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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앉은 자세가
척추기립근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앉은 자세에서 지갑의 조건(지갑무, 1cm 지갑두께, 3cm 지갑두께)
에 따라 나타나는 척추기립근의 근활성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건강한 성인 남자 22명을 대상으로 좌우의 경추부 척추기립근, 흉추부 척추기
립근, 요추부 척추기립근의 근활성도를 표면 근전도 시스템을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근전도 신호는 1분간 앉은 자세에서 수집하였고, 처음과 마지막 10초씩을 제
외한 40초의 자료를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의 각 근육의 근활성도를 기준으로 % RVC로 정량화 하였다. 3가지의
조건에서 척추기립근의 근활성도와 좌우 척추기립근의 근활성도 비의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하여 반복측정된 일요인 분산분석(repeated one-way ANOVA)을 사
용하였다.
오른쪽 흉추부 척추기립근, 오른쪽 요추부 척추기립근은 지갑을 넣지 않았을
때보다 오른쪽 뒷주머니에 두께 1cm, 3cm 지갑을 넣었을 때 근활성도가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p＜0.05). 왼쪽 요추부 척추기립근은 지갑을 넣지 않았을 때보다
오른쪽 뒷주머니에 두께 3cm 지갑을 넣었을 때 근활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0.05).
흉추부 척추기립근과 요추부 척추기립근의 좌우 근활성도 비(오른쪽/왼쪽)는
지갑을 넣지 않았을 때에 비하여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두께 1cm, 3cm 지갑을
넣었을 때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본 연구의 결과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은 상태에서 지갑을 넣은 쪽의 흉
추부 척추기립근과 요추부 척추기립근, 반대쪽의 요추부 척추기립근의 근육활동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흉추부 척추기립근과 요추부 척추기립근의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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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근활성도 비는 지갑을 넣지 않았을 때에 비하여 바지 뒷주머니에 두께 1cm,
3cm 지갑을 넣었을 때 좌우 근활성도 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앉는 것은 척추의 비대칭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향후 앉은 자세에서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앉은 자세가 척추의 심부근
육 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와 척추 내부에 부하되는 압력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핵심이 되는 말 : 지갑을 넣고 앉은 자세, 척추기립근 근활성도,
척추의 비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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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일반적으로 자세(posture)란 정상적인 균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인체
의 각 부분들의 인체역학적 정렬(alignment) 또는 환경 내에서 인체의 위치
(orientation)를 뜻한다(Shumway-Cook, and Woollacott 2006). 또한 자세는
단순히 외관상의 미적 균형이나 조화뿐만 아니라 신체의 효율적인 기능이나 능력
을 측정하는 하나의 척도로 볼 수 있다(이충열 2004).
특히 척추의 바른 자세는 신체 기능상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근골격계에 미치
는 영향이 크므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져 왔다(David, and Peterson 1993).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며 두개골에서 골반까지 연결하는 골성 구조물
로서, 인대와 근육으로 강화되어 신체의 중심축을 이룬다. 옆에서 보면 요추의 전
만과 흉추의 후만이 교차하는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전체적인 균형을 이룬다. 척
추는 외부로부터 충격을 완화시켜주며, 신체의 중심축을 이루어 몸의 균형을 유지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석세일 1997).
요통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증상으로 약 80% 이상이 일생을 통해서 적어
도 한번쯤 요통을 겪게 된다(Anthony 1995). 요통은 만성화되거나 요통으로 인
한 후유장해를 남길 때 개인의 일상생활 뿐 아니라 작업시간의 손실과 노동력 상
실의 주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요통은 치료와 보상에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드는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질병의 하나이다(Cleary et al. 1995). 요통의
80~90%가 기능적 결함 또는 잘못된 자세 습관이 원인인데, 체중부하시 척추 골
반의 구조적인 이상은 신경의 전도 장애가 되고 그 신경이 지배하는 조직이나 기
관에 기능장애를 일으킨다(Hamill, and Knutzen 2006).
요통의 원인은 크게 척추 자체의 병변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 원인, 스트레스에
의한 심리적 요인 그리고 근골격계의 역학적 기능저하 때문에 생기는 생체역학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Udermann et al. 1999). 다양한 원인 중에 대부분의
요통은 인대의 과신장이나 다른 연부조직의 손상으로 근육이 과로하여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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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적 원인에 의한 것이다(Pfingsten, and Schops 2004). 이와 같이 일반적으
로 자세의 변화에 따른 응력집중(stress concentration)이 요통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White, and Panjabi 1990). 즉, 정상 배열로부터
편위된 자세는 역학적인 스트레스와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Carolyn, and
Lynn 1996). 잘못된 자세로 인하여 야기되는 골격근 및 근육에 가해지는 구조
적, 기능적 손상은 외적인 자세의 변이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척추의 통증과 물리
적 스트레스에 따르는 척추의 근골격 구조, 특히 관절의 형태변형까지 유발된다
(Murtagh et al. 1997).
비정상적인 자세로 인한 허리 주변근육의 근력약화 및 불균형은 자세를 불안
정하게 하여 요통을 일으키고 유연성을 떨어뜨린다(윤성원 1996). 장시간 똑같은
자세에서 서거나 앉은 상태의 작업, 구부린 자세의 작업, 반복된 작업 및 비정상
적 편측체중부하에 의하여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 등은 비특이성 급성요통의 원인
이 된다. 즉, 이러한 요인들이 척추 관절에 부하를 가중시키고 운동범위를 제한시
켜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Andersson 1981, 1992; Magora 1972). 특히 서
있거나 걸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추간판내압이 더 높고, 장시간 앉아 있을 때 허
리의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Abraham 1986). 장시간 앉아 있을 때 자연스런 척
추의 곡선을 유지하지 않고 앞으로 상체를 굴곡시키거나 지나치게 신전시킨 자세,
좌우로 편향된 자세를 유지할 때 척추 주위의 근육은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요구될 수 있다(Abraham 1986; Troup 1978). 척추기립근의 균형적인 작용을
통해 올바른 좌식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척추기립근의 균형적
인 근력과 지구력의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Neumann 2002).
습관적으로 비정상적인 자세를 유지하면 근골격계 구조물에 비대칭적 스트레
스가 전달되어 통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일상 생활 속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편측 체중부하는 척추의 변형을 일으키기 가장
쉬운 자세로 복근의 약화, 요추부의 전만곡의 증가, 척추측만증(황진경 2005), 골
반각의 상하 변형과 회전변이, 척추 Cobb각의 변형, 추간판탈출증 등을 유발한다.
또한, 이차적인 합병증으로 심폐기관 기능저하(Dirocco, and Vaccaro 1983), 피
로와 통증(Dickson et al. 1995; Ramirze et al. 1997), 신경학적 증상, 외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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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Caillet 1990), 심리적 문제(Payne et al. 1997), 그리고 수명의 단축까지
초래할 수 있다(Hensinger 1991). 특히 하체(골반 및 하지)의 부정렬 등의 잘못
된 몸의 자세로 인해 생긴 유연성 척추변형(flexible scoliosis)인 자세관련 측만
증이 일시적 현상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나, 습관적으로 지속될 경우 경성 측만증
(rigid scoliosis)이나 구조적 측만증(functional scoliosis)으로 진행될 수 있다
(Friberg 1983). 또한 척추측만증은 요통의 원인이 되며 잦은 피로감으로 인해
일의 능률이 떨어지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Jones et al. 2002).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는 습관이 신경병증과 요통 증상이 나타나는 뒷주
머니 증후군(hip-pocket syndrome) 혹은 지갑 신경병증(wallet-neuropathy)
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왔지만(BBC news Online 2003), 근전도나 동작분석기를
사용하는 객관적인 연구는 없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편측 체중부하 자세에 관하여
다리 꼬고 앉는 자세(정연길 2005; Snijders et al. 1995) 등의 연구들이 있었으
나,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앉은 자세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앉은 자세에서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지 않은 상태와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1cm, 3cm 두께의 지갑을 넣었을 때 척추 기립근의 근활성도를 비교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가지고 실시하였다. 첫째, 앉은 자세에서
척추기립근의 근활성도가 지갑의 조건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둘
째, 앉은 자세에서 좌우 척추기립근의 근활성도 비가 지갑의 조건에 따라 어떤 차
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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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실험 전에 연구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실험 참여에 동의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재학 중인 건강한 성인 남자 22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지난 6개월 동안 요통을 경험하거나 사지에 선천적인
기형, 척추측만증, 심각한 외과적 혹은 신경학적 질환이 있거나, 외상이나 통증을
경험했던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21.9세, 평균 키는 173.7cm, 평균 체중은
70.7kg 이었다(표 1).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N=22)
평균±표준편차

나이(세)

21.9±2.1

키(cm)

173.7±4.5

체중(kg)

7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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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19~25
164~181
57~83

2.2 실험 기기 및 도구

2.2.1 표면 근전도 시스템
표면 근전도 자료 수집을 위해 MP100WSW1와 Bagnoli EMG System2을 사
용하였다. 척추기립근의 근전도 신호 측정을 위해 DE-3.1 이중 차등(double
differential) 표면 근전도 전극 6개와 접지전극(ground electrode)을 사용하였
다. 이중 차등 전극의 배치는 폭 1mm, 길이 10mm의 순은 막대 3개가 10mm
간격으로 나란히 배열되었으며, 양쪽 끝의 두 개는 활성전극(active electrode),
가운데 하나는 기준전극(reference electrode)으로 하여 이중 차등 앰프에 연결
하였다. 또한 6개 채널의 표면근전도 아날로그 신호와 MP100WSW에서 디지털
신호로 전환된 아날로그 신호는 개인용 컴퓨터에서 Acqknowledge 3.723 소프트
웨어를 이용하여 수집, 저장, 분석되었다.
근전도 신호의 표본 추출률(sampling rate)은 1000Hz로 설정하였고, 주파수
대역폭(bandwidth)은

Bagnoli

EMG

System의

측정

주파수

대역

필터인

20~450Hz로 정하였으며, 60Hz 노치 필터(notch filter)를 사용하였다. 앉은 자
세에서의 측정한 각 근육별 근전도 신호를 제곱 평균 제곱근법(root mean
square) 처리하여 아스키(ASCII) 형태로 전환하여 분석하였다.

2.2.2 지갑
사용된 지갑의 규격은 가로 9cm, 세로 12cm의 가죽 재질이었다. 종이를 사용
하여 지갑의 두께를 1cm와 3cm로 조절하였다.

2.2.3 의자
의자는 높이가 45cm이고, 나무재질의 바닥이 딱딱한 의자를 사용하였다.

1 BIOPAC System Inc., CA, USA.
2 Delsys Inc., Boston, MA, USA.
3 BIOPAC System Inc., Santa Barbar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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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험 방법

2.3.1 근전도 전극 부착
본 연구에서는 체간의 근전도 신호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좌우의 경추부 척추
기립근(cervical

erector

spinae),

흉추부

척추기립근(thoracic

erector

spinae,), 요추부 척추기립근(lumbar erector spinae)을 선택하였다. 기존의 연
구문헌을 참조하여 각 근육의 전극 부착 부위를 유성펜으로 작게 표시하였다
(Cram et al. 1998)(표 2). 표시된 부위를 참조하여 맨손 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ing)의 최대 근수축시 뚜렷이 보이는 근복에 근전도 전극 부착부위를
최종적으로 표시하였다. 표면근전도 신호에 대한 피부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
착부위를 가는 사포로 3~4회 문질러 피부 각질층을 제거하고, 소독용 알코올로
피부지방을 제거한 후에 소량의 전해질 젤(electrolyte gel)을 바른 표면전극을
피부에 부착하였고 접지전극은 오른쪽 손목에 부착하였다.

표 2. 근전도 전극의 근육별 부착 위치
근육

전극의 부착 위치

경추부 척추 기립근

4번째 경추 가시돌기 가쪽 2cm 지점

흉추부 척추 기립근

9번째 흉추 가시돌기 가쪽 5cm 지점

요추부 척추 기립근

2번째 요추 가시돌기 가쪽 2cm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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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실험 과정
지갑이 없는 상태, 바지 뒷주머니에 1cm 두께 지갑을 넣기, 바지 뒷주머니에
3cm 두께 지갑을 넣기의 3가지 지갑조건에서 실험을 하였다. 지갑을 넣은 조건에
서는 모두 대상자들은 오른쪽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어 지갑의 안쪽, 아래쪽 모서
리가 좌골결절(ischial tuberosity)에 닿도록 하였다.
먼저 바닥이 딱딱한 의자에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지 않은 상태로 편한
자세를 1분간 취하였고, 그 후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는 상태의 순서를 무작
위로 선택하여 각각 1분간 앉은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자세 간 휴식시간을
5분씩 제공하였다. 앉은 자세에서 각 근육의 근전도 신호가 정상적인 신호로 나타
나는지를 확인한 후 근전도 신호 수집을 시작하였다. 대상자들의 앉은 자세를 일
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양 무릎과 발목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고관절과 슬관절
은 90도로 굽힌 상태를 유지하게 하였다. 시선은 눈높이의 지점에 고정하게 하였
다. 앉은 자세에서 자세의 움직임을 제한하였고, 대상자가 생각하는 편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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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분석 방법

2.4.1 자료 처리 및 표준화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의 각 근육의 근활성도를 기준으로
하여 지갑을 넣은 상태에서의 근활성도를 100% RVC로 정량화 하였다. 1분간의
근전도 신호 수집에서 처음과 끝의 10초씩을 제외한 40초간의 근전도 신호를 처
리하였다.

2.4.2 통계 분석
지갑 조건에 따른 각 근육들의 근활성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일요인
분산분석(repeated one-way ANOVA)을 사용하였다. 또한 지갑 조건에 따른
근육의 좌우 근활성도비(오른쪽/왼쪽)를 비교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일요인 분산분
석을 사용하였고 대비검정으로 지갑을 넣지 않은 상태와 비교하였다. 통계학적 유
의수준 α=0.05로 하였으며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해 상용 통계프로그램인 윈도
용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12.0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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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결과

3.1 지갑의 조건에 따른 척추기립근 활성도

지갑 조건에 따른 좌우 척추기립근의 근활성도(% RVC) 차이를 비교하기 위
하여 반복측정 일요인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오른쪽 흉추부 척추기립근, 왼쪽
요추부 척추기립근, 오른쪽 요추부 척추기립근에서 지갑이 두꺼울수록 근활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왼쪽 경추부 척추기립근과 오른쪽 경추부 척추기
립근의 근활성도는 지갑이 두꺼울수록 증가하였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표 3).

표 3. 지갑조건에 따른 척추기립근의 근활성도
근육
왼쪽 경추부
척추기립근
오른쪽 경추부
척추기립근
왼쪽 흉추부
척추기립근
오른쪽 흉추부
척추기립근
왼쪽 요추부
척추기립근
오른쪽 요추부
척추기립근
a

평균±표준편차

*

p＜0.05

지갑의 조건
F
지갑 무

p

1cm

3cm

100±0.00a

101.18±6.10

102.21±6.54

1.01

0.369

100±0.00

101.48±2.97

102.69±6.19

2.53

0.087

100±0.00

97.76±9.95

98.48±10.77

0.40

0.672

100±0.00

113.88±16.93

118.34±18.01

9.88

0.000

*

100±0.00

102.61±5.40

105.10±7.77

4.80

0.011

*

100±0.00

110.82±9.65

115.48±9.77

2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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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조건에 따른 근육들의 근활성도는 Bonferroni 검정결과, 오른쪽 흉추부
척추기립근과 오른쪽 요추부 척추기립근은 지갑을 넣지 않았을 때보다 오른쪽 뒷
주머니에 두께 1cm, 3cm 지갑을 넣었을 때 근활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
＜0.05). 왼쪽 요추부 척추기립근은 지갑을 넣지 않았을 때보다 오른쪽 뒷주머니
에 두께 3cm 지갑을 넣었을 때 근활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왼쪽
경추부 척추기립근, 오른쪽 경추부 척추기립근, 오른쪽 흉추부 척추기립근, 왼쪽
요추부 척추기립근, 오른쪽 요추부 척추기립근에서 두께 1cm일 때보다 3cm일 때
의 근활성도가 증가하였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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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그림 1. 지갑 조건에 따른 근육들의 근전도 신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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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갑의 조건에 따른 척추기립근의 근활성도 비(오른쪽/왼쪽)

지갑 조건에 따른 좌우 척추기립근의 근활성도 비를 비교하기 위하여 반복측
정된 일요인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대비검정을 실시한 결과 흉추부 척추기립근과
요추부 척추기립근의 좌우 근활성도 비는 지갑을 넣지 않았을 때에 비하여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두께 1cm, 3cm 지갑을 넣었을 때 좌우 근활성도 비가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p＜0.05)(표 4)(표 5).

표 4. 지갑조건에 따른 척추기립근의 좌우 근활성도 비의 대비검정

*

근육

요인

제3유형 제곱합

경추부

지갑무 대 1cm

0.001

1

0.001

0.201

0.659

척추기립근

지갑무 대 3cm

0.001

1

0.001

0.222

0.642

흉추부

지갑무 대 1cm

0.776

1

0.776

8.866

0.007

척추기립근

지갑무 대 3cm

1.074

1

1.074

14.768

0.001

요추부

지갑무 대 1cm

0.146

1

0.146

15.705

0.001

척추기립근

지갑무 대 3cm

0.236

1

0.236

17.076

0.000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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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도 제곱평균

F

p

*
*
*
*

표 5. 지갑조건에 따른 척추기립근의 근활성도 비(오른쪽/왼쪽)의 평균
지갑의 조건
근육
지갑무
경추부
척추기립근
흉추부
척추기립근
요추부
척추기립근
a

1cm

3cm

1.00±0.00a

1.00±0.06

1.00±0.07

1.00±0.00

1.18±0.29

1.22±0.26

1.00±0.00

1.08±0.09

1.10±0.11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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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찰

일상생활 속에서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는 것과 같은 습관적인 비정상적
인 편측체중부하 자세를 유지할 경우 척추기립근의 변화가 역학적인 근골격계의
비대칭성을 가져와 급성 또는 만성적인 요통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
구는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은 상태에서 척추기립근 근활성도의 변화를 연구
하여 생활 속에서 자세적 습관이 얼마만큼 척추기립근의 근활성도의 변화를 초래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앉은 자세에서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지 않은 상태와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1cm, 3cm 두께의 지갑을 넣은
상태에서 지갑의 위치와 두께에 따라 경추부 척추기립근, 흉추부 척추기립근, 요
추부 척추기립근의 근활성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지갑을 넣었을 때 척추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것은 관절에 직접적
으로 가해지는 모멘트를 계산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나 본 연구에서는 체간의
자세 유지를 담당하는 척추기립근들의 근활성도를 이용하여 체간근육의 근활성도
를 비교하였다. 체간을 유지하는 근육들의 근활성도가 변하였다고 근육의 작용이
변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근전도는 근육에 걸리는 부하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Nordander et al. 2000).
본 연구 결과 지갑의 조건에 따라 오른쪽 흉추부 척추기립근, 왼쪽 요추부 척
추기립근,

오른쪽

요추부

척추기립근의

근활성도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

＜0.05). 지갑을 넣지 않았을 때와 바지 뒷주머니에 두께 1cm 지갑을 넣었을 때
를 비교하였을 경우, 지갑을 넣지 않았을 때와 바지 뒷주머니에 두께 3cm 지갑을
넣었을 때를 비교하였을 경우에 근활성도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두께 1cm와
3cm의 사이에서의 근활성도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두께 1cm
보다 두께 3cm일 때 근활성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지갑의 두께의 순
서에 따라 지갑을 넣은 쪽의 흉추부 척추기립근, 요추부 척추기립근의 근육활동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왼쪽 경추부 척추기립근과 오른쪽 경추부 척추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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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의 근활성도는 지갑이 두꺼울수록 증가하였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갑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의 좌우 척추기립근의 근활성
도 비(오른쪽/왼쪽)를 1로 가정하였을 때 흉추부 척추기립근과 요추부 척추기립
근의 좌우 근활성도 비는 지갑을 넣지 않았을 때에 비하여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
에 두께 1cm, 3cm 지갑을 넣었을 때 좌우 근활성도 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
＜0.05). 지갑을 넣은 쪽의 흉추부, 요추부 척추기립근 근활성도가 반대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지갑을 넣은 오른쪽의 골반이 높
아짐으로써 체중지지면이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보상하면서 앉은 자세를 유
지하기 위해 지갑을 넣은 쪽의 흉추부, 요추부 척추기립근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근육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갑을 넣은 상태에서 좌우의 흉추부 척추기
립근, 요추부 척추기립근의 근활성도 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지갑을 넣은
상태가 체간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척추기립근의 비대칭성을 유발할 가능성
이 있다고 사료된다. 근육은 길이-장력 관계(length tension relationship)로 인
하여 근육이 적절한 길이를 유지할 때 최적의 작용을 할 수 있다(Caiozzo
2002). 그러나 지갑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자세를 지속
적으로 취하다 보면 근육의 길이뿐만 아니라 근력에도 변화를 초래한다. 좌우 척
추기립근의 불균형적인 단축이나 뻣뻣함은 한쪽 방향의 척추 가쪽 굽힘을 제한하
고 다른 방향으로는 증가시켜 체간의 좌우 비대칭을 유발한다(Panjabi 1992). 관
절은 운동이 일어나기 쉬운 방향(direction susceptible to movement)으로만 계
속하여 운동이 발생하기 때문에(Sahrmann 2005)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는
습관은

체간의

좌우

비대칭을

유발하여

체간의

비정상적인

움직임

형태

(movement pattern)를 만들어 내고 이로 인해 근골격계 통증의 발생 위험을 증
가시킬 수 있다.
현재 인간공학적 디자인을 통한 환경의 개선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을 감
소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환경의 개선만으로는 개개인
의 신체적 특성을 맞출 수 없다. 그러므로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연구된 것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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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결과를 통하여 앉은 자세에서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은 상태가 좌우 척
추기립근의 불균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근전도 실험에서 표면전극은 근육내전극(intramuscular electrode)에 비해 부
착이 용이하다는 편이성 때문에 실험에 많이 사용되나 표면전극은 심부근육의 근
전도 신호량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척추 후면의 근육들은
그 위치와 깊이에 따라 표층, 중간층 그리고 심층으로 분류한다. 이들 중 표층의
근육(superficial

muscles)을

일괄하여

척추기립근이라

하며,

장늑근

(iliocostalis), 극근(spinalis), 최장근(longissimus) 그리고 판상근(splenius)이
이에 속한다. 이외에도 다열근(multifidus), 극돌간근(interspinalis), 횡돌기간근
(intertransversarii)이 중간층과 심층의 근육에 속하며, 이들은 척추의 만곡을 유
지하고 척추 전후방 및 측방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근들
(tonic muscles)이다(Bergmark 1989). 본 연구에서는 표면 근전도를 사용하여
심부근육의 근활성도를 측정하지 못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척추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모멘트나 압력에 대해서는
측정하지 않아 척추 내부에 부하되는 압력 차이를 볼 수 없었으므로 향후 연구에
서는 근육내 전극을 이용하여, 앉은 자세에서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는 습관
이 심부근육 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와 척추 내부에 부하되는
압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16 -

제5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앉은 자세에서 지갑의 조건에 따른 척추기립근의 근활성도와
좌우 척추기립근의 근활성도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대상자는 건
강한 성인 남자 2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앉은 자세에서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
을 넣은 상태시 6개 근육(좌우 경추부 척추기립근, 좌우 흉추부 척추기립근, 좌우
요추부 척추기립근)의 근활성도를 표면 근전도 시스템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지
갑의 위치는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였으며 지갑의 두께는 1cm, 3cm이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오른쪽 흉추부 척추기립근, 오른쪽 요추부 척추기립근은 지갑을 넣지
않았을 때보다 오른쪽 뒷주머니에 두께 1cm, 3cm 지갑을 넣었을 때
근활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왼쪽 요추부 척추기립근
은 지갑을 넣지 않았을 때보다 오른쪽 뒷주머니에 두께 3cm 지갑을
넣었을 때 근활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2. 흉추부 척추기립근과 요추부 척추기립근의 좌우 근활성도 비는 지갑을
넣지 않았을 때에 비하여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두께 1cm, 3cm 지
갑을 넣었을 때 좌우 근활성도 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이상의 결과로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은 상태에서 지갑을 넣은 쪽의 흉추
부 척추기립근과 요추부 척추기립근, 반대쪽의 요추부 척추기립근의 근육활동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흉추부 척추기립근과 요추부 척추기립근의 좌
우 근활성도 비는 지갑을 넣지 않았을 때에 비하여 바지 뒷주머니에 두께 1cm,
3cm 지갑을 넣었을 때 좌우 근활성도 비의 유의한 차이로 인해 척추의 비대칭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향후 앉은 자세에서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앉은 자세가 심부근육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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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와 척추 내부에 부하되는 압력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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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a Wallet in the Back Trouser Pocket
on Paraspinal Muscle Activity in Sitting

Jung Won-Jun
Dept. of Ergonomic Therapy
The Graduate School of
Health and Environment
Yonsei University

In this study, how paraspinal muscle activity changes in sitting under
three conditions (no wallet, 1cm, 3cm) in the back trouser pocket, has
been compared.
Twenty-two healthy adult mal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EMG
activities of bilateral cervical erector spinae, thoracic erector spinae and
lumbar erector spinae were measured by using a surface EMG system. In
sitting, the subjects maintained sitting posture above three conditions for
one minute in random order. Regarding EMG signal, the data for 40
seconds, except for 10 seconds each at the first and at the last, was
collected. Based on the EMG signals in sitting without a wallet, a %RVC
normalization was carried out. In order to find out the muscle activity
ratio of paraspinal muscle on the right and left sides, the repeated
one-way ANOVA was used.
The muscle activity of thoracic erector spinae, lumbar erector spinae
on the right side increased in sitting with 1cm and 3cm thick wallet,
rather than in sitting without a wallet (p＜0.05). The muscle activ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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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bar erector spinae on the left side increased in sitting with 3cm thick
wallet, rather than in sitting without a wallet (p＜0.05).
The muscle activity ratios (right/left) of thoracic erector spinae,
lumbar erector spina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sitting with 1cm
and 3cm thick wallet, compared with sitting without a wallet (p＜0.05).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sitting with a wallet
increased the muscle activity of thoracic erector spinae, lumbar erector
spinae in the side of the pocket with a wallet and lumbar erector spinae
in the opposite side of the pocket with a wallet. Sitting with a wallet is
considered to induce asymmetry of trunk by making a difference in the
muscle activity of thoracic erector spinae, lumbar erector spinae on the
right and left sides.
In the future, the studies to find out impacts of a wallet in the back
trouser pocket in sitting on the spine in terms of kinetics, as well as on
the muscle activity of the deep trunk mus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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