간근육 근활성도의 변화를 탐구하

였다. 골반압박벨트 위치에 대하여 Damen 등(2002)은

골반압박벨트를 낮은 위치(치골결합)보다 높은 위치(전

상장골극)에 적용할 때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 골반압박의 적용 위치를 전상장골극

높이를 선택하였다. 골반압박을 위해 다양한 골반압박

방법과 기구가 사용되고 있다. 다이안리(Diane lee)에 의

해 개발한 탄력밴드를 이용한 골반압박벨트(pelvic com-

pression belt; Com-pressor, OPTP, Canada)가 하지 근

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들이 있었다

(Kim 등, 2011; Park 등, 2010). 또한 Arumugam 등

(2015)은 슬괵근 손상을 입은 환자에게 적용한 골반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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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Ga activity

(%MVIC
b
)

Deadlift exercise

t p ES
c

Without pelvic

compression

With pelvic

compression

PMd 24.20±22.13e 26.10±24.63 .830 .412 .08

SAf 55.77±37.16 56.83±39.02 .389 .699 .03

ESg 98.18±35.66 98.17±44.73 -.004 .997 .00

MFh 79.41±30.92 84.20±37.21 .806 .425 .14

MF/ES ratio .87±.26 1.24±1.97 1.131 .265 .26

Back extensor

strength (㎏)

Male 94.18±26.81 104.79±31.70 2.854 .010* .36

Female 54.68±16.40 60.71±20.86 2.543 .022* .32
a
electromyography,

b
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c
effect size,

d
pectoralis major,

e
mean±standard deviation,

f
serratus anterior,

g
erector spinae,

h
multifidus, *p<.05.

Table 3. Comparison of muscle activity and muscle activity ratio in deadlift exercise with and without pelvic

compression

벨트가 한 발 서기를 할 때 슬괵근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비탄력성 Rafys 벨트(BP2436 and OR6-5,

Advanced Medical Technologies, MA, USA)를 사용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Jang 등(2015)은 골반압박이 어깨

외전 근력과 외전근들에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ATM2(active therapeutic movement version

2; BackProject Corporation, San Jose, California) 장비

를 사용하였다. 이 장비는 설치된 4개의 벨트를 통해 골

반부와 흉추부에 각각 조절된 압박을 가해 주도록 고안

되어 있는 장비로 골반부와 체간에 선택적으로 안정성

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TM2의 원리

와 유사한 리얼라인 코아(Realine core) 골반압박 기구

를 사용하였다. 이 장비는 ATM2와 같은 방식으로 장

비에 설치된 기아 조절 장치를 이용하여 단계적으로 체

간에 가해지는 압박력을 쉽게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장

비가 바닥에 고정된 장비인 ATM2과는 다르게 이동성

이 있어 다양한 환경에서 대상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라고 생각된다. 선행 연구에서 골반압박벨트의 압

박강도는 100 N 적용했을 때와 50 N을 적용했을 때 천

장관절에 대한 영향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

였다(Vleeming 등, 1992).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이 편

안하게 참을 수 있는 수준에 압박감을 느낄 때까지로 압

박강도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골반압박의 적용 전후 간에 측정 근육의

근활성도에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MVIC로 표준화하

는 과정을 이용하였다. 푸쉬업플러스 운동은 해부학적

관점에서 견관절 90도 굴곡 자세에서 견갑골 전인 동작

을 실시할 때 전거근은 분리되어 독립적 수축을 하게 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거근의 MVIC 측정을 위해,

견관절을 90도 굴곡한 상태에서 견갑골 전인 동작을 하

고 이에 대한 최대저항을 주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견갑

골 전인 동작에 소흉근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Moseley

등, 1992). Ekstrom 등(2005)은 견관절 90도 굴곡 자세에

서 견갑골의 전인에 대한 저항을 주는 자세를 취할 때

전거근은 견갑골 주위근들과 협동 수축의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연구에서 몇 가지의 측정

자세의 실험을 시도하였다. 그 중 앉은 자세에서 견관절

내회전과 125도 외전 자세에서 평가자가 주관절 부위에

저항을 주는 자세에서 전거근의 최대 등척성 수축이 발

생되었다. 이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자세를

이용하여 전거근의 최대 등척성 수축을 측정하였다.

푸쉬업플러스 운동은 기본 자세와 변형된 방법들이

있다. 기본 푸쉬업(standard push up plus; SPUP) 운동

의 자세는 무릎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몸통과 일직선으

로 유지하고 발로 지지하면서 양 팔의 푸쉬업 동작을

하게 한 후에 견갑골의 완전한 전인 동작을 하는 것으

로 정의하였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슬관절을 바닥에 대

고 하는 슬관절 푸쉬업(knee push up plus; KPUP)과

벽에 양손을 대고 벽을 밀게 하는 푸쉬업(wall push up

plus; WPUP) 등 다양한 수정된 운동법이 있었다(Park

등, 2014; Shin 등, 2015). Suprak 등(2011)은 KPUP를

상지 근력이 약한 환자의 초기 회복 단계에 적용할 것

을 권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간에 상지의 근력

차이와 근피로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남자는

SPUP 방법을 시행하였고, 여자는 KPUP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불안정한 지지면에서의 푸쉬업플러스 운동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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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지지면에서 보다 더 효율성이 높았고, 불안정안 지

지면을 이용한 운동 시에 전거근의 근활성도가 더 증가

되었다고 하였다(Lee와 Bae, 2016). Kim(2012)는 지지

면이 서로 다른 조건에서의 푸쉬업플러스 운동이 어깨

주위근의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상지

와 하지 모두에서 불안정한 지지면을 적용하였을 때가

안정한 지지면과 상지에만 불안정한 지지면을, 하지에만

불안정한 지지면을 제공했을 때 보다 대흉근의 근활성

도가 더 증가하였고, 전거근의 근활성도가 유의한 증가

하였다고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위에 제시한 결과와 일

치하여 골반압박을 적용한 후 푸쉬업플러스 운동 시 대

흉근과 전거근의 근활성도가 유의한 증가하였고 대흉근

의 근활성도는 27.5% 증가한 반면, 전거근은 20.8%의

변화를 보였다.

이전 연구에서 이미 요통과 다열근의 관련성에 대해

증명되었다(Wang-Price 등, 2017). 다열근은 요추부의

중립 지역에서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

며, 이 근육의 위축은 중립 지역을 제어하는 능력을 감

소시키고, 이는 요통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임상에서

요통환자의 치료 시에 사용하는 여러 중재법들은 다열

근의 작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구성되는 근육 운동

프로그램이다(Freeman, 2010). Sung(2003)은 특별히 고

안한 운동프로그램이 다열근의 기능 개선과 요통 수준

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4주간에

척추안정화 운동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실험군의 다열근

에 근활성도가 유의한 증가하였고, 요통 수준도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고 하였다. 또한 Hides 등(1996)의 연구

에서도 요통을 경험하는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실험하였

다. 결론은 성적이 우수한 운동선수에서도 다열근의 약

화가 많이 발견되었고, 다열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정화

운동이 요통 수준의 감소와 관련이 있었다고 제시하였

다. 따라서 다열근에 대한 특별한 심부안정화 운동법

(core stability exercise)이 필요하고 할 수 있다.

요추부에 대한 심부안정화 운동법 중 스쿼트(squat)

운동이나 데드리프트, 벤치 프레스(bench press) 등이

있다(Willardson, 2007). 데드리프트 운동은 물리치료실

이나 운동센터에서 요통의 치료와 체간 신전근의 근력

강화를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골반

압박을 적용한 후에 데드리프트 운동 시 척추기립근과

다열근은 각각 -.5%와 16.2%의 변화를 보였다. 골반압

박의 적용 전후에 다열근의 근활성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골반압박을 적용 시에 다열근

의 근활성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Park 등(2010)

은 골반압박이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고관절 외전 운동

시에 고관절과 골반 주위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

다. 그 결과 골반압박 적용 후에 고관절 외전 시 다열근

의 근활성도가 증가하였고, 요방형근의 근활성도는 감소

되었고 하였다. 또한 데드리프트 운동 시에 체간 신전근

의 근력은 골반압박을 적용한 후에 남녀 모두에서 근력

이 11% 이상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이것은 본 연구의

가설을 일치하였다. Cogill와 Fitz-Ritson(1996)의 연구

에서도 대전자 높이에서의 골반부 압박이 요통 환자들

의 리프트(lift) 운동 시 근력이 유의한 증가와 요부 통

증의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고 보고되었다. 데드리프트

운동 시에 체간 신전근의 근력이 증가하였으나 근활성

도를 측정한 근육들의 유의한 변화가 없었던 것은 측정

한 근육 외에도 골반압박에 더 영향을 받은 체간근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주는 다른 근육들을 찾아보는 연구도 필요하다

사료된다. 또한 요통 환자나 하지의 기능장애를 가진 사

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골반압박력을 제공하는 또 다른 방법이나 장비

의 개발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 또한 의미가 있을 것이

라 생각된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본 연구가

건강한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모든 연령층이나

장애를 가진 대상자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

째는, 데드리프트 운동 시 대상자의 체간 신전 각도, 고

관절과 슬관절의 굴곡 각도 등의 운동학적 특성을 정확

히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 실시한 운동의 조

건에서 운동 패턴의 변화를 명확히 일치시키지 못했다

는 점이다. 추후에 이루어지는 관련 연구에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실시되기를 바란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건강한 성인 38명을 대상으로 푸쉬업플러

스와 데드리프트 운동 시에 골반압박 적용 유무에 따른

상지와 요추부 주위근에 근활성도와 체간 신전근 근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골반압박은 푸쉬업

플러스 운동 시에 대흉근의 근활성도를 약 27% 증가하

였고, 전거근은 약 20%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데드리프

트 운동 시에 골반압박 적용은 체간 신전근에 근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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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모두 약 11%의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결론적으

로 골반압박의 적용은 푸쉬업플러스 운동 시에 대흉근

과 전거근에 영향을 주었고, 데드리프트 운동 시에는

체간 신전근에 근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골반안정성이 요구되는 대상자

들에게 상지나 체간 신전 운동치료 시에 골반압박을 적

용할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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