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ptkorea.org

Article Info
Received November 4, 2021
Revised December 2, 2021
Accepted December 3, 2021

Corresponding Author
Suhn-yeop Kim
E-mail: kimsy@dju.kr
https://orcid.org/0000-0002-0558-7125

Key Words
Active Therapeutic Movement
Hamstring
Low back pain
Muscle energy technique
Pelvic inclination

Background: Lower back pain (LBP) is a major cause of disability and a common musculo-
skeletal disorder encountered at some point in life. Dysfunction of the lumbar vertebrae has 
been associated with decreased flexibility of the hamstrings, which exhibited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with LBP. Hamstring tension affects lumbar pelvic rhythm. We aimed to activate 
pelvic stability with compression by Active Therapeutic Movement (ATM), muscle energy tech-
nique (MET) was applied to increase the flexibility of the hamstring.

Objects: In this study, we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ET with ATM and general MET 
were applied to the hamstring of adults, who were in their twenties with nor without LBP, on 
their pelvic inclination and the length of their hamstring.

Methods: A total of 32 subjects were briefed about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agreed to 
participate voluntarily. Before the experiment, all subjects were pre-examined, and they were 
divided into an LBP group and a no lower back pain group accordingly. Thereafter, all subjects 
participated in both in a crossover manner. After at least one week, they switched to another 
group and participated in the same experiment.

Results: The study results revealed that both groups demonstrated significant results in the 
modified active knee extension test (p < 0.01) and the sit and reach test (p < 0.01) per-
formed to assess the hamstring flexibility; an interaction (p < 0.05) was noted. Moreover, a 
more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between the MET with ATM and the general MET. 
Although significant results were obtained for the pelvic inclination (p < 0.01), interaction 
was not noted.

Conclusion: Conclusively, in this study, when the MET with ATM was applied to the two 
group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the general MET for hamstring flex-
ibility, but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for the pelvic incl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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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요통(lower back pain)은 전 세계적으로 장애의 주요인이며 만성 

요통은 70%–85%의 사람들에게 일생 중 어느 시점에 흔히 나타나는 근

골격계 질환이다[1,2]. 만성 요통은 보행 시 통증으로 인해 운동 조절 

부족으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척추에 가해진다[3]. 만성 

요통은 12주 이상의 지속적인 요통으로 정의되며[4-6], 균형 장애, 운

동 조절 결함, 조절 전략 변경 및 몸통 근육 활동의 보상작용이 나타난

다[2]. 만성 요통은 정서적 기능과 웰빙 감각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1], 요통을 가진 환자는 사회적 또는 심리적인 고통에 대해

서도 평가해야 한다[6].

허리뼈와 골반의 운동범위 및 자세 관찰은 요통 환자의 기본적인 신

체검사 중 하나이며 허리뼈의 운동범위 측정은 척추 기능장애를 결

정하기 위한 임상 척추 검사에서 주로 쓰인다[7,8]. 골반의 중립 자세

는 시상면에서 앞위엉덩뼈가시(anterior superior iliac spine)가 두

덩결합(pubis symphysis)과 동일한 수직면에 위치할 때라고 정의하

며 이는 앞위엉덩뼈가시와 뒤위엉덩뼈가시(posterior superior iliac 

spine; PSIS)를 이은 선이 수평이며 기울어지지 않음을 나타낸다[9]. 

골반의 경사는 수평면과 앞위엉덩뼈가시 및 뒤위엉덩뼈가시의 각 중간

지점을 지나는 선과의 각도이며 사람들은 서있는 자세에서 골반의 전

방 경사 각도는 11–13도 정도이다[9,10]. 과도한 전방 골반경사에 의

한 척추와 엉치엉덩관절에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요통이 발생할 수 

있다[10]. 자세의 기울어짐과 다리 길이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사각

도계를 이용해며, 캘리퍼의 양 끝을 각각 앞위엉덩뼈가시와 뒤위엉덩

뼈가시에 위치시켜 중력 경사계의 각도를 읽는다[11].

요통은 다인성 기능장애이며 잠재적인 요인 중 하나는 엉덩관절이기

에 엉덩관절의 굽힘과 폄의 운동범위 결손은 요통의 정도와 상관성을 

가진다[12,13]. 엉덩관절의 굽힘 움직임은 골반의 회전과 골반에서 하

지의 굽힘으로 2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그리고 골반 회전은 엉덩관절 

굽힘 시 처음 8도 동안 발생하므로 환자의 넙다리와 골반, 그리고 허리

뼈의 장애를 평가하고 치료 시에 이런 구조 간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다[12,14]. 따라서 정확한 엉덩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엉덩관절과 허

리 장애의 평가와 치료에 중요하다[12]. 허리뼈에 전만, 전방 골반경사 

그리고 엉덩관절 폄 움직임은 최대 에너지양을 절약하는 양족 보행 시

에 동일하게 영향을 준다[15]. 골반은 직립 자세에서 엉덩관절 폄과 허

리뼈 전만의 결합으로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한다[16].

환자들이 휴식할 때와 일할 때 발생하는 요통에 대해 시각적 상사 척

도(visual analog scale; VAS)와 한국판 오스웨스트리 기능장애 지수

(Korean Oswestry disability index; KODI)로 평가할 수 있다[17]. 

ODI는 척추 질환에 대해 일반적으로 검사하는 항목으로 신체 활동에 

대해 통증과 일상생활의 제한 수준을 평가하는 10개의 항목으로 구성

된다[18]. 한국의 문화적 적응을 바탕으로 KODI는 검사항목 간에 신

뢰성, 내적 일치도, VAS와의 상관관계에서 KODI의 영문 버전과 유사

하다[18]. 그리고 통증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피험자가 쉽게 이해하고 

사용하기 쉬운 VAS의 사용은 상대적 통증 척도에 대해 구두 검사보다 

우수하다[19].

허리뼈-골반 운동학에 대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요통 없는 사람에 비

해 요통이 있는 사람이 더 작은 몸통과 허리뼈, 골반의 관절가동범위, 

느린 움직임, 지연된 골반 대 허리뼈의 움직임 그리고 완전한 굽힘 자

세에서의 허리뼈 폄근의 과도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넙

다리뒤근(hamstring)의 긴장은 일반적으로 하지직거상 검사(straight 

leg raise; SLR)를 이용해 측정하고 있다[21]. 그러나 기존 SLR 검사는 

근육이나 다른 신경학적인 문제에 대해 정확한 원인 파악이 어려워 임

상적으로 근육 길이 평가보다는 신경 역동학적 검사로 유용하기에 능

동적 무릎 폄(active knee extension; AKE) 검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21,22]. AKE 검사는 엉덩관절을 90도 굽힌 상태에서 

능동적으로 무릎을 펴도록 하여 넙다리뒤근의 긴장 정도를 측정하며, 

정상인에서 무릎의 운동범위는 20도 이내이다[21,22]. 

감소된 넙다리뒤근의 유연성은 허리뼈의 기능장애와 관련이 있으

며, 넙다리뒤근 유연성과 요통 사이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23]. 근에너지기법(muscle energy technique; MET)은 표적 근육군

에 자발적인 등척성 수축을 이용하는 도수 기법 중 하나이며, 주로 정

골의학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24]. 근에너지기법과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에서 사

용되는 유사한 기법이며, 등척성 수축 후에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정적

인 스트레칭보다 단축된 근육의 신장을 개선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24,25]. 단축되거나 구축된 근육을 늘리고, 근육을 강화하

며, 림프 또는 정맥 펌프를 통해 체액 및 혈액의 배출을 도우며, 운동범

위가 제한된 관절의 가동범위를 늘리는 데 이 기법이 효과적이다[26]. 

근육이 늘어난 위치에서 등척성 수축을 할 때 동반되는 결합조직의 신

장은 그 관절에 가동범위 증가를 보여주며, 정적 스트레칭과 비교할 때 

수축-이완 기법 적용이 유연성 증가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하였다[26]. 

Active Therapeutic Movement Version 2 (ATM2; Back Project 

Corporation, Sunnyvale, CA, USA) 장비는 원래 척추부 통증을 치

료하도록 설계된 장비이나 임상에서는 주로 목과 골반부, 엉덩이, 무릎 

및 어깨 질환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체간부에 압박을 가해주도

록 고안된 이 장비를 이용해 대상자가 통증이 없는 움직임의 끝 범위에 

위치를 하고 반복적인 등척성 운동을 실시하게 하여, 코어 안정화 근육

을 활성화하고 근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27]. 본 연구

에서는 ATM2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들의 코어 및 골반부를 안정화시

키는 것이 넙다리뒤근의 신장을 위해 시행하는 근에너지기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요통을 경험하고 있는 대상자(요통

군)와 요통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 대상자(비요통군)를 대상으로, 넙다

리뒤근에 체간압박 장비를 이용한 근에너지기법의 적용(MET-ATM군)

과 장비를 이용하지 않은 일반적 근에너지기법 적용(MET군) 전후에 골

반 경사각과 넙다리뒤근 길이의 즉각적 변화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에너지기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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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에 요통군과 비요통군 모두 넙다리뒤근 길이와 골반 경사각은 유

의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둘째, MET-ATM군과 MET군 간에 중재 적

용 전후에 측정 변수들의 차이값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요통군과 비요통군 간에 두 MET 중재법 적용 전후의 넙다리뒤근 길이

와 골반 경사각의 변화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MATERIALS AND METHODS

1. 연구대상자

이 연구를 위해 필요한 대상자 수를 산출하기 위해 Cohen의 표본추

출 공식에 따른 표본 수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3.1.9.2 프로그램

(University of Kiel, Kiel, Germany)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연구

설계는 교차설계법(cross-over design)을 이용하였고, 두 중재군 간

에 중재 전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개체 간 요인이 있는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이용하였다. 이때 효과 크기 0.2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로 설정한 후 표본 크기를 산출한 결과, 전체 표본 최소 크기는 30

명이었다. 실제 연구 과정 중 탈락률을 10%로 감안하여 33명을 모집하

였다. 대상자 모집은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대전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모든 연구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하여 구두로 설명하였고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만 실

험에 참가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선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요통이 없는 자(비

요통군) 또는 과거 6주 이내에 요통을 경험한 자(VAS < 4: 요통군); (2) 

넙다리뒤근에 근에너지기법 적용 시 통증이나 불편감이 발생되지 않는 

자; (3)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서면 동의한 자; (4) 수정된 능동적 무

릎 폄(modified active knee extension) 검사를 통해 넙다리뒤근의 

단축 기준인 160도 미만인 자[22]. 제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6주 이내에 허리 부위에 의학적 진단을 받고 시술 또는 수술을 받은 경

험한 자; (2) 현재 허리뼈에 골절이 발생된 자; (3) 현재 요통으로 최근

에 물리치료를 받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자; (4) 현재 계통학적

으로 암이나 신경학적, 심폐계에 질환을 동반한 자; (5) 현재 임신 중인 

자이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스스로 참여한 대상자는 총 32명이었다. 

요통군은 요통 수준이 더 심한 쪽을 선택하였고, 비요통군은 우세발 쪽

의 골반을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요통의 발생 부위가 양측이거나 중앙

부인 경우 우세발 쪽의 골반에서 측정하였다. 실험에 앞서 대상자에게 

요통 유무 및 넙다리뒤근의 길이 측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 후 모집하였

다.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Figure 1). 먼저, KODI 평가지 및 요통에 

대한 설문지를 통해 요통군 및 비요통군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설계법은 교차 설계법(cross-over design)을 이용하

였다. 교차연구는 대상자들이 서로의 대조군이 되어 오차가 적고 적은 

수의 대상자들로 연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교차설계 연구를 적용

하기 위해 ATM을 이용한 MET 적용(MET-ATM군)과 일반적인 MET 

적용(MET군)의 순서를 무작위로 나누었다. 두 중재 적용 전후로 대상

자들은 넙다리뒤근의 길이 측정과 유연성 검사, 골반의 경사각을 각각 

측정하였다. 이후 최소 1주일의 시간 경과 후 각자 다른 중재를 적용하

였고, 2차 중재 전후로 동일한 측정을 하였다. 본 연구는 대전대학교 기

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Approval number: 

1040647-202104-HR-006-03).

3. 중재 방법

1) 일반적인 MET 기법 적용방법

넙다리뒤근에 적용하는 중재는 근에너지기법 중 하나인 등척성 수축

후 이완(post-isometric relaxation)기법을 이용하였다(Figure 2). 이 

기법의 적용 방법은 대상자가 바로 누운 자세로 연구자는 대상자의 엉

덩관절을 수동적으로 긴장감이 느껴질 때까지 굽힘시키며 무릎이 굽혀

지지 않도록 고정하였다. 대상자의 발목은 연구자의 어깨 위에 놓고 발

바닥 굽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연구자는 손을 이용해 발목을 고정

하였다. 대상자는 넙다리뒤근의 스트레칭 되는 감각을 보고하며 연구

자의 어깨 위로 발목을 밑으로 누르며 7–10초 동안 엉덩관절 폄의 등

척성 수축(최대 수축력의 25%)을 실시하였다. 그 후 2–3초의 이완을 

실시하고 연구자가 수동적으로 대상자의 엉덩관절을 굽힘시키며 넙다

리뒤근의 팽팽함을 느끼고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위치에서 30초간 유지

하였다. 이후 다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짧은 휴식(약 10초)을 가졌

다. 이 절차는 총 3회 반복하였다[23,28].

2) ATM을 이용한 MET 기법 적용방법

대상자는 ATM2 기구에 바로 선 자세로 위치하고, 두 개의 스트랩

을 이용하여 골반 부위와 체간 부위를 각각 고정하여 압박력을 제공하

였다. ATM 장비는 체간에 압박력을 적용하여 몸통에 안정성을 제공함

으로써 심부 근육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사용하였고, 대상자가 

엉덩관절 굽힘 동작의 통증이 없는 끝 범위에서 반복적인 등척성 수축

을 시행하였다. 측정하고자 하는 다리를 긴장감이 느껴질 때까지 들어

올리며 넙다리뒤근의 스트레칭 되는 감각을 보고하였고 연구자의 손을 

이용하여 무릎 폄과 발목을 고정하였다. 7–10초 동안 엉덩관절 폄의 

등척성 수축(최대 수축의 25%)을 실시하기 위해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발뒤꿈치 밑으로 누르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2–3초의 이완을 실시하

고 연구자가 수동적으로 대상자의 엉덩관절을 굽힘시키며 넙다리뒤근

의 팽팽함을 느끼고 버틸 수 있는 만큼의 위치에서 30초간 유지하였다. 

이후 다리를 바닥에 대고 짧은 휴식(약 10초)을 가졌다. 이 절차는 총 3

회 반복하였다(Figure 2).

4. 평가 방법

1) 요통 수준

대상자 중 요통이 있는 대상자의 통증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시각적 

상사 척도(VAS)를 사용하였다. 이 평가법은 10 cm 길이의 선으로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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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ed for eligibility (N = 33)

Primary evaluation (n = 33)

Excluded (n = 1)
Not meeting inclusion criteria (n = 0)
Declined to participate (n = 0)
Other reasons (n = 1)

No back pain group (n = 16) Low back pain group (n = 16)

Pre: Hamstring length test & Pelvic tilt test Pre: Hamstring length test & Pelvic tilt test

ATM muscle energy technique (Hamstring) Muscle energy technique (Hamstring)

Post: Hamstring length test & Pelvic tilt test Post: Hamstring length test & Pelvic tilt test

At least one week later At least one week later

Pre: Hamstring length test & Pelvic tilt test Pre: Hamstring length test & Pelvic tilt test

Muscle energy technique (Hamstring) ATM muscle energy technique (Hamstring)

Post: Hamstring length test & Pelvic tilt test Post: Hamstring length test & Pelvic tilt test

Analysis

Randomized order Randomized order

Figure 1.Figure 1. Cross-over study design. ATM, 
active therapeutic movement.

A B

Figure 2.Figure 2. Methods of application of the 
muscle energy technique (MET). (A) Gen-
eral MET technique. (B) Method of apply-
ing MET technique with active therapeutic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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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에는 통증이 없음을 기록하고 다른 끝에는 참기 어려운 통증을 기록

하게 되어 있다. 환자는 그 당시에 느끼는 통증을 선 위에 기입하여 통

증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VAS는 고정된 간격 척도, 상대적 통증 척

도 및 통증에 대한 구두 검사보다 우수하다[19]. VAS는 급성 통증 측정 

시에 매우 신뢰할 수 있는 도구이다[29]. 점수는 실험 전후에 실시하여 

측정하였다. 세 번의 평가 시 각각의 스피어맨(Spearman) 상관계수는 

각각 0.94, 0.91, 0.95로 높은 값을 가진다[19].

2) 허리 기능장애 수준 

허리의 기능장애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판 오스웨스트리 기능장

애 지수(KODI)를 이용하였다. KODI는 기존 ODI의 총 10개 항목 중 

성생활을 제외한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항목으로는 통증 강도, 

개인적 관리, 들기, 걷기, 앉아 있기, 서있기, 잠자기, 사회생활, 여행으

로 나누어지며 항목마다 요구하는 일상생활에 준하여 자세를 측정하

였다. 총 소요 시간은 설문지 작성으로 요구되는 시간이며 점수는 실험 

전후에 실시하여 측정하였다. KODI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92이며, 각 문항당 신뢰성 계수는 0.7 이상이다[30].

3) 골반의 경사 각도 측정

대상자들의 골반의 경사각을 측정하기 위해 경사 각도기(Acuangle 

inclinometer, Baseline; Kom Kare Company, Middletown, OH, 

USA)를 이용하였다. 측정 자세는 바로 선 자세(중립 자세)와 몸통을 최

대한 앞으로 구부린 자세에서 각각 골반의 경사각을 측정하였다. 골반 

경사각의 측정은 요통군은 요통 수준이 더 심한 쪽을 비요통군은 우세

발 쪽의 골반을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요통의 발생 부위가 양측이거나 

중앙부인 경우 우세발 쪽의 골반에서 측정하였다. 

(1) 중립 자세에서의 골반 경사각 측정

중립자세에서의 골반 경사각 측정 방법은 전방의 한 지점을 주시하

며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양발을 어깨너비로 서게 하였다. 연구자는 대

상자의 앞위엉덩뼈가시의 가장 두드러진 부위에 확인하기 쉽도록 스티

커로 고정하였고 뒤위엉덩뼈가시 또한 위치를 파악한 후 스티커를 통

해 여러 번 측정하였을 때 오류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부착하였다. 

경사 각도기의 한쪽은 앞위엉덩뼈가시에 다른 한쪽 끝은 뒤위엉덩뼈

가시 위에 오도록 한 다음, 측정기에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과정

을 중재 전후 3회 반복하여 측정한 후, 그 값들의 평균값을 측정치로 사

용하였다. 본 검사의 급내 상관 계수는 0.87로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

[31].

(2) 몸통 전방 굽힘 자세에서의 골반 경사각 측정 방법

측정측 무릎의 가쪽 관절선에서 정강뼈를 따라 가쪽 복사뼈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이 길이를 “T”라고 설정하고, 뒤위엉덩뼈가시를 촉진

하여 지면과의 동일 높이의 수평선을 그려 “L”이라 설정하였다. 지면에 

그어놓은 선 위에 대상자들은 신발을 벗고 어깨너비만큼 다리를 벌려 

등은 선 위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대상자들이 앞으로 구부리는 기준점

은 개개인의 T의 거리만큼 막대를 지면으로부터 띄워 위치하도록 하였

다. 골반 경사 각도기는 L라인 위의 중앙지점에 위치하였고 피부 위에

서 천골과의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단단히 밀착하였다. 시작 위치에서 

연구자가 골반 경사 각도기의 값을 확인하고 대상자들은 무릎 각도가 

유지되도록 주의하며 부드러운 동작으로 앞으로 구부려 바를 만지도록 

하였다. 즉각적인 판독값을 읽으며 수치를 기록하여 이를 전방 경사각

으로 측정하였다[32,33]. 이러한 과정을 중재 전후 3회 반복하여 측정

한 후, 그 값들의 평균값을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4) 넙다리뒤근의 길이 측정 

넙다리뒤근의 길이를 평가하기 위해 수정된 능동 무릎 폄 검사와 앉

은 자세에서 앞으로 뻗기 검사를 실시하였다. 넙다리뒤근 길이 측정은 

요통군은 요통 수준이 더 심한 쪽을 선택하였고, 비요통군은 우세발 쪽

의 다리를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요통의 발생 부위가 양측이거나 중앙

부인 경우 우세발 쪽의 다리에서 측정하였다. 

(1) 수정된 능동 무릎 폄 검사

넙다리뒤근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 수정된 능동적 무릎 폄(AKE) 검

사를 시행하였다. 수정된 능동적 무릎 폄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대상자

는 단단한 테이블 위에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였다. 비측정측 무릎의 

폄을 유지하기 위해 스트랩으로 고정하였고 측정측 무릎과 엉덩관절은 

각각 90도로 굽힌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다리 높이 크기의 책상으로 수

동적으로 지지하여 자세를 유지하였다. 대상자의 자세는 연구자에 의

해 지속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대상자들은 발을 편안히 유지하며 

굽힘된 무릎을 최대한 펴도록 지시받으며 다른 제한점을 줄이기 위해 

발바닥 굽힘을 유지하였다. 끝 위치를 5초간 유지하여 골반 경사 각도

를 측정 시에 사용했던 경사 각도기를 이용하여 무릎관절의 폄 각도를 

측정하였다. 각도기는 기준값 확인을 위해 수평면에서 0도를 확인하여 

설정하였으며 정강뼈 결절의 먼 쪽에 위치하였다[22]. 본 평가의 끝 지

점은 넙다리뒤근의 통증 기준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대상자가 엉덩관절 

90도 굽힘과 무릎의 160도 이상의 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넙다리뒤

근의 단축으로 고려하였다[22]. 급내 상관 계수는 매우 높은 신뢰도를 

가지며[34], 검사 및 재검사 측정에 대한 검사자 내 상관계수는 왼쪽 하

지에 대해 0.99, 오른쪽 하지에 대해 0.99이다[22]. 이러한 과정을 중

재 전후 3회 반복하여 측정한 후, 그 값들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

다.

(2) 앉은 자세에서 앞으로 뻗기 검사

넙다리뒤근의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해 좌전굴 측정계(Sitting Trunk 

Flexion Meter, TAKEI, Niigata, Japan)를 이용하여 앉은 자세에서 

앞으로 뻗기 검사(Sit and reach test; SR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측정하고자 하는 다리의 발바닥을 측정기에 완전히 닿도록 하며 무릎

은 굽힘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비측정측 다리는 엉덩관절 13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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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관절 90도로 굽힘시켜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하였다. 대상자들

의 팔, 팔꿈치, 손가락과 손바닥을 완전히 뻗은 상태로 엉덩관절과 몸

통을 최대한 앞으로 구부려 측정 판을 밀도록 지시하였다[35,36]. 끝 

지점에서 5초간 유지하도록 하며 이러한 과정을 중재 전후로 총 3회 측

정했으며 그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검사의 급내 상관계수는 

0.76으로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21].

5. 분석 방법

수집된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해 측정한 자료를 부호화한 후 윈

도우용 SPSS version 25.0 통계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측정된 변수들의 정규성 검정을 위하여 콜로고

로프-스미르노프 검정(Kolmogorov-Smirnov test)을 시행하였고 측

정한 변수들이 정규분포함을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

술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측정된 모든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수로 산출하였다. 요통군과 비요통군별로 두 가지 근에너지기법 

적용 전후에 측정값의 차이를 비교를 위해 이요인 반복측정 분산분석

(two-way repeated measure analysis of variance)을 이용하였다.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사후검정으로 본페로니(Bonferroni) 검정을 

실시하였고,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α = 0.05로 정하였다.

RESULTS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는 현재 요통을 경험하고 있는 대상자 16명과 요통을 경

험하고 있지 않은 자 16명이 참여하였고,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2. 두 군의 세정기간(washout) 전후에 중재 전 측정값의 차이

연구설계가 교차설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MET-ATM군과 MET군은 

모두 1차 중재 참여 후에 최소 1주일의 세정기간을 가졌고, 그 후 다른 

중재를 적용하여 측정변수의 1차 중재 전 측정값과 2차 중재 전 측정

값을 비교하였다. 이는 두 가지 중재법의 적용 전 대상자들의 측정값에 

동일성을 알아보기 위함이다(Table 2). 요통군에서 MET-ATM와 MET 

중재 전 측정값들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AKE (t = –0.133, p = 

0.895), SRT (t = –0.087, p = 0.931), FB (t = 0.299, p = 0.767). 그

리고 비요통군에서도 두 중재를 적용하기 전 값들도 모두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AKE (t = 0.259, p = 0.797), SRT (t = –0.147, p = 0.884), 

FB (t = –0.738, p = 0.466). 따라서 두 중재를 위한 1주일의 기간을 세

정기간으로 충분함을 확인하였다. 

3. MET-ATM군과 MET군 간에 넙다리뒤근 유연성의 변화 비교

중재 전후에 넙다리뒤근의 유연성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수정된 능

동 무릎 폄(AKE) 검사와 좌전굴(SRT) 검사를 실시하였다(Table 3). 

MET-ATM군과 MET군 모두 중재 전후에 AKE 각도는 유의한 증가

를 보였고(p < 0.01), 군과 시간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었다(p < 

0.05). MET-ATM군이 MET군보다 중재 후에 AKE각도에 더 큰 증가

를 보였다(p < 0.01). 이러한 변화는 요통군과 비요통군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각 중재 방법별 중재 전후에 AKE의 차이값은 요통군과 

비요통군 간에 차이는 없었다. 

MET-ATM군과 MET군 모두 중재 전후에 SRT값은 유의한 증가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units) LBP (n = 16) NLBP (n = 16) t/χ2

Age (y) 23.4 ± 2.9 23.8 ± 2.7 –0.541
Height (cm) 169.9 ± 8.1 169.1 ± 11.5 0.302
Weight (kg) 69.6 ± 16.6 63.7 ± 13.1 1.571
Sex (male/female) 10/6 9/7 2.250
Test side (right/left) 8/8 12/4 4.000
VAS (point) 3.41 ± 0.82
KODI (%) 14.58 ± 7.0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LBP, lower back pain group; NLBP, no lower back pain group; VAS, visual analog scale; 
KODI, Korean Oswestry disability index.

Table 2.Table 2. Comparison of measured variable values in pre and post washout period

Groups Variables MET + ATM MET t

LBP (n = 16) AKE (°) 44.69 ± 9.58 45.15 ± 9.90 –0.133
SRT (cm) 1.57 ± 9.29 1.87 ± 10.33 –0.087
FB (°) 24.90 ± 13.53 23.63 ± 10.30 0.299

NLBP (n = 16) AKE (°) 43.83 ± 9.04 43.00 ± 9.13 0.259
SRT (cm) 1.81 ± 9.25 2.28 ± 8.84 –0.147
FB (°) 21.29 ± 6.25 22.96 ± 6.53 –0.73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MET + ATM, muscle energy technique with active therapeutic movement; MET, muscle energy tech-
nique; AKE, active knee extension test; SRT, sit and reach test; FB, forward bending; LBP, lower back pain; NLBP, no lower back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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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고(p < 0.01), 군과 시간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었다(p < 

0.05). MET-ATM군이 MET군보다 중재 후에 SRT값에 더 큰 증가를 

보였다(p < 0.01). 이러한 변화는 요통군과 비요통군 모두 유사한 결과

를 보였고, 각 중재 방법별 중재 전후에 SRT값의 차이값은 요통군과 비

요통군 간에 차이는 없었다(Table 4).

4. MET-ATM군과 MET군 간에 골반경사 각도의 변화 비교

중재 전후에 몸통 전방 굽힘 시에 골반의 움직임을 평가하기 위해 골

반경사(FB) 각도를 측정하였다(Table 5). MET-ATM군과 MET군 모두 

중재 전후에 FB값은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 < 0.01). 그러나 군과 시

간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은 없었다(p > 0.05). 즉 MET-ATM군과 MET

군 모두 중재 후에 FB값은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나 두 군 간에는 차이

가 없었다. 이러한 변화는 요통군과 비요통군 모두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각 중재 방법별 중재 전후에 FB값의 차이값은 요통군과 비요통

군 간에 차이는 없었다.

DISCUSSION

허리뼈 골반 운동학에서 몸통, 허리뼈, 골반의 관절가동범위(range 

of motion), 국소적 움직임의 타이밍, 근육 활성화, 운동 지속시간, 운

Table 5.Table 5. Comparison of forward bending values in pre and post between muscle energy technique and muscle energy technique with active therapeutic 
movement

FB (°) MET + ATM (n = 16) MET (n = 16) t F (group x time)

LBP (n = 16) Pre 24.90 ± 13.53 23.63 ± 10.30 0.299 0.226
Post 28.25 ± 12.95 27.56 ± 10.00 0.168
Diff –3.35 ± 3.58 –3.94 ± 3.35 –0.476
t –3.751** –4.706**

NLBP (n = 16) Pre 21.29 ± 6.25 22.96 ± 6.53 –0.738 3.164
Post 27.71 ± 7.31 26.77 ± 7.67 0.354
Diff –6.42 ± 5.23 –3.81 ± 2.65 1.778
t –4.911** –5.76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MET + ATM, muscle energy technique with active therapeutic movement; MET, muscle energy tech-
nique; FB, forward bending; LBP, lower back pain; NLBP, no lower back pain; Diff, difference. *p < 0.05, **p < 0.01.

Table 4.Table 4. Comparison of sit and reach test values in pre and post between muscle energy technique and muscle energy technique with active therapeutic 
movement

SRT (cm) MET + ATM (n = 16) MET (n = 16) t F (group x time)

LBP (n = 16) Pre 1.57 ± 9.29 1.87 ± 10.33 –0.087 5.241*
Post 5.96 ± 8.26 4.21 ± 9.90 0.543
Diff –4.39 ± 2.32 –2.33 ± 2.73 2.289*
t –7.568** –3.414**

NLBP (n = 16) Pre 1.81 ± 9.25 2.28 ± 8.84 –0.147 6.099*
Post 6.19 ± 9.36 4.58 ± 8.79 0.500
Diff –4.38 ± 2.80 –2.30 ± 1.86 2.464*
t –6.253** –4.93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MET + ATM, muscle energy technique with active therapeutic movement; MET, muscle energy tech-
nique; SRT, sit and reach test; LBP, lower back pain; NLBP, no lower back pain; Diff, difference. *p < 0.05, **p < 0.01.

Table 3.Table 3. Comparison of active knee extension values in pre and post between muscle energy technique and muscle energy technique with active thera-
peutic movement

AKE (°) MET + ATM (n = 16) MET (n = 16) t F (group x time)

LBP (n = 16) Pre 44.69 ± 9.58 45.15 ± 9.90 –0.133 16.480*
Post 52.69 ± 7.36 48.76 ± 9.01 1.351
Diff –8.00 ± 3.51 –3.61 ± 2.53 4.060**
t –9.120** –5.715**

NLBP (n = 16) Pre 43.83 ± 9.04 43.00 ± 9.13 0.259 17.100*
Post 52.23 ± 9.07 46.79 ± 8.58 1.742
Diff –8.40 ± 3.76 –3.79 ± 2.39 4.134**
t –8.937** –6.33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AKE, active knee extension test; MET + ATM, muscle energy technique with active therapeutic move-
ment; MET, muscle energy technique; LBP, lower back pain; NLBP, no lower back pain; Diff, difference.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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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협응 그리고 자세와 같은 다양한 매개 변수를 포함한 연구의 결과에

서 요통 유무에 따라 운동 범위의 차이가 나타났다[20]. 골반의 전방 및 

후방 움직임들은 다양한 근육들의 짝힘에 의해 형성된다[37]. 전방 굽

힘 시 허리뼈 굴곡과 골반 회전이 결합된 허리뼈-골반 리듬이 형성된다

[32,33]. 넙다리뒤근 긴장은 허리뼈 골반 리듬에 영향을 미치며 약해지

면 전방 굽힘이 자주 나타나며 시상면 척추 커브의 수정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32,38].

전방 굽힘 시 엉덩관절과 허리뼈 운동 패턴 순서의 변화는 요통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이다[4]. 궁둥결절로부터 시작된 넙다리뒤근

의 유연성이 떨어지면 골반의 전방 경사를 제한하며 골반에서 일어나

야 하는 굽힘 범위를 제한하여 허리뼈의 굽힘을 증가시키고 반복적으

로 과다하게 사용하여 요통을 유발한다[32,33,39-41]. 짧은 넙다리뒤

근은 요통의 일반적인 위험요소이다. 넙다리뒤근의 유연성이 감소되면 

부상, 비특이성 요통, 허리뼈 골반 리듬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40]. 

López-Miñarro 등[40]에 따르면 넙다리뒤근은 넙다리두갈래근의 

짧은 머리를 제외하고 좌골 결절에 몸쪽부에 부착되어 있다. 이는 골반

의 좌골결절에서 시작되기에 넙다리뒤근의 긴장은 골반 자세에 영향을 

미친다. Fasuyi 등[32]은 요추에 작용하는 근육의 비정상적인 유연성은 

요추에 작용되는 하중 방향과 변화를 감소시켜 요통의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근육으로는 넙다리뒤근이라고 하였다. Jangdre 

Reis와 Macedo [38]는 이전 연구에는 넙다리뒤근 길이 측정 시 골반

이 후방 경사되지 않도록 넙다리뒤근 스트레칭을 수행해야 하며, 전방 

경사 자세가 넙다리뒤근의 유연성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20대 성인 중 넙다리근의 길이가 짧은 대상자들 중 

요통군과 비요통군에게 두 가지의 MET 기법을 적용하였을 때 넙다리

근의 길이 및 유연성 변화와 골반의 경사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

보았다.

Gajdosik과 Lusin [22]은 AKE 검사가 임상의 및 연구자 모두에게 

넙다리뒤근의 긴장도를 측정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근

육의 긴장도를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치료사는 설명된 절차

가 능동적인 엉덩관절 굽힘과 무릎 폄을 할 수 있는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대상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하였다. Norris와 Matthews [21]는 

넙다리뒤근의 긴장은 전통적으로 SLR 검사를 통해 측정되었으나 다른 

신경학적인 문제에 원인 파악이 어렵고 근육 길이보다는 신경학적 검

사로 유용하기에 AKE 검사를 실시하였다. 

Gajdosik과 Lusin [22]은 대상자들의 AKE 검사 시행 시 엉덩관절

을 90도로 굽힘하여 금속 프레임 장치에 대퇴부 앞면과 접촉을 유지하

도록 한 후 실시하였고, Connor 등[34]은 대상자들의 측정측 엉덩관

절 90도 굽힘하여 손으로 고정하고 폼 롤러를 다른 다리 밑으로 위치하

여 측정하였다. Fasuyi 등[32]은 대상자들의 넙다리에 위치를 손과 멀

어지지 않도록 지시하여 시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

의 측정측 엉덩관절을 90도 유지하도록 알맞은 높이의 받침대를 위치

한 후 비측정측 무릎이 굽힘되지 않도록 고정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대상자가 엉덩관절 유지보다는 넙다리뒤근의 스트레칭 감각에 더 

세밀히 느끼고 무릎 폄의 정확한 동작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비측정

측 무릎을 고정하여 골반의 개입이 없도록 실시하였다.

Kim과 Hwang [36]은 앉은 자세에서 앞으로 뻗기 검사(SRT) 시 넙

다리뒤근 단축 길이 값이 한국에 20–29세 미만의 유연성 정도인 12.4

보다 적은 값을 가지는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

들의 전후 비교값으로 SRT를 측정하였을 때 중재전 AKE 검사로 선정 

조건을 만족한 대상자들의 평균은 1.89 ± 9.22로 넙다리뒤근이 짧은 

대상자들이 선정하였다.

Norris와 Matthews [33]는 전방 굽힘(forward bend) 동작 시 골반 

측정을 위해 대상자의 측정측 정강뼈 길이를 무릎 외측 관절선에서 외

측 복사뼈 아래 경계까지 측정하여 T라고 지정하였고, PSIS 양측 수평

선을 그려 L로 설정하였다. 바닥에서의 T의 거리만큼 높이를 설정하여 

바를 위치하였고 대상자의 L위에 경사계를 단단히 밀착하여 무릎이 굽

힘되지 않도록 바까지 구부렸을 때 각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 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Ballantyne 등[26]은 골격근의 안정 시 장력은 주로 근원 섬유에 의

해 흡수되며, 근육이 늘어나면서 운동 범위의 한계점은 결합조직의 점

탄성 요소(viscoelastic elements)에 의해 기인한다고 하였다. 점탄성

은 하중에 대한 조직의 반응을 나타내며 조직 변형 후 기계적 힘에 의

해 늘어나게 된다고 하였다. Lederman [42]은 수동적 신장이 평행 섬

유를 신장시키는 반면, 연속하는 섬유에서는 영향이 적게 나타났으나 

등척성 수축이 추가되면 점탄성 또는 가소성 변화를 통해 이러한 섬유

에 부하를 주고 단지 수동적 신장에 의한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나타

낸다고 제안하였다. Kimberly [43]에 따르면 근에너지기법은 사지뿐

만 아니라 갈비뼈, 척추 및 골반의 기능장애를 치료하는데 적용할 수 

있으며 환자의 증상, 근력과 근 길이에 따라 등장성, 등척성 수축을 이

용하는 저항이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근에너지기법은 제한된 움직임

을 가진 관절을 움직이며,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고 짧아진 근육과 근막

을 스트레칭하며, 국소 순환을 개선할 수 있다. Smith와 Fryer [24]은 

Chaitow가 옹호한 MET인 엉덩관절을 수동적으로 구부린 후 무릎 굽

힘에 대한 최대 힘의 40%의 등척성 수축을 제공 후 2–3회 이완 후 30

초간 스트레칭 및 유지를 하는 것과 그린만(Greenman)의 방법인 본 

연구의 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차이는 없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린

만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MET 기법을 적용하였는데 일반적인 MET

와 ATM을 이용한 MET를 적용하였다. ATM은 Lewis 등[27]에 따르면 

원래 척추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로 목, 골반, 엉덩이, 무릎 

및 어깨 질환에 사용된다고 하였다. 제조 업체는 기계가 반복과 위치변

경을 통해 환자가 통증이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코어 안정화 근육을 

활성화와 강화하도록 훈련한다고 원리를 제시하였다. 이전 연구에서 

Lewis 등[44]은 이러한 변화의 기전은 ATM을 이용한 치료 시 골반을 

안정화하는 데 있었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TM을 

이용하여 골반 안정화를 한 후 MET를 적용하여 보다 더 정확하게 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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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뒤근의 유연성 증가를 목적으로 하였고,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MET

에 비해 ATM을 이용한 MET 결과값에서 넙다리뒤근의 유연성 정도가 

더 큰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20대 정상 성인을 대상으

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연령대와 요통 및 비요통군 

환자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 둘째, 요통군의 대상자들 또한 기능적 장

애 정도가 적고 통증 수준도 극심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적용하여 통

증 수준이 높은 환자들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근에너지

기법 전후 비교의 결과값으로 적용하였기에 중재에 대한 효과의 유지

나 잔존 효과를 알 수는 없었다. 넷째, ATM을 이용한 MET 적용 시 5

도 정도의 향상이 일반적인 MET에 비해 있었으나 임상적으로 의미 있

는 수준의 향상은 아니므로 무작위 통제 연구와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연구에는 이러한 제한점들을 보완하여 요통 유

무에 따른 기능적인 동작 수준 향상과 ATM을 이용한 근에너지기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CONCLUSIONS

본 연구는 현재 요통을 경험하고 있거나 요통이 없는 20대 성인 32

명을 대상으로 넙다리뒤근에 적용한 일반적인 근에너지기법(MET)과 

ATM 장비를 이용한 근에너지기법(MET-ATM)을 적용하고, 넙다리뒤

근의 유연성과 골반 전방경사 각도에 미치는 즉각적인 효과를 알아보

기 위해 교차설계 연구를 하였다. 넙다리의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해 수

정된 능동 무릎 폄 검사와 앉은 자세에서 앞으로 뻗기 검사를 실시하였

고, 골반의 움직임을 알아보기 위해 체간 전방 굴곡 시에 골반 전방 각

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는 요통군과 비요통군 모두 두 가지 MET 기법 적용 후 능

동 무릎 폄 각도와 앞으로 뻗기 검사 결과는 모두 유의한 증가를 보였

으며, 시간과 군 간에 상호작용도 있었다. 그리고 MET군보다 MET-

ATM군이 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골반경사 각도는 요통군과 

비요통군 모두 두 MET 기법 중재 후에 각각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나 

두 군 간에 차이는 없었다.

이 연구의 결론은 ATM을 이용한 MET 기법이 일반적인 MET 기법

을 적용할 때보다 요통이 있거나 없는 대상자 모두에게 넙다리뒤근의 

유연성 증가에 더 효과적이었으나, 골반의 전방 움직임에 차이는 없었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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