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육모양의 패턴을 달리한 EMS 복압벨트가 

요추 안정화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Effects of EMS Compression Belts with Different Muscular Patterns on Lumbar Sta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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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five EMS lumbar back pressure belts produced on an anatomical 

basis on lumbar spine stabilization. Five core muscles were selected, including the urinal, vertebral column, 

endotracheal, external abdominal, and large back muscles, and patterns were designed using a conductive fabric 

considering the appropriate muscle shape and pain-causing points. We experimented with four motions to examine 

the effects of different EMS abdominal compression belts on lumbar spine stabilization. Five healthy men in their 

20s were selected. The selection conditions include no back pain history for the past three months, no restricted 

movements through pre-inspection, and the muscular strength of the body should belong to the normal grade. Using 

SLR, the sequence of experimental actions was chosen from the following but not limited to left-hand, body-hand, 

and back-line forces. Resting between movements lasted for 2 min, and the experiments were conducted after 

wearing the EMS abdominal pressure belt. Electrical stimulation was applied for 10 min to increase blood flow 

and muscle activation. The statistics of the experimental results were analyzed for specific differences by conducting 

the Wilcoxon and Friedman tests with nonparametric tests. The ranking results of each pattern were successfully 

assessed in the order of 5, 4, 3, 1, 2 for the five patterns, and we could identify slightly more significant results 

for experimental behavior associated with each muscle movement. Patterns produced based on anatomy showed 

differentiated effects when electric stimulation was applied to each muscle in different shapes, which could improve 

the stabilization of the lumbar spine in everyday life or training to the public. Based on these results, subsequent 

research would focus on developing smart healthcare clothing that is practical in daily life by employing different 

anatomical mechanisms, depending on the back pain, to utilize trunk-type tights.

Key words: Lumbar Stabilization, EMS/Electronic Muscle Simulation, Abdominal Pressure Belt, 

Tirgger Point, Muscle Pattern

※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P0012770, 2021년 산업

신인재성장지원사업). 

1김 연: 숭실 학교 스마트웨어러블공학과 석사과정
2박진희: 숭실 학교 스마트웨어러블공학과 산학 교수
3†(교신 자) 김주용: 숭실 학교 유기신소재 이버공학과 교수 / E-mail: jykim@ssu.ac.kr / Tel: 02-820-0631

감성과학

제24권 2호, 2021

<연구논문>

pISSN 1226-8593

eISSN 2383-613X

Sci. Emot. Sensib.,

Vol.24, No.2, pp.81-92, 2021

https://doi.org/10.14695/KJSOS.2021.24.2.81



82  김 연․박진희․김주용

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해부학  근거로 제작한 5가지의 EMS 요추 복압 벨트가 요추 안정화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는 것이다. 본 연구는 요방형근, 척추세움근, 내복사근, 외복사근, 요근으로 총 5가지의 코어 근육을 선정하여 이에 

맞는 근육 모양과 통증 유발 인 압통 을 고려해 도성 원단으로 패턴을 설계하여 복압 벨트에 결합했다. 총 4가

지 동작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각각 다른 EMS복압 벨트가 요추 안정화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건강한 신체의 

20  남성 5명을 상으로 진행하 고 선정 조건은 최근 3개월 동안 요통 과거력이 없고 사  검사를 통해 제한되는 

동작이 없고, 체간의 근력이 정상등 에 속한 상이다. 실험 동작의 순서는 하지직거상 검사, 좌 굴, 체 굴, 배근

력으로 다음 동작에 제한되지 않게 선정하 다. 동작 간의 휴식은 2분으로 진행하 고, EMS복압 벨트를 착용 후 

실험을 진행할 때는 류량 증가와 근 활성화를 해 기자극을 10분씩 용하고 진행하 다. 실험 결과의 통계는 

비모수 검정으로 콕슨 검정과 리드만 검정을 실시함으로 구체 인 차이를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 5가지의 

패턴  5,4,3,1,2 순으로 Type별 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각 근육의 움직임과 연 성이 있는 실험 동작에 

조  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해부학  근거로 제작된 패턴으로 인해 각 근육에 

각기 다른 모양으로 기자극을 달하 을 때 구분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반인 상으로 일상생활이나 

트 이닝에 있어 요추 안정화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주제어: 요추안정화, 기자극, 복압벨트, 압통 , 근육모양

1. 서론

인간은 안 한 활동이 요구되는 활동을 원하며 신체

에서 요한 체간부의 안정성(core stability)은 복근, 허

리, 고 의 움직임이며, 코어(core) 근육은 척추의 안

정성 유지와 부하를 여주고 정상 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 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Cholewicki & 

Marshall & McGill, 1996; Murphy, 2005). 하지만, 이러

한 기본 요소들의 이행이 어 나면서 빈번하게 통증이 

발생하는데 요통으로 인해 신체활동이 어들고, 이러

한 운동 하로 인해 근력이 약화되고 이것이 통증을 

유발해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한 만성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작업 련성 근골격계 질환 조사에

서 신체 부  별 근골격계 질환  요부 질환이 35.7%

가량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 표  질병 사인분류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분포조사에서는 요추 추간  질환

이 39.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한국산업안

공단, 2005). 

이러한 요통의 발생 요인은 자세의 이상, 척추 주변

의 근력 약화, 체간 근지구력의 감소, 추간 의 퇴행성 

변화, 퇴행성 척추증, 염좌 등이 있는데 이런 요인들은 

요통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골반의 틀어짐이나 요추

만각의 감소 등을 야기한다(Kim, 2010). 한 척추에 

직 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나쁜 

자세로 인하여 척추의 만곡이 변형되어 통증으로 이어

지며 성인이 되어서도 척추변형이 나타난다. 따라서 

방을 해서는 청소년기에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Kim, 2013). 이러한 척추변형은 발

생 기에 자세교정을 통하여 인체의 균형을 잘 유지

시켜 다면 만성 요통으로의 진행을 방지할 수 있다

(Brill, 1998; Fann, 2002; Kim & Park, 2006). 자세교정

을 해서는 근육의 기능에 도움을  수 있는 테이핑 

요법이나 카이로 랙틱 교정요법 운동 로그램이 시

행되고 있으며(Kim & Khil, 2010; Lee et al., 2005; 

Moon et al., 2003), 보조기구의 착용 한 요통 감소  

근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mmendoli, 

2005; Barron & Feuerstein, 1994). 하지만 이러한 치료

방법들은 통증이 발생하고 난 후에 실시되는 것이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단 이 있다. 

한 선행연구에서는 복부 압박 벨트의 착용 ･후에 

허리 근육의 근 활성도에는 차이가 없으며(Hemborg, 

1985; Lander, 1992; Nachemson, 1983; Woodhouse, 

1995) 근육의 역할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는 않지

만(Kim, 2005), 복부 압박 벨트를 착용함으로써 체간 

심부 근육인 다열근  복횡근에 압박을 가하여 하복

부의 동시 수축이 이루어져 체간 안정성을 증가시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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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Hodges, 2003), 척추의 단력(shear force)을 감소

시키고 복강 내압을 증가시켜 척추의 압박력을 감소시

킨다. 근 피로도 감소와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통한 

고유수용성 감각 강화 등의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요추

부를 안정화하고, 복부 내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논했다(Smith, 1996; Calmels & Fayolle, 1996; Waddell 

& Burton, 2001). 체간근은 척추 요부의 굴곡･신 근의 

응  수축력의 증가로 척추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복

부 스 링 힘의 증가는 복강 내압을 높여 안정성을 증

가시키게 된다(Arokoski, 2001). 체간의 안정성을 한 

하복부 수축은 척추 불안정으로 인한 자세 안정성을 

해결함으로써 균형 조 에 도움을 주게 된다고 논했다

(Akuthota & Nadler, 2004). 체간의 유연성 증가 경향을 

통하여 근력뿐만 아니라 의 근육 응성으로 기인

한 의 안정성에 정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

료 되며(Song et. al., 2016), 코어 근육은 인체의 안정성

과 운동성을 발휘하게 하는 핵심이 되는 곳으로 사지

가 움직일 때 일차 으로 활성화가 되며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심을 잡아주고 특히, 골반 부 의 근

육을 바로 잡아 균형 감각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Nadler, 2002). 이러한 척추의 안정화에 기여 하는 코

어 근육을 강화해 요부의 불안정성 제거와 함께 만성 

요통에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Hides et al., 2001)

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lewicki et al.(2010)은 허리 벨트 형태의 보조기 

2종 착용 시 몸통의 경직성을 측정하 는데, 이 때 하

드타입과 소 트 타입 간 경직도의 차이가 크지 않았

으며 소재의 단단한 정도가 보조기의 성능을 반드시 

향상하지는 않는다고 하 다. Krag et al.(2003)은 시

되고 있는 하드타입의 허리 보조기 3종에 하여 동작 

기능성과 착용감을 측정하고 요통 환자의 착용감을 향

상하기 해서  소 트한 라스틱이나 나일론 제품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 다. 따라서 단단한 하드 타

입이 아닌 소 트 타입 제품의 제작  검증 로세스

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 인 이론에 근거하여 

요통 방지에 도움을  수 있는 보조 장치가 착용과 

리가 쉬운 형태로 제작된다면 가벼운 요통이나 요추 

안정성이 필요한 일반인들을 상으로 매우 유용할 것

으로 보인다. 최근 의료용으로 착용되고 있는 컴 션 

웨어러블은 부종을 방지하거나(Hirai, 2002; Partsch., 

2004) 하지 정맥류 감소(Berry & McMurray, 1987) 등

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컴 션 의복

에 테이핑 요법을 부가하면 근육보강에 효과가 있고

(Born et al, 2014), 근 피로도를 여  수 있음이 보고

된 바 있다(Kraemer, 1998; Kraemer, 2010).

기 자극(Electrical Muscle Stimulation; EMS)은 골

격근을 활성화하고 근수축을 유도하기 해 외부의 

주  기자극을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기 

자극(Electrical Muscle Stimulation; EMS)을 통해 골

격근의 활동 인 근막 의 변화를 일으키어 근

수축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수의근으로 분류된 골격

근의 불수의  수축을 유발한다(Doucet, Lam & Griffin, 

2012) 불수의  근수축을 유발하여 과거에는 재활 목

으로 임상에서 수용하 고, 우주비행사들의 무 력

에 의해 발생하는 근 축을 방지하기 해 사용되었

다(Rutheford & Jones, 1996). EMS로 유발되는 비자발

 근수축과 자발  근수축의 기 에 가장 큰 차이

은 근섬유 동원에 있다. 근섬유를 동원하기 해서는 

활성화할 수 있는 수 의 자극이 있어야 하며, 자발  

근수축의 경우 작고 낮은 역치 수 의 운동단 가 먼

 활성이 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 기 자극에 의한 

근수축의 경우 지름이 큰 신경의 지배를 받는 운동단

가 먼  활성화되어 역치 수 이 높은 근섬유의 동

원이 쉽고(Roger, 2002), 이로 인해 낮은 수 에서 속근

섬유의 활성화가 일어나 근력 향상에 정 인 향을 

미친다(Gondin 2005).

이러한 근거로 근육에 반복 인 EMS 기자극을 

달하게 되면 모세 의 증가  근섬유의  유연

성 진(Chekanov 2002)과 류량 증가(Kaplan et al., 

2002), 근력증가(Granat, 1993), 신경근 연 부의 운동

단  증가(Petersen et al., 2002; Vanderthommen et al., 

2002)  손상된 추신경의 기능개선(Chae, 2001; 

Crameri, 2002)을 다. 한 EMS 기자극으로 인한 

체간의 안정성과 가동성을 증가시키고, 근육의 응성

을 향상하는 역할을 하며, 이와 더불어 유연성 한 증

가시킬 수 있다는(Mechelle, 2014) 임상  효과가 보고

되었다. 

재 스마트 웨어러블 시스템은 사회의 진입과 건

강에 한 심으로 가장 되고있다(Wearable Technologies 

AG, 2014). 하지만 시 에 나와 있는 EMS 벨트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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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복압 벨트들은 세분화 되어있는 구조가 아니라 

구분 없이 복부 체를 감싸는 형태로 되어있다. 본 연

구는 근육에 구체 인 기자극을 달하여 코어 활성

도가 많이 억제되어있는 요통 환자들과 근 기능 향상

을 한 트 이닝 시 코어를 자각하고 사용하기 어려

워하는 일반인들에게 코어 활성화와 유연성, 요추 안정

화가 가능하도록, 허리와 복부 부 에 구체화 시킨 5가

지 근육을 분류하여 요추 안정화에 개입하는 근육들에 

EMS 패턴 개발을 통해 스마트 복압 벨트를 제안하고

자 한다.

2. 연구방법

2.1. 복압벨트 설계  제작

2.1.1. 근육군 설정

코어 안정화(core stability)는 복부, 요추부 그리고 골

반부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신체 움직임 

시 요추부를 안정 으로 조 하여(Marshall & Murphy, 

2005) 운동능력 향상과 부상 방지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kuthota, 2008). 요추부 골격의 

근·원 부에 있는 몇 가지 큰 근육들에는 요추 다열근

(multifidus), 척추세움근(erector spinae), 요방형근(lumbar 

quadrate), 외복사근(external oblique), 내복사근(internal 

oblique), 복횡근(transversus abdominis), 요근(psoas 

major), 골반 근(pelvic floor)  횡격막(diaphragm)이 

있다(Fig. 1, 2). 

다양한 코어 근육 , 요추 다열근, 복횡근, 요방형근

은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고 신체 능력을 향상하는 

운동을 처방하는 운동 문가와 의사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근육으로 보고 있다. 내복사근 일부와 외복사근은 

표면 복부 근육으로 분류되며(Hodges, 1999), 내복사근

은 체간 면부에 치한 가장 큰 안정화근으로써 근

력보다는 척추 안정화에 작용한다. 내복사근과 외복사

근은 척추의 안정화와 동시에 움직임을 일으키며, 체간

의 굴곡과 신 에도 작용한다(Cooper et al., 2001). 척

추세움근은 긴 모멘트 팔로 척추의 신 에 기여하며 

체간의 방 굴곡을 원심성 수축(eccentric contraction)

으로 조 하여 요추 굴곡 시 후방 단을 만드는 데 기

여한다. 

이 근육  근육근군은 체간의 동  움직임을 조

하는 역할을 하며 속근섬유로 구성되어 있고 내복사

근, 외복사근, 척추세움근 등이 있다(McGill, 1998). 요

방형근은 척추가 골반 에 안정 으로 서 있을 수 있

도록 안정근의 역할을 하고, 허리의 측 굴곡  기립을 

유지하기 해 작용한다. 척추 안정성을 한 요근의 

역할은 요한데, 요근은 다열근과 함께 척추 안정성

을 제공하며, 복횡근과 다열근의 수축을 진할 수 있

다고 하 으며(Kamaz, 2007; Karen 2004), 요근의 

축은 통증과 상 계가 있다고 하 다(Karen 2004). 

이 근육  근육근군은 체간의 동  움직임을 조

하는 역할을 하며 속근섬유로 구성되어 있고 외복사근, 

내복사근, 척추세움근 등이 있다. 운동을 통한 척추에 

안정성을 향상하는 것이 치료와 재발 방지에 더 효과

이며 요통 치료를 해 근본 인 요부 안정화가 선

행되어야 한다고 보고하 다(Kim, 2005). 이처럼 본 연

구는 요추에 요한 근육에 기자극을 쉽게 달할 

수 있는 요방형근, 척추세움근, 외복사근, 내복사근, 

요근 5가지 근육을 선정하여 복압 벨트를 설계하 다.

 

Fig. 1. Selected cores 

Fig. 2. Unselected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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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EMS 복압벨트 제작

본 연구는 허리 통증 리나 운동 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인 형태의 직사각형 형태의 벨트를 제작하 다. 

세로 24cm 가로 63cm의 폴리에스테르 70%, 엘라스토

디엔 30%의 재질로 간 부  서포트 라인에 지지  

구조로 연결은 훅&아이를 사용하 다(Fig. 2). 착용 부

는  앞 엉덩 가시(anterior superoiliac spone: 

ASIS) 지  바로 부터 명치 아래 1~2cm의 간격을 

제외하고는 요부를 부 다 덮도록 하 다. 압력은 본

인 허리 치수를 측정하고 훅&아이로 조 하 다. 한 

도성원단(conductive fabric)은 S 사의 은도  도성 

원단을 사용했으며, 항값<1.0[Ω]으로 신체에 직

인 기자극을 달하기 해 해부학  근거로 근육

마다 정해져 있는 통증 유발 인 압통 (trigger point)

의 치를 기반으로 패턴을 개발하여 벨트에 자석 스

냅을 부착하고, EMS 모듈을 연결해 기자극을 달

할 수 있게 제작하 다(Fig. 3, 4, 5).

Fig. 3. Abdominal pressure belt         

Fig. 4. EMS Module combination structure 

 

(a) front  

 

(b) back

Fig. 5. EMS module

2.1.3 패턴설계

Belt type(1)은 요방형근(lumbar quadrate muscle)의 

패턴으로 장골능 후면부터 늑골 12번과 요추 1~4번에 

치한다. 근육 모양과 압통 을 고려하여 가로 8cm 

세로 15cm 각선 16cm 직각삼각형으로 도성 원단

을 설계에 맞춰 복압 벨트에 부착하 다(Fig. 6). 

 

(a) Lumbar quadrate
     

(b) Muscle location

(c) Anatomy patch design

Fig. 6. Belt type(1) pattern design

Belt type(2)는 척추세움근(erector spinae muscle)의 

패턴으로 척추세움근은 한 개의 근육이 아니라 여러 

근육과 힘 로 형성되어 있다. 크게 극근, 최장근, 장늑

근으로 나뉘는데 경추부터 흉추, 요추부까지 이어진다. 

패턴설계를 고려할 때 척추세움근에서 압통 과 기능

부 이 유발되는 부 를 고려하여 요추부에 용되는 

가로 8cm의 세로 15cm의 도성 원단을 설계에 맞춰 

복압 벨트에 부착하 다(Fig. 7). 

(a) Erector spinae

    

(b) Muscle location

(c) Anatomy patch design

Fig. 7. Belt type(2) pattern design 

Belt type(3)은 외복사근(external oblique muscle of 

abdomen)의 패턴으로 이 근육은 내복사근 에 덮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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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근육이다. 갈비  5~12번에서 시작해 장골능에 

치한다. 신경지배는 흉추 5번~흉추 12번 늑간 신경

으로 압통 의 치와 내복사근과 구분을 해 직각사

각형을 아래로 향하게 하는 모양으로 가로 10cm 세로 

11cm 각선 16cm의 도성 원단을 설계에 맞춰 복압 

벨트에 부착하 다(Fig. 8).

(a) External oblique 
     

(b) Muscle location

(c) Anatomy patch design

Fig. 8. Belt type(3) pattern design

Belt type(4)는 내복사근(musculus oblique abdominis 

internus)의 패턴으로 외복사근의 안에 있는 속 근육으

로 서혜인 의 외측 1/2, 장골능 앞쪽 흉요근막의 하부 

3, 4번 늑골의 바닥부 연골, 백선에 치한다. 신경 지

배는 흉추 10번~1번 갈비 사이이며 압통 을 고려하여 

직삼각형 모양의 바깥쪽으로 하여 가로 11cm 세로 

9cm 각선 15cm의 도성 원단을 설계에 맞춰 복압 

벨트에 부착하 다(Fig. 9).

(a) interner oblique 
    

(b) Muscle location

(c) Anatomy patch design

Fig. 9. Belt type(4) pattern design 

Belt type(5)는 요근(major psoas muscle)의 패턴으

로 흉추 12~요추 4번에 치하여 세로 8cm의 직사각형

과 퇴 소 자로 이어지는 치와 압통 을 고려해 

 하단에 가로 15cm의 직사각형을 도성 원단을 설

계에 맞춰 복압 벨트에 부착하 다(Fig. 10).

(a) Major psoas
    

(b) Muscle ocation

(c) Anatomy patch design

Fig. 10. Belt type(5) pattern design

3. 실험설계

3.1. 상자

본 연구는 인천 계양구 소재의 한 헬스장에서 건강한 

20  남성 5명을 선정하여 실시하 다. 상자의 선정 

조건은 첫째, 실험 진행에 있어 피험자의 요통 병력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기 해 최근 3개월 동안 요통의 과

거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재 요통을 의심할만한 증상

을 갖고 있지 않을 것 둘째, 사 테스트에서 제한되는 

동작이 없을 것 셋째, 도수 근력 검사 결과 체간의 근력

이 정상등 (normal grade)에 속할 것 등이었다. 5명 상

자의 신체조건은 오차범 가 크지 않은 선에서 상자를 

선정하 다. 신체 즉정 방법은 In Body 230를 이용해 체

(weight), 골격근량 (skeletal muscle mass), 체질량지수

(body fat percentage) 등을 측정하 다. 신장(cm)과 허리

둘 (in)는 자를 이용해 측정하 다.

Variable Mean SD

Height (cm) 172.53 5.438

Age (years old) 23.75 1.500

Weigth (kg) 78.05 10.562

Skeletal muscle mass (kg) 35.75 5.014

body fat percentage (kg) 19.48 1.162

waist measurement (in) 33.42 2.098

Table 1. Body types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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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EMS 복압 벨트가 요추 안정성에 미

치는 향을 확인하기 해 착용 과 복압벨트 착용, 

EMS 복압 벨트 착용 후로 실험을 각각 진행하 다. 

첫 번째로 복압 벨트 미착용 상태에서 하지직거상 검

사, 좌 굴, 체 굴, 배근력의 실험 동작 4가지 항목을 

측정한 후 두 번째로 복압벨트 착용 직후 동일한 항목

을 측정하 다. 세 번째로 EMS 복압 벨트를 착용 후 

류량 증가와 근 활성도를 높이기 해 각 벨트 Type 

마다 기자극을 10분씩 진행 후 기자극을 단하고 

벨트 착용 상태에서 동일한 동작 테스트를 진행하 다. 

각 벨트 Type별 실험 동작을 모두 수행하고 다음 Type

으로 넘어갔으며 Type의 착용 순서로는 요방형근, 척추

세움근, 내복사근, 외복사근, 요근 순서로 착용하

다. 착용 방법은 벨트의 단이 앞엉덩 가시(anterior 

superoiliac spone: ASIS)에 닿지 않게 하고 명치로부터 

2~3cm 간격을 두었다(Fig. 11). 동작 순서는 하지직거

상 검사, 좌 굴검사, 체 굴검사, 배근력 순으로 진행

하 다. 근육의 이완을 지속해서 진행했을 때 근 길이

의 변화가 오는 시간이 30 임을 감안할 때, 본 실험의 

동작 시간이 2~3 로 짧은 을 고려해 다음 실험에 

변별력을 주지 않는 2분으로 휴식 시간을 설정하 다. 

(a) Front 

 

(b) Back 

 

(c) Side

Fig. 11. Belt wear 

3.2.1. 하지직거상 검사(Straight leg raising test, SLR test)

피험자가 바로 운 상태에서 연구자는 측정하고자 

하는 피험자의 다리 에 치하 다. 측정하고자 하는 

다리를 연구자가 잡고 무릎 폄과 발등 굽힘 상태를 유

지 시키며 들어올렸다(Fig. 12). 상자가 통증이나 불

편함, 골반의 회 이 일어날 때 동작을 멈추고 유지한 

상태에서 경사계를 상자의 앞꿈치에 치시키고 고

니오미터(goniometer)  각도계(im360)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SLR은 양쪽 다리 모두 2회 측정 후 각각 

평균화하 다.

3.2.2. 좌 굴 검사(Sit and reach test)

앉은 자세에서 양발을 모아 무릎을 완 히 편 후 발

바닥을 검사 도구에 부착시킨 뒤 양손을 모아 검사 도

구의 척도 에 손을 올려놓는다(Fig. 12). 윗몸을 구부

려 손을 서서히 앞으로 뻗치면서 두 손이 완 히 정지

할 때까지 실시하며 실시  무릎이 구부려지거나 반

동을 사용하지 못하게 통제한다. 측정단 는 mm로 손

끝으로 측정 을 어 발 을 지나서부터 기록이 측

정된다. 좌 굴 측정 기구는 K스포츠사의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측정기 k-115 제품을 사용하 다. 각각 

2회 측정하여 가장 높은 값을 기록하 다. 

(a) SLR test

 

(b) Sit and reach test 

(c) Trunk-Hip Forward

 

(d) Back strength test

Fig. 12. Experimental movements 

3.2.3. 체 굴검사(Trunk-Hip Forward Flexion test)

양발을 모아 발꿈치를 붙이고 에 서서 양손을 

모아 손끝은 펴고 상체를 앞으로 굽  에 붙은 자를 

서서히 민다. 상체를 굽  손끝이 이르는 지 에 

을 측정하고 무릎이 구부려지거나 반동을 사용하지 못

하게 통제한다(Fig. 12). 측정단 는 mm로 손끝으로 측

정 을 어 발 을 지나서부터 기록이 측정된다. 체

굴 측정 기구는 K스포츠사의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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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측정기 k-117 제품을 사용하 다. 각각 2회 측정하

여 가장 높은 값을 기록하 다.

3.2.4. 배근력(back strength test)

배근력계(TAKEI, JAPAN)의 발  에 양발을 나란

히 하고 서서 발뒤꿈치를 붙인 상태로 발끝을 10cm 정

도 벌리고 서게 하 다. 그다음 무릎과 팔을 곧게 펴고 

배근력 계에 달린 손잡이를 손바닥이 몸쪽을 향하도록 

잡은 후 신장에 맞게 조 하고 상체를 30° 각도로 구부

려 수직 상방으로 당기게 하여 측정하 다(Fig. 12). 이

때 상체가 뒤로 젖 지지 않고 팔과 무릎이 구부러지

지 않게 주의시켰다. 측정 기구는 K스포츠사의 배근력 

계 TKK-5402를 사용하 다. 

3.3. 자료처리

연구 결과 자료는 SPSS ver. 26 로그램(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하여 각 측정 변인의 평균  표

편차를 기술 통계하 다. 맨몸측정 후 일반 복압 벨

트, EMS 복압 벨트를 각각 착용하 을 때, 유연성과 

안정성 능력 향상이 있었는지 각각 4가지 테스트 항목

의 순 를 매기기 하여 Friedman Test를 사용하 고, 

각 실험 별 일반 복압 벨트와 5가지 Type을 맨몸측정과 

비교, 차이를 확인하기 해 사후검정으로 Wilcoxon 

Signed-Rank를 진행하 다. 통계  유의수 은 p<.05

로 진행하 다.

4. 결과  고찰

4.1. 각 항복별 4가지 실험에 따른 차이

각 EMS 복압 벨트에 따른 하지직거상 검사(straight 

leg raising test, SLR test)[p=.006]. 좌 굴검사(sit and 

Straight leg raising test Sit and reach test Trunk-Hip Forward Flexion test Back strength test

Type ranking Type ranking Type ranking Type ranking

Belt type(1) 5.7 Belt type(1) 3.5 Belt type(1) 3.6 Belt type(1) 3.7

Belt type(2) 5.2 Belt type(2) 4.4 Belt type(2) 4.6 Belt type(2) 3.6

Belt type(3) 3.9 Belt type(3) 6.6 Belt type(3) 5 Belt type(3) 4.8

Belt type(4) 4.8 Belt type(4) 4.9 Belt type(4) 6.4 Belt type(4) 5.6

Belt type(5) 5 Belt type(5) 5.6 Belt type(5) 5.2 Belt type(5) 6

Before wearing 1.4 Before wearing 1 Before wearing 1 Before wearing 1.4

Belt 2 Belt 2 Belt 2.2 Belt 2.9 

Test statistic Test statistic Test statistic Test statistic

N 5 N 5 N 5 N 5

X 18 X 25.312 X 22.457 X 17.326

df 6 df 6 df 6 df 6

p .006* p .001* p .001* p .008*

a. Friedman test a. Friedman test a. Friedman test a. Friedman test 

*p<.05

Table 2. Ranking of types according to each test, friedman test

Variable
Before Wearing

Mean±SD
Belt type(1) Belt type(2) Belt type(3) Belt type(4) Belt type(5) general belt x p

straight leg raise test 151.9±5.05 164.43±3.34 162.5±2.377 161.0±4.75 162.5±4.16 161.1±4.45 156.13±5.57 18.000 .006*

Sitand reach test 8.67±6.69 11.03±6.83 11.78±6.17 13.04±6.46 11.9±6.55 12.31±7.18 9.50±7.01 25.312 .001*

Trunk-Hip Forward 

flexoin test
7.55±6.57 11.03±6.44 11.65±6.33 11.71±6.04 12.45±6.12 11.67±6.35 9.23±6.71 22.457 .001*

back strength test 131.5±3.46 134.3±5.44 132.6±3.02 136.3±3.38 140.7±7.85 142.2±12.03 132.2±3.58 17.326 .008*

*p<.05

Table 3. The difference between wearing and not wearing EMS compression belts of different typesto the friedma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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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test) [p=.001], 체 굴검사(trunk-hip forward Flexion) 

test[p=.001], 배근력(back strength) [p=.006]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평균값의 순 차이는 분명

하게 있으며(Table 2, 3), 각 항목간의 효과를 검증하기 

해 콕슨검정(wilcoxon signed-rank Test)으로 사후 

검증을 실시하 다(Table 4, 5, 6, 7). 

4.2. 각 동작 별 EMS 복압 벨트, 일반 복압 벨트 

착용 , 후 차이 

5가지 EMS복압 벨트, 일반 복압 벨트 착용 , 후에 

따른 하지직거상 검사(straight leg raising test, SLR test)

를 실시한 결과 착용  보다 Belt type(1)[p=.043], Belt 

type(2) [p=.043], Belt type(4)[p=.043], Belt type(5) 

[p=.043]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미한 순 로는 

1>2>5>4>3>general belt 순으로. Belt type(1)(164.43± 

3.34)이 유의미한 차이가 제일 높은 걸 알 수 있다. Belt 

type(1), (2)가 우 한 을 보아 해당 실험에서 요추 후

면 근육들에 달되는 기자극이 골반 거상과 척추 신

 움직임에 활성도를 높여 효과 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Belt type(3)(161.0±4.75)과 general belt(156.13±5.57)

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착용 보다 수

치상 우 를 알 수 있다(Table 4). 

Variable
Before Wearing

Mean±SD
x p

general belt 156.13±5.57 -1.483b .138

Belt type(1) 164.43±3.34 -2.023b .043*

Belt type(2) 162.5±2.37 -2.023b .043*

Belt type(3) 161.0±4.75 -1.753b .080

Belt type(4) 162.5±4.16 -2.023b .043*

Belt type(5) 161.1±4.45 -2.023b .043*

*p<.05

Table 4. SLR test comparing 5 types of EMS compression belt 

before and after wearing

좌 굴 검사(sit and reach test)를 실시한 결과 착용 

보다  Belt type(1)[p=.042], Belt type(2)[p=.043], Belt 

type(3)[p=.043], Belt type(4)[p=.043], Belt type(5) 

[p=.043]와 general belt[p=.043]가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유의미한 순 로는 3>5>4>2>1>general belt 순으

로 Belt type(3)(13.04±6.46)이 유의미한 차이가 제일 높

은 걸 알 수 있다. 이로써 모든 변수가 정 인 향을 

보 지만 Belt type(3), (5), (4)가 우 한 을 보아 해당 

실험에서 요추 면 근육들에 달되는 기 자극이 

몸통 굽힘과 고  굴곡의 움직임에 활성도를 높이는 

데 효과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5). 

Variable
Before Wearing

Mean±SD
x p

general belt 9.50±7.01 -2.023b .043*

Belt type(1) 11.03±6.83 -2.032b .042*

Belt type(2) 11.78±6.17 -2.023b .043*

Belt type(3) 13.04±6.46 -2.023b .043*

Belt type(4) 11.99±6.55 -2.023b .043*

Belt type(5) 12.31±7.18 -2.023b .043*

*p<.05

Table 5. Sit and read test experiment comparing before and 

after wearing 5 types of EMS compression belt

체 굴검사(trunk-hip forward flexion test)를 실시한 

결과 착용 보다 Belt type(1)[p=.042], Belt type(2) 

[p=.043], Belt type(3)[p=.043], Belt type(4)[p=.043], 

Belt type(5)[p=.043]와 general belt[p=.043]가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유의미한 순 로는 4>5>3>2>1> general 

belt 순으로 Belt type(1)(11.03±6.83)가 유의미한 차이

가 제일 높은 걸 알 수 있다. 이로써 모든 변수가 정

인 향을 보 으며 요추 면 근육들에 달되는 

기자극이 몸통 굽힘과 고  굴곡의 움직임에 활성

도를 높이는 게 효과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6).  

Variable
Before Wearing

Mean±SD
x p

General belt 9.23±6.71 -2.023b .043*

Belt type(1) 11.03±6.44 -2.032b .043*

Belt type(2) 11.65±6.33 -2.023b .043*

Belt type(3) 11.71±6.04 -2.023b .043*

Belt type(4) 12.45±6.12 -2.023b .043*

Belt type(5) 11.67±6.35 -2.023b .043*

*p<.05

Table 6. Trunk-hip forward flexion test experiment comparing 

before and after wearing 5 types of EMS compression belt 

배근력검사(back strength test)를 실시한 결과 착용 

보다(Table 7) Belt type(4)[p=.042], Belt type(5) 

[p=.043]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미한 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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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4>3>1>2>general belt 순으로 Belt type(5)(142.2± 

12.03)가 유의미한 차이가 제일 높은 걸 알 수 있다. 

Belt type(4),(5)가 우 한 을 보아 해당 실험에서 요

추 면에 달되는 기자극이 몸통 굽힘과 복압 상

승 움직임에 활성도를 높여 효과 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Belt type(1)(134.3±5.44), Belt type(2)(132.6±3.02) 

Belt type(3)(136.3±3.38), general belt(132.2±3.58)는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착용 보다 수치상 

우 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Table 7). 

Variable
Before Wearing

Mean±SD
x p

general belt 132.2±3.58 -1.841b .066

Belt type(1) 134.3±5.44 -1.841b .066

Belt type(2) 132.6±3.02 -1.826b .068

Belt type(3) 136.3±3.38 -1.826b .068

Belt type(4) 140.7±7.85 -2.023b .042*

Belt type(5) 142.2±12.03 -2.023b .043*

*p<.05

Table 7. Back strength test experiment comparing before and

after wearing 5 types of EMS compression belt

5. 결론

본 연구는 요추 복압 벨트에 EMS를 결합하여 해부

학  근거가 있는 총 5가지 belt type을 만들어 4가지 

실험을 통해 착용 , 후에 요추 안정성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 비교 분석하여 실험 모두 아무 것도 착용

하지 않았을 때와, 일반 복압 벨트 착용, 5가지 EMS 

복압 벨트를 각각 착용하고 사후 실험을 진행하여 다

음과 같이 결론을 얻었다. 

하지직거상 검사를 측정한 결과 1>2>5>4 순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알 수 있었다. Belt type(3)은 실험값에

서 증가가 있었지만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다(Table 4). 좌 굴 검사를 측정한 결과 3>5>4>2>1>

복압 벨트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알 수 있었다(Table 

5). 체 굴 검사를 측정한 결과  4>5>3>2>1>복압 벨트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알 수 있었다.(Table 6) 배근력 

검사를 측정한 결과 5>4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알 

수 있었다(Table 7). Belt type1, 2, 3,복압벨트는 실험값

에서 증가가 있었지만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

었다. 

본문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SLR 실험에는 Belt type1, 

2, 4, 5가 좌 굴 실험에는 Belt type1, 2, 3, 4, 5가 체

굴 실험에는 Belt type1, 2, 3, 4, 5가 배근력 실험에는 

Belt type4, 5가 유의미함을 통계 으로 나타냈다. Type

별 각 실험에 유의미한 순 는(Table 8) Type 5>4>2>

1>3 순으로 Belt type5가 제일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

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맨몸보다는 일반 복압 벨트가 우

 한 걸 알 수 있고, 일반 복압 벨트보다 5가지의 Type

이 우  한 걸 알 수 있었다. Belt type(5)는 모든 실험

에서 유의미함이 있었음으로 Belt type(5)의 근육 요

근의 치인 하복부는 비자발  수축과 이완으로 일시

인 근 기능의 향상으로 인해 요추 안정화 향상에 

정 인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Belt type(4)는 총 

3가지 실험에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내복사근에 

EMS 기자극을 달했을 때 비자발  수축으로 인

해 근 긴장 완화를 도와 복압 상승과 체간 굽힘에 효과

가 있었지만 골반 움직임에는 정 인 향이 없던 

걸 알 수 있었다. Belt type(2)는 총 3가지 실험에 정

인 효과를 확인하 다. 배근력을 제외한 나머지 3가

지 실험에서 정 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듯이 복

부 쪽이 아닌 허리 쪽에 기능을 확실히 향상시켜 주어 

복압 상승에는 한계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지만 척

Variable Straight leg raising test Sit and reach test Trunk-Hip Forward Flexion test Back strength test

general belt Wear Growth Rate 151.9<156.1 8.6<9.5 7.55<9.23 131.5<132.2

Belt type(1) Wear Growth Rate 151.9<164.4 8.6<11.03 7.55<11.03 131.5<134.3

Belt type(2) Wear Growth Rate 151.9<162.5 8.6<11.78 7.55<11.6 131.5<132.6

Belt type(3) Wear Growth Rate 151.9<161.0 8.6<13.04 7.55<11.71 131.5<136.3

Belt type(4) Wear Growth Rate 151.9<162.5 8.6<11.99 7.55<12.45 131.5<140.7

Belt type(5) Wear Growth Rate 151.9<161.1 8.6<12.31 7.55<11.67 131.5<142.2

Table 8. Comparison of growth rates by test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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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움근의 근 기능 향상은 확연하게 알 수 있었다. 

Belt type(1)은 총 3가지 실험에서 정 인 효과를 보

았다. Belt type(1) 역시 복부 쪽에는 정 인 향상을 

못 주었지만 요방형근의 치한 허리에는 확실히 근 

기능 향상이 된 걸 확일 할 수 있었다. Belt type(3)은 

두가지 실험에서 정 인 효과를 보았는데, 근육 자

체의 움직임의 분류로 다른 패턴들에 비해 골반의 움

직임이나 본 실험들에 정 인 향을 미치기 힘들었

지만 외복사근의 고유한 근 기능에는 정 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본 실험의 EMS 용 복압 

벨트가 코어 근육군들의 안정성이 하되어있는 일반

인들을 상 로 정 인 향을  수 있는 보조  기

구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체간의 굽힘에 도움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결론 으로 착용 보다 복압 벨트를 착용했을 때, 

EMS를 결합한 복압 벨트를 착용했을 때, 하지직거상 

검사, 좌 굴검사, 체 굴검사, 배근력 측정에서 향상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각 Type별 차이는 실험 

동작의 특성상 해부학 으로 굴곡 움직임에 제일 많이 

여하는 Belt type(5)가 효과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

다. 한 일반 복압 벨트를 착용하는 것보다 Type 별 

EMS 복압 벨트가 실험능력 향상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MS 기반의 실험은 

많은 연구가 진행 되었지만 선행연구 부분이 신을 

덮는 EMS 슈트를 입고 실험을 진행하 으며. 특히 요

추 통증이나 안정화, 유연성에 련된 선행연구에서도 

다양한 코어 근육군에 구체 이지 못하고 부분 EMS 

슈트를 착용해 진행하 다. 

따라서 지 까지 이루어진 EMS를 통한 실험들은 구

체 이지 못한 한계가 있었지만, 본 연구는 근육군에 

구체 인 기자극을 활용해 복압벨트+5가지 Type의 

EMS 복압 벨트를 제작하여 일상생활에서 많은 움직임

이 일어나는 굴곡 움직임을 기반으로 효과 인 벨트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번 연구에서 진행한 검사를 통해 

일반인들의 요추 기능 향상과 요통 방을 도울 수 있

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코로나로 인해 

은 피험자 수로 진행한 것은 연구의 제한 이라 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 많은 피험자를 확보하여 근

도 측정으로 EMS로 인한 근 활성도를 측정할 수 있

는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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