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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the cross - sectional area (CSA) of 
multifidus and Iliopsoas muscles and the lumbar extension muscle strength according to degenerative spinal 
diseases (LHI; lumbar herniation of intervertebral disc group, SS; spinal stenosis group, S; spondylolisthesis 
group).

METHODS The CSA of multifidus and Iliopsoas muscles size were measured by PACS(Picture A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using MRI at the L4/5 level and lumbar extension muscle strength (72˚, 60˚, 48˚, 
36˚, 24˚, 12˚, 0˚) was measured using lumbar extension machine(MedX) in 97 patients of degenerative 
spinal diseases(male: 57, female: 40).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one-way ANOVA using the SPSS 
program.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CSA of total and right multifidus muscle in the LHI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S (p <.05; p <.05) in the male group.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ft 
and right CSA of multifidus in the LHI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SS (p <.05) in the male 
group (p <.05) and total group (p <.05). The CSA of iliopsoas muscle in the 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LHI in the male and total group (p <.05; p <.05). In case of lumbar extension muscle strength, the 
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muscle strength at 36 and 48 degrees than that of the SS in the male group. 
In the total group, LHI showed significantly higher muscle strength at 60 degrees of lumbar extension 
muscle strength than that of the S.

CONCLUSION Multifidus muscle appears to be a key factor in prevention and treatment intervention in low 
back pain patient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S group, exercise therapy for strengthening the multifidus 
muscle is need for the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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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요통은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일생 동안 한

번 이상 경험하는 현대사회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통증 중의 하나이다[1]. 요통은 일반적으로 흉추 10

번 이하의 허리부위에 통증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

우로[2], 요통과 관련된 척추질환으로는 추간판탈출

증(herniation of intervertebral disc), 척추관협착증

(spinal stenosis), 척추전방전위증(spondylolisthesis), 

척추분리증(spondylolysis), 척추불안정증(in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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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종인대 골화증(ossification of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등이 있다[3].

요통의 원인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척추주변 근

육구조의 병적 변화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보

고되고 있는데[4] 척추질환으로 인한 요통환자들은 관

절운동의 제한과 요추를 지지하는 근육 및 인대의 기능

이 감소하여 신체활동능력이 약 15% 정도 감소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5, 6]. 더욱이 요통으로 인한 운동

량 감소는 골밀도의 부정적인 효과(negative effects)를 

미치게 되고 척추 정렬 및 근골격계 구조의 변형과 근력 

감소, 근 위축(atrophy)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5, 6]. 

따라서 활동 범위가 제한되고 근력은 더욱 감소하는 악

순환이 발생하기에[7], 요통환자들은 정상인에 비해 배

부의 신전 근력이 더욱 감소하고, 척추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척추주위(paraspinal) 심부근육

의 위축(atrophy)을 유발되게 된다[8].

한편 요통환자의 척추 주변 근 단면적(cross-

sectional area) 크기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처

음 요통을 경험하게 되면, 뭇갈래근(다열근, Multifidus)

의 위축이 빠르게 발생하며[9], 특히 급성으로 나타난 

편측(unilateral) 요통 환자에게서 초음파를 확인한 결

과 편측의 뭇갈래근 크기가 감소하는 비대칭이 나타났

으며[10, 11], Barker et al. [12] 역시 2주의 기간 동

안 50명의 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뭇갈래근의 위축과 비

대칭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요통과 

관련된 근육의 위축과 비대칭에 대한 논문은 뭇갈래근

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으로[13],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만성요통환자의 뭇갈래근이 아

닌 엉덩허리근(장요근, Iliopsoas)과 척추세움근(척추

기립근, Elector Spinae)의 크기의 축소를 보고하였으

나[14-16] 엉덩허리근 및 척추세움근 관련 연구는 뭇

갈래근 관련 연구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퇴

행성 척추질환에 따른 뭇갈래근 및 엉덩허리근의 단면

적(cross-sectional area)에 대한 비교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으며 이는 근육의 단면적 크기를 측정하는 선행

연구들 대부분이 컴퓨터 단층촬영 또는 초음파로 진행

되어, 영상의 신뢰성 및 비용적 측면과 촬영에 번거로운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퇴행성 척추질환에 따른 요통환자

들(추간판탈출증; lumbar herniation of intervertebral 

disc; LHI, 척추관협착증; spinal stenosis; SS, 척추전

방전위증; spondylolisthesis; S)의 척추주위근육인 뭇

갈래근, 엉덩허리근을 자기공명영상(MRI)을 이용하여 

단면적 크기를 분석하여 위축의 정도와 대칭성을 살펴

보고, 요부신전근력을 측정하여 각 질환에 따른 단면적 

크기와 요부신전근력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각 질환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척추전문병원에서 실시하는 자기공명영

상검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전문의로부터 추간

판 탈출증(n=37), 척추관협착증(n=40), 척주전방전위

증(n=20) 진단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

에게는 본인, 보호자 및 신경외과 담당주치의의 실험 참

가 동의서를 받았다.

구체적 선정기준은 제4요추-제5요추, 제5요추-제1

천추등의 One Level의 요추간탈출증, 척추관협착증, 척

추전방전위증 진단을 받은 만성요통 환자 30-69세 성

인(n=97, 남 57명, 여 40명)으로, 과거 척추수술 및 입

원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신경학적인 장애가 없

고, 요부신전근력을 검사하는데 적합한 대상자로 연구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측정방법

척추주위근육 단면적크기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뭇갈래근, 엉덩허리근의 근 단

면적 크기, 좌우 대칭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기공명영

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을 이용하였으

며, 자기공명영상 촬영 후 측정 부위는 근육의 단면적

이 가장 크고 단면적 변화를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제

4요추체와 제5요추체 상단으로 하였다[17]. 검사방법

은 환자를 바로 누운(supine)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무릎 

밑에 쿠션을 받치고, 양쪽에 체중이 균등하게 유지되도

록 하였으며, 위 자세에서 제4요추체와 제5요추체 상단

(upper end plate)를 촬영 하였으며, 좌측과 우측의 뭇

갈래근, 엉덩허리근의 근 단면적을 측정하였다. 근 단면

적 측정은 이미 촬영된 가로영상(axial image)을 임상 

경력이 풍부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이 PACS(Picture 

A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Monitor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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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과 우측의 뭇갈래근, 엉덩허리근 단면의 경계를 따

라 흥미범위(ROI:Regions Of Interest)와 흑백 히스토

그램(grayscale histogram)의 도구를 이용하여 근 단

면적을 측정하였다. 뭇갈래근과 엉덩허리근 둘레 측정

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촬영사진을 152.28%로 동일

하게 확대하여, 지방, 골격구조, 그리고 다른 연부조직

을 피하여 근육 외곽면을 따라 그렸으며, 각각의 근육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선택된 point 수는 다양하지만 평

균적으로 55~60개 정도였으며, 좌측과 우측의 뭇갈래

근과 엉덩허리근의 근육단면적의 합계는 mm2 단위로 

컴퓨터에 의해 자동 계산되었다[13]. 계산결과를 바탕

으로 단면적크기 및 좌우 대칭성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

였으며, 측정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위하여 한명의 영상

의학과 전문의가 이미지를 두 번씩 측정 후 평균을 내

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요부신전근력

요부신전근력은 MedX Lumbar Extension 

Machine(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Table 

1>. 모든 검사과정은 University of Florida Center 

for Exercise Science’s Spinal Rehabilitation 

Certification Program에서 제시하는 Testing protocol

에 의해 진행하였다.

검사 전 대상자들에게 근력측정에 대한 설명과 검사 

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유의사항을 인지시킨 

후 측정 이전에 약 10분가량의 준비운동과 기계적응 훈

련을 실시한 후, 실험에 임하게 하였다. 순수한 요부신

전근력만을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기에 앉아 하체의 각 

근력이 동원되지 못하도록 무릎 지지대, 대퇴 지지대, 골

반지지대, 그리고 발 받침대로 대퇴부와 하지를 고정시

키고, 먼저 최대 굴곡 각도에서 측정을 시작하였다. 요

부신전근력의 최대 정적 근력을 요추의 전 운동범위인 

72˚의 동작 범위 내에서 12˚간격으로 모두 7각도 (72˚, 

60˚, 48˚, 36˚, 24˚, 12˚, 0˚)에서 측정 하였다. 각 각도

에서의 측정은 통증과 제한된 관절 각도를 참고하여 검

사자의 측정구령과 함께 점증적으로 허리를 신전 시키

면서 3-4초 동안 상부 저항패드를 밀어 최대 힘이 발

휘되면, 1-2초 동안 최대 근력을 유지하도록 하여 기록

을 측정하였다.

검사자는 측정 기기의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근력 

발현상태의 화면을 보면서 시각적 피드백을 받아 최대

근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도 간의 휴식시간

은 환자임을 고려하여 약 30초 이상으로 충분히 주어

졌으며,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각도에서 근력을 측정

하였고, 대상자가 느끼는 자각으로 충분한 최대능력을 

발휘하지 못 하였을 경우 해당각도에서 재측정 하였다.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LHI (n=37) SS (n=40) S (n=20)

Age 48.3±5.3 46.4±4.4 53.6±4.7

Height 168.4±8.9 169.7±8.5 167.8±8.5

Weight 65.1±11.2 66.0±11.5 65.6±12.1

BMI 22.8±2.6 22.8±2.9 23.2±2.8

BMI; body mass index, LHI; lumber herniation of intervertebral disc, SS; 
spinal stenosis, S; spondylolisthesis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window SPSS 23.0 버전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평균과 표준편차

를 산출하였으며 퇴행성 척추질환에 따른 뭇갈래근과 엉

덩허리근의 근단면적, 요부신전근력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 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

였으며 사후검증(post-hoc test)은 Bonferroni를 사용

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05 이하로 설정하였다.

결과

퇴행성 척추질환에 따른 뭇갈래근 단면적의 차이

뭇갈래근의 단면적을 전체와 성별로 나누어 척추질

환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퇴행성 척추질환에 따라 남

자는 우측 근 단면적, 좌∙우측 단면적 차이, 그리고 뭇갈

래근 총단면적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여자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전체는 좌∙우측 단면적 차

이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남자는 뭇갈래근 우측 단면적과 총단

면적에서 추간판탈출증 집단이 척추전방전위증 집단보

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 .05; p< .05). 좌∙우측 

근 단면적의 차이는 추간판탈출증 집단이 척추관협착증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05). 전체는 좌∙우

측 근 단면적의 차이에 있어서 추간판탈출증 집단이 척

추관협착증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05). 

자세한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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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척추질환에 따른 엉덩허리근 단면적의 차이

엉덩허리근의 단면적을 전체와 성별로 나누어 퇴행

성 척추질환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남자는 좌∙우측 단

면적 차이(PsoRtLt)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여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전체는 좌∙우측 단면

적 차이(PsoRtLt)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남자와 전체에서 모두 추간판탈출증 

집단보다 척추전방전위증 집단이 근단면적의 차이가 유

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05; p< .05). 자세한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퇴행성 척추질환에 따른 요부신전근력의 차이

요부신전근력을 전체와 성별로 나누어 척추질환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퇴행성 척추질환에 따라 남자는 요부

Table 2. Difference of CSA of multifidus muscle according to degenerative spinal diseases (Unit: mm2)

LHI (n=37) SS (n=40) S (n=20) p-value

Male
(57)

MultiRt 971.2±232.9 869.0±190.0 771.1±140.8 0.0202

MultiLt 921.0±245.6 850.1±171.1 813.1±183.3 0.297

MultiRtLt 210.3±182.3 95.8±82.1 121.2±113.4 0.0181

Totalmulti 1982.2±383.6 1719.1±338.7 1584.2±283.0 0.0462

Female
(40)

MultiRt 660.0±138.5 623.8±102.4 583.8±168.6 0.431

MultiLt 622.8±121.8 609.2±90.6 546.7±70.0 0.309

MultiRtLt 89.9±79.3 63.7±55.2 105.1±95.8 0.429

Totalmulti 1282.9±233.8 1233.0±173.8 1130.5±214.1 0.308

Total
(97)

MultiRt 811.4±245.1 777.1±201.1 714.9±169.7 0.270

MultiLt 767.9±242.6 759.8±186.8 733.2±199.9 0.838

MultiRtLt 148.5±150.2 83.8±74.1 116.4±106.2 0.0521

Totalmulti 1579.3±440.8 1536.8±371.8 1448.1±335.2 0.487

LHI; lumber herniation of intervertebral disc, SS; spinal stenosis, S; spondylolisthesis, MultiRt; right multifidus muscle, MultiLt; left multifidus muscle, 
MultiRtLt: different right and left multifidus muscle, Totalmult; Total multifidus muscles
1=significant between LHI and SS, 2=significant between LHI and S

Table 3. Difference of CSA of iliopsoas muscle according to degenerative spinal diseases (Unit: mm2)

LHI (n=37) SS (n=40) S (n=20) p-value

Male
(57)

PsoRt 1603.6±341.9 1539.9±307.8 1475.2±444.0 0.600

PsoLt 1596.6±328.1 1542.3±295.8 1485.5±380.8 0.638

PsoRtLt 91.3±66.7 133.2±103.2 184.5±133.5 0.0452

Totalpso 3200.3±660.2 3082.2±579.2 2960.8±793.7 0.598

Female
(40)

PsoRt 928.0±93.0 932.9±170.7 774.9±182.6 0.056

PsoLt 898.9±114.0 946.6±187.8 802.6±305.0 0.263

PsoRtLt 74.4±69.4 94.3±52.4 107.5±76.7 0.476

Totalpso 1826.9±183.0 1879.5±341.7 1577.5±483.7 0.127

Total
(97)

PsoRt 1256.7±420.4 1312.3±396.7 1265.1±502.1 0.836

PsoLt 1238.3±427.0 1318.9±389.7 1280.7±476.3 0.706

PsoRtLt 82.7±67.7 118.6±88.9 161.4±122.7 0.0082

Totalpso 2495.0±840.7 2631.2±772.1 2545.8±956.9 0.773

LHI; lumber herniation of intervertebral disc, SS; spinal stenosis, S; spondylolisthesis, PsoRt; right Iliopsoas muscle, PsoLt; left Iliopsoas muscle, PsoRtLt: 
different right and left Iliopsoas muscle, Totalpso; Total Iliopsoas muscles
1=significant between LHI and SS, 2=significant between LHI and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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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근력 36, 48, 60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으며, 여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체

는 요부신전근력 60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사후검증결과, 남자는 요부신전근력 36도와 48도

에 있어서는 추간판탈출증 집단이 척주전방전위증 집

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60도에 있어서는 추

간판탈출증 집단이 척추관협착증 집단과 척추전방전위

증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전체는 요부신전

근력 60도에 있어서 추간판탈출증 집단이 척추전방전

위증 집단보다 근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논의

척추는 추간판, 관절낭, 인대와 근육 등에 의해 안정

성을 유지하게 되는데 특히 근육은 척추의 안정성을 유

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 척추 주변에는 여러 근육

들이 존재하는데 여러 선행 연구들은 척추 주변근육들이 

요추부 질환의 원인으로 예방 및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척추주변근육의 분류

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뭇갈래근과 엉덩허리근, 

척추세움근을 척추주변근육으로 분류한다[18]. 본 연

구에서는 퇴행성 척추질환에 따라 뭇갈래근과 엉덩허리

근의 근단면적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척추 질환에 따른 뭇갈래근의 단면

적을 비교한 결과, 남자의 경우 뭇갈래근 총단면적

(Totalmulti)과 우측단면적(MultiRt)은 척추전방전위

증(S) 집단이 추간판탈출증(LHI)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뭇갈래근은 척추 후방 내측에 위

Table 4. Difference of lumbar extension strength according to degenerative spinal diseases (Unit: lbs)

LHI (n=37) SS (n=40) S (n=20) p-value

Male
(57)

MEDX0 118.6±48.5 97.6±33.4 124.1±42.5 0.103

MEDX12 138.8±51.9 119.1±30.6 142.3±28.5 0.121

MEDX24 158.7±56.7 132.1±29.6 156.8±37.5 0.077

MEDX36 177.9±62.9 131.6±50.5 171.4±68.0 0.0271

MEDX48 190.9±68.0 127.2±71.3 184.8±76.9 0.0091

MEDX60 182.6±109.9 87.6±88.5 89.8±115.1 0.0081,2

MEDX72 121.4±138.7 53.5±89.8 74.1±126.5 0.173

Female
(40) 

MEDX0 59.9±30.6 72.3±17.3 62.7±15.5 0.346

MEDX12 70.3±32.2 81.9±20.4 70.2±16.1 0.414

MEDX24 80.1±31.0 90.7±25.0 75.3±15.4 0.397

MEDX36 91.6±33.8 91.5±35.5 82.3±18.0 0.817

MEDX48 95.4±41.5 92.3±44.9 89.2±20.8 0.941

MEDX60 107.3±46.0 92.3±54.5 76.5±62.1 0.413

MEDX72 86.0±75.0 74.2±69.5 56.2±61.8 0.660

Total
(97)

MEDX0 88.5±49.6 88.1±30.8 105.7±46.2 0.261

MEDX12 103.6±54.7 105.2±32.6 120.7±42.1 0.342

MEDX24 118.3±59.9 116.6±34.3 132.4±50.0 0.469

MEDX36 133.6±66.0 116.6±49.1 144.7±70.7 0.204

MEDX48 141.9±73.4 114.1±64.3 156.1±78.6 0.068

MEDX60 143.9±90.6 89.4±76.8 85.8±100.6 0.0121

MEDX72 103.2±110.5 61.3±82.5 68.7±109.6 0.166

LHI; lumber herniation of intervertebral disc, SS; spinal stenosis, S; spondylolisthesis
1=significant between LHI and SS, 2=significant between LHI and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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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며 두 개에서 네 개의 분절에 분포하여 척추 안정성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뭇갈래근의 위축과 척추 분

절 기능 이상은 만성 요통과 높은 연관성이 있다[13]. 

특히, 뭇갈래근의 위축은 요추체의 국소적인 움직임이 

발생 할 때에 요추체에 대한 안정성을 약화시켜 요추를 

불안정하게 하여 척추의 전방 전위를 진행시킬 수 있다

[19,20]. 또한, 전위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통증의 증

가는 운동량의 감소를 초래하여 비사용성 위축 또는 반

사적 근수축 억제로 인한 탈신경 위축에 의하여 뭇갈래

근이 지속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척추

전방전위증 집단이 추간판탈출증 집단에 비해 뭇갈래근 

단면적이 유의하게 작게 나타나게 된 이유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Park et al. [21]과 Wang et al. [22]은 

척추전방전위증 환자에서 뭇갈래근의 단면적이 작을수

록 전위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Wallwork 

et al. [23]과 Hides et al. [24]은 척추전방전위증 환

자의 뭇갈래근 단면적이 정상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작

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결과

적으로 남성에서 뭇갈래근의 약화는 다른 질환에 비하

여 척추전방전위증에서 크게 나타나는 특징인 것으로 보

이며, 이 근육의 약화를 방치할 경우 전위의 진행이 점

차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환의 경우 뭇갈래근 강

화에 초점을 맞춘 운동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남자 및 남녀 전체에서 뭇갈래근 좌∙우측의 차

이(MultiRtLt)는 추간판탈출증 집단이 척추관협착증 집

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는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관협착증에서 증상 측면에 따라 편

측 뭇갈래근이 위축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25]. Chen 

et al. [26]의 연구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 환자의 뭇갈

래근 부피와 양측 비대칭은 추간판 돌출부분에 따라 근

육의 형태학적 변화와 양측 근육의 비대칭이 명백하게 

나타났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척추

관협착증은 디스크의 팽윤과 척추후관절의 비후에 의해 

척추관이 좁아지는 질환으로 한측으로 추간판이 돌출되

어 통증을 일으키는 추간판탈출증에 비해 편측의 근위축

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각 질환별로 엉덩허리근의 단면적을 비

교한 결과 집단 간에 엉덩허리근 전체 단면적과 좌측과 

우측 각 단면적은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엉덩허

리근의 경우 질환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엉덩허리근의 좌∙우측 단면적의 차

이는 남자와 전체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났는데, 

척추전방전위증이 추간판탈출증에 비하여 유의하게 큰 

좌∙우측 비대칭을 보였다. 엉덩허리근은 고관절의 주요 

굴곡근으로 척추의 전방에 위치하며, 기립과 앉은 자세

에서 요추와 골반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근육이다[27]. 

엉덩허리근의 수축은 척추에 압력을 증가시켜 통증을 유

발시킬 수 있으며, 엉덩허리근의 위축은 요통과 디스크 

협착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3, 

28]. 선행연구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관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과 같은 요통관련 질환자는 정상인에 비

해 엉덩허리근의 단면적이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13, 28]. 요통 질환자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

는 쪽에서만 척추 주변 근육의 단면적이 유의하게 감소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 요통이 없는 정상인들

의 경우 척추 주위 근육의 좌측과 우측이 대칭적인 것

으로 알려져 있다[29-31]. 그러나 Dangaria & Naesh 

[14]에 의하면 요통 환자에서 증상이 있는 편측의 엉덩

허리근이 반대쪽에 비하여 유의하게 작았다고 보고하였

다. 척추전방전위증의 진행은 척추의 각 분절간 불안정

성을 증가시키고 굴곡-신전 뿐만 아니라 축성-회전성

의 불안정성을 유발한다. 요추의 편측 불안정성은 상대

적으로 다른 편측 근육의 수축과 같은 보상작용을 요구

한다. 엉덩허리근을 구성하는 큰허리근의 경우 척추의 

시상면에서 요추의 안정화를 담당하는 근육으로 척추전

방전위증에 의한 축성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

대적으로 많은 수축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척

추전방전위증에서 엉덩허리근의 좌∙우측의 단면적 차이

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엉덩허리근의 

지속적인 편측 수축은 측면의 변연부의 골극 형성을 유

발하여 이차적인 측만까지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척추

전방전위증의 경우 엉덩허리근의 좌∙우측 비대칭이 클 

수 있으므로 스트레칭 및 강화운동으로 근육을 대칭적

으로 발달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리 근력은 척추의 외적인 안정성을 제공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32]. 일반적으로 만성요통환자

들의 경우 약 80%이상이 요추 주위 근육의 근력이 정

상인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3]. 특히, 

요통환자는 요추부의 굴곡근보다 신전근의 약화가 심하

다고 보고하고 있다[18, 34]. 본 연구에서 각 질환 별로 

요부 신근을 비교한 결과, 남자의 경우 척추관협착증 집

단(36〫, 48〫, 60〫)과 척추전방전위증 집단(6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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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집단에 비해 요부 신근 근력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즉, 척추관협착증은 추간판탈출증에 비

해 신전의 시작부터 중간까지 근력이 유의하게 낮게 나

타났고, 척추관협착증은 추간판탈출증에 비해 신전이 

시작될 때 근력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기능장애가 심하고 요통이 심할 경우 요부 신근 근력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ark et al. [35]은 

요통환자의 요부 신근 근력은 정상인에 비하여 요부신

전위치 48〫에서 현저한 감소가 나타났다고 보고하며, 

기능장애가 심한 경우 요부 신근이 더욱 약화되는 것으

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추간판탈출증이 척추관협착

증과 척추전방전위증에 비해 기능장애가 적을 수 있음

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 같은 이유는 각 질환에서 나타

난 뭇갈래근의 위축과 연관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다른 질환에 비해 높은 뭇갈

래근 단면적을 보인 추간판탈출증과 같은 질환에서 높

은 요부 신근 근력이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요통환자의 근력약화는 주로 뭇갈래근과 같은 심

부근육계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36]. 이전 

연구자들은 만성요통환자에서 척추세움근과 고관절 굴

곡근과 같은 표재근육은 정상인에 비하여 근육의 크기

와 피로율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심부근육인 

뭇갈래근의 위축과 피로율이 정상인에 비하여 크게 나

타났다고 보고하였다[12, 37-39]. 또한, Kim [40]의 

연구에서도 뭇갈래근은 요부 신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

며, 요부 손상 시 매우 빠르게 위축하는 특성을 보인다

고 하여 요부 신전근력에 있어 뭇갈래근의 중요성을 강

조하였다. 이와 같이 뭇갈래근은 요추부위에 부하가 예

상될 때 사지가 움직이기 이전에 먼저 동원되어 요추부

위 안정화에 기여하고[20], 요추부위의 가장 안쪽에 위

치한 심층 섬유 중 가장 큰 근육으로 체간 신전이 일어

나는 전체 180도에서 순수하게 요추부의 신전근의 작

용으로 발생하는 72도까지의 근력을 발휘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근육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각 질환별로 나

타나는 뭇갈래근 단면적 특성은 실제 요부 신근 근력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여자의 경우 모든 변인에서 남자와 비슷한 경

향을 보였지만 각 질환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 여자에서 집단 간 근단면적과 근력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은, 여자의 경우 남자와는 다르게 여러 

요인에 의하여 개인차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특히,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estrogen)은 다양

한 생물학적 과정에 참여하는데, 에스트로겐의 감소는 

뼈와 피부의 콜라겐 소모(wasting)를 가속하며, 항산화 

활성 및 섬유소 분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41, 42, 43]. 에스트로겐은 다양한 근골격계 퇴행성 

질환의 병인 및 병태생리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최

근에는 요통과 디스크 변성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44]. de Schepper et al.[45]은 폐경기 이

후의 여성은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에 비하여 디스크 공

간이 더 좁았다고 하여 상대적인 에스트로겐 수준의 감

소가 생리적 변화와 요추 디스크 변성을 가속화시킨다

고 보고하였다. 선행연구와 같이 여성호르몬에 의한 전

반적인 근골격계 퇴행은 본 연구의 여자 대상자에서 질

환 별로 근력과 근단면적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호르몬적 

변인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진행된다면 여자의 질환별 근

단면적과 근력의 차이가 없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여자는 남

자에 비하여 근단면적과 근력이 각각 약 53.3~71.7%, 

약 34.4%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자의 경우 

남자와는 다르게 각 질환에서 요추 주변의 전반적인 근

육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이

를 통하여 기본적인 근력과 단면적을 증가시켜 통증 감

소와 신속한 재활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퇴행성 척추질환에 따른 근단면적과 

요부신전 근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뭇갈래근의 단면

적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척추전방전위증의 경

우 추간판탈출증에 비하여 유의하게 뭇갈래근의 위축과 

요부신전 근력의 감소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뭇갈래근

은 예방과 치료중재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인 것으로 사

료되며 상태 평가와 재활을 위해서는 뭇갈래근의 강화

를 위한 운동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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