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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balance is maintained through a complex process involving sensory detection 
of body motions, integration of sensorimotor information within the central nervous 
system, and execution of appropriate musculoskeletal responses. The basic task of 
balance is to position the body center of gravity (COG) over some portion of the 
support base. When the COG extends beyond the base of support, the person has 
exceeded the limits of stability (LOS). At this point, a step or stumble is required to 
prevent a fall. Automatic postural responses operate to keep the COG over the base of 
support. They are a set of functionally organized, long-loop responses that act to keep 
the body in a state of equilibrium. There are four commonly identified automatic 
postural responses, or strategies. These are ankle strategy, hip strategy, suspensory 
(knee) strategy, and stepping strategy.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LOS using various knee strategies. Forty subjec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subjects were comprised of 20 males and 20 females who were without neurologic, 
orthopaedic or balance performance impairments. The LOS was measured with a 
Balance Performance Monitor (BPM) Dataprint Software Version 5.3.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Knee joint angle which is to increase stability of standing 
balance with using knee strategy was at mid-range. 2)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anteroposterior LOSs according to the knee strategy. 3)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mediolateral LOSs according to the knee 
strategy. 4)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f anteroposterior LOSs with 
using knee strategy according to gender. 5)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mediolateral LOSs with using knee strategy according to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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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셔론 

균형은 직 립 자세를 취하는데 요구되는 감 

각 입력의 수용과 조직 및 움직임을 계획하 

고 실행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이것은 주어진 

감각 환경에서 지지기저면 내에 중력중섬 (C 

OG)을 조절하는 능력이며 (Nashner， 1990), 

중력중심은 생역학적으로 측정되는 힘과 모 

멘트의 합계가 제로가 되는 공간에서의 가상 

의 점이다(Umphred， 1995). 자세조절을 위한 

체계에는 세가지의 기본적이고 기능적인 요 

소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생역학적인 요소(근 

골격 체계)와 감각 조직화 요소(자세정위) 및 

운동 협 응적 요소(자동 자세 반응)가 있다 

(Horak, 1987). 

생역학적인 기초를 형성하는 근골격체계는 

자세조절의 과제에 필요한 근육활동을 포함 

하는 데， 이러한 큰골격체계를 평가하기 위해 

서는 관절가동범위， 근력， 동통， 감각 및 협응 

력의 검사가 필요하다(Shumway-Cook과 

Hor와ι 1990). 이 와 같은 생 역 학적 과제 는 향 

상 환경적 배경내에서 수행되는데， 이 환경적 

배경은 감각체계로 알아낼 수 있다. 감각 입 

력에서 말초성 감각수용가는 환경에 관한 

정보 및 환경내에서의 신체의 위치와 자신의 

신체내에서의 신체 분절의 위치에 관한 정보 

를 모으며， 중추성 감각구조는 이런 정보가 

환경적 배경내에서 제한적인 요소인지， 아니 

면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요소인지를 결정 

하는 과정을 가진다(Umphred， 1995). 

일반적으로 가립 균형을 유지하는 동안 주 

어진 지지기저변 내에서 중력중심이 지지기 

저변을 벗어나서 쓰러지거나，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을 내딛어서 웅직일 수 

있는 거리의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안정성 

한계Oimits of stability: LOS)라 한다(Hor삶i 

등， 1989; Nashner, 1990). 안정 성 한계 에 는 
지각적 (perceived) 안정성 한계와 실제적 

(actual) 안정성 한계가 있으며， 개인의 생역 

학적인 기능과 과제 및 지지변의 종류에 따 

라 달라진다. 지각적 안정성 한계와 실제적 

안정성 한계의 개념은 중요한데， 안정성 한계 

내의 움직임의 중심은 자세 조절전략의 선택 

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Shumway-Cook과 Horak, 1990). 

운동 협응적 요소인 자동 자세반웅들은 지 

지기저면 내에 중력중심을 유지시키는데， 이 

들 반응들은 신체의 평형 상태를 유지시키는 

데 작용하는 기능적으로 조직화된 긴고리 반 

응(long-loop responses)의 과정 이 다(Nashner， 

1990). 여기에는 네가지의 자동 자세반응 또 

는 전략(strategy)들이 있는데， 이들 전략들은 

각기 다른 근육협력， 운동학 및 관절 토크에 

따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며， 정상 성인은 

하나의 자세 운동전략에서 다른 자세 운동전 

략으로 비 교적 빨리 옮겨 갈 수 있다(Horal‘ 

과 Nashner, 1986). 

기립 균형의 조절도 하지의 관절과 이들 

관절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즉， 

기립 균형을 유지하는데에도 각 관절마다의 

균형전략(balance strategy)을 가지고 있다. 

족관절 전략(ankle strategy)은 족관절과 발 

에 의해 자세 동요를 조절하는 것으로， 신체 

가 하나의 단위가 되어 머리와 고관절이 같 

은 방향으로 동시 에 움직 이며 (Umphred, 1995), 

평형에 대한 불안정성이 적은 단단한 지지기 

저면 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전략이 

다. 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족관절의 

정상적인 관절가동범위와 근력이 필요하다 

(Shumway-Cook과 Hor따‘， 1990). 고관절 전 
략(hip strategy)은 골반과 체간을 이용하여 

자세 동요를 조절하는 것으로 머리와 골반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며 (Umphred， 1995), 족 

관절 전략에 비해 좀더 크고 빠른 불안정성 

에 반응할 때나， 지지기저면이 양발의 면적보 

다 작거나 단단하지 못한 곳에서 균형을 잡 

을 때 볼 수 있는 전략이다. 고관절 전략은 

공간에서 머리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목과 체 

간의 움직임이 커야 하며， 정확하게 협응된 

운동이 필요하다(Shumway-Cook과 Hor와‘’ 

1990). 발 내딛기 전략(stepping strategy)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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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중심이 원래의 지지기저변을 벗어났을 

때 새로운 지지기저변을 만들기 위해 발을 

내딛거나 팔을 뻗는 전략으로(Umphred， 1995), 

다른 전략으로는 균형조절이 불충분할 때， 또 

는 매우 크고 빠른 불안정성에 반응할 때 효 

과적 이 다(Nashner， 1990). 마지 막으로， 현수전 

략(suspensory or crouch strategy)은 양쪽하 

지를 굴곡 시키거나， 약간 구부린 동작(squat 

ting motion)으로 중력중심을 지지기저변 쪽 

으로 낮추는 것으로， 이 전략은 윈드써핑(wind

surfing)에 서 처 럼 안정 성 과 운동성 의 조화가 

요구될 때 사용되어진다. 이때， 중력중심과 

지지기저면과의 거리가 짧아짐으로 중력중심 

을 다루는 과제는 더 쉬워지게 된다(Umphred， 

1995). 이 전략은 다른 스포츠에서도 숙련된 

운동 선수들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경우를 흔 

히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축구 경기에서 골 

키퍼가 골을 막아낼 때 취하는 자세나， 스키 

선수가 높은 언덕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올 

때의 자세와 쇼트트랙 경기에서 선수가 경기 

장의 코너를 돌 때의 자세 둥에서와 같이 슬 

관절을 적당한 각도로 굴곡함으로써 운동의 

안정성 및 가동성을 누리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운동 협웅적 요소로서의 자동 자 

세전략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져 

왔으며， 지지기저변과 체중섬 사이에 존재하 

는 세 개의 관절 중， 족관절 및 고관절에 관 

한 전략에 대해서는 밝혀진 사실들이 많지만， 

하지의 중간 관절(interm어iate joint)인 슬판 

절 전략(현수전략)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 

다. 슬관절 복합체는 역동적인 운동 및 정적 

인 운동을 하는 동안 신체를 지지하게 되는 

데， 정적인 자세의 닫힌 운동 사슬에서 슬관 

절은 고관절 및 족관절과 함께 신체의 체중 

을 지지하며， 역동적으로 앉은 자세 및 구부 

린 자세의 활동에서 신체를 움직이고， 지지하 

며， 보챙시 체중을 지지하고 옮기는데 중요환 

역 할을 하며 (Norkin과 Levangie, 1992), 보다 
안정성 있는 기립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슬관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기립 

균형을 유지하고 조절하는데에는 슬관절의 

균형전략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균형유지를 위해 사용되 

는 자세 운동전략 중의 하나인 슬관절 전략 

이 안정성 한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컴퓨터화된 균 

형수행 모니터기(Balance Performance Moni

tor: BPM)를 이용하여， 슬관절 전략을 이용 

하기 전과 슬관절 전략 이용시의 안정성 한 

계를 비교해 봄으로써， 슬관절 전략이 균형 

조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실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기립 균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슬 

관절 전략은 슬관절 신전근 활동의 중간 범 

위 (mid-range) 이 다. 

2. 슬관절 전략을 이용하기 전의 전 • 후 
안정성 한계는 슬관절 전략 이용시의 전 • 후 

안정성 한계와 유의한 차이가 없다. 

3. 슬관절 전략을 이용하기 전의 좌 • 우 

안정성 한계는 슬관절 전략 이용시의 좌 • 우 

안정성 한계와 유의한 차이가 없다. 

4. 슬관절 전략 이용시， 성별에 따른 전 • 

후 안정성 한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5. 슬관절 전략 이용시， 성별에 따른 좌 • 

우 안정성 한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n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대학교 물리치료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 가운데 본 연구의 

취지를 알고 자원한 20대 성인 남녀 각각 20 
명씩 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조 

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경학적 질환이나 

청형외과척 장애가 없으며， 둘째， 전정계 촌 

상이나 시력장애로 인한 전반적인 균형에 문 

제가 없는 자 동을 연구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연구기간은 1999년 4월 6일부터 동년 동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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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지 5명을 대상으로 예비실험을 한 후， 문 

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1999년 4월 12일부터 

4월 28일까지 본 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인 특성 중， 남자의 평 

균 연령은 24.0세， 여자는 21.2세로 전체 평균 

연령은 22.6세이었다. 남자의 평균 신장은 

171.9 cm, 여 자는 161.1 cm로 전 체 평 균 신 

장은 166.5cm이었다. 남자의 평균 체중은 

67.5 kg , 여자는 57.1 kg으로 전체 평균 체중 

은 62.3 kg이 었다(표 n 

2. 설험도구 

본 연구에서는 균형능력 평가를 위하여 타 

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영국의 SMS 

Healthcare사(1998년 제작)에서 제작한 BPM 
(Balance Perforrnance Monitor) Dataprint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명) 연령(세) 

남(nl=20) 24.04::!:3.05 
여 (nz=20) 21.20 ::t 0.83 

평균 22.63 :t 2.64 

그림 1. 실험에 사용된 도구(BPM) 

Software Version 5.3을 사용하였다(그립 n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BPM의 타당성 

은 단일-사례 실험 설계 (single-case experi

mental design)를 이용한 임상 연구 프로젝 

트에서 평가되어져 왔었고(Sackley 등， 1992), 

체중분배의 정도와 자세동요의 객관적인 측 

정치도 제공한다(Sackley와 Baguley, 1993). 

이 균형측정 기구는 컴퓨터와 피드백용 화 

면응시장치 (display console)가 연결되어 있 

고， 피드백용 화면응시장치는 발판과 연결이 

되서 대상자의 측면 체중이동정도， 전후 체중 

이동정도， 시간대별 균형 흔적 (center of 

balance trace) 등을 발판의 센서 가 감지 하여 

결과를 컴퓨터 스크린상에 수치화 및 그래프 

화(그림 2)되 어 나타나게 고안된 장치 이 다. 

신장(cm) 체중(kg) 

171.95 ::t 5.37 67.50 ::t7.65 

161.12 ::t 3.73 57.18 ::t6.0l 

166.54土 7.14 62.34 :t 8.57 

그렴 2. 측정된 균형흔적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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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슬관절 전략을 이용한 안정성 한계 

검사시에 고관절과 슬관절의 각도를 측정하 

기 위해 Lafayette사에서 제작(001129 모텔) 

한 자동 관절측각기를 이용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실험에 앞서 연구자는 대상자 전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실험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 

명과 시범을 보인 후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 

한 순서대로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 

적인 특성을 알기 위해 신장， 체중을 측정한 

후에 설치된 발판 위에 올라가게 하였다. 기 

립 시 양팔은 체간에 나란히 늘어뜨린 자세 

를 취하고， 편안한 의복에 신발은 벗은 상태 

로 측정하였다(그림 3). 
기립시 양발 사이의 너비는 기존의 연구 

(권오윤 등， 1996; Nashner, 1990)와 비교 분 
석하기 위해 통일하게 4 inch 너비로 하였다. 
측정시 연구보조원 1명이 대상자의 준비상태 

점검 및 발판위의 발의 위치와 두발 사이의 

너비를 조정하였으며， 본 연구원은 컴퓨터 작 

동을 담당하였다. 측정은 먼저 슬관절 전략을 

이 용하지 않고서 1회 30초간 자신의 몽을 무 

게중심의 수직선으로 부터 전후， 좌우로 최대 

한 기울일 것을 지시하면서 3회를 측정하다. 

그 다음 슬관절 전략을 이용하여， 대상자가 

자신에게 가장 편안하고 효율적인 슬관절 굴 

곡위 를 취 하도록 한 후， Lafayette사에 서 제 

작한 자동 관절측각기를 이용하여 고관절과 

슬관절 각도를 측정하였고， 안정성 한계는 위 

와 동일하게 1회 30초간 3회를 측정하였다. 

안정성 한계의 검사중 실험시간인 30초가 경 

과하였거나， 무게중심 정렬이 안정성의 제한 

을 초과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을 내딛거 

나 비틀거릴 때， 균형을 잡기 위해 체간에 늘 

어뜨린 팔을 과도하게 웅직이며 발이 발판 

위에서 이격되었을 때， 고관절과 체간운동으 

로 보상작용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실험을 중 

지하였다. 

그림 3. 측정 자세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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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측정 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SPSS/window 

(version 7.5)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슬관절 전략의 

다빈도 관절가동범위는 기술통계 (descriptive 

statistic) 방법 으로 알아보았다. 가설 검 증을 

위한 통계방법으로는 슬관절 전략을 이용하 

기 전과 이용시 안정성 한계의 비교를 위해 

서 짝비교 t 검정 (paired t-test)를 실시하였 

고， 슬관절 전략 이용시 성별에 따른 기립 안 

정성 한계에 차이가 있는지 유무를 알아보기 

위 해 서 는 독립 된 t 검 정 O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였다. 통계학적인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 

한 유의수준 Q 는 0.05로 정하였다. 

11. 결과 

1. 기립 끌형의 안정생을 높이가 위한 

슬관절 전략시 슬관절 각도 

슬관절 전략을 이용한 안정성 한계 검사시 

에 대상자가 자선에게 가장 편안하고 효율적 

인 슬관절 굴곡위를 취하도록 했을 때， 남자 

의 슬관절 평균 굴곡 각도는 125.5", 여자가 

123.7。로， 전체 평균 슬관절 굴곡 각도는 

124.6。였으며， 슬관절 굴곡에 따른 체간과 대 

퇴가 이루는 고관절의 평균 굴곡 각도는 남 

자가 133.0. , 여자가 138.4。로， 전체 평균 고 

관절 굴곡 각도는 135.7。 였다(표 2). 

2. 슬관절 전략 이용 전과 이용시의 전 
후 안정성 한계 비교 

슬관절 전략 이용 전의 전 안정성 한계의 

평균은 7.99。 이고， 슬관절 전략 이용시의 전 

안정성 한계의 평균은 8.37。 로， 95% 유의수 

준에 서 유의 한 차이 가 있었으며 (p<0.05) , 슬 

관절 전략 이용 전의 후 안정성 한계의 평균 

은 1.64。 이고， 슬관절 전략 이용시의 후 안 

정성 한계의 평균은 1.89。 로， 95% 유의수준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그리고 

슬관절 전략 이용 전의 전후 안정성 한계의 

평균은 9.63。 이고， 슬관절 전략 이용시의 전 

후 안정성 한계의 평균은 10.26。 로， 95% 유 

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O.05)(표 3). 

표 2. 슬관절 전략 이용시 슬관절과 고관절의 굴곡 각도 (단위: • ) 

성별(명) 슬관절 굴곡 각도 

남(nl二20) 125.50::!: 11.09 T 

여 (n2=20) 123.70::!:9.55 

평균 124.60::!: 10.26 

T 평균±표준편차 

표 3. 슬관절 전략 이용 전 • 후의 전후 안정성 한계 비교 

고관절 굴곡 각도 

133.00::!: 17.40 

138.40::!: 9.25 

135.70::!: 14.02 

방향 슬관절 전략 이용 유 • 무 평균±표준편차 

(단위: • ) 

t-값 

전 

후 

전후 

* p<O.05 

슬관절 전략 이용 전 7.99::!:O.69 
슬관절 전략 이용 시 8.37:!: 0.84 

슬관절 전략 이용 전 

슬관절 전략 이용 시 

슬관절 전략 이용 전 

슬관절 전략 이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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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0.40 
1.89::!:0.46 

9.63::!:O.72 

1O.26:!: 0.80 

5.32* 

4.47*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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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슬관절 전략 이용 전과 이용시의 좌 
·우 안정성 한계 벼교 

슬관절 전략 이용 전의 좌 안정성 한계의 

평균은 6.48。 이고， 슬관절 전략 이용시의 좌 

안정성 한계의 평균은 6.49。 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며， 슬관절 전략 이용 전의 우 안정 

성 한계의 평균은 6.48。 이고， 슬관절 전략 

이용시의 우 안정성 한계의 평균은 6.50。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슬관절 전략 

이용 전의 좌우 안정성 한계의 평균은 12.96。

이고， 슬관절 전략 이용시의 좌우 안정성 한 

계의 평균은 12.99。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표 4). 

4. 슬관절 전략 이용시 생별얘 따른 전 
·후 안정성 한계 벼교 

슬관절 전략 이용시 남자의 전 안정성 한 

계의 평균은 8.66。 이고， 여자의 전 안정성 

한계의 평균은 8.08。 로 9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O.05) ， 슬관절 전 

략 이용시 남자의 후 안정성 한계의 평균은 

1.64。 이고， 여자의 후 안정성 한계의 평균은 

2.14。 로 9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그리고 슬관절 전략 이용시 

남자의 전후 안정성 한계의 평균은 10.30。 이 

고， 여자의 전후 안정성 한계의 평균은 10.22。

로 유의 한 차이 가 없었다(p>O.05)(표 5). 

표 4. 슬관절 전략 이용 전과 이용시의 좌·우 안정성 한계 비교 (단위: 0 ) 

방향 슬관절 전략 이용 유·무 평균±표준편차 

좌 
슬관절 전략 이용 전 6.48 :t0.12 

슬관절 전략 이용 시 6.49 :t0.10 

-。「
슬관절 전략 이용 전 6.48 :t0.1l 
슬관절 전략 이용 시후 6.5O:t 0.1l 

좌·우 
슬관절 전략 이용 전 12.96:t0.22 

슬관절 전략 이용 시 12.99 :t 0.19 

* p>0.05 

표 5 슬관절 전략 이용시 성별에 따른 전 • 후 안정성 한계 비교 

방향 성별 평균±표준편차 

처~ 
남 8.66 :t0.82 

여 8.08 :t0.78 

남 1.64 :t0.35 
후 

여 2.14 :t0.42 

전·후 
남 1O.30:t0.87 

여 1O.22 :t0.75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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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값 

0.89* 

1.29* 

1.45* 

(단위: 0 ) 

t-값 

2.30* 

-4.08*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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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슬관절 전략 이용시 성별에 따른 좌 
·우 안정성 한계 비교 

슬관절 전략 이용시 남자의 좌 안정성 한 

계의 평균은 6.50。 이고， 여자의 좌 안정성 

한계의 평균은 6.48。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으며， 슬관절 전략 이용시 남자의 우 안정성 

한계의 평균은 6.50。 이고， 여자의 우 안정성 

한계의 평균은 6.50。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그리고 슬관절 전략 이용시 남자의 좌우 

안정성 한계의 평균은 12.99。 이고， 여자의 

좌우 안정성 한계의 평균은 12.99。 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p>0.05)(표 6). 

표 6. 슬관절 전략 이용시 성별에 따른 화 • 우 안정성 한계의 평균 (단위: 0 ) 

방향 성별 

좌 
남 

여 

7。→
남 

여 

좌·우 
납 

여 

W. 고찰 

정상적인 자세와 균형 조절은 변화하는 과 

제와 환경 요구에 적응하여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펼요로 한다. 이러한 유연성은 복합적 

운동전략의 사용과 과제와 환경에 알맞는 전 

략을 선택하는 능력을 요구한다(Kamm 등， 

1991). 자세조절의 전략이란 행동의 계획이며 

체계내에서 각개의 요소들을 조직하여 집합 

적인 구조로 접근하는 것이다. 자세 운동 전 

략은 공간에서 신체 자세를 조절하기 위한 

적절한 운동 조성을 돗한다. 감각 전략은 자 

세조절을 위해 시각， 체성감각과 전정계로부 

터의 감각 정보를 조직하고， 감각운동 전략은 

자세조절을 위해 감각과 운동 관점에서 조화 

시키는 규칙을 말한다(Shumway-C∞k과 

Hor없， 1989). 

균형 조절을 위한 운동 협응적 요소의 평 

가에는 기립시 또는 동적인 보행동안 정상적 

으로 협응된 족관절 운동전략， 고관절 운동전 

평균±표준편차 t-값 

6.5O:t 0.ll 
0.49 

6.48 :t0.08 

6.5O:t O.l2 
-0.15 

6.5O:t 0.09 

12.99 :t 0.23 
0.08 

12.99 :t0.15 

략 및 발 내딛기 운동전략들의 출현 여부를 

검사하는 것과 다양한 자세 과제 환경에 가 

장 적절한 전략을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검사하는 것이 포함된다(Shumway-Cook과 

Hor와ι 1990) 족관절 전략은 발이 지지면에 

서 떨어지지 않고 무게중심 정렬이 안정성 

한계내의 거의 중심부에 있을 때나 신체 동 

요 움직임이 0.3 Hz 이하로 느릴 때 나타나 

는 전략이다(Nashner， 1990). 족관절 전략과 

연관된 근육 협조는 기립 자세의 동요를 조 

절하는 첫 번째 패턴중의 하나로서 안정성 

있는 자세를 위해 무게중심을 회복하기 위한 

인체 운동의 중심을 족관절에 두는 것이다. 

족관절 전략의 이용은 초기에 평형에 대한 

장애가 미약하고 지지면이 단단한 곳에서 대 

개 사용되는 것으로 족관절 운동의 완전한 

범위와 근력을 필요로 한다(Shumway-Cook 

과 Woollacott, 1995). 

신체 동요 움직임이 1 Hz 이상일 때와 같 

이 좀더 크고 빠른 불안정이나 지지면이 불 

편하고 평균대 위에 서는 것과 같이 지지면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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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좁을 때는 고관절 전략이 균형을 회복하 

기 위하여 쓰인다(Hor뻐과 Nashner, 1986; 
Nashner, 1990). 무게중심 동요가 느리변 느 
릴수록 전후 안정성 한계의 범위가 12。 에 

이르지만， 동요 정도가 좀더 빨라지면 안정성 

한계는 2-30 

정도 빠르게 줄어든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잦은 빈도의 조그만 동요에도 안 

정성 한계의 끝에 직변하게 되어 균형을 위 

협하게 된다. 고관절 전략은 감소된 안정성 

원추내에서 흐트러진 균형을 빠르게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다(Nashner， 1990). 

기립 자세에서 무게중심과 지지기저변 사 

이에는 세 개의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인체는 

안정성 한계내에 무게중심을 유지시키거나 

또는 이탈된 무게중심을 안정성 한계내로 회 

복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자세를 취할 수 있 

다(Nashner， 1990). 이 러 한 기 립 자세 에 서 슬 
관절 전략을 통한 균형유지에는 슬관절의 안 

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퇴사두근의 근활 

동(muscle work)이다. 일반적으로 근활동의 

범 위 (range of muscle work)는 근육의 수축 

형태에 따라 내측범위Cinner range) , 중간범 

위 (middle range), 외 측범 위 (outer range)로 

나눈다. 이 중 중간범위는 근육이 완전 수축 

(full contraction)하거나 완전 신장(full stret 
ching)되지 않는 근활동 범위로써 근긴장도 

및 근력을 유지하거나 일상생활 동작 시 가 

장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범위를 말한다 

(Gardiner, 1963). 

본 연구는 균형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자 

세 운동전략의 하나인 슬관절 전략이 안정성 

한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 

다. 슬관절 전략을 이용하기 전과 이용시의 

안정성 한계 바교에서 슬관절 전략을 이용한 

경우 전 안정성 한계와 후 안정성 한계， 그리 

고 전 • 후 안정성 한계가 모두 증가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그리고 슬관 

절 천략 이용 시 좌 안정성 한계와 우 얀정 

성 한계， 그리고 좌· 우 안정성 한계가 슬관 

절 전략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보다 증가하 

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또한 

슬관절 전략 이용 시， 슬관절 굴곡 각도의 평 

균은 124.6。 로 나타나 슬관절 신전근의 활동 

이 중간범위에서 가장 균형수행력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슬관절 전략을 이용하 

여 슬관절을 굴곡하였을 때， 전후 안정성 한 

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였고， 좌 · 

우 안정성 한계는 증가하였지만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은 이유는 슬관절 세 변에서의 

운동중 굴곡과 신전인 시상변에서 일어나는 

운동이 슬관철의 주된 운동이며 운동 범위도 

가장 크고， 슬관절 외전파 내전인 전두변에서 

의 운동은 어느 정도의 굴곡 상태에서 수동 

적 인 웅직 임 만이 가능하며 (Kapandji, 1982), 

실험과정에서 하지에 대해 체간을 외측 굴곡 

시키는 것과 같은 대상작용을 배제시켰기 때 

문이라고 생각된다. 

슬관절은 관절의 생역학적 분석을 설명하 

는데 가장 적절한 관절이고(Nordin과 Frankel, 

1989), 경첩관절의 일종으로서 단순한 굴곡

신전 운동 뿐만 아니라 대퇴골에 대한 경골 

의 회전운동이 동반되는 연합운동을 일으키 

며(석셰일 등， 1996), 족관절과 고관절의 운동 

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슬관절 전략은 

균형 조절의 생역학적 요소인 안정성 한계에 

도 영향을 미쳐 자세조절과 기립 안정성에 

유용한 전략이라 사료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20대 정상 성 인을 대상으로 컴 

퓨터화된 균형수행 모니터기 (BPM)을 사용하 

여 슬관절 전략을 이용하기 전과 이용시의 

안정성 한계를 비교해 봄으로써 균형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자세 운동전략중 하나인 슬관 

절 전략이 균형 조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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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립 끌형의 안정생을 높이기 위한 계와 여자의 전후 안정성 한계에도 유의한 

슬관절 전략시 슬관절 각도 차이가 없었다(p>O.05). 

슬관절 전략을 이용한 안정성 한계 검사시 

에 대상자가 자신에게 가장 편안하고 효율적 

인 슬관절 굴독위를 취하도록 했을 때， 기립 

균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슬관절 전략은 

중간범 위 (mid-range)이 다. 

2. 슬관절 전략 이용 전과 이용시의 전 

·후 안정생 한계 벼교 

슬관절 전략 이용 전의 전 안정성 한계와 

슬관절 전략 이용시의 전 안정성 한계는 유 

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O.05) ， 슬관절 전략 

이용 전의 후 안정성 한계와 슬관절 전략 이 

용시의 후 안정성 한계도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05). 그리고 슬관절 전략 이용 전의 

전후 안정성 한계와 슬관절 전략 이용시의 

전후 안정성 한계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O.05) 

3. 슬관절 전략 이용 전과 이용시의 좌 

·우 안정성 한계 비교 

슬관절 전략 이용 전의 좌 안정성 한계와 

슬관절 전략시의 좌 안정성 한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슬관절 전략 이용 전의 우 

안정성 한계와 슬관절 전략 이용시의 우 안 

정성 한계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슬관절 전략 이용 전의 좌우 안정성 한계와 

슬관절 전략 이용시의 좌우 안정성 한계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O.05). 

4. 슬관절 전략 이용시 생별에 따른 전 

·후 안정성 한계 벼교 

슬관절 전략 이용시 남자의 전 안정성 한 

계와 여자의 전 안정성 한계는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며 (p<O.05) ， 슬관절 전략 이용시 남 

자의 후 안정성 한계와 여자의 후 안정성 한 

계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O.05). 그리고 

슬관절 전략 이용시 남자의 전후 안정성 한 

5. 슬관절 전략 이용시 성별에 따른 좌 

·우 안정생 한계 비교 

슬관절 전략 이용시 남자의 좌 안정성 한 

계와 여자의 좌 안정성 한계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며， 슬관절 전략 이용시 남자의 우 

안정성 한계와 여자의 우 안정성 한계도 유 

의 한 차이 가 없었다(p>0.05). 그리 고 슬관절 

전략 이용시 남자의 좌우 안정성 한계와 여 

자의 좌우 안정성 한계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O.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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