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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Modified Bridge Exercise on Muscle Activity 
of Erector Spinae, Gluteus Maximus and Biceps  
Femoris Muscle in Patients with Chronic Low Back Pain

서 론

요통은 일생동안 대게 한번은 겪으며 발생율이 약 33%
에 이르는 현대사회에서 흔한 근골격계 질환이다(Woolf & 
P�eger, 2003). 증상에 대한 검사와 관리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출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O'Sullivan 
& Schmitz, 2001), 이러한 요통의 발생율은 현대사회로 갈
수록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통발생의 
연령 또한 낮아지고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다(Assendel� 

et al., 2003). 오늘날 생활의 편리함은 신체활동의 감소로
이어져 신체기능 및 구조와 관련된 문제를 야기하는데 요
통은 운동량의 부족, 장시간 잘못된 자세의 작업등 현대
사회인의 특징과(Kwon & Koh,  2009) 척추의 구조적 변형, 
선천적 기형에 의해 발생된 만성적 스트레스, 심리적 요
인, 근육계통의 역학적 기능저하에 의해 주변관절 혹은 비
대칭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인 요인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
(Udermann  et al., 1999; Um & Bae, 2006).

 요통은 통증의 지속시간에 따라 급성요통 6주 이내, 아
급성요통 6주∼12주, 만성요통 12주 이상으로 구분 할 수 
있다(Wheeler, 1995). 만성요통환자의 대부분은 통증감소
를 위해 신체활동을 피하게 되는데, 이렇게 신체활동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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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uscle activation of Erector spinae, Gluteus 
Maximus and Biceps femoris muscle during modified bridge exercise in patients with chronic low back 
pain.

METHODS The electromyogram was used to measure activation of Erector spinae, Gluteus Maximus and Biceps 
femoris muscle during five modified bridge exercise with electromyography electrodes in 21 patients (9 men, 12 
women) who have suffered chronic low back pain.

RESULTS The muscle activation of the erector spine to compare with NB, the posture of DB, TB, ABDB is sta-
tistically significant (p<0.05). In comparison with NB, the posture of TB and ABDB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for the gluteus maximus muscle activation. For biceps femoris muscle, all postur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compare with NB. In comparison with TB, the muscle activation of the erector spine is sta-
tistically significant in NB, and the gluteus maximus muscle activation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in 
NB, TMRB, DB.

CONCLUSIONS These suggest that the 5 modified exercise for patients with chronic low back pain can 
induce compensation inhibition and selective muscle activation. It can be useful for providing a theoretical 
basis of back exercis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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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큰볼기근(Gluteus maximus, 
대둔근)의 활성화 저하와 함께 근지구력이 감소되며 요
통이 만성화된다(Leinonen et al., 2000). 
정상인의 경우 하지의 움직임 시 요-골반부 안정화 근

육이 불수의적으로 동원되는 것과 비교하여 요부 불안정
성을 가진 만성요통 환자는 요-골반부 안정화 근육과 큰
볼기근의 동원이 지연되거나 상실되어 정상적인 요-골
반부 리듬이 상실되는 양상을 보인다(Kachanathu et al., 
2014; Panjabi, 1992; Vogt & Banzer, 1997). 보행 시 비정상
적인 요-골반 리듬은 천장관절의 충격흡수를 감소시켜 
요부의 통증과 주변관절 상해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Cichanowski et al., 2007; Hewett al., 2006). 이러한 큰볼기
근의 약화와 감소된 활성도는 기능적 동작 수행시 넙다
리두갈래근(Bicesp femoris, 슬괵근)과 척추세움근(Erector 
spinae, 척추기립근)의 잘못된 활성도를 초래할 수 있다
(Sahrmann, 2002). 
만성요통환자들은 큰볼기근 보다 넙다리두갈래근

이 먼저 활성화 되는 패턴을 나타내며(Hungerford et al., 
2003) 엎드린 자세에서 엉덩관절(Hip joint, 고관절) 폄
(Extension, 신전)시 요통환자의 엉덩관절 폄근 근 활성도
를 연구한 결과 정상인에 비해 큰볼기근의 수축 개시시
간이 넙다리두갈래근에 비해 지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Chang & Ko, 2006). 또한 요통환자들은 엉덩관절 폄 운동 
시에 골반 전방회전과 요추전만과 같은 보상작용을 보이
는 특징이 있는데(Koh et al., 2012), 엉덩관절 굽힘(Flexion, 
굴곡)근의 뻣뻣함과 큰볼기근의 약화, 복근조절의 결핍, 
척추세움근에서 보상적으로 나타나는 우세한 근 활성도
는 엉덩관절의 폄 운동 시 요추전만, 골반의 전방회전을 
유발하여 요통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Sahrmann, 2002). 
이렇게 여러가지 원인으로 발생한 요통을 척추, 엉덩

관절 근력 향상으로 안정성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치료와 
재발방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며(Louto et al., 
1998), U and Kwon(2015)은 재활운동 프로그램의 체간과 
하지의 복합적 근력강화 운동을 통해 골반의 회전기능 장
애의 개선, 하지근육의 길이 정상화와 근 긴장을 회복시
키고, 하지근력 약화를 초래한 근방추의 억제가 사라지
면 하지 근 기능의 불균형 개선을 통해 만성요통의 통증
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큰볼기근은 근섬유 
방향이 천장관절 방향에 수직을 향하고 있어 근육 수축시 
천장관절에 압박력을 제공하여 골반, 하지의 움직임시 안

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에(Mooney et al., 2001; Khanna  et al., 
2006) 큰볼기근의 근신경 재교육과 근력강화 운동은 요통 
예방과 재활운동 프로그램에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Kang et al, 2013). 
이에 따라 효과적인 큰볼기근 활성화 증가를 위한 운

동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엎드린 자세에서나 
교각운동에서 관절각도에 여러 가지 변화를 주어 골반 주
변근육들의 활성화를 측정했던 선행연구들이 국내외로 
활발히 진행 되었다. 

Kang et al(2013)은 엎드린 자세에서 엉덩관절을 30° 외
전 후에 폄 하는 것이 큰볼기근의 활성화를 유의하게 증
가시키고 넙다리두갈래근은 유의하게 감소시켰다고 보
고 하였고, 엎드린 자세에서 무릎을 굽힘 시켰을 때가 무
릎을 폄 시키는 것 보다 큰볼기근의 활성도가 증가했음
을 보고 하였다(Sakamoto et al, 2009). Koh et al(2012)은 누
운자세에서 교각운동 시 복부 넣기 기법으로 큰볼기근의 
활성도가 유의하게 증가 하였으며 척추세움근의 활성도
는 감소한 것으로 보고 하였으며 Choi(1999)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각운동시 발목관절의 변화를 주어 유의한 결
과를 얻었다. 
이렇듯 선택적인 큰볼기근 강화와 보상작용 억제를 위

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대부분이 건
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고 엎드려 무릎 구부린 자세
(Prone hip - knee �exion)같은 열린 사슬 운동에서의 연구
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제한점
을 개선하여 만성 요통환자들을 대상으로 체중부하와 기
능적인 닫힌 사슬 형태의 교각운동과 척추세움근, 큰볼기
근, 넙다리두갈래근의 잘못된 보상작용을 억제하고 큰볼
기근을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4가지의 수정된 
교각운동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교각운동과 4가지
의 수정된 교각운동에 따른 근 활성화의 차이를 비교, 분
석하여 만성 요통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요통개선 
운동프로그램 개발에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대상자 선정을 위해 G-power 3.1.3 프로그
램을 이용하였으며, e�ect size=.25, α=.05, power=.95, 반복
측정 간의 상관관계(r=.90) 조건에서 8명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30대의 좌업식 생활을 하는 21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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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9명, 여자 1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근 3개월간 시
각적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 4등급 이상 요부통증
을 호소하는 자로 최근 수술경험이 없고 근골격계 문제에
서 기인한 만성요통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로 선별하
였다. 대상자들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실험설계 및 절차

대상자에게 닫힌사슬 형태의 교각운동을 넙다리두갈
래근 억제 효과를 기대한(Choi 1999) 정강이뼈 안쪽돌림
(TIbia medial rotation, 경골 내회전), 척추세움근의 억제
효과를 기대한(Koh et al, 2012) 복부 드로잉, 큰볼기근 활
성화 촉진을 기대한(Kang et al,  2013) 엉덩관절 벌림(Hip 
joint abduction, 고관절 외전), 넙다리두갈래근, 척추세움
근 억제와 큰볼기근 활성화 촉진을 기대한 복합 교각운동 
총 4가지를 각각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적용 하였고 자
세와 실험 절차를 실험 전 10분간 교육하였다. 설정된 청
각신호에 맞춰 같은 자세를 등척성 수축으로 3초씩 6회, 
동일 동작간 3초의 간격을 두고 반복하였다. 실험순서는 
제비뽑기를 통하여 무작위로 정하였고 각 자세 간 3분 이
상 휴식을 취하였다. 또한 정확한 자세 유지를 위해 연구
자가 대상자에게 실험 중 지속적인 피드백을 주었다.

1) 교각운동: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
고 발과 다리는 평행하게 놓은 후 골반을 들어 올려 엉덩
관절이 0도가 되도록 만드는 자세를 의미한다(Figure 1).

2) 정강이뼈 안쪽돌림 교각운동: 교각운동에서 정강이
뼈를 안쪽돌림 시키는 자세를 의미하며 넙다리두갈래근
의 억제를 위해 고안되었다(Figure 2).

3) 복부 드로잉 교각운동: 교각운동에서 복부를 당겨 
골반을 후방경사(Posterior tilt) 시키는 자세를 의미하며 
척추세움근의 억제를 위해 고안되었다(Figure 3).

4) 엉덩관절 벌림 교각운동: 교각운동에서 엉덩관절을 
30도 외전시키는 자세를 의미하며 큰볼기근 활성화 촉진
을 위해 고안되었다(Figure 5).

5) 복합 교각운동: 교각운동에서 복부 드로잉, 정강이
뼈 안쪽돌림, 엉덩관절 30도 외전을 적용 시킨 자세를 의
미하며 척추세움근, 넙다리두갈래근의 억제와 큰볼기근 
활성화 촉진을 위해 고안되었다(Figure 4).

측정항목 및 방법

1) 근전도 측정: 교각운동 자세에 따른 근활성도를  측
정하기 위해 8채널 무선 근전도 측정 장비(LXM5308, 

Figure 1. Bridge exercise

Figure 2. Tibia medial rotation bridge exercise

Figure 3. Abdominal drawin bridge exercise

Figure 4. Hip abduction bridge exercise

Figure 5. Total bridge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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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XTHA, Korea)를 사용하였다. 근전도 전극은 3M사의 
접착식 일회용 전극(Monit oring electrode, 3M, USA)을 사
용하였고 대상자의 우세측 부위에 부착 하였다. 척추세
움근은 L1에서 바깥쪽으로 2cm 지점, 큰볼기근은 천골과 
대퇴골 대전자 중간 지점, 넙다리두갈래근은 좌골결절
로부터 대퇴골 외측상과까지의 중간 지점에 부착하였다
(Lee & Park, 2015). 표면근전도 측정 표본추출률(sampling 
rate)은 1024Hz로 하였고 주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시키
기 위하여 외부와 차단된 안정적인 공간에서 실험을 진
행하였다. 피부 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체모와 각질
을 제거하였고 실험 전 연결선 간의 간섭을 줄이기 위해 
종이테이프로 개별 정리하여 고정시켰다. 불필요한 전기
신호 오류를 제거하기위해 10~450Hz 대역통과필터를 사
용하였고 노치필터(notch �lter)는 60 Hz로 설정하였다. 각
각의 교각운동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척성 수축으로 
3초씩 6회, 동일 동작 간 3초의 간격을 두고 반복 측정하
였다. 수집된 자료는 각 운동별 근 활성도를 비교하기 위
해 LAXTHA(Korea)의 Tele SCAN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3초 동안 측정된 RMS 값을 추출하였으며 총 6회의 반복 
측정한 값의 평균을 구하여 각 운동별 근 활성도 값으로 

이용하였다.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인 윈도용 SPSS( ver 
21)을 이용하여 각 변인들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
출하였으며, 5가지 운동방법에 따른 척추세움근, 큰볼기
근, 넙다리두갈래근의 근 활성도를 비교하기 위해 반복 
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이용하였으
며 운동방법에 따른 차이가 있을 때의 사후검증은 Con-
trast 방법을 사용하였다.  통계적학적 유의 수준은 a=.05
로 설정하였다.

결 과

교각운동에 따른 척추세움근 활성도의 변화

5가지 교각운동 자세에 따른 척추세움근의 근활성도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있었으며 사후검증 
결과에 의하면 NB 자세와 비교하여 DB, ABDB, TB자세에
서 척추세움근이 유의하게 낮은 근활성화 값을 나타냈다.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 of subject

Height (cm) Weight (kg) Age (years) BMI (kg/m2) VAS

168.4±.8 66.4±10 31.7±5.5 23.1±2.2 5.04±0.92

Values are Mean±SD
BMI, body mass index; VAS, visual analogue scale.

Table 2. Analysis of the Erector spinae activity  (unit: ㎶)

NB1 TMRB2 DB3 ABDB4 TB5 F-Values

ES6 167.9±83.8 139.9±73.2 113.8±60.6 132.7±65.0 120.1±74.0 3.53*

Post-hoc 1>3,4,5 

Values are mean±SD, *p<0.05, 1. NB: Normal bridge 2. TMRB: Tibia medial rotation bridge 3. DB: Drawing bridge 4. ABDB: Abduction bridge 5. TB: Total bridge, 6. 
Erector spinae.

Table 3. Analysis of the Gluteus maximus activity(unit: ㎶)

NB1 TMRB2 DB3 ABDB4 TB5 F-Values

GM6 86.4±49.3 90.3±47.1 89.0±39.9 140.3±48.3 159.4±67.1 10.73*

post-hoc 1<4.5 

Values are mean±SD, *p<0.05, 1. NB: Normal bridge 2. TMRB: Tibia medial rotation bridge 3. DB: Drawing bridge 4. ABDB: Abduction bridge 5. TB: Total bridge, 6. 
Gluteus maxi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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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각운동에 따른 큰볼기근 활성도의 변화 

5가지 교각운동 자세에 따른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결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있었으며 사후검
증 결과에 의하면 NB 자세와 비교하여 ABDB, TB자세에
서 큰볼기근이 유의하게 높은 근활성화 값을 나타냈다.

교각운동에 따른 넙다리두갈래근 활성도의 변화 

5가지 교각운동 자세에 따른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결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논 의

현대사회에서 만성요통은 중요한 문제이며 사회적 손
실을 줄이기 위해 효과적으로 통증을 줄이고 재발을 막
는 운동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최근 만성요통의 원인이 요
부와 골반의 불안정성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많
은 연구에서 큰볼기근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O'sullivan & Schmitz, 1997), 이에 맞춰 효과적인 큰볼기근 
활성화 증가를 위한 운동법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만
성요통의 해소와 골반과 요부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는 
척추세움근, 큰볼기근, 넙다리두갈래근들의 정상적인 활
성화패턴은 필수적이다(Sahrmann, 2002). 따라서 만성요
통환자를 대상으로 척추세움근, 큰볼기근, 넙다리두갈래
근의 잘못된 보상작용 억제와 큰볼기근을 효과적으로 활
성화시키기 위한 운동자세의 근거 기반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만성요통환자에게 닫힌 사슬운동인 교각운

동과 수정된 교각운동을 적용 시켰을 때 척추세움근, 큰
볼기근, 넙다리두갈래근들의 근활성화 패턴을 연구, 비
교하였으며 요통환자에서의 교각운동에 비해 4가지 수
정된 교각운동은 척추세움근, 큰볼기근, 넙다리두갈래근
의 근 활성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척추세움근에서는 NB와 비교하여 DB, ABDB, TB 자세
에서 근활성도가 유의하게 감소(p<0.05) 하였으며, 이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 하였다
(Koh et al, 2012). DB, TB자세에서의 척추세움근 활성화 감
소는 골반 경사 변화가 척추세움근의 길이장력(length-te 
nsion rela tions hip)에 영향을 미쳐 활성화를 감소시킨 것
으로 보이며 ABDB자세에서 척추세움근 활성화의 차이
는 큰볼기근이 ABDB 자세에서의 근활성화 증가로 엉덩
관절 폄 시 주동근의 역할을 하게 되고 큰볼기근 활성화
에 따라 상대적으로 척추세움근의 활성도는 감소된 결과
로 보인다. 
큰볼기근에서는 NB와 비교하여 ABDB, TB자세에서 

유의한 근활성도의 증가(p<0.05)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
는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엉덩관절의 외전으로 큰볼기근
의 근섬유 방향을 일치 시켜 큰볼기근의 활성화를 유도
한 선행연구(Kang et al, 2013; Sakamoto et al., 2009) 결과와 
일치하며 같은 원리에 의해 나온 결과로 보인다. TB에서 
큰볼기근의 활성화는 159.48±67.19으로 가장 높은 활성도 
값을 보였는데, 이는 골반 경사 변화에 의해 척추세움근
이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하고 엉덩관절 외전에 따른 큰볼
기근의 근섬유 방향의 일치로 인해 근활성도가 올라가면
서 엉덩관절 폄 동작의 하중을 대부분 부담하게 되며 생
긴 결과로 생각된다. 
넙다리두갈래근에서는 NB와 비교하여 모든 수정된 

교각운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만성요통환
자는 엉덩관절 폄 움직임 시 보상작용으로 주동근인 큰
볼기근인 대신 넙다리두갈래근이 엉덩관절 폄 움직임을 
주도하게 되는데 이러한 보상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연구
가 이루어져 왔다. Choi(1999)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목
관절(Ankle joint, 족관절)의 길이와 장력의 관계를 이용해 
관절의 각도를 수정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지만, 만성요
통환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만성요통환자의 넙다리두갈래근 
근활성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TMRB, TB자세에서 정강이
뼈 안쪽돌림 자세를 취했으나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
다. 그 이유는 다관절 근육인 넙다리두갈래근의 길이-장

Table 4. Analysis of the Bicesp femoris activity (unit: ㎶)

NB1 TMRB2 DB3 ABDB4 TB5 F-Values

BF6 151.2±75.9 140.4±99.5 149.9±67.2 136.8±64.3 136.9±82.8 .26

Values are mean±SD, 1. NB: Normal bridge 2. TMRB: Tibia medial rotation bridge 3. DB: Drawing bridge 4. ABDB: Abduction bridge 5. TB: Total bridge, 6. Biceps 
femo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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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각도를 변화시켜야 할 관절
이 2군데 이상이 되어 정강이뼈 안쪽돌림만으로는 부족
한 것으로 생각되며 추가로 보상작용을 억제하고 엉덩관
절과 무릎관절(Knee joint, 슬관절) 각도의 길이-장력 관계
를 변형시킬 자세를 고안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만성요통환자를 대상으로 닫힌 사슬운
동을 기반으로 한 교각운동을 실시한 결과, 일반인을 대
상으로 열린 사슬운동을 적용했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
과를 얻었다. 따라서 만성요통환자에게 재활 운동처방 시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교각운동에서 보상작용을 억
제하고 큰볼기근을 선택적으로 강화시키는 닫힌 사슬 교
각운동을 통하여 정상적인 근 활성화 패턴을 유도하는 것
이 만성요통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자들의 개인별 신체정렬을 나

누어 그룹 짓지 못했다는 점, 교각운동 동작 시 엉덩관절 
폄속도를 동일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 만성요통환자의 특
성상 근육별 최대 수축을 사전에 얻지 못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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