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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traight leg lifts (SLL) and double leg lowering (DLL) 

exercise on abdominal muscle activity, visual analog scale (VAS), and flexibility in patients with chronic low back pain (LBP). 

Methods : A total of 30 LBP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ose with SLL exercise group 15 (male=8, female=7) and 

those with DLL exercise group 15 (male=7, female=8). Before the intervention, the abdominal muscle activity, VAS, and flexibility 

were measured. After 4 weeks of intervention, the above variables were measured in the same way. The SLL exercise bends the 

leg 45 ˚ in the supine position, and the DLL exercise was performed as opposed to SLL. At this time, the pressure biofeedback 

unit (PBU) was placed behind the lumbar to reduce the instability of the pelvis and muscles. The subjects were instructed to use 

the PBU to maintain the target pressure determined (40 ㎜Hg) during the exercise.

Results : The external oblique (EO), internal oblique (IO), and transverse abdominis (TrA)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SLL 

and DLL group, and EO, IO, and TrA activity improved mo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DLL than SLL group (p<.05). The 

results on the VAS and flexibility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oth group (p<.05).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p>.05).

Conclusion : SLL and DLL exercises in patients with LBP were able to confirm the increased activity of the abdominal muscles, 

decreased pain, and increased flexibility of the waist. In addition, DLL exercise is more effective in patients with LBP in terms 

of muscl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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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만성허리통증은 산업사회에서 60~80 %의 많은 사람

들이 경험하는 질병중 하나이고(Indahl 등, 1995), 두통과 

같이 빈도수가 높은 질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하

여 일상생활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한다(Kemp, 

1954; Kim 등, 1997). 허리통증은 갈수록 증상이 악화되

면서 신체적 제약이 생기며 동시에 척추 주변 근육들의 

단면적이 감소되어 불사용위축(disuse artopy)을 초래하

고 점차적으로 증상이 만성화로 이어진다(Kwon 등, 

2001). 특히 초기에는 척추 주변 근육들인 배바깥빗근

(external oblique), 배속빗근(internal oblique), 뭇갈래근

(multifidus)의 위축으로 시작하여 허리와 골반의 불안정

성과 주변 근육들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점차적

으로 만성허리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하였다

(Urquhart 등, 2005). 

척추 주변 근육들의 위축과 근육 불균형이 허리주변 

조직의 기능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만성허리통증 같은 

질병으로 발전하는 악순환을 유발하여 임상에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척추 안정화 운동프로그

램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Boucher 등, 2016).

척추 주변 근육들 즉, 중심근육들(core muscles)은 인체

에서 아주 중요한 근육들로 운동성과 함께 안정성을 제

공하며 크고 바깥에 위치해 있는 근육에는 배곧은근

(rectus abdimonis), 배바깥빗근, 그리고 척추 세움근

(erector spinae)이 포함되고(Kisner와 Colby, 2017), 안쪽

에 위치한 근육들로서 척추의 안정성과 관련되는 소근

육에는 표적으로 뭇갈래근, 배속빗근, 그리고 배가로

근(transverse abdominis)이 포함된다(Bergmark, 1989). 

표적으로 배속빗근과 배가로근은 배의 안정성을 유지하

고 다른 어떤 근육들 보다 먼저 수축하여 신체의 균형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Hodges & Gandevia, 

2000). Hodges와 Richardson(1999) 역시 근전도를 이용한 

선행연구에서 뭇갈래근, 배가로근, 그리고 배속빗근이 

다리를 움직이게 할 때 다른 근육들 보다 먼저 수축하는 

선행적 자세 조절전략(anticipatory postural adjustment) 즉, 

앞먹임기전(feedforward)으로 척추 안정화를 담당하는 근

육들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뭇갈래근, 배속빗

근, 그리고 배가로근과 같은 척추 안정화에 기여하는 근

육들의 위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척추의 불안정성은 

만성허리통증을 유발시키는 주된 근육들이라고 하였다

(Panjabi, 2003). 또한 Kim 등(2001)은 근육과 소근육의 

조화로운 수축을 유발하는 척추 안정화 운동이 허리통

증 환자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만성허리통증으로 중심근육들의 기능변화가 일어나 

골반이 기울어져 척추가 과도하게 젖힘이 심한 사람들

에게 다리들기 운동(straight leg lifts; SLL)을 시행하면 허

리 주변근육들의 불균형 및 약화로 제 로 다리를 들지 

못하며 또한 허리 관절부에 전해지는 스트레스를 적절

하게 조절하지 못한다(Koumantakis 등, 2005). 반 로 다

리내리기(double leg lowering; DLL)는 다리를 들어 올린 

시작 위치에서 바닥으로 내릴 때 다리로부터 전달된 외

부 하중에 항하는 중심부 근육들의 보다 강한 협력수

축 및 편심성 조절능력을 평가하는 운동방법으로도 널

리 사용된다(Lanning 등, 2006). 이처럼 다리들기와 다리

내리기 운동은 허리통증환자의 운동치료프로그램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고 특히 운동을 하는 동안 척추 안정화

가 없다면 골반은 허리가 확장된 전방 기울임의 위치에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허리뼈에 직·간접

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Krause 등, 2005; 

Sahrmann, 2002). 더불어 만성허리통증환자들에게 운동

을 적용할 때 허리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허리가 중립 

범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중심근육들의 활성화가 필요

하다고 하였다(Carter 등, 2006; Durall & Manske, 2005; 

Richardson 등, 2004). 이러한 중심근육들로부터 생성되

는 허리부의 중립자세는 허리의 안정화를 가져오고 이

차적으로 발생하는 부상을 방지하고 다리들기 또는 다

리내리기 운동을 통한 중심근육들의 활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Herring & Weinstein, 1995). 

하지만, 기존선행연구들은 만성허리통증 환자들을 

상으로 다리들기 운동과 다리내리기 운동 방법에 따른 

척추 안정화 근육들의 활성도 비교와 허리통증 및 유연

성에 해 비교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만성허리통증을 호소하는 50  성인을 상으로 다리들

기 운동과 다리내리기 운동을 적용하여 중심근육들의 

근 활성도와 함께 허리통증의 변화유무와 유연성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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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MG attachment site 

Ⅱ. 연구방법

1. 연구기간 및 대상자

본 연구는 2019년 2월 11일부터 3월 8일 4주 동안 부

산광역시 소재 OO병원에 만성허리통증으로 진단받고 

치료하기 위해 내원하는 50  환자 총 30명(남자 15명, 

여자 15명)을 상으로 성비를 고려하여 다리들기 운동

군 15명(남자 8명, 여자 7명), 다리내리기 운동군 15명(남

자 7명, 여자 8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Table 1). 모든 상자들에게 실험 전에 목적과 절차 등

에 해 충분히 설명을 하였으며 상자들은 설명을 듣

고 자발적으로 실험에 동의한 자를 선정한 다음 가장 중

요한 본 연구의 운동방법을 시행할 수 있는 상자들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 상자의 제외 기준은 

6개월 이전의 급성, 아급성 통증환자, 신경계나 뼈 근

육계의 병력이 있는 자, 평소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는 

자, 허리 시술 및 수술 경험이 있는 자는 제외하였다. 

SLL (n=15) DLL (n=15)

Age (year) 51.05±2.94 51.4±3.28

Height (㎝) 168.5±5.49 174.3±4.84

Weight (㎏) 72.5±4.84 64.9±4.86

Gender (male/female) 8/7 7/8

SLL; straight leg lifts, DLL; double leg lowering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n=30)

2. 측정방법

1) 표면근전도 

바로 누운 자세에서 다리들기 운동과 다리내리기 운

동을 하기 전에 우세측인 오른쪽의 배가로근, 배바깥빗

근, 그리고 배속빗근의 근 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무

선 표면근전도(surface electromyography; EMG)(TeleMyo 

DTS, Noraxon, USA)를 사용하였다. Ag, AgCl 재질의 일

회용 단일 전극을 사용하였으며 피부저항을 줄이기 위

하여 면도기를 사용하여 제모를 하였고 가는 사포로 전

극 부착부위를 가볍게 2~3회 문질러 피부 각질층을 제거 

한 뒤 피부 지방을 제거하기 위하여 알코올 솜으로 닦은 

후에 전극을 부착하였다. 전극 부착 부위는 다음과 같다. 

배가로근은 우세측 골반의 위앞엉덩뼈 가시와 샅고랑인

 중간 바로 위에 부착하였으며 배바깥빗근은 우세측 

엉덩뼈능선과 갈비뼈의 중간 지점에서 근육을 수축하도

록 지시한 후 근육 힘살(muscle belly)위에 부착하였다. 

배속빗근은 두덩뼈 결절(pubic tubercle)에서 위앞엉덩뼈

가시까지의 중간 지점을 촉지 한 상태에서 근육을 수축

하여 근육 힘살 위에 부착하였다(Barnett & Gilleard, 

2005; Vera-Garcia 등, 2000)(Fig 1). 

근전도 신호 처리는 표본추출률(sampling data)은 1,000 

㎐, 주파수 역폭(band-pass)은 40~450 ㎐, 그리고 노이

즈 제거를 위한 노치 필터(notch filter)는 60 ㎐를 적용하

였다. 수집된 모든 근전도 신호를 실효평균값(root mean 

square)으로 처리를 하였다. 각 근육의 최  수의적 등척

성 수축은 맨손근력검사자세에서 5초 동안 실시하고 처

음과 마지막 1초를 제외한 중간 3초 값의 3회 평균값을 

채택하였으며 1회 마다 근 피로도를 고려하여 5분간의 

휴식시간을 제공하였다. 수집된 신호는 최  수의적 등

척성 수축에 한 백분율(% maximal voluntary isome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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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ion)로 정규화(normalization)하였다. 다리들기 운

동과 다리내리기 운동을 각 3회 실시하여 수집된 근전도

의 평균값을 결과값으로 사용하였으며 근 피로도를 고

려하여 1회 운동 후 2분간의 휴식시간을 제공하였으며 4

주 중재 후 같은 방법으로 같은 근육의 근 활성도를 측

정하였다. 

2) 압력생체되먹임 기구

바로 누운 자세에서 다리들기 운동과 다리내리기 운동

을 하는 동안 압력생체되먹임 기구(pressure biofeedback 

unit; PBU)(Stabilizer, Hixson, USA)를 사용하여 허리뼈 

부위의 표면 근육들과 심부 근육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통제하여 골반 및 척추의 안정화를 유도하고 배근육 활

동을 보다 정량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Fig 2). 

 

Fig 2. Pressure biofeedback unit 

3) 통증 척도

운동하기 전과 후의 허리통증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

여 짧은 시간 안에 통증의 정도를 간단히 평가할 수 있

으며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이는 시각상사척도

(visual analog scale)를 이용하였다. 1~10 ㎝의 눈금으로 

표시 되어 있으며 왼쪽은 통증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가

장 오른쪽은 통증이 가장 심할 때로 정의할 수 있다. 따

라서 상자들이 느끼는 통증의 정도를 운동 전과 후에 

눈금위에 표시를 하도록 하고 눈금 있는 자로 해당하는 

표시점의 거리를 측정하였다(Wagner 등, 2007; Wilkie 

등, 1990)(Fig 3). 

Fig 3. Visual analog scale

4) 유연성 평가

바로 선 자세에서 맨발인 상태로 무릎을 굽히지 않고 

똑바로 펴고 선 상태에서 가능한 한 허리를 굽혀서 손끝

을 바닥에 도록 하여 손끝과 바닥 사이의 거리를 줄자

를 이용하여 ㎝ 단위로 측정하였다(Ahn & Shin, 2007). 

이때, 통증에 의해 이 동작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무

리 하지 않고 편안하게 가능한 할 수 있을 만큼 시행하

도록 상자들에게 지시하였다(Fig 4). 

Fig 4. Flexibility evaluation

5) 운동방법

바로 누운 자세에서 양손은 편안하게 가슴 근처에 두어 

압력생체되먹임 기구의 압력 게이지를 볼 수 있게 하고 

발은 발등 굽힘 한 상태로 양 발의 거리는 상자의 어깨 

너비만큼 벌리게 하였다(Mens 등, 2001). 다리들기 운동

은 바로 누운 자세에서 양다리를 엉덩 굽힘 0 ˚인 편안한 

상태에서 엉덩 굽힘 45 ˚까지 올리게 하였고 각 상자

들의 객관적인 높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45 ˚위치에 표적 

바(target bar)를 설치하였다. 또한 내릴 때는 무릎을 굽혀

서 발바닥이 매트에 먼저 닿게 하여 내릴 수 있도록 지시

하였다. 다리내리기 운동군은 Lanning 등(2006)의 운동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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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ethod of exercise (A: SLL end position, B: DLL start position)

SLL DLL p

EO

Pre 56.88±14.09 60.20±13.68
Post 59.99±10.04 71.53±8.49

Post-Pre 3.32±2.64 12.96±7.13 .000
p .000 .000

IO

Pre 42.43±9.94 46.19±8.97
Post 44.46±5.65 54.72±5.26

Post-Pre 3.75±2.42 10.6±2.81 .000
p .000 .032

TrA

Pre 47.17±7.02 50.14±6.25
Post 49.61±6.83 61.04±7.06

Post-Pre 2.96±2.28 11.2±3.49 .000
p .000 .000

SLL; straight leg lifts, DLL; double leg lowering, EO; external oblique, IO; internal oblique, TrA; transverse abdominis 

Table 2. Comparison of muscle activity in each muscle (Unit: %MVIC)

법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허벅지 뒤 근육의 

수동 장력을 줄이기 위해 무릎을 약간 구부린 자세로 엉

덩 굽힘 45 ˚를 지정한 나무 바에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

자가 도와준 편안하게 힘을 뺀 상태에서 검사자의 구두지

시에 맞춰 능동적으로 다리를 엉덩관절 굽힘 0 ˚까지 내

리도록 하였으며 다시 제자리인 엉덩관절 굽힘 45 ˚로 

위치할 때는 검사자가 도와주었다(Lee 등, 2007). 이때 

상자들이 능동적으로 운동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허리의 

상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압력생체되먹임 기구를 

상자들의 허리 뒤쪽에 위치시켜 근 수축 시 압력 40 ㎜

Hg를 유지한 채 압력생체되먹임 기구의 값이 증가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면서 상자 스스로 배 및 골반을 조

절하도록 하였다(Bohannon, 1986). 운동은 1세트 15회를 

기준으로 총 3세트를 진행하였고 각 세트마다 휴식시간

을 5분정도 제공하였으며 총 4주 중재기간 동안 통증치료

를 시행하기 위하여 내원한 환자들의 스케줄에 맞게 주 

3회를 원칙으로 실시하였으며 검사자는 본 연구와 관련 

없는 숙련된 물리치료사에 의하여 운동 중 발생할 수 있

는 문제점 등에 해 숙지를 시킨 후에 운동 과정을 지켜

보도록 하였다(Fig 5).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통계처리는 SPSS ver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Kolmogorov-Smirnov를 사용하였으며 다리들기 운동군과 

다리내리기 운동군과의 근 활성도, 시각상사척도, 그리

고 유연성 평균의 전·후 비교를 위해 응표본 t-검정

(paired t-test)과 집단 간의 비교를 위하여 독립표본 t-검

정(independent t-test)을 사용하였다. 통계학적인 유의수

준은 .05로 설정하였다.

Ⅲ. 결 과

운동 전과 후의 배바깥빗근, 배속빗근, 그리고 배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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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의 활성도를 비교한 결과는 다리들기 운동군과 다리

내리기 운동군에서 운동 전과 후에 측정한 근육의 활성

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집단 간의 비교에

서는 다리들기 운동군 보다 다리내리기 운동군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05)(Table 2).

운동 전과 후의 통증 및 유연성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다리들기 운동군과 다리내리기 운동군

에서 운동 전과 후의 통증과 유연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그러나 집단 간의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p>.05).

SLL DLL p

VAS

Pre 5.0±1.41 5.06±1.03

Post 2.73±2.70 1.53±1.74

Post-Pre -2.30±1.30 -3.49±0.71 .065

p .000 .001

Flexibility

Pre 20.66±3.57 20.73±2.96

Post 9.73±3.78 8.73±1.70

Post-Pre -10.87±0.22 -11.59±1.26 .115

p .016 .014

SLL; straight leg lifts, DLL; double leg lowering, VAS; visual analog scale

Table 3. Comparison of pain and flexibility       (Unit: ㎝)

Ⅳ. 고 찰

만성허리통증의 원인 중에서 배의 근력 약화는 허리 

부위의 통증을 발생시키고 유연성 감소 및 허리 관절가

동범위의 제한을 가져온다(Fass, 1996). 따라서 비정상적

인 정렬과 척추의 안정화 및 운동 패턴을 수정하기 위해

서 정적 수축(static contraction)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

며 특히 몸쪽 부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운동 중 다

리들기 운동과 다리내리기 운동도 사용되고 있다

(Koumantakis 등, 2005; Lanning 등, 2006; Sahrmann, 

2002). 

본 연구에서도 중재 전과 후 두 군내에서 배 주위 근

육들의 활성도가 증가하였으며 군 간의 비교에서는 다

리들기 운동군에 비해 다리내리기 운동군에서 근 활성

도의 유의한 증가를 확인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허리통증을 경험한 여성을 상으로 다리들기 운동을 

시행하는 동안 압력생체되먹임 기구를 적용하는 것이 

배 근육들을 증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Noh 등, 

2014). 또한 다리들기 동안의 골반조절은 모든 배 주위 

근육들의 활성화를 증가 시키고 골반의 돌림을 줄여 준

다고 하였다(Park 등, 2013). Beales 등(2009)도 능동적인 

다리들기 운동에 의한 신체적 부하는 배의 운동반응을 

유도하고 허리뼈 골반부의 안정성과 골반을 통한 효과

적인 부하 이동에 기여하여 심부근육과 표면근육들을 

활성화 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다리내리기 운동은 골반

과 허리뼈들의 안정화를 위하여 모든 배 근육들의 강한 

근 활성도를 필요로 하는 동작으로(Lanning 등, 2006), 배 

근육들의 길이와 수축 형태가 다리들기 동작 보다는 배 

근육들의 큰 힘을 필요로 하며 이는 배와 팔의 좁은 분

절의 지지면과 다리의 긴 지렛 (longer lever arm)로 인

한 편심성 수축(eccentric contraction)에 의한 내재적인 배

의 안정화(intrinsic trunk stabilization)에 의한 결과라고 

하였다(Shields & Heiss, 1997).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도 다리들기 운동군과 다리내리기 운동군의 근 활성도

의 변화량을 보았을 때 다리내리기 운동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가 위와 같은 이유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연구 결과인 통증과 유연성의 결과에서도 각 

군내에서 전과 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군 간에서

는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존 선행연구들에

서 허리안정화운동 시행 후 허리통증 환자의 유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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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Ahn & Shin, 2007). Han 

등(2001)은 스위스 볼을 이용한 같은길이 수축운동을 통

하여 몸통 들어올리기와 굽힘에 한 유연성이 증가하

였으며 만성허리통증 환자들에게 허리안정화 운동을 적

용했을 때 통증의 감소와 유연성이 증가한 결과를 확인

하였고(Hyoung, 2008), 멀리건의 견인을 동반한 다리들

기 운동이 넙다리뒤근의 유연성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Choi, 2015). 아울러 본 연구 유연성의 결과를 비교하였

을 때 다리들기 운동과 다리내리기 운동은 허리 주변 조

직들의 자극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만성허리통증 환자들

에 한 유연성 증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허리 주변 근육들이 활성화 되면서 협조성(coordination)

과 지구력 그리고 허리 유연성이 증가하였으며 고유수

용성 촉진(Creager, 1994)과 신경생리학적인 결과물로 인

하여 신장 저항력(stretch tolerance)과 근육의 점탄성

(muscular elasticity) 변화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Magnusson, 1998). 

더불어 통증과 관련 있는 선행연구들에서 Ha 등(2012)

은 일상생활에서 허리통증 환자의 기능적 수행능력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오스웨스트리 요통 기능장애 지

수를 사용하여 슬링과 운동조절치료 후에 두 군 모두 통

증의 감소를 확인하였다. Lee 등(2013)의 연구 결과를 통

해서도 배가로근의 강화 운동으로 허리뼈의 분절 불안

정성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통증의 감소

를 확인하였다. Lee 등(2012)의 연구 결과에서도 허리 안

정화 운동과 걷기운동이 배 주위 근육들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통증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허리통증의 중요한 인자인 척추주변 근육들의 근력 증

가와 신경조직의 반응 속도의 증가로 내·외부의 부하로

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역치의 상승으로인한 허리통증의 

완화가 본 연구 통증의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리들기 운동과 다리내리

기 운동은 배바깥빗근, 배속빗근, 그리고 배가로근의 활

성도를 증가시켜 허리 안정화를 통해 허리통증과 유연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허리 안정화에 기여하

는 배 주위 근육들의 강화를 통하여 척추의 불안정성을 

가진 만성허리통증 환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되며 허리통증과 유연성에도 긍정적인 효과

를 가져 온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다리내리기 운동은 

중심근육들의 조화로운 수축과 편심성 수축을 통하여 

근육의 수축 기전이나 패턴들의 변화를 통하여 만성허

리통증 환자들의 배 주위 근육들의 활성도에 보다 긍정

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비록 본 연구가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 하

지만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한다. 첫째, 급성 또는 아급

성기의 허리통증 환자들에 한 적용의 의문점이 존재

한다. 둘째, 연구 상자의 수가 적었고 우세측 배 주위 

근육들만 확인하였으며 50 의 연령 를 감안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셋째 다양한 허리 통

증을 유발하는 진단의 종류와 통증 양상에 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연구들은 많

은 수의 상자들과 다양한 진단명과 진단 시기 그리고 

통증의 양상을 고려한 상자들을 통하여 추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만성허리통증을 진단받은 50  남녀 상

자 총 30명을 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다리들기 운동

군과 다리내리기 운동군 두 군으로 무작위로 배정하여 4

주간 주 3회 운동을 시행하여 배 주변 근육들의 활성도

와 통증 및 유연성에 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 결과

를 요약하면 근 활성도는 다리들기 운동군과 다리내리

기 운동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다리

내리기 운동이 다리들기 운동군보다 효율적인 근 활성

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통증과 유연성의 평가에서는 다

리들기 운동군과 다리내리기 운동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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