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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s of Vastus Medialis and Vastus Lateralis Muscle 
Activities according to Different Heights during Drop Landing 
in Flatfooted Adults 
Jong Sung Chang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Yeungnam University College, Daegu, Republic of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omparisons of vastus medialis (VMO) and vastus lateralis (VL) muscle activities 
according to different heights during drop landing in flatfooted adults.
Methods: Fifteen subjects with a flat foot arch and 15 subjects with a normal feet arch were participated. Subjects performed a double 
limb drop landing task from 20, 40, and 60 cm heights. Surface electromyography was used to measure the muscle activities of the VMO 
and VL during drop landing.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muscle activities in the VMO, VL, and the VMO and VL ratio between groups. The electro-
myography values of VMO, VL, and the VMO and VL ratio in the normal group were significantly greater than in the flat foot group, and 
muscle activities and the VMO and VL ratio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landing heights in the both groups.
Conclusion: Our results indicated that muscle activity patterns of VOM and VL in the flat foot group were lower at heights than in the 
normal group, so calf tightness was negative effects on balance and gait ability, so assessment of muscle activation patterns in the knee 
extensors should be considered during exercise and treatment of flat f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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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평발은 진행성이나 후천성으로 목말밑관절과 안쪽 세로활의 정상적

인 역학 손상으로 과도한 엎침이 나타나게 되며, 발목관절과 목말밑

관절 복합체에서 발등쪽굽힘, 벌림, 가쪽번짐의 세가지 형태의 움직

임이 나타난다.1-4 최근에는 목말밑관절의 비정상적인 구조라는 연구

에도 불구하고, 발의 엎침에 대한 정의를 발이 지지면에 접촉하는 표

면적을 증가시키는 발의 움직임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생역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발 관절의 다양한 형태가 다리 손상의 내적 위험요소

로 작용하게 되고, 정상적인 발을 가진 대상보다 과도한 엎침 발 자세

는 무릎넙다리 통증증후군(patellofemoral pain syndrome)에 영향을 

주게 된다.1,5

무릎넙다리 통증증후군은 일반적인 무릎 손상의 한 형태이며 무

릎넙다리관절의 비정상적인 정렬에 의해 발생하고, 무릎의 앞쪽 통

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며 주로 젊은 성인에게 많이 나타난다.6-8 이 질

환은 운동을 과도하게 하거나 하지 않았을 때 모두 영향을 받으며 관

절의 직접적인 외상이나 무릎관절 주위의 근육 불균형 등에 의해 발

생하게 된다.6,8,9 특히 안쪽넓은근(vastus medialis oblique, VMO)과 가

쪽넓은근(vastus lateralis, VL)은 무릎넙다리관절의 안정성과 무릎뼈

의 위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VMO와 VL의 근육불균형은 

무릎뼈의 부정렬을 일으키고 넙다리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7,8,10 무릎

넙다리 통증증후군과 함께 발생하여 발에 나타나는 과도한 엎침의 

평발도 다리의 생역학적인 조절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신체 활동

이 많은 젊은 성인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며 일반적인 일상생활활

동보다 충격이 크게 발생하는 점프나 착지 같은 동작에서는 손상의 

위험요소가 클 것이다.2,11,12

착지(landing)는 고강도, 고위험의 운동, 군인들의 활동, 또는 일상

생활활동에서 흔히 나타나며, 착지 시 발생하게 되는 부하를 충분하

게 조절하지 못하면 다리에서 관절, 인대, 근육의 손상, 피로 골절, 연

골 파괴 등이 발생하고, 다리를 따라 척추까지 손상을 일으킨다.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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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착지는 낙하하는 높이에 따라 몸무게의 10배 이상의 압력이 

다리와 인체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인체의 근육의 활성이 손상을 보호

하게 된다.15,16 또한 다양한 착지 기법으로 무릎 근육의 조절을 통하

여 무릎을 펴기, 조금 굽히기, 완전히 굽히는 자세를 통하여 인체에 

주어지는 충격의 양을 조절하고, 발목의 근육 조절로 발등쪽굽힘과 

발바닥쪽굽힘을 통하여 발이 바닥에 닿으며 일반적으로 발의 앞쪽

부분이 먼저 닿고 뒤꿈치가 닿는 형태로 체중이 분포된다.4 

정상 성인이나 평발 대상자가 착지를 수행하는데 있어 높이에 따

른 지면반발력과 다리의 근육활성도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 몸무게, 

착지 방법 등이 인체의 손상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17,18 그러나 비정상적인 평발은 체중지지 활동에서 무릎의 부

정렬이 함께 연관되어 있지만, 평발 대상자에게 일반적인 스쿼트 운

동이나 보행 외에 착지와 같은 큰 외력이 작용했을 때 넙다리네갈래

근의 작용을 확인하는 연구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

발을 가진 대상자가 착지 시 높이에 따른 안쪽넓은근과 가쪽넓은근

의 근활성도를 측정하여 정상 성인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방사선 검사와 이학적 검사의 결과에 의하여 평

발로 분류된 20대 성인 15명과 신경학적인 병력이 없고, 근 ·골격계의 

질환 병력이 없는 20대 정상 성인 15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는 외과적 수술이나 신경학적 병력이 없으며 독립

적인 기립 유지와 착지나 보행 등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모

든 대상자는 연구 참가에 앞서 연구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설

명을 듣고, 자발적인 동의를 한 후 본 실험에 참여하였다.

2. 실험절차

지면보다 높은 상자에서 바닥으로 내려오는 착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로 100 cm, 세로 50 cm의 목재 발판을 임의로 제작하였고, 

높이 20, 40, 60 cm를 무작위로 조절하여 착지 시의 근활성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착지를 위한 자세는 바르게 선 자세에서 양 발을 어깨 너

비만큼 벌린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서 있은 후, 지시에 따

라 바닥으로 거의 동시에 양 발을 딛도록 착지를 하였다. 자연스러운 

착지를 위해서 연습을 충분히 시행한 후에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분석하였다

3. 측정도구

1) 평발 검사

평발 대상자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 발배뼈 하강 검사(navicular 

drop test)는 부하가 가해지는 동안의 시상면 상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발배뼈의 높이를 평가하는데 있어 높은 신뢰도(interclass cor-

relation coefficients (ICC > 0.94)를 가지고 있다.3,19 이 방법은 휴식상태

와 자연스러운 서기 자세에서 발배뼈의 결절의 높이 차이를 평가하

는 것으로 대상자가 무릎을 90° 굽힌 상태에서 바닥에 양 발을 가지

런히 놓으며, 체중을 부하 하지 않고 높이를 측정하고, 그 다음 체중

을 완전히 지지하는 서는 자세를 취한 다음 바닥부터 발배뼈의 높이

를 측정한 후 앉은 자세와 선 자세의 차이 값이 발배뼈 하강이 된다. 

측정을 하는 동안 측정자 내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검

사는 동일한 측정자에 의해서 시행하였으며 그룹의 분류는 대상자

의 주로 사용하는 발을 기준으로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기준으로 

10 mm 이상이면 평발로 분류를 하였다.3

방사선 검사는 일반적으로 발의 정렬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평발을 평가하기 위해 안쪽 세로활을 주로 이용하여 측정하는 항목

은 Meary 각도(Meary angle, talus-first metatarsal angle), 발꿈치뼈 경사 

각도(calcaneal inclination angle), 발꿈치뼈 5번째 발허리뼈 각도(calca-

neal–fifth metatarsal angle)이다. Meary 각도는 목말뼈의 긴축과 첫 번

째 발허리뼈 사이의 각도를 측정하여 그 각도가 4° 이상인 경우, 발꿈

치뼈 경사 각도는 지면의 수평면과 발꿈치뼈의 발바닥면의 선과 이

루는 각도이며 18° 이하인 경우, 발꿈치뼈-5번째 발허리뼈 각도는 다

섯 번째 발허리뼈 몸통의 아래면과 발꿈치뼈의 발바닥면의 선이 만

나는 각도를 측정하여 170° 이상이 되는 경우 평발로 분류하였다. 20

2) 근활성도

하지의 근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MP150 (Biopac System, USA)을 이

용하며, 전극은 Ag-Ag/Cl (Biopac, diameter 2 cm) 표면 전극을 사용하

여 부착하였다. 측정하기 전 피부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극 부

착 부위를 면도한 후 알코올로 닦아내고, 전극 부착 부위가 완전히 

마른 후에 전해질 겔이 도포된 두 개의 활성전극과 접지전극을 피부

에 부착한다. 부착하는 근육의 부위는 안쪽넓은근의 경우 넙다리의 

장축으로 50° 무릎뼈의 위안쪽 4 cm 되는 위치에 부착하고, 가쪽넓은

근의 경우 중앙선을 기준으로 가쪽 15° 대각선 방향으로 무릎뼈의 위

가쪽 10 cm 위치에 부착하였다.

근전도 신호는 생체 신호에 대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 하여 

표본추출률(sampling rate) 1,000 Hz로 수집하였고, 자료 처리는 Ac-

qknowledge 3.8.1 (Biopac System, USA)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30-500 

Hz에서 구간 필터링을 하고 잡음제거를 위해 60 Hz로 notch 필터링하

고, 완파정류(full-wave rectification)를 시행 후 실효치값(root mean 

square, RMS)을 이용하였다. 그 후 최대 등척성근수축(MVIC)값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한 값인 %MVC 값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하

여 착지 시 근전도 신호를 정량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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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

하였고, 모든 자료는 Shapiro-Wilk 검정을 통하여 정규성 검정을 하였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로 분석을 하였으며, 착지 시 그

룹과 높이에 따른 근활성도를 비교하기 위해 이요인반복측정(two-

way repeated measures)을 사용하였고, 그룹 간 비교를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하였으며,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유의수준 

α는 0.05로 하였다.

 

결 과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평발 대상자가 15명, 정상 성인 15명으로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1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성별, 나

이, 키, 몸무게는 두 그룹 간 차이가 없었다(p> 0.05). 그러나 발배뼈 하

강 거리에서 평발대상자가 정상 성인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p < 0.05).

2. 근활성도 비교

안쪽넓은근, 가쪽넓은근 및 안쪽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의 비율에서 

착지의 높이에 따라 평발 대상자와 정상 성인 사이의 근활성도는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05)(Table 2), 평발 대상자보다 정상 성인

에서 더 높은 근활성도를 보였다. 안쪽넓은근은 40 cm와 60 cm에서, 

가쪽넓은근은 20 cm와 60 cm, 안쪽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의 비율은 

40 cm와 60 cm에서 그룹 간의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착지 높이에 따

라 두 근육의 근활성도 및 안쪽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의 비율이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안쪽넓은근의 근활성도에서 높이와 그룹 간

의 상호작용이 나타났다(p < 0.05)(Table 2).

고 찰

높은 위치에서 바닥으로 착지를 하는 것은 평발 대상자에게 골절이

나 손상을 일으키는 위험한 요소이고, 충격흡수를 하기 위한 자세조

절 및 전략이 떨어진다.2,11,12 이러한 평발과 무릎넙다리 통증증후군

은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발목의 조절과 함께 무릎관절의 조

절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본 연구는 평발을 가진 대상자에서 20, 40, 

60 cm의 높이에서 착지 시 높이에 따른 안쪽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의 

근활성도를 비교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안쪽넓은근, 가쪽넓은

근 및 안쪽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의 비율에서 착지의 높이에 따라 평

발 대상자의 근활성도가 정상 성인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높이에 따

라 두 그룹 모두에서 근활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외부로

부터 발생하는 힘에 대해 반응하는데 있어서 높이의 증가로 인한 외

력의 증가로 두 근육의 근활성도가 높아지며 자세조절을 하게 되고, 

그룹 간의 근활성도 차이가 무릎관절을 조절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데 있어 평발 대상자가 정상 성인보다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일상생활활동에서 반복적인 강한 외력은 조직 손상을 유발하고 

수행 능력을 감소시키고, 착지와 같은 동작은 높이에 따라 차이가 있

지만 신체 무게의 2-11배 정도의 충격을 발생시켜 신체의 손상을 크

게 일으키게 된다.15,16 이러한 충격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착지를 할 

때 적절한 다리 근육의 조절이 필요하다. 자세조절에서 일차적으로 

발목의 근육 조절에 의해 충격 흡수와 발의 안정성을 제공해 주게 되

고, 무릎 주위 근육의 근활성도 증가를 통해 신체 손상을 예방하게 

Table 1.�General�characteristics�of�subjects������������������������������������(n=30)

Flat�feet Normal�feet p

Gender�(M/F) 8/7 8/7

Age�(yr) 23.8±3.6 23.2±2.8 0.62

Height�(cm) 168.5±8.3 169.2±7.6 0.80

Weight�(㎏) 62.5±9.6 61.7±8.9 0.66

Navicular�drop�(mm) 12.8±2.5 6.2±1.4 <0.001*

Table 2.�Muscle�activities�of�VMO�and�VL�at�different�landing�heights����������������������������������������������������������������������������������������������������������������(unit�:�%MVC)

Landing�height Flat�feet Normal�feet Landing�height Group Interaction

VMO 20 24.40±2.30 24.80±2.54 <0.001* <0.001* <0.001*

40† 26.33±3.22 28.91±3.57

60† 30.87±4.34 36.93±3.67

VL 20† 26.73±2.40 26.87±2.13 <0.001* 0.04* 0.06

40 29.40±4.15 30.67±3.77

60† 33.40±3.72 37.53±4.42

VMO:VL 20 91.37±5.34 92.43±7.57 0.04* <0.001* 0.22

40† 89.91±5.27 94.40±4.58

60† 92.34±6.64 98.71±5.02

All�data�are�reported�as�mean±standard�deviation.�
VMO:�vastus�medialis�obligue,�VL:�vastus�lateralis,�VMO:VL:�ratio�of�VMO�&�VL.�
The�asterisk�(*)�indicates�the�use�of�repeated�measures�two�factor�analysis�and�significance�at�the�p<0.05�level,�The�cross�(†)�indicates�the�use�of�the�independent�t-test�
and�significance�at�the�p<0.05�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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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11,12,14 본 연구에서 평발 대상자보다 정상 성인에서 안쪽넓은근

과 가쪽넓은근의 근활성도가 높았으며, 특히 높이가 높아질수록 근

활성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평발은 발에서의 충격 흡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편심성 수축으로 무릎관절을 조절하는 무릎관

절 폄근의 근활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Chang 등2의 연구에

서 높이가 높은 곳에서 착지를 할 경우 평발 대상자는 무릎의 굽힘 

각도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면반발력이 증가하는 결

과를 보였다.

두 그룹에서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안쪽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의 

근활성도가 증가하는 것은 외부 부하로 발생하는 충격으로부터 인

체를 보호하기 위한 기전으로 일반적으로 무릎의 각도가 증가되거

나 넙다리네갈래근의 근활성도가 증가되었다. 이는 부하의 크기가 

점점 증가할수록 근활성도가 증가하는 이전 연구와 동일하게 나타

났으며,7,10,21,22 효과적인 근육 동원을 위해서 근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되고, 특히 짧은 기간 동안 근육 조절로 이루어지는 착지 등의 

순발력을 요구하는 동작은 반복하는 훈련을 통하여 기능적으로 효

율적으로 근활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Herrington과 Pearson21은 정상성인을 대상으로 다리에 부하가 커

질수록 안쪽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의 근수축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두 근육 간의 근수축 타이밍 시간에는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하였

다. 또한 무릎관절의 각도나 엉덩관절의 위치에 따라 근활성도 비율

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근력 강화나 훈련을 할 때 적절한 자세를 선택

적으로 할 수 있다.6,7,9,10,22 본 연구에는 평발 대상자에서 안쪽넓은근

과 가쪽넓은근의 비율이 정상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두 그룹 모두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무릎 

조절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쪽넓은근이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

한 강도로 수축을 해야 자세조절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무릎넙다

리 통증증후군, 무릎관절의 부정렬, 하이힐 착용이나 발목관절에 문

제가 있는 대상자는 근수축 비율에 차이가 나거나 안쪽넓은근의 근

수축 개시 시간의 지연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6,8,9,23 이러한 문제를 중

재하기 위해 다리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근력 강화 프로그램이 제

시되어야 할 것이다. 

평발은 보행이나 착지 등의 일상생활활동에서 작용하는 충격을 

흡수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그 외력의 크기가 클수록 인체

에 전해지는 충격이 커지거나 자세조절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가 적고 다양한 근

육을 비교하지 못하여 다양한 분석이 부족한 것은 다리의 다양한 근

육의 근활성도 평가, 적절한 운동 과제 및 생역학적 평가도구를 이용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평발의 평가와 치료가 일반적으로 발 주위 근육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을 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평발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무릎

관절을 조절하는 넙다리네갈래근 중 안쪽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의 

근활성도 확인을 통해 안쪽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의 근육 조절에 문

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임상에서 평발 대상자의 근력 

강화에 무릎관절 주위 근육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스쿼트 자세나 

각도, 엉덩관절의 회전 정도, 안쪽넓은근의 근수축 지연 또는 약화를 

조절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나 중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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