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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근전도 바이오피드백 장비를 사용하여 움직임 조절운동을 수행할 때 엉덩관절 근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유사실험설계 단일집단 검사전-검사후 설계이다. 건강한 성인 21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근전도 바이오피드백 장비를 사용하여 엉덩관절의 움직임 조절 운동을 총 20분간 
수행하였다. 적은무릎 구부리기 검사 수행동안 엉덩관절의 근활성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중간볼기근, 큰볼기근, 넙다
리근막긴장근, 넙다리 곧은근의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중재 후 큰볼기근의 유의한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근전도 바이오피드백 장비를 적용한 엉덩과절 움직임 조절운동이 엉덩관절의 안쪽돌림을 조절하고 엉덩
관절 가쪽돌림근을 활성화시키는 효과적 중재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ICT 융합기술을 접목한 재활운동이 임상에서
효과적인 중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 움직임 조절운동, 근전도 바이오피드백, 적은 무릎 구부리기 검사, 엉덩관절 돌림근, 융합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movement control exercise of hip joint 
using visual EMG biofeedback on hip joint muscles in healthy adults. This study was nonequivalent one 
group Pre-post test design. Twenty-one healthy adults were participated in the study. all subjects 
conducted movemnet control exercise(MCE) using electromyography(EMG) biofeedback of hip joint 
durng 20 min. The outcome measures included surface eletromyography. Surface electromyography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Gluteus medius (Gmed), Gluteus maximus (Gmax),and Tensor fasciae 
latae(TFL), rectus femoris(RF) during small knee bending (SKB) te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Gluteus maximus muscle activity between the pre-test and the post-test (p < 0.05). The findings 
suggest that Movement control exercise using EMG biofeedback for limiting hip internal rotation is 
effective in activating the hip external rotator muscles. in addition, this study showed that 
rehabilitation exercise combined with ICT convergence technology could be an effective intervention 
in clinical practice.

Key Words : Movement control exercise, EMG biofeedback, Small knee bending test, Hip rotator, 
Convergence

*Corresponding Author : Tae-wook Kang(gornsapelr@naver.com)
Received November 18, 2019
Accepted December 20, 2019

Revised   December 5 2019
Published December 28, 2019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0. No. 12, pp. 183-189, 2019

ISSN 2233-4890
https://doi.org/10.15207/JKCS.2019.10.12.183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0권 제12호184

1. 서론

엉덩관절(hip joint)은 다축관절인 절구관절로써 절구 
안으로 넙다리뼈 머리가 깊이  받쳐져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1]. 그러나 달리기, 뛰기 그리고 공차기와 
같은 활동적인 동작을 수행할시 엉덩관절에 높은 부하와 
염전력(torsional forces)이 발생하여, 엉덩관절 주변을 
구성하는 관절과 관절주머니 및 인대와 근육의 손상을 
초래하게 한다[2]. 그리고 스포츠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넙다리뼈 머리와 절구의 가장자리에 반복적인 충돌에 의
해 관절테두리의 미세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미세
손상은 엉덩관절의 통증과 운동제한을 유발하는 엉덩관
절 충돌증후군(Femoroacetabula Impingement; FAI)
으로 발전하게 된다[3,4].

엉덩관절 충돌증후군은 엉덩관절의 굽힘, 모음 그리고 
안쪽돌림을 동반한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며[5], 이와 같
은 손상된 움직임(impairment movement)은 엉덩관절
의 부하와 스트레스를 증가 시킨다[4].  한편, 손상된 움
직임을 확인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는 움직임 조절검사
(movement control test)를 제시하였다[6,7]. 또한 움
직임 조절검사 중 적은 무릎 구부리기(Small knee 
bending)검사는 엉덩관절의 조절되지 않은 안쪽돌림을 
확인하는 검사로 간단하고 빠르게 손상된 움직임 조절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4,7].

적은 무릎 구부리기(Small knee bending)검사는 선
행연구를 통해 카파지수 0.92를 나타내는 높은 신뢰성이 
확인되었고 민감도와 특이도를 통해 수신자조작특성곡선
(ROC curve)를 분석한 결과  0.867의 중등도 정확도를 
보여 임상적으로 유용한 검사로 확인되었다[8]. 또한, 적
은무릎 구부리기 검사는 한다리 서기 동안에 굽힘을 통
해 한쪽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이 움직이는 것으로 엉덩관
절의 안쪽돌림을 능동적으로 분리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학습하게 한다[7]. 또한 엉덩관절 안쪽 돌림의 
등척성 또는 신장성 조절을 제공하는 가쪽 돌림 볼기근
의 효율성을 확인하고 인접관절을 손상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조절능력을 평가한다[4,7]. 이러한 평가로 확인
된 조절되지 않은 움직임을 개선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는 다양한 되먹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7].

한편, 다양한 바이오피드백(Biofeedback) 정보 중 시
각적, 촉각적 피드백 정보는 재활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치료에 적용되어져 왔다[8]. 그중에서도 신경근육의 바이
오피드백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근전도(Electromyography; 
EMG)와 실시간 초음파영상장비(Real-time ultrasound; 

RTUS)는 재활영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9]. 
특히, 근전도 바이오피드백 방법은 근육의 전기적 신

호를 시·청각적 정보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근골격계 환
자의 근력을 향상하고, 근육의 긴장도를 감소시키며 통증
을 개선해 줄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9,10].

많은 선행연구에서 근전도 바이오피드백을 이용해 과
활성화된 근육을 조절하고 선택적 근육의 수축을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11,12]. 이러한 장점으로 근전도 
바이오피드백 방법은 운동조절을 위한 학습도구로 추천
되어져 왔다[12-14].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는 신
경계질환자의 근육수축과 움직임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거나[9], 근골격계 질환의 개선을 위한 연
구는 국소적인 부위에 한정되어 미흡한 상태이다[9,11].  

따라서 본 연구는 엉덩관절 안쪽돌림 움직임 조절운동
을 수행할 때 근전도 바이오피드백 방법을 적용하여 엉
덩관절 돌림근의 활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함으로써 향후 엉덩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재활운
동에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G시 소재 G 대학에서 20대 남성 30명을  

모집하여 엉덩관절 안쪽 돌림근 조절장애 대상자 21명을 
최종선정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에 대해 동의를 구하였다. 엉덩관절 
안쪽 돌림조절 장애 대상자 선정기준은 한쪽다리 적은 
무릎 구부리기 검사(single leg small knee banding 
test) 중 무릎이 발가락 앞으로 5cm 지나기 전에 엉덩관
절의 안쪽 돌림을 보이는 자로 하였다[7]. 또한, 모든 대
상자는 무릎이나 엉덩관절에 관련된 질환의 소견이 없고 
과거 수술경력이 없는 자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자 수는 표본 크기 산출프로그램(G*Power ver. 3.1.5, 
Franz Faul, University of Kiel, Germany)을 사용하
여 표본 수를 산출하였다. 실험대상자 5명에게 실시한 사
전실험에서 효과크기는 0.87, 유의수준은 0.05, 검정력
은 80%으로 10명이 산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21명
의 대상자를 최종선정 하였다.

2.2 실험절차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15명을 대상으로 단일집단 검

사전-검사후 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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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행 하였다.대상자에게 움직임 조절 운동을 적용하기 
전 근전도를 부착하고 적은 무릎 구부리기(Small knee 
bending; SKB)을 실시하였고, 중재를 적용한 후  적은 
무릎 구부리기(SKB)를 실시하는 동안 엉덩관절 근육의 
활성도 변화를 확인하였다. 엉덩관절의 근활성는 근전도
를 통해 중간볼기근, 큰볼기근, 넙다리근막긴장근, 넙다리 
곧은근을 측정하였다.

 중재 전과후에 실시하는 적은 무릎 구부리기(SKB)검
사는 총 3회 실시하였고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조절되
지 않는 움직임(uncontrolled movement; UCM)이 나
타나기 직전까지의 근육활성 정보를 획득하였다[7].

 
2.2.1 적은 무릎 구부리기 검사
Fig. 1과 같이 대상자는 한발로 전체 체중을 옮기고 

다른 한발은 바닥으로부터 들어 올리라고 지시받는다. 지
지하는 발은 발꿈치를 바닥에 대고 무릎을 굽히고 발등
을 굽히라는 지시를 받는다. 운동 조절 기준점은 몸통을 
발 뒤꿈치를 통해 유지하고, 두 번째 발허리뼈가 10°의 
중립선을 따라 일직선으로 정렬된 위치에 서 있어야한다. 
몸통 수직 방향으로 유지하면서 몸통의 앞쪽기울임 또는 
엉덩이 및 골반의 뒤쪽이동을 유지한다[4,7].

Fig. 1. Small knee bend movement control test and 
Electrode placements for the gluteus medius, 
tensor fasciae latae, gluteus maximus, rectus 
femoris 

2.2.2 중재방법(Intervention)
실험자에게 근전도(electromyogram)를 부착한 후 

엉덩관절의 총 2가지  움직임 조절운동(Movement 
control exercise; MCE)을 총 20분간 적용하였다. 

움직임 조절운동은 Fig. 2와 같이 대상자는 옆으로 누
워 엉덩관절을 45° 구부리고 무릎관절은 90° 구부리며 
골반은 중립으로 위치시킨다. 대상자의 뒤꿈치는 붙인 상

태를 유지하고 위쪽 다리를 위로 들어올려벌린 뒤, 뒤꿈치
를2∼3cm 들어올려 유지시키는 것을 10초간 유지하였
다. 이 중재방법을 총 10분 수행하였으며, 운동이 끝난 
뒤 5분간 휴식를 제공하고 다음동작을 시행하였다[7]. 또
한, Fig. 2에 제시한 그림과 같이 대상자의 발을 엉덩이 
너비로 벌리고 등을 벽에 기대고 선다. 몸통을 수직으로 
곧게 세우고 발뒤꿈치가 벽과 5∼10㎝앞에 위치하고, 몸
통의 앞쪽기울임 없이 적은 무릎 구부리기(SKB)를 실시
하도록 지시하여 10분간 시행하였다[7].
  두 가지의 움직임 조절운동 동작을 수행할 때 큰볼기근
이 활성화 되는 것을 컴퓨터 화면의 막대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였다. 훈련시 근활성도의 역치기준은 큰볼기근의 
최대 수의적 등척성수축(MVIC)의 10%∼20%강도로 설
정하여 실시하였고[11], 최대와 최저 역치를 초과할시 화
면에서 나타나는 막대의 색상변화로 대상자에게 적절한 
근육수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각적 바이오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또한, 대상자가 피로를 호소할 시 실험자는 
적절한 휴식시간을 제공하였다.

Fig. 2. Hip joint movement control exercise 
of hip joint using EMG biofeedback 

2.3 측정 장비 및 데이터 처리 
2.3.1 표면 근전도
엉덩관절의 중간볼기근, 큰볼기근, 넙다리근막긴장근, 

넙다리 곧은근의 근 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무선 근전
도 장비(TeleMyo Desktop DTS, Scottsdale, AZ, 
USA)를 사용하였고, 측정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근전
도 신호분석 소프트웨어(MyoResearch Master Edition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0권 제12호186

Intervention

Muscles
MCE Without BF MCE With BF t p

Gmed 24.69±9.99 24.40±16.55 0.11 .91

Gmax 4.06±2.08 13.76±10.19 -4.84 .00

TFL 17.46±9.99 26.02±17.06 -3.47 .00

RF 24.47±15.21 29.49±17.41 -1.15 .26

Mean±SD, MCE: movement control exercise, BF: biofeedback, Gmed: gluteus medius, Gmax: gluteus maximus, TFL: tensor fasciae latae RF: rectus 
femoris, Unit: %MVIC

Table 2. Comparison of the EMG activity during hip joint MCE without and with biofeedback              (n=21)

3.10, Scottsdale, AZ, USA)를 사용하였다. 모든 대상자
들의  피부 임피던스를 낮추기 위해 표면전극의 부착부
위를 제모 하였으며, 알콜솜을 사용하여 소독한 후 표면
전극을 부착하였다.

근전도 신호 추출률은 1024 ㎐로 설정하였고, 노이즈
를 제거하기 위해 주파수 대역폭(bandpass-filtered)을 
20∼350 ㎐로 설정하고, 노치 필터는 60 ㎐ 영역대로 사
용하였다. 적은 무릎 구부리기(SKB) 검사 수행에서 각 
근육의 근전도 신호는 제곱 평균 제곱근(root mean 
square; RMS)값의 형태로 처리하였다. 또한, 적은 무릎 
구부리기(SKB) 검사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
된 각 근육의 신호값을 사용하였다. 

측정값을 정규화 시키기 위해 각 근육에 대한 최대 수
의적 등척성 수축(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값을 수집하였으며, 각 근육의 
%MVIC 계산에 사용 되었다. 각 근육의 등척성 수축을 
알아보기 위해 대상자들에게 각 근육의 맨손근력 검사자
세에서 최대 도수 저항을 주었으며, 대상자가 가능한 최
대 근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구두로 지시를 주었다[15]. 
근전도 신호 값은 총 3회를 측정하였으며, 5초 동안 수집
신호 중에서 3초 간 측정한 값을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표면 전극(Ludlow Technical Products, Canada)
은 Fig. 1와 같이 실험 대상자의 우세쪽 다리의 엉덩정강
근막띠와 중간볼기근, 큰볼기근에 부착하였다. 엉덩정강
근막띠는 ASIS와 큰돌기의 머리에 부착하였으며[16], 중
간볼기근 뒤쪽섬유는 뒤쪽엉덩뼈와 큰돌기 사이의 33% 
지점에 부착하였다[17]. 큰볼기근은 근육 가운데 중간에
서 약간 아래쪽 넙다리의 큰돌기 높이와 엉덩이 주름위 
1∼2inch 높이에 부착하였다[18].

2.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win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모든 변수는 기술통계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Shapiro-Wilk 정규성 검
정을 통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어 모수 통계 방법을 사
용하였다. 중재 전후의 근활성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에 대한 유의 수
준은 ɑ=0.05수준으로 설정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20대 정상성인 남성 21명을 대상으로 하였

으며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Variable Mean ± SD

Age (years) 23.20±1.47

Height (cm) 173.26±5.78

Body weight (kg) 77.93±10.49

BMI (kg/m2) 25.88±2.44

BMI: Body mass index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1)

3.2 엉덩관절 근육의 근활성도
적은 무릎 구부리기 검사 동안 중간볼기근, 큰볼기근, 

넙다리 근막긴장근, 넙다리 곧은근의 근 활성도 값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근전도 바이오 피드백을 이용한 중재 전과 중재후 중
간 볼기근의 근활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 >.05), 
큰볼기근의 근활성도는 중재 전과 중재후의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05).  넙다리 근막긴장근의 근활성도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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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 바이오 피드백을 이용한 중재전과 중재 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넙다리 곧은근도 중재 전과 중재 
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Table 2

4. 논의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을 수행할시 엉덩관절 근육의 
약화는 무릎넙다리 관절과 엉덩정강근막띠에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이러한 현상은 무릎 밖굽이 움직임과 상관성
을 가진다[8,19-20]. 엉덩관절의 안쪽 돌림되는 경향에 
의해 발생되는 잘못된 움직임은 근육 불균형을 유발하고 
허리 통증이나 사타구니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21-23]. 
본 연구의 연구자는 일상의 신체활동에서 빈번하게 나타
나는 엉덩관절의 안쪽돌림 움직임 조절능력 저하현상을 
제한하기 위해 근전도 바이오피드백 방법을 적용한 움직
임 조절운동을 엉덩관절에 실시함으로써 안쪽돌림 움직
임을 조절하는 근육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적은 무릎 구부리기(SKB) 움직임 조절 
검사는 엉덩관절의 충돌을 야기하는 부하의 직접적 연관
성을 분석하는 것보다 엉덩관절의 변경된 조절능력을 알
려준다고 하였다[4].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선행연구는 
작은 볼기근과 엉덩관절 긴모음근의 비율를 강조하였으
며, 이러한 근육의 불균형은 관절의 손상과 통증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24].

한편, 엉덩관절의 과도한 안쪽돌림은 관절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가쪽 돌림 안정성 근육과 주머니(capsule)의 
신장된 길이에 의해 나타나거나, 넙다리근막긴장근과 엉
덩정강근막띠의 과도한 단축에 의해 나타난다고 보고되
고 있다[7].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엉덩관절 돌림근 조
절 기능장애를 개선하기위해 엉덩관절 가쪽 돌림근의 적
절한 조절능력과 안쪽돌림근의 적절한 길이변화를 개선
해주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근전도 바이오피드백을 적용한 후 
적은 무릎 구부리기(SKB)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큰볼기
근 활성도가 운동전 측정결과 보다 유의하게 증가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본 연구의 결과에서 넙다리근막긴장근의 활성
도가 중재 후 유의하게 증가한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중
재효과가 엉덩관절 근육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으
로 오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넙다리근막긴장근과 엉
덩정강근막띠의 활성이 증가함으로써 엉덩관절을 자극하

고 통증이나 관절손상 증상을 유발한다는 보고 때문에 
더욱 논쟁의 여지가 있게 된다[4,25].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주장하듯이 엉덩 관절의 통증과 
관절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육의 균형된 비율이 
강조되어야 하며[24], 표면적 근활성도의 증가로 인한 엉
덩관절의  부정적인 효과로 보기엔 성급한 판단이 될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큰볼기근과 넙다리 근막긴장근
의 비율(Gluteus maximus:Tensor fasciae latae) 변
화에서 중재 전 1:4.2의 결과가 1:1.8으로 변화되는 결과
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엉덩관절의 안쪽돌림근에 대응
하는 가쪽돌림 안정성 근육의 조절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낸다. 

최근에 의료보건 분야의 ICT 융합기술을 접목한 연구
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26-28]. 그 중에서도 재
활분야에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근전도 바이오피드백 
기법은 비효율적인 근육의 활성과 비정상적인 근육의 수
축패턴을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근육을 수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어 진다[11-14].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움
직임 조절 운동을 수행할 때 시각적 피드백을 적용한 큰
볼기근의 선택적 수축을 유도하게 만들어 근활성도의 유
의한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근력운동은 근력향
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운동조절과 비정상적인 근육
활성 패턴을 개선할 수 없으며, 근전도 바이오피드백을 
적용한 운동이 운동조절능력 향상과 비정상적 근육활성 
억제의 효과를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였다
[11,12]. 이러한 주장은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줄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중재방법이 임상현장에서 엉덩관절 움
직임 조절 환자에게 효과적 중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엉덩관절의 미세한 자극을 유발하
는 안쪽돌림 기능장애를 제한 할수 있는 엉덩관절 가쪽
돌림 안정성 근육인 큰 볼기근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중
재로 근전도 바이오피드백을 적용한 움직임 조절운동이 
적절한 중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
구로 엉덩관절 움직임 조절 환자나 근골격계 환자에게 
일반화시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근전도 바이
오피드백을 적용한 즉각적 변화를 확인한 연구로 지속적
인 효과는 검증하지 못하였다.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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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엉덩관절에 근전도 바이오피드
백을 적용한 움직임조절운동이 엉덩관절 안쪽돌림을 제
한하는 큰볼기근의 수축을 선택적으로 증가시키고, 상대
적으로 큰볼기근과 넙다리 근막긴장근의 수축비율을 감
소시킴으로써 엉덩관절 돌림근 조절 기능장애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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