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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how the lumbar instability during clam exercise causes 

changes in pelvic rotation and hip joint abductor muscle activity.

Design: Case-control study.

Methods: Twenty mal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amount of pelvic rotation was measured using myomotion 

during the clam exercise in a normal group and a group of patients with low lumbar instability, and the muscle 

activity of the muscle gluteus medius and the tensor fasciae latae using an EMG device.

Results: The amount of pelvic rotation that occurred during the clam exercis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great-

er in the lumbar instability group than in the normal group (p<.05), and the ratio of muscle activity of the mus-

cle gluteus medius/the tensor fasciae lata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in the normal group than in the 

lumbar instability group (p<.05).

Conclusion: In order to stabilize the lumbo-pelvic and strengthen the strength of the hip joints, it is believed that 

it is necessary to apply exercise while controlling the lumbo-pelvic movement during clam exercises, and various 

studies will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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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산업 사회의 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신체활동이 감소됨으로써 동적인 신체활동보다는 앉아서 생활하는 시

간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고용노동부 장시간 앉은 자세는 작업관련 근골격계 질환을 야기할 수 있으( , 2018). 

며 허리 분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통증을 유발한다 등 척추와 골반은 해부, (Ortiz-Hemandez , 2003). 

학적으로 엉치엉덩관절 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앉은 자세가 장시간 지속될 경우 엉치엉덩관절에 (Sacroiliac joint) . 

가해지는 압박은 증가한다 이는 엉덩관절 주변 근육의 약증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다 강선영 등 문곤성. ( , 2012; , 

잘못된 자세와 습관으로 발생된 엉덩관절의 기능적 문제는 골반과 척추에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를 증가시2017). 

키며 앉았다 서기와 같은 일상생활 동작에서 비정상적인 허리 골반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등, - (Barr , 2007; Beattie 

등 또한 이렇게 되풀이되는 허리 골반의 움직임은 허리 통증의 원인과 진행 요소이다, 2008). - (Sahrmann 2002; 

등 등 의 연구에서 중간볼기근의 근력과 지구력 저하는 장시간 선 자세에서 발생하는 Zhao , 2005). Marshall (2011)

허리 통증과 관련있다고 보고 하였으며 등 은 허리 통증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엉덩관절 가쪽 돌림 , Scholtes (2009)

시 조기에 허리 골반의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지의 움직임 시 엉덩관절을 안정화시키고 허리 골- . -

반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것은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등(Inman, 1947; Richardson , 2002; 

등Koumantakis , 2005).

중간볼기근은 근육의 특성상 다양한 동적 상황에서 엉덩관절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 등 균형과 (Ward , 2010). 

서기 보행 등 일상적인 활동에 엉덩관절의 안정성은 필수적이며 기능적인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간볼기근, 

의 재활은 중요한 요소이다 이상욱 등 의 연구에 따르면 골반 하강 벽 스쿼트 한 다리 데드( , 2015). Ayotte (2007) , , 

리프트 등 신체중심 변화에 따른 골반의 움직임을 요구하는 동작들이 중간볼기근의 높은 활성도를 보여주었다. 

이는 여러 운동면 상에서 근육의 협응을 요구하게 되는 동작들로 균형과 근력 기능적인 움직임이 기반이 되어야 , 

한다 등(Reiman , 2012).

하지만 허리불안정성 환자의 경우 배근육의 약화를 동반한 엉덩관절의 기능제한이 있으며 중간볼기근의 약증 , 

또는 활동 지연이 나타난다 등 등 등 또한 감소된 복강내압(Scholtes , 2009; Marshall , 2011; Solana-Tramunt , 2019). 

은 하지의 움직임 동안 허리뼈의 안정성을 감소시키며 근육간 협응을 방해한다(intra abdominal pressure) (Frank 

등 등 과 등 의 연구에서는 중간볼기근의 활성도가 낮은 대상자에서 런지 옆으로 , 2009). Bolgla (2008) Boren (2011) , 

걷기 한발 서기 등 강도 높은 운동이 오히려 중간볼기근의 활성도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 . 

양한 운동선 상에서 움직임을 조절하기 힘든 허리불안정성 환자의 경우 골반과 엉덩관절의 조절이 점진적으로 

필요하며 재활 초기에는 몸통의 안정성을 효과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운동들이 선행되어야 한다(Hodges, 2003).

클램운동 은 옆으로누운 자세에서 실시하는 엉덩관절의 벌림 가쪽 돌림 동작이 결합된 형태로 (Clam exercise) , 

넙다리근막긴장근을 억제하면서 중간볼기근의 수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운동법이다 등 또한 다른 (Koh , 2016). 

운동에 비해 넓은 지지면을 통한 안정적인 운동 수행을 할 수 있으며 엉덩관절의 분리 운동에 효과적이다

등 하지만 클램운동의 특성상 자가운동 으로써 성공적인 운동의 수행을 위해서는 (Willcox , 2013). (Self exercise)

수동적인 도움 없이 환자 스스로 허리 골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에 클램운동과 관련된 연구에- . 

서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시행되었으나 허리불안정성 요소가 클램운동 시 

어떠한 변수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클램운동 시 정상인과 허리불. 

안정성 환자간의 골반 돌림과 엉덩관절 벌림근 근활성도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허리불안정성을 가진 대상자들, 

에게 클램운동의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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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Ⅱ

연구 대상1.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대의 남성들로 허리불안정성 환자군 명 건강한 대조군 명을 20 10 , 10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대상자 모집은 건강한 대조군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험 참가자 모집 공고를 작성하. 

여 자발적으로 지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집하였고 허리불안정성 대조군은 부산 재활병원 게시판에 실험참, W

가자 모집 공고문을 부착하여 자발적으로 지원한 재활병원에 외래 치료 중인 대 남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 W 20

다 허리불안정성 환자의 선정기준은 근무 기간 년 이상 하루 시간 이상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들 중 압력생체. 2 , 6

되먹임 장치 를 이용한 허리불안정성 검사를 통해 선별하였으며 압력계의 수치가 (Pressure biofeedback unit) , 

를 기준으로 의 범위를 벗어난 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문곤성 등40mmHg ±5mmHg ( , 2017; Solana-Tramunt , 2019). 

건강한 대조군의 선정기준은 근무 기간 년 이상 앉아서 근무하는 시간이 하루에 시간을 넘지 않는 자 압력생2 , 6 , 

체되먹임 장치를 이용한 허리불안정성 검사상 압력계의 수치가 를 기준으로 의 범위 내에서 수40mmHg ±5mmHg

행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별 과정에서 지난 개월간 허리 통증을 겪은 자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 6 , 

정도의 척추 부위나 골반 부위 엉덩관절에 손상이 있는 자 신체질량지수 가 이상인 자 척추, , (Body Mass Index) 25 , 

옆굽음증 진단을 받거나 이와 관련된 수술병력을 가진 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측정 도구 및 평가 방법2. 

압력생체되먹임 장치를 이용한 허리불안정성 검사1) 

압력생체되먹임 장치는 인체의 삼차원적인 동적 움직임 조절 시 허리 골반 영역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

고안된 장치이다 등 대상자는 옆으로누운 자세에서 엉덩관절 무릎관절 굴곡 그리고 (Richardson , 2002). 60°, 90° 

양쪽 다리의 뒤꿈치가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번째 갈비뼈와 엉덩뼈능선 사이에 압력생체되먹임 장치를 위치하12

였다 그 후 양쪽 뒤꿈치가 맞닿아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무릎을 들어 올려 바의 위치에 도달한 후 다시 제자리. 

로 돌아오도록 하였다 이때 압력계의 수치가 를 기준으로 의 범위를 유지하면서 동작을 시행하. 40mmHg ±5mmHg

도록 지시하였으며 한 비트 당 템포 초 간격의 메트로놈 박자에 맞추어 총 회 동작을 시행하였다 압력계의 , 50 , 3 3 . 

최대오차 범위 측정은 대상자가 동작을 시행하는 동안 제 의 측정자가 기록하였고 그 값을 평균화시켜 반올림 2 , 

한 다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측정된 평균값의 수치가 를 기준으로 를 . 40mmHg ±5mmHg

벗어난 경우 허리불안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표면 근전도 시스템2) 

옆으로누운 자세에서 클램운동 시 수행 측 중간볼기근과 넙다리근막긴장근의 근활성도를 보기위해 표면 근전

도 시스템 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된 결과는 근전도 분석 (Myosystem DTS, Noraxon Inc., USA) (Figure 1). ™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표면 전극은 (Biomechanicl analysis software MR 3.8, Noraxon Inc., USA) , 

전극 을 사용하였다 전극을 부착하기 전 대상자의 전극 부착Ag/AgCl (IWC-DTS, 9113A-DTS, Noraxon Inc., USA) . 

부위에 면도기를 이용하여 체모를 제거하고 알콜솜을 이용하여 주변을 청결히 하였다 장상훈과 이진 그 , ( , 2017). 

후 각 근육별 최대 근육 수축이 가장 뚜렷하게 확인되는 근복을 찾은 다음 근섬유 방향을 따라 활성전극, (Act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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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준전극 을 수평으로 부착하고 각 전극 중심사이 거리는 이내로 부착하였다electrode) (Reference electrode) , 2 . ㎝ 

중간볼기근은 큰돌기 와 엉덩뼈능선 사이의 지점에 부착하였고 넙다리근막긴장(Greater trochanter) (Iliac crest) , ⅓ 

근은 큰돌기로부터 위앞엉덩뼈가시 의 방향에 선을 따라 부착하였다 이상욱(ASIS) 30° ( , 2015).

Figure 1. Surface electromyography 

 

Figure 2. Myomotion capture device 

근전도 신호의 표준화3) 

본 연구는 실험에 앞서 대상자들의 근활성도를 표준화하기 위해 최대 수의적 등척성수축(Maximal voluntary 

을 측정하였으며 측정 자세는 등 이 제시한 표준 도수근력 검사 자세로 isometriccontraction; MVIC) , Kendall (2005)

시행하였다 중간볼기근의 최대 수의적 등척성수축을 측정하기 위해 대상자는 옆으로누운 자세에서 측정하고자 . , 

하는 다리를 들 때 반대쪽 다리는 바닥과의 안정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엉덩관절 무릎관절 굴곡 상태45°, 90° 

로 둔다 측정하고자 하는 다리는 옆으로누운 자세에서 자신이 벌릴 수 있는 각도의 정도 벌림을 유지하고 . 50% 

추가로 약간의 폄과 바깥 돌림을 한 상태로 측정한다 저항 방향은 한손으로는 발목을 아래 방향으로 적용하고 . 

다른 한손은 안정성을 위해 골반을 고정한다 넙다리근막긴장근의 최대 수의적 등척성 수축 측정을 할 때 대상. , 

자는 바로누운 자세에서 엉덩관절을 가능한 최대로 안쪽 돌림 후 엉덩관절 굽힘 무릎관절 폄 상태로 측정한다, . 

저항 방향은 엉덩관절의 폄 방향으로 적용한다 근육의 최대 등척성 수축 값은 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으. 2

며 최대 수의적 등척성 수축 시 초간 자료 값을 구한 후 처음과 끝의 각 초를 제외한 중간 초 동안의 평균 , 5 1 3

근전도 신호량을 정규화 과정을 위해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근피로를 방지하기 위해 측정 간 분의 휴식시간을 . 2

취하도록 하였다.

삼차원적 동작 분석 장비4) 

삼차원적 동작 분석 장비 은 무선 캡쳐 장비로 관성측정장치(Myomotion reseach pro, Noraxon Inc., Germany)

센서를 이용한다 관성 측정 장치는 각속도 지자기 센서의 정보를 조합(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Figure 2). , 

하여 방향 정보를 제공한다 등 실시간 움직임 및 관절의 각도를 측정할 수 있고 팔 다리(Saber-Sheikh , 2010). , , 

몸 전체의 움직임을 측정 가능하다 마이오모션 을 첫번째 엉치뼈에 위치시키고 다른 하나는 넓적다. (Myomotion) , 

리 전면 지점에 위치한 다음 엉치뼈에 부착한 마이오모션의 기울기를 측정하여 골반의 돌림 각도를 측정하였½

고 넓적다리에 부착한 마이오모션의 기울기를 측정하여 엉덩관절의 벌림 가쪽 돌림 각도를 측정하였다, , .

측정 방법3. 

모든 대상자는 무의식적으로 공을 찼을 때 사용된 우세 측 하지를 동작 시 수행하였다 클램운동의 시작 자세. 

는 옆으로누운 자세에서 엉덩관절 무릎관절 굴곡 그리고 양쪽 다리의 뒤꿈치가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60°, 90° 

척추의 일직선을 유지하였다 등 그 후 양쪽 뒤꿈치가 함께 맞닿아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무릎(Willcox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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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어 올려 바에 위치에 도달한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였다 클램동작의 수행범위에 일정한 피드백을 . 

제공하기 위해 타겟 바가 제공되었으며 바의 높이는 각 대상자간 클램운동 시 넓적다리에 위치한 마이오모션 , 

센서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수평면상 시작 위치에서 엉덩관절 벌림 각도가 인 높이에 위치하였다 등, 25° (Koh , 

실험자는 모든 대상자에게 표면 근전도와 무선 모션센서를 부착한 후 실험을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옆으2016). . 

로누운 후 척추의 일직선을 유지하기 위해 머리밑에 배개가 적용되었으며 팔은 편안한 위치에서 클램운동을 , 

실시하였다 준비 시작 이라는 구령과 함께 초 간격의 메트로놈 박자에 맞추어 총 회 실시하였고 일정한 . “ ”, “ ” 3 5 , 

간격의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동작이 시작되고 바의 위치에 도달하기까지 템포의 속도에 맞추어 동작을 실50

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첫 회와 마지막 횟수를 뺀 중간 회의 값을 평균값으로 사용하였으며 동작을 (Figure 3). 3 , 

수행하는 동안 골반 돌림이 시작된 지점과 최대로 일어난 지점의 오차율 그리고 중간볼기근 넙다리근막긴장근, , 

의 근활성도를 측정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사전에 충분한 연습을 통해 동작을 숙지한 다음 실험을 시작하였다. .

Figure 3. Clam exercise 

자료 분석4. 

본 연구의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SPSS 25.0(IBM SPSS Inc. USA)

다 모든 결과값은 평균화한 다음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정규분포를 . . 

알아보기 위해 샤피로 윌크 검정을 실시하였고 정상인과 허리불안정성 환자의 골반 돌림과 엉덩관- (Shapiro-Wilk) , 

절 벌림근 근활성도의 그룹 간 비교를 위하여 독립표본 검정 를 실시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t- (Independent t-test) . 

준은 로 설정하였다=0.05 .α

연구결과. Ⅲ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1. 

본 연구의 참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나이 키 몸무게 는 두 그룹 간 내 유의한 차이가 , , , BMI, LPMC test

없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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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for each group (N=20)

Variable Healthy group (n=10) LI group (n=10) p

Age (year)  26.32±0.87a 28.21±0.60 1.97

Height (cm) 174.10±3.65 173.32±1.84 0.28

Weight (kg) 72.20±3.51 73.31±2.37 0.47

BMI (kg/m2) 23.81±0.67 24.07±0.55 0.19

LPMC test (mmHg)  2.80±0.84  7.60±0.83 2.01

aMean±SD, LPMC test=Lumbo-pelvic motor control test; LI=Lumbar instability

클램운동 시 정상인 그룹과 허리불안정성 환자 그룹의 엉덩관절 벌림근 근활성도2. 

클램운동 시 발생한 중간볼기근의 근활성도는 정상인 그룹이 허리불안정성 그룹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 넙다리근막긴장근의 근활성도는 두 그룹 간 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0.05). (p 중간볼기근 넙다>0.05). /

리근막긴장근의 근활성도 비율은 정상인 그룹이 허리불안정성 그룹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Table 2>.

Table 2. Comparison of hip abductor muscle activity according to lumbar instability existence and nonexistence (unit: %MVIC)

Variable Healthy group (n=10) LI group (n=10) t p

Gmed 29.65±4.94a 18.29±2.86 6.29 0.01*

TFL 8.29±3.25 11.63±5.64 -1.62 0.13

Gmed/TFL 4.29±2.33 1.97±1.04 2.87 0.01*

aMean±SD, *p<0.05, Gmed=Gluteus medius; TFL=Tensor fasciae latae

클램운동 시 정상인 그룹과 허리불안정성 환자 그룹의 골반 돌림량3. 

골반 돌림량은 골반 돌림이 시작된 지점과 최대로 일어난 지점의 오차율을 기록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기록

하여 평균을 내었다 클램운동 시 발생한 골반 돌림량은 허리불안정성 그룹이 정상인 그룹보다 통계학적으로 . 

유의하게 높았다(p<0.05)<Table 3>.

Table 3. Comparison of pelvic rotation angle according to lumbar instability existence and nonexistence (unit: degree)

Variable Healthy group (n=10) LI group (n=10) t p

Pelvic rotation angle 0.58±0.37a 2.53±0.73 -7.54 0.00*

aMean±SD, *p<0.05

고 찰. Ⅳ

본 연구는 허리불안정성의 유 무가 클램운동 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상인 그룹과 허리불·

안정성 그룹의 골반 돌림량과 엉덩관절 벌림근 근활성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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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 근육 은 척추의 안정성 유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허리 분절의 중립자세를 유지하기 (Core muscle) ,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안정화 근육에 의해 발생되는 허리 골반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Hodges, 2003). -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압력생체되먹임 장치를 이용한 허리불안정성 검사가 있다 와 (Hodges Richardson, 

이 장치는 허리 분절에 위치하여 척추의 증가된 만곡을 감소시켜 점진적으로 평평하게 유지하는 것을 1996). , 

관찰하는 것이다 등 본 연구에서 압력생체되먹임 장치를 이용한 허리불안정성 검사 시 허(Solana-Tramunt , 2019). 

리불안정성 환자 그룹 평균 압력 수치는 로 허리불안정성 환자에게서 이상의 평균 압력 7.60±0.83mmHg ±5mmHg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허리불안정성 환자 그룹이 하지의 움직임을 수행하는 동안 척추의 중립 위치를 . 

유지하는 시간이 매우 낮은 것으로 해석되며 허리 골반 움직임에서 역시 사지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절되지 않은 , -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클램운동은 비체중지지 상태에서 실시하는 중간볼기근의 대표적인 강화 운동으로 엉덩관절 영역의 점진적 , 

조절을 통해 주변 근육의 선택적 활성화를 도모한다 등 자세와 정렬 운동 방법 등 다양한 기전들을 (Boren , 2011). , 

통해 운동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수행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자가 운동으로서 널리 활용된다 하지, . 

만 동작 수행 시 허리 골반의 안정성이 기반 되고 하지의 움직임이 수행되어야 하며 등 잘못된 - (Willcox , 2013), 

움직임 시 반복적인 허리 골반의 움직임으로 인해 허리 분절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

본 연구에서는 클램운동 시 정상인 그룹보다 허리불안정성 그룹에서 증가된 골반 돌림량을 보였다 장시간 . 

앉아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허리불안정성 환자에게 주어진 작업환경은 허리 폄 근육들의 피로를 발생시켜 비

이상적인 앉은 자세의 형태를 야기한다 문곤성 흔히 구부정한 자세 골반의 비대칭적 자세 는 비이상( , 2017). “ ”, “ ”

적인 자세의 대표적인 예로 결합조직들과 근육들의 약증을 유발하게 되며 척추원반을 포함한 아래쪽 몸통 굽힘, 

의 저항하는 조직들에 대한 요구를 더 크게 증가시킨다 강선영 등 이렇게 발생된 몸통 주변 근육의 약화( , 2012). 

와 고유수용성감각 저하는 조절되지 않는 허리 골반의 움직임을 발생시키며 결과적으로 잘못된 움직임 패턴을 - , 

통해 중추신경계에 인식되어 운동 학습이 이루어진다 등 등 등 의 연구(Ervilha , 2005; Falla , 2007). Almedia (2012)

에서는 과거에 허리 통증 병력이 있는 대상자가 엉덩관절 돌림 검사 시 엉덩관절 돌림 각도는 감소하고 골반 

돌림 각도는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등 은 엎드린 자세에서 엉덩관절 가쪽 돌림 시 허리 통증 , Scholtes (2009)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조기에 허리 골반의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본 - . 

연구의 허리불안정성 요소는 하지의 움직임 시 허리 골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생각되며 더 나아가 - , 

허리 통증으로 발현될 수 있는 원인으로 클램운동 시 허리 골반 움직임 조절에 중요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 .

본 연구에서는 클램운동 시 허리불안정성 환자 그룹이 정상인 그룹에 비해 낮은 중간볼기근 근활성도를 보였

다 엉덩관절은 해부학적으로 엉치엉덩관절과 연결되어 있으며 힘의 전달에 있어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Lee, 

지면에서 전달된 하지의 부하는 엉덩관절의 안정성을 통해 척추에 전달되며 척추와 골반의 안정성은 엉덩1989). 

관절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 등 등 의 연구에서는 허리 통증 환자에게서 엉덩관절 벌(Van , 2004). Sorensen (2016)

림 시 상대적으로 골반의 측면 굽힘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등 와 은 만성 (Sorensen , 2016), Hodges Richardson(1996)

허리 통증을 가진 대상자로부터 사지의 움직임 시 지연된 배근육들의 근활성도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

하였다 앞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외부저항에 대해 저하된 몸통의 안정성이 사지의 움직임 동안 비효율적인 . 

힘의 생성을 나타내며 본 연구의 결과에서 허리불안정성 환자 그룹에 증가된 골반 돌림량 또한 클램운동 시 , 

엉덩관절 움직임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중간볼기근의 수축을 이끌어내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넙다리근막긴장근의 근활성도는 허리불안정성 환자 그룹이 정상인 그룹에 비해 높은 근활성도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과 달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넙다리근막긴장근은 해부학적으로 중간볼기근 전면부 . 

섬유와 기능적으로 일치하며 엉덩관절의 움직임에 있어 두 근육은 서로 길항근 협력근 관계를 가진다, (Ai-Hay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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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의 사례에서 만성 허리 통증 환자의 중간볼기근 앞 섬유는 뒤 섬유에 비해 우세한 근섬2009; Lee, 1989). 

유 두께를 보였으며 뒤 섬유의 기능적 약화를 보였다 이상욱 이는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선행연구에, ( , 2015). 

서는 허리 통증으로 인해 저하된 고유수용성감각과 근섬유 두께의 변화가 만성적으로 진행되어 넙다리근막긴장

근을 우세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통증의 유 무나 발병 기간에 차이가 있으며, · , 

클램운동의 시작 자세인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의 굴곡 각도는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두 그룹

의 넙다리근막긴장근 활성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클램운동 시 중간볼기근 넙다리근막긴장근 근활성도의 비율은 정상인 그룹 허리불안정/ 4.29±2.33, 

성 그룹 로 허리불안정성 그룹이 상대적으로 낮은 근활성도 비율을 보였다 정상인 그룹의 경우 클램운1.97±1.04 . 

동 시 중간볼기근의 근활성도는 증가하고 넙다리근막긴장근의 근활성도는 비교적 감소하면서 중간볼기근의 선, 

택적 근활성도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되며 허리불안정성 환자 그룹의 경우 중간볼기근의 근활성도는 감소하고, 

넙다리근막긴장근의 근활성도는 비교적 증가하면서 중간볼기근 보다 넙다리근막긴장근의 근활성도 비율이 상대

적으로 높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클램운동 시 허리 골반의 움직임을 제어하고 엉덩관절의 점진적 조절능력을 . -

증가시키는 것이 중간볼기근 근활성도의 상대적 비율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한다 첫째 실험에 참가한 허리불안정성  환자는 명으로 허리불안정. , 10 , 

성에 대한 판별을 압력생체되먹임 장치 검사를 통해 판단하였다 명의 적은 대상자 수로 클램운동에 대한 압력. 10

생체되먹임 장치의 적용 효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또한 허리불안정성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 

발병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근무환경이나 평가 방법으로만 분류하여 일반적인 허리불안정성 환자를 대상, 

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상자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지 않은 점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무리한 움직임을 요구하는 . 

산업장에 속해있는 대상자들이나 연령이 많은 대상자들의 경우에도 허리불안정성을 예방하기 위한 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다양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모든 대상자는 . , 

남성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성별에 따라 허리 골반 엉덩관절의 운동형상학은 차이가 있으며 클램운동 동작 . - , 

시에도 허리 골반의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사료되기 때문에 남 녀 간의 차이도 비교해보아야 할 것이- , ·

다 추후 연구에서는 허리불안정성 환자의 발병원인을 세분화시켜 다양한 환경의 직업군에서 나이와 성별에 따. 

라 클램운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Ⅴ

본 연구는 대 남성을 대상으로 클램운동 시 허리불안정성 유 무와 압력생체되먹임 장치의 적용 방법이 20 · 

골반 돌림량과 엉덩관절 벌림근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허리불안정성을 가진 대상자들에게 허리 골반의 안정화와 엉덩관절의 근력강화를 위해서는 클램- , 

운동 시 허리 골반의 움직임을 통제한 상태에서 운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 ,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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