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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에서 수동적인 뻗은다리올림 시 생체되먹임 장치의 압력과 
허리골반 움직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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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Background: Passive straight leg raising (PSLR) is the common clinical test to measure of hamstring

muscle length. Hip flexion angle contributes to change the lumbopelvic rotation during PSLR. Pressure

biofeedback unit (PBU) is commonly used to detect lumbopelvic movement during lower limb movements.

Thus, there may be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sure of PBU and lumbopelvic motion during PSLR.

Object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sure of PBU and

lumbopelvic motion during PSLR.

Methods: Thirty two subjec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 three-dimensional motion analysis system

were used to measure the lumbopelvic angle during PSLR, while recording the pressure of PBU according

to angle of PSLR by 10 degree increments. 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s and linear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describe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lumbopelvic and

angle of PSLR (Pearson’s r=.83, p<.05), between the pressure of PBU and angle of PSLR (Pearson’s

r=.75, p<.05), and between lumbopelvic motion and pressure of PUB (Pearson’s r=.83, p<.05). Linear

regression equation using lumbopevic angle as an independent factor was as follows: Pressure of PBU =

47.35 + (2.55 × angle of lumbopelvic motion) (R
2
=.69, p<.05).

Conclusion: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indicate that pressure of PBU can be used to indirectly

detect the amounts of lumbobevic motion during muscle length test or stretching of hamstring.

Key Words: Lumbopelvic motion; Pressure biofeedback unit; Straight leg raising.

Ⅰ. 서론

보행과 같은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엉덩관절의 굽힘은

넙다리뼈의 앞이 체간의 앞과 가까워지는 움직임이며 달

리기, 점프, 그리고 발차기와 같은 스포츠 활동에서 필수

적인 움직임이다. 엉덩관절의 굽힘은 골반에 대한 넙다리

의 움직임, 시상면에서의 골반의 뒤쪽 기울임 그리고 허

리뼈가 편평해지는 움직임을 통해 일어난다. 많은 연구자

들은 엉덩관절 굽힘은 골반에 대한 넙다리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골반의 회전을 포함한다고 보고하였다(Bohannon,

1982; Bohannon 등, 1985a,b; Porter와 Wilkinson, 1997).

몇몇 저자들은 엉덩관절의 굽힘을 골반이 회전하기 전까

지의 넙다리뼈의 움직임으로 기술하였다(Bridger 등,

1989; Esola 등, 1996). 일반적으로 넙다리가 가슴으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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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Age (year) Height (㎝) Weight (㎏)

Female

(n=22)
21.86±1.32a 160.82±6.40 53.82±7.12

Male

(n=10)
21.80±1.03 171.90±5.82 70.40±9.81

amean±standard deviatio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2)

해 굽힘 시 엉덩관절, 골반 그리고 허리뼈의 운동역학적

움직임이 순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동시적인 어깨위

팔 리듬(scapulohumeral rhythm)과는 다르다고 알고 있

다. 즉, 엉덩관절이 먼저 굽힘되면서 최대 가동범위에 도

달하고 나서야 골반이 뒤쪽으로 회전하기 시작한다는 것

이다. 따라서 이는 뒤넙다리근 길이 검사 시 골반을 제한

하거나(Fisk, 1979; Gajdosik 등, 1993), 엉덩관절의 굽힘

가동범위 측정 시 골반 회전의 시점을 감지해야하는 이

유이다(Norkin과 White, 2003).

일반적으로 엉덩관절 굽힘 시 한계점에 왔을 때 골

반이 뒤로 회전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전 몇몇 연구

자들은 엉덩관절 굽힘 시 골반의 뒤쪽기울임과 허리굽

힘이 동시에 일어남을 증명하였다(Bohannon 등 1985a;

Murray 등, 2002; Tully 등, 2002). 즉, 엉덩관절에 관여

하는 골반넙다리 리듬(pelvifemoral rhythm)은 팔 올림

시 위팔과 동시에 어깨뼈가 움직인다는 어깨위팔 리듬

과 유사하다는 것이다(Murray 등, 2002; Tully 등,

2002). 이전 연구들에서 바로 누운 자세, 선 자세, 그리

고 철봉에 매달린 자세와 같은 다양한 자세에서 능동적

이거나 수동적인 엉덩관절 굽힘에 따른 골반 회전 움직

임을 알아보았다(Bohannon 등 1985a,b; Dewberry 등,

2003; Kuo 등, 2010; Murray 등, 2002). 이들 연구들에

서 바로 누운 자세에서 엉덩관절 굽힘에 따른 골반 회

전의 비율이 무릎을 폄 시 .39(Bohannon 등 1985a), 그

리고 무릎을 굽힘 시에는 .26∼.30이었다고 보고하였다

(Bohannon 등 1985b). Murray 등(2002)는 선 자세에서

능동적인 엉덩관절 굽힘 시 비율이 .17∼.19이었다고 보

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처음 8˚ 이내의 엉덩관절

굽힘 시 넙다리 움직임에서 골반회전이 거의 동시에 일

어남을 보여주었다.

뒤넙다리근의 길이 검사 혹은 스트레칭을 하는데 수동

적인 뻗은다리올림(passive straight leg raising; PSLR)은

가장 흔히 수행된다(López-Miñarro와 Rodríguez-García,

2010; Muyor와 Zabala, 2016; Mier와 Shapiro, 2013;

Rolls와 George, 2004). 이전 연구들 중에서 수동적인

뻗은다리올림 시 골반의 뒤쪽 기울임 변화는 엉덩관절

굽힘 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Bohannon

등, 1985a,b; Fredriksen 등, 1997). 따라서 임상에서 뒤

넙다리근의 길이 검사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뻗은다리올림 시 골반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조절해야한다. 최근 연구에서 바로 누운 자세에서 능동

적인 엉덩관절 굽힘 시 뒤넙다리근의 길이가 짧을수록

그리고 무릎을 폄할수록 골반의 뒤쪽 기울임이 더 크다

고 보고하였다(Congdon 등, 2005). 하지만 아직까지 수

동적인 뻗은다리올림 시 허리골반의 뒤쪽 회전 움직임

정도를 뒤넙다리근 길이 검사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전 연구들에서 수동적인 뻗은다리올림 시 뒤넙다

리근의 길이 검사 시 골반 회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

해 영상 혹은 동작분석기를 사용해 왔다(Bohannon 등

1985a,b; Dewberry 등, 2003; Kuo 등, 2010; Murray

등, 2002). 하지만 이러한 도구들은 설치 및 분석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임상에서 압력 생체되먹임 기

구(pressure biofeedback unit; PBU)는 하지 움직임 시

허리골반 움직임을 감지하고 움직임 패턴을 재훈련하는

데 흔히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뒤넙다리근

의 길이 검사인 수동적인 뻗은다리올림 시 허리골반 움

직임을 생체되먹임 기구의 압력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수동적인 뻗은다리올림

시 시상면에서의 골반의 뒤쪽 기울임과 허리뼈의 굽힘

은 압력 생체되먹임 기구의 압력을 높일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수동적인 뻗은다리올림 시 허리골반

의 움직임과 생체되먹임 장치의 압력과의 관계를 알아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뻗은다리

올림 각과 허리골반 움직임 그리고 뻗은다리올림 각과

생체되먹임 장치의 압력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

이며 허리골반 움직임과 생체되먹임장치의 압력 또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1.연구대상자

본 연구를 위해 건강한 성인 32명이 참가하였으며

대상자의 선정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최근 6개월

이내 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상이나 신경학적인

병력이 없으며 둘째, 보행 장애가 없고 요통 및 하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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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easurement of lumbopelvic angle and
pressure of PBU during PSLR

Angle of PSLRa
Pressure of PBUb Lumbopelvic angle

Mean±SDc(㎜Hg) ICC(3,1)d Mean±SD(˚) ICC(3,1)

10˚ 42.4±2.0 .89 -.5±1.2 .90

20˚ 44.8±3.0 .97 .2±1.5 .92

30˚ 49.5±5.1 .98 1.0±1.6 .94

40˚ 55.1±6.6 .96 2.5±2.5 .97

50˚ 62.3±7.0 .98 4.7±2.5 .98

60˚ 68.4±7.2 .99 6.6±3.4 .98

70˚ 73.7±8.0 .99 9.6±4.5 .98
a
passive straight leg raising,

b
pressure biofeedback unit,

C
standard deviation,

d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Table 2. Measurement values and test-retest reliability of pressure of PBU and lumbopelvic angle

통증이 없는 자, 셋째, 스포츠와 같은 동적인 활동에 제

한이 없는 자로 하였다. 넷째, 수동적인 뻗은다리올림

시 70˚ 이상 가능자로 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실험방법

및 절차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모든 대상자들은 실험에 참여할 것을 동의하였다. 대상

자의 일반적인 특정인 Table 1과 같다.

2. 실험장비 및 도구

수동적인 뻗은다리올림 각을 10˚ 단위로 올리기 위해

디지털 각도계(Dualer IQ; J Tech Medical Industries-

Heber cyty, UT, USA)을 사용하였다. 수동적인 뻗은다

리올림 시 시상면에서의 허리골반 움직임(lumbopelvic

motion)의 각도 측정하기 위해 초음파를 활용한 삼차원

동작 분석기 CMS20 (Zebris Medical GmbH, Isny im

Allgäu, Germany)을 사용하였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

해 Windata 2.22 (Zebris Medical GmbH, Isny im

Allgäu, Germany)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수동적인 뻗

은다리올림 시 허리골반 부위에서의 압력 변화를 알아

보기 위해 압력생체되먹임 기구(Stabilizer Pressure

Biofeedback Unit; Chattanooga Group Inc, Hixson,

TN, USA)를 사용하였다.

3. 실험절차

측정다리는 무작위로 정하였으며 측정다리 반대쪽에

동작분석기의 수용기를 2 m 떨어진 거리에 설치하였

다. 바로 누운자세에서 수동적인 뻗은다리올림 각을 측

정하기 위해 디지털 각도계를 종아리뼈 머리 5 ㎝ 아래

에 스트랩으로 부착하였다. 뻗은다리올림 시 허리골반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해 양쪽 앞위엉덩뼈가시를 가로지

르는 3개의 마커(triple markers)와 흉추부위의 보상움

직임을 제거하기 위해 아래 흉추부위(lower thoracic)에

3개의 마커를 몸통 중앙에 오도록 부착하였다. 측정된

다리의 반대쪽 다리는 벨트로 고정하고 압력생체되먹임

기구의 공기주머니 중앙이 L3 가시돌기에 위치하도록

한다. 공기주머니의 압력이 40 ㎜Hg가 되도록 공기주

머니에 공기를 넣는다. 각 대상자들에게 수동적으로 10˚ 

단위로 70˚까지 한쪽 다리를 뻗은다리올림하여 시상면

에서의 허리골반의 움직임과 압력되먹임 장치의 압력을

각각 3회 반복측정하였다(Congdon 등, 2005). 초기 10˚

부터 뻗은다리올림 시 허리골반의 움직임을 측정한 후

0˚로 재위치 시킨 후 그 전 뻗은다리올림 각보다 10˚ 

더 올려 허리골반의 움직임을 다시 측정하여 70˚까지

이를 반복하여 측정한다. 한 주기가 끝나면 10분간 휴

식을 취한 후 다시 10˚ 단위로 수동적인 뻗은다리올림

하여 변수들을 측정하였다.

4. 분석 방법

3회 반복 측정된 허리골반 움직임 각과 압력생체되

먹임 기구의 압력을 평균값으로 계산하였다. 반복측정

된 수동적인 뻗은다리올림 각에서의 허리골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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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Angle of PSLRa Pressure of PBUb Lumbopelvic angle

Angle of PSLR 1 .83* .75*

Pressure of PBU 1 .83*

Lumbopelvic angle 1
a
passive straight leg raising,

b
pressure biofeedback unit, *p<.01.

Table 3.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r) between variables

A B

Figure 2. Line graph illustrating pressure of PBU and lumbopelvic rotation accompanying PSLR (A:
pressure of PBU, B: lumbopelvic angle)

각과 압력생체되먹임 기구의 압력의 검사-재검사 신뢰

도를 알아보기 위해 급간내 상관관계 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3,1)]를 계산하였다. 뻗은다

리올림 각에 따른 허리골반 각도와 압력생체되먹임 기

구의 압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독립변수로 허리골반 각

도를 사용하여 압력생체되먹임 기구의 압력 변화를 알

아보기 위해 선형 회귀분석방법(linear regression anal-

ysis)을 사용하였다. 유의수준은 .05로 하였으며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해 SPSS ver. 19.0(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Ⅲ. 결과

반복 측정된 수동적인 뻗은다리올림 각에서의 허리골

반 움직임 각과 압력생체되먹임 기구 압력의 검사-재검

사 신뢰도는 .89∼.99로 매우 높았다(Table 2). 뻗은다리

올림 각에 따른 허리골반 각도(Pearson’s r=.75, p<.05)

와 압력생체되먹임 기구의 압력과의 관계(Pearson’s

r=.83, p<.05)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Figure

2, 3). 그리고 수동적인 뻗은다리올림 각도와 압력생체되

먹임 기구의 압력과의 관계 또한 높은 선형의 상관관계

를 보여주었다(Pearson’s r=.83, p<.05)(Table 3). 허리골

반 각도와 압력생체되먹임 기구의 압력과의 관계에 대한

선형회귀 분석 결과, 선형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압력

생체되먹임 기구의 압력 = 47.35 + (2.55 × 허리골반 각

도). 허리골반 각도가 압력생체되먹임 기구에 대하여 갖

는 변수의 설명력(R
2
)은 .69이었다.

Ⅳ. 고찰

본 연구에서 수동적인 뻗은다리올림 각도에 따른 압

력생체되먹임 기구의 압력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각각

.89∼.99로 매우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수동적인 뻗

은다리올림 시 압력생체되먹임 기구의 압력은 허리골반

움직임에 대한 결과로써 일관되게 측정될 수 있는 변수

라고 판단된다. Azevedo 등(2013)은 6가지의 하지 움직

임 검사 시 허리골반 안정성 검사에 대한 압력생체되먹

임 기구의 측정자내와 측정간의 신뢰도를 알아보았다. 그

중 본 연구와 유사한 움직임인 능동적인 무릎 폄 검사

즉, 한쪽 다리를 엉덩관절을 90˚ 굽힘하고 무릎을 최대로

굽힘한 상태에서 30˚, 60˚, 90˚로 무릎을 폈을 때 압력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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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Linear relationship between lumbopelvic
rotatioin and pressure of PBU during PSLR

체되먹임 기구 압력에 대한 측정자내 신뢰도가 각각 .84,

.84, .86으로 높았으며, 측정자간 신뢰도는 .49, .63, .77로

측정자내 신뢰도 보다는 높지 않았다. 비록 본 연구에서

는 측정자간 신뢰도를 알아보진 못했지만, 본 연구에 비

해 측정자내 신뢰도가 낮았던 이유는 본 연구에서는 수

동적인 움직임인 반면에 이전 연구에서는 능동적인 하지

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허

리골반 움직임에 대한 결과로써 압력생체되먹임의 압력

을 좀 더 일관되게 측정될 수 있는 변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동적인 뻗은다리올림 시 측정자간 혹은 측정된

날짜간의 신뢰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뻗은다리올림 편위(excursion: 70˚ 

기준) 동안 허리골반 움직임(9.6˚)이 13.7%를 차지하였다.

이전 연구에서 Bohannon (1982)은 전체 뻗은다리올림 편

위의 26%가 골반 회전이 차지한다고 보고하였으며

Bohannon 등(1985a)의 연구에서 뻗은다리올림 편위의

39%에서 골반 회전이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 이전 연구

에 비해 허리골반 움직임이 작은 이유로 이전 연구에서

허리골반 움직임을 가슴뼈의 움직임으로부터 분리해서

측정하지 못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가슴뼈 부위에 3개의

마커를 부착하여 가슴뼈 움직임에 대한 상대적인 허리골

반의 움직임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전체 뻗은다리올림 편

위에 대한 허리골반 움직임이 작았을 것이다.

임상가들은 하지 움직임 시 허리골반 움직임을 조절하

거나 제한하기 위해 손을 사용한 촉각 되먹임, 구두 교

정, 시각 되먹임과 압력생체되먹임 기구와 같은 다양한

되먹임 도구들을 흔히 사용한다. 특히, 압력생체되먹임

기구는 다리를 움직이는 동안 허리골반 움직임을 스스로

조절하기 위해 임상에서 흔히 사용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로 뒤넙다리근의 길이 검사 인 수동적인

뻗은다리올림 시 시상면에서의 골반의 뒤쪽 기울임과 허

리뼈의 굽힘 될수록 압력 생체되먹임 기구의 압력을 높

일 것이다고 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 독립변수로 허리골

반 각도를 사용하여 압력생체되먹임 기구의 압력 변화에

대한 회기식에 따르면 허리골반움직임이 1˚ 증가 시 압력

생체되먹임 기구의 압력이 2.55 ㎜Hg 증가함을 보여주었

다. 예를 들어 허리골반 각도 10˚ 증가 시 압력생체되먹

임 기구의 압력이 72.85 ㎜Hg로 예측할 수 있으며, 이러

한 분석에서 압력생체되먹임 기구 압력 변수에 대하여

허리골반 움직임이 갖는 변수의 설명력(R
2
)은 .69이다.

즉, 압력생체되먹임 압력의 총 변화량의 약 69%가 회기

식에 의해 설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수

동적인 뻗은다리올림 시 압력생체되먹임 기구의 압력과

허리골반 각도 변화는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입

증하였으며, 근력의 지표로써 근육 단면적을 평가하는 것

처럼 허리골반의 움직임 변화의 지표로써 압력생체되먹

임 기구의 압력 변화를 평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전 연구들에서 뒤넙다리근의 길이에 따른 허리 혹

은 골반의 자세와 움직임을 비교한 연구가 선행되었다

(Gajdosik 등, 1992; Gajdosik 등, 1994; Lee와 Lee, 2015;

Muyor 등, 2012). 그 중 Gajdosik 등(1994)은 정적 기립

시 뒤넙다리근의 길이에 따라 골반 각, 허리뼈 각, 그리

고 가슴뼈 각은 차이가 없으나, 동적인 움직임 즉, 발가

락-접촉 검사(toe-touch test) 시 단축된 뒤넙다리근은

골반의 앞쪽 기울임과 허리 굽힘 각의 감소와 가슴뼈 각

의 굽힘 증가와 관련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Muyor

등(2012)은 스트레칭 프로그램 적용 후 발가락-접촉 검

사 시 유의하게 골반의 앞쪽 기울임이 증가하였고 가슴

뼈 각의 굽힘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전 연구들

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에서 뒤넙다리근의 길

이가 수동적인 뻗은다리올림 시 허리골반 움직임에 영향

을 미치며 또한 허리골반 움직임은 압력생체되먹임 기구

의 압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수동적인 뻗은다리올림 시 뒤넙다리근의

길이를 간접적으로 압력생체되먹임 기구의 압력으로 알

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짧은

뒤넙다리근의 길이 단축 유무 혹은 스트레칭 적용에 따

른 수동적인 뻗은다리올림 시 허리골반 움직임과 압력생

체되먹임 기구의 압력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점들이 있다. 첫 번째,

수동적인 뻗은다리올림 시 뒤넙다리근 뿐만 아니라 엉

덩관절과 허리골반 주위 연부조직의 뻣뻣함 정도에 따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2018년 25권 3호 12-18

Phys Ther Korea 2018;25(3):12-18

- 17 -

라 허리골반 움직임과 압력생체되먹임 기구의 압력에

양향을 줄 수 있다. Bohannon 등(1985b)의 연구에서

무릎관절 굽힘한 채로 엉덩관절 굽힘 시에도 전체 하지

굽힘에 대해 골반 뒤쪽 회전 움직임 26%가 일어났으며

이는 무릎관절의 굽힘 시 뒤넙다리근이 골반회전을 감

소시킬 수 있으나 큰볼기근 혹은 뒤쪽 관절낭과 인대의

긴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수동적인 뻗은다리 올림 검사이외에

능동적 혹은 수동적 무릎 폄 검사(active and passive

knee extension)와 같이 엉덩관절의 연부조직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엉덩관절을 90˚로 굽힘한 상태에서 무릎

만 폄하여 허리골반 움직임과 압력생체되먹임 기구의

압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압력생체되먹임

기구의 압력 측정값을 개인 간에 비교할 수 없다는 점

이다. 따라서 수동적인 뻗은다리올림 시 압력생체되먹

임의 압력 측정 목적이 다른 대상자들 간 비교하기 위

해서는 사전에 정규화(normalization)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전 연구들에서 압력생체되먹임의 압력 값에

대한 정규화 과정을 시행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자

료의 정규화는 힘과 근전도와 같은 다양한 종속변수들

에 대한 공변량의 효과들을 줄이기 위해 사용된다. 향

후연구에서는 압력생체되먹임 측정에 대한 정규화 과정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동적인 뻗은다리올림 시 허리골반

의 움직임과 압력생체되먹임 기구의 압력과에 관계를 알

아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 결과, 수동적인 뻗은다리올림

시 압력생체되먹임 기구의 압력을 측정자내에서 일관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변수임을 확인하였으며, 허리골반의

움직임과 압력생체되먹임 기구의 압력이 유의한 선형관

계가 있었다. 따라서 뒤넙다리근의 길이검사 혹은 스트레

칭 시 허리골반 움직임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쉽게 측정

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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