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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activation of the rectus abdominis(RA), external oblique abdominal(EOA). multifidus
muscles while stabilization exercise was performed in a four point kneeling position. Methods Experiments were
conducted on 10 healthy male adult, 10 healthy female adult. who voluntarily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Each
subject was instructed regarding 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s(MVIC) and stabilization exercise in four point
kneeling position. Results In position 1(four point kneeling position), external oblique abdominis and multifidus showed
more significant increase than rectus abdominis statisticall. In position 2(lifting right arm and left leg), external oblique
abdominis showed more significant increase than multifidus and rectus abdominis statistically. In position 3(four point
kneeling using gym ball), multifidus showed more significant increase than external oblique abdominis and rectus
abdominis statistically. Figure of MVIC made no great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statistically. Conclusion
Selecting an optimal position can aid subjects on physical conditions while performing stabilization exercises in the four
point kneeling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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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허리통증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근골격계 및 신경계 질환을
가진 환자의 대부분은 주변근육의 약화와 근지구력 감소가 특
징적으로 나타나 근기능 회복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의 중용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임상 및 운동센터 등 다양한 곳에서
질환을 가진 환자 및 건강관리를 추구하는 일반인들에게도 목
표근육에 선택적 강화와 조절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
다.1)
자세조절을 위한 척추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간 안
정화 운동이 많이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몸통의 안정성은 몸통
의 굽힘근과 폄근의 동시수축으로 증가된다. 특히 선행연구에
의하면 배가로근(transverse abdominis), 골반바닥근(pelvic
floor), 그리고 가로막(diaphragm)의 내부 코어근육사슬
(inner core muscular chain)의 조화로운 활성화가 배 내부
의 압력을 조절하여 몸통 안정성을 제공한다.2,3)

코어근육의 앞쪽은 배근(abdominals), 뒤는 척추세움근
(erector spinae), 위로는 가로막과 아래로는 골반바닥근으로
구성된다. 코어근육들은 팔다리의 움직임과 관계없이 몸통을
안정화시키는 코르셋 기능을 한다.3) 코어운동을 통하여 몸통안
정화를 시켰을 때 팔의 기능향상 및 일상생활 동작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5) 코어운동은 허리의 견고함을
제공하여 안정성 증가에 기여하며 허리통증을 감소시킨다.6,7)
모든 코어근육들은 몸통 안정화에 참여하지만 특히 배가로
근과 뭇갈래근 같은 심부 국소안정화 근육들의 수축은 안정화
에 깊이 관여한다.8) 체간근육들의 동시수축은 허리통증을 방지
하기 위하여 적절한 척추안정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3,9)
안정화운동은 다양한 신체 위치에서 수행 할 수 있지만 재
활과정 초기단계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자세가 몸통
을 수평으로 유지한 위치에서 손과 무릎에 바닥에 닿는 네발
기기자세이다.10,11) 이러한 운동은 척추의 부하를 감소시키고
몸통근육의 선별적인 훈련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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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코어운동들은 다양한 체위에서 수행하며 안정화 운동
12)
의 방법으로 기본운동에서 진전된 운동으로 진행된다. 첫째, 몸
통 웅크리기(curl-up), 둘째, 측면 교량운동(side bridge), 셋째,
새 사냥개 운동(bird dog)도 몸통안정화운동의 방법으로 다양하
7,13,14)
게 활용된다.
네발기기 자세는 상대적으로 다른 자세에 비해 척추에 가
해지는 하중을 줄이고 척추중립 자세로 쉽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비항중력 자세(non-anti gravity posture)이다. 이 자세
는 국소근육계(local system)의 재활 초기에 외적 하중과 통
증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엎드린 자세와 함께 권장되는 자세이
10)
다.
네발기기 자세에서 실시하는 안정화 운동은 단순하고 쉬운
동작이기에 체간 안정화를 위한 운동방법으로 임상에서 널리
사용된다. 네발기기자세의 진전은 네발기기 자세인 낮은 강도
에서 시작하여 한쪽팔을 굽히거나 팔과 다리를 상호적으로 뻗
4,15,16)
는 닫힌사슬운동으로 코어근육 강화에 효율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네발기기 자세에서 과제 난이도에 따라
변화하는 몸통 근활성도의 패턴 차이를 측정하여 재활의 초기단
계에 선택적인 근육훈련 및 안정화운동으로 추천하고자 한다.

5.93cm, 평균 체중은 69.62±12.72kg이었고, 성인 여자의 평
균 연령은 21.70±1.63세, 평균 신장은 161.30± 4.24cm, 평
균 체중은 53.88±4.22kg이다. 운동을 수행하는 동안 상․하지
에 통증이 있거나 기능부전이 있는 자, 지난 6개월 동안 요통
을 경험한 자, 수술적 치료 경험이 있는 자, 신경계 질환이 발
견된 참가자는 실험 대상에서 제외했다. 실험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실험장비
본 연구에 사용한 장비는 (Table 2)와 같다.
3. 실험절차
실험 전 실험 대상자들의 신체정보를 측정했고 영양섭취에 따
른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점심을 동일한 열량의 음식으로
실험자들에게 제공했다. 식사 후 30분간 휴식을 취했으며, 5분
간 준비운동을 실시하고 표면근전도를 부착하여 각 근육의
MVIC를 측정했다. 운동방법은 사전에 미리 숙지시켰으며 실
험절차는 아래와 같다.
본 실험에서는 실험자들의 모든 측정시간을 5초로 설정하
고 처음과 마지막 1초를 제외한 3초의 측정값을 사용했다.
근전도 부착부위는 배곧은근, 배바깥빗근, 뭇갈래근 3가지
근육에 부착 했고 자세측정이 끝난 뒤 다음 자세측정까지 휴식
시간 3분으로 하여 동일하게 측정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측정 순서는 네발기기 자세(Position 1), 오른팔과 왼다리
를 들어 올린 네발기기 자세(Position 2), 짐볼을 이용한 네발
기기자세(Position 3) 순으로 측정했다.
측정자세 중 네발기기자세(Position 1)는 기본 네발기기
자세로서 양팔과 무릎의 간격은 30 cm를 두며 머리는 정면을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B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연구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실험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건강한 성인 남․여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연구 대상자의
성인 남자의 평균 연령은 23.30±2.98세, 평균 신장은 176.6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
Variable

male

female

Age (years)

23.30±2.98

21.70±1.63

Weight (㎏)

69.62±12.72

53.88±4.22

Height (㎝)

176.60±5.93

161.30±4.24

BMI

22.19±3.67

20.79±1.29

equipment

model

manufacturer

EMG

MyoSystem
1400A(Norxon)

Telemyo
clinical DTS

Computer

176.60±5.93

161.30±4.24

Gym ball

SDS 65cm

Thera-Band(USA)

BMI: body mass index

Table 2. List of experimental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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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osition 1: four point
kneeling.

Figure 2. position 2: lifting right arm
and left leg in four point kneeling.
male

향하게 하여 실시했다.
오른팔과 왼다리를 들어 올린 네발기기 자세(Position 2)
는 네발기기 자세(Position 1)에서 왼팔과 오른다리를 90도
세운 후 자세를 유지했다.
짐볼을 이용한 네발기기 자세(Position 3)는 짐볼을 복부
아래에 두고 오른팔과 왼다리를 들어올린 네발기기 자세
(Position 2)와 같이 실시했다.
4. 측정항목
1) 네발기기 자세 과제난이도 설정

모든 대상자들에게 정확한 측정과 자세유지를 위하여 네발기기
자세에서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어깨와 귀가 수평을 이룬 상태
에서 손목은 어깨 아래, 무릎은 엉덩이 아래 놓이게 하여, 중립
적인 척추의 위치를 유지하도록 교육했다. 자세 1은 네발기기
자세이고(Figure 1), 자세 2는 네발기기 자세에서 왼다리와 오
른팔을 동시에 어깨 높이까지 들어올리고(Figure 2), 자세 3은
몸통과 지면 사이에 짐볼을 이용하여 왼쪽다리와 오른쪽 팔을
동시에 어깨 높이까지 들어올렸다(Figure 3).
연속적인 측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피로를 최소화하

Figure 3. position 3: lifting right arm f
and left leg in four point kneeling
using gym ball.
emale

기 위해서 각 자세에 따른 운동 후 3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했
다.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팔 간격과 다리사이 간격을 30cm로
고정했고 검정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바닥에 X자로 표시하여 각
각의 자세를 5초간 실시하고, 처음 1초와 마지막 1초를 제외한
3초 동안 측정된 근육의 신호량을 자료분석에 사용했다.
2) 전극 부착

전극은 Ag-Agcl 재질의 일회용 전극인 Electrode 2237 (3M,
USA) 표면 전극을 사용하였으며, 전극의 거리는 1 cm 내에
위치했다. 표면전극은 (Figure 4, 5)와 같이 우측 근섬유에 부
착했다. 배곧은근은 배꼽에서 외측으로 1 cm 그리고 아래쪽으
로 2 cm 되는 부분에 부착했고, 배바깥빗근은 엉덩뼈능선과
갈비뼈 사이에서 약간 사선 방향으로 배꼽에서 외측 15 cm
지점에 부착했다. 뭇갈래근은 엉덩뼈능선의 끝 부분에서 L5 가
시돌기로부터 외측으로 3 cm 떨어진 지점에 각각의 근섬유와
같은 방향으로 부착했다.17)
3) MVIC 측정

최대 수의적 등척성 수축(maximum voluntary isometric

male

Figure 4. RA, EOA attaching electrodes.

Figure 5. Multifidus attaching electr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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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ontractions; MVIC)을 생성할 수 있는 자세에서 측정했다.
배곧은근은 체간의 굴곡, 배가로근은 체간을 굽힘하면서 반대
측으로 체간을 회전하여 측정했다. 뭇갈래근은 엎드린 자세에
서 체간을 폄하여 측정했다. 각 근육의 최대 수의적 등척성 수
축 값은 5초간 3회 실시 후 초기와 후기 각 1초를 제외한 중
간 3초 동안의 평균신호량을 %MVIC으로 환산하여 표준화했
다. 최대 수의적 등척성 수축 측정 시 근피로를 예방하기 위해
5초간 수축을 유지하고 3분간 휴식했다.
5. 자료 분석
1) 근전도 신호 처리방법
근전도기기와 컴퓨터를 연결하고 근전도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근전도 신호의 표본추출은 1,000 Hz로 했다. 중복된 파형은
80-250 Hz 대역 통과 필터(Band Pass Filter)로 필터링하였
다.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60 Hz 노치필터(Notch Filter)를
사용하였다. 근육이 수축한 시간 동안 수집된 신호값은 RMS
(Root Mean Square)로 처리한 후 평균 근전도 신호량을
%MVIC로 산출했다.
2)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PSS 22.0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과제난이도
에 따라 근육활성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을 했고, 사후 검정은 Duncan을 실시했다. 통
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유의수준 .05로 정했다.

III. 결과
1. 과제 난이도에 따른 몸통 근활성도 비교
과제 난이도에 따른 몸통 근활성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자세 1에서는 뭇갈래근 20.35±5.21과 배바깥빗근 20.35±
5.21이 배곧은근 13.13±2.74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
다(p<.05)(3·2>1).
자세 2에서는 배바깥빗근 51.61±4.29, 뭇갈래근 34.15±
8.63, 배곧은근 16.21± 3.62순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p<.05)
(2>3>1).
자세 3에서는 뭇갈래근 53.78±8.82, 배바깥빗근 35.04±
3.90, 배곧은근 7.96± 1.62순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p<.05)
(3>2>1).
2. 단일 근육에서 자세에 따른 몸통 근활성도의 비교
단일 근육에서 몸통 근활성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배곧은근은 자세 2 20.35±5.21, 자세 1 13.13± 2.74, 자세
3 5.34±2.68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p<.05)
(2>1>3).
배바깥빗근은 자세 2 51.61±4.29, 자세 3 32.93±6.47, 자
세 1 16.21±3.62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p<.05)
(2>3>1).
뭇갈래근은 Position 3 52.60±6.90, Position 2

Table 3. Comparison of the activity of the trunk muscle according to task difficulty (N=20)

(%MVIC)

position

RA

EOA

Multifidus

F

p

Duncan

position 1

13.13±2.74

20.35±5,21

20.35±5,21

16.88

.000

3·2>1

position 2

16.21±3.62

51.61±4.29

34.15±8.63

177.16

.000

2>3>1

position 3

7.96±1.62

35.04±3.90

53.78±8.82

337.27

.000

3>2>1

*p＜.05
position 1: four point kneeling
position 2: lifting right arm and left leg in four point kneeling
position 3: lifting right arm and left leg in four point kneeling using gym ball
RA: Rectus abdominis
EOA: External oblique

Table 4. Comparison of trunk muscle activity in single muscle (N=20)
muscles

position 1

position 2

position 3

(%MVIC)

F

p

Duncan

RA

13.13±2.74

16.21±3.62

7.69±1.62

48.08

.000

2>1>3

EOA

20.35±5.21

51.61±4.29

35.04±3.90

177.16

.000

2>3>1

Multifidus

5.34±2.68

32.93±6.47

52.60±6.90

337.27

.000

3>2>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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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4±3.90, Position 1 7.69±1.62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증가했다(p<.05)(3>2>1).

IV. 고찰
몸통 안정화 운동은 코어근육을 강화시키면서 신체의 정렬을
바르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코어근육 중 배속빗근과 배
바깥빗근은 척추의 뒤쪽굽힘이나 가쪽굽힘을 일으킬 수 있는
외부의 부하를 조절하며 골반의 앞기울임에 대응하는 안정성을
제공하고 압박력을 증가시켜 척추를 견고하게 수축시키고, 배
곧은근은 다른 배근육의 안정화, 배안의 압박, 등허리근막의 장
10,14)
력을 증가시킨다.
뭇갈래근은 척추의 전․후․측면의 안정
2)
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긴장성 근육이다.
본 연구는 배곧은근의 근활성도는 자세 2에서 자세 1과 자
세 3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 배바깥빗근의 근활성
도는 자세 2에서 자세 1과 자세 3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 뭇갈래근의 근활성도는 자세 3에서 자세 1과 자세 2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 한쪽 팔 들어올린 자세,
한쪽 다리 들어올린 자세, 오른팔과 왼다리를 올린자세에서 점
7)
차 활성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배바깥빗근은 오른팔과 왼다리를 들어올린
네발기기자세(Position 2)에서 가장 높은 근활성도를 보였고,
짐볼을 이용한 네발기기 자세(Position 3), 네발기기 자세
(Position 1)순으로 근활성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짐볼을 이용
19)
한 결과, 배바깥빗근의 활성도가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유사하다. 짐볼을 이용하여 BOS(Base of Support)를
증가시켜 몸통의 안정성이 증가함으로 인해 배바깥빗근의 활성
도가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뭇갈래근은 짐볼을 이용한 네발기기 자세(Position 3)에서
가장 높은 근활성도를 나타냈고, 오른팔과 왼다리를 들어올린
네발기기 자세(Position 2), 네발기기 자세(Position 1)순으로
근활성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네발기기 자세와 엉덩관절을 30
도 굽힘시킨 자세, 팔을 들어올린 자세에서 뭇갈래근의 활성도
20)
가 점차 증가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유
사하며, 자세의 불안정성이 척추의 각 분절에 불안정성을 만들
었고 그로 인해 뭇갈래근의 활성도가 증가된 것이라 사료된다.
네발기기 자세(Position 1)에서는 뭇갈래근과 배바깥빗근에
서 배곧은근보다 더 높은 근활성도가 나타났고, 오른팔과 왼다
리를 들어올린 네발기기 자세(Position 2)에서는 배바깥빗근이
높은 근활성도가 나타내며 뭇갈래근, 배곧은근 순서대로 근활성
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짐볼을 이용한 네발기기 자세(Position
3)에서는 뭇갈래근이 높은 근활성도가 나타났고, 배바깥빗근,
배곧은근 순서대로 근활성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모든 자세에서
배곧은근은 배바깥빗근과 뭇갈래근보다 낮은 활성도를 보였다.

똑바로 누운 상태와 네발기기 자세에서 팔과 다리 운동 시에 대
근육인 배곧은근, 배바깥빗근, 배속빗근의 활성도를 비교했고,
네발기기 자세에서 운동 강도와 상관없이 배바깥빗근과 배속빗
근의 활성도가 배곧은근보다 높았으며 배바깥빗근과 배속빗근의
21)
활성도가 일정 했다. 이러한 결과는 배바깥빗근과 배속빗근의
운동 강도에 상관없이 다리를 들어올릴 때 허리의 회전을 막아
척추를 정상적으로 유지해주는 허리의 지지대가 된다고 하였고,
21)
배곧은근은 척추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고 했다.
네발기기 자세에서 몸통 안정화 동작인 팔·다리 들기에서 뭇갈
래근의 활성도가 전체적으로 증가함을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결
과는 운동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같은 쪽과 반대쪽 팔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발생하는 척추의 회전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러한
7)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 보고했다.
네발기기자세에서 왼쪽어깨와 오른쪽 골반 자세 각도에 따
라 근두께의 변화를 연구하여 근두께의 효율적인 증진을 위한
14)
자세를 보고하였다. 네발기기에서 실시하는 안정화운동이 대
근육들과 심부 국소근육들의 활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운동이
라 보고했다. 이처럼 네발기기 자세에서 과제별 난이도에 따라
몸통 근육인 배곧은근, 배바깥빗근, 뭇갈래근의 근활성도는 유
7)
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몸통의 안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세의 변
화와 과제별 난이도를 다양하게 하여 목적에 따른 근육을 강화
시키기 위해서는 선택적인 운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네발기기 자세에서 척추안정
화 운동을 하는 동안 과제난이도에 따른 근육활성의 차이를 알
아보고자 했다. 네발기기 자세에서 3가지 과제를 실시하는 동
안, 표면 근전도기기를 이용하여 배곧은근, 배바깥빗근, 뭇갈래
근의 근활성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네발기기 자세(Position 1)에서는 뭇갈래근과 배바깥빗근
이 배곧은근보다 근활성도가 유의하게 증가했다.
오른팔과 왼다리 들어올리기(Position 2)에서는 배바깥빗
근, 뭇갈래근, 배곧은근 순으로 근활성도가 유의하게 증가했다.
짐볼을 이용한 네발기기(Position 3)에서는 뭇갈래근, 배바
깥빗근, 배곧은근 순으로 근활성도가 유의하게 증가했다.
배곧은근에서는 자세 2, 자세 1, 자세 3순으로 몸통 근활성
도가 유의하게 증가했다.
배바깥빗근에서는 자세 2, 자세 3, 자세 1순으로 몸통 근활
성도가 유의하게 증가했다.
뭇갈래근은 자세 3, 자세 2, 자세 1순으로 몸통 근활성도가
네발기기 자세에서 과제난이도에 따라 몸통 근활성도의 차이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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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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