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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m 야udy was æsigæd to iæ꺼tily thι elfects 01 、때"x녕 ccnditicm (oorπ시 
，히kin，o; VS , t∞ ，히king) 00 electr이n，영rOJNc (EM:J) activity 01 gastr∞æπ""' 

til::i야 antericr. and s이 eus nuscle. Seven æ꾀thy a<씨'=k 어rtid뼈 in t야 ''"' 
Tæ exclusioo criteria W3re crtOO어c or æ1뼈ogic disease, coogenital a쩌 。r
acquired ælcr rrity, cr ιB.in in iow t:ock 이 lower extremities , The !Yilldmal volunμ" 
l찌tric cootra< tion Icr eιh muscle "‘ æOO ι， lliι relerence cootractioo, aOO EM:J 
activity ct each nuscle during lUmal 에king and toe-walking W3S eXJXessed as a 
rerce때@ 이 I얀ereoce cootra< tioo , Tæ gait cycle was æ연rrriæd 、ffith tw。 ιd 

switcæs, aOO gait was oormalized as 100 % gait cycle Icr each coOOition, Tæ max뼈 
V빼 。1 EM:J activity in ter rrin시 stance (뻐~밍% 01 gaitc야) 01 ea<h ∞r이。n 

were c∞ljWed Icr data 잉""잉s ， No signilicant dι lereoces W3re 10000 in ElvtJ a<ti'이， 
。r νc>l til::ialis anterior an셔 soleus (p>떠) 、ι'æreas Slg찌6ζant æcren-..띠 was loond in 
CMò ，애에y ct gastrocæmius during too 빼g Cctllj:W ed to lU rral 빼 
'p'떠)， Tære is a limitation to generaiize tæ results ct 띠s study, t:ocause small 
nurrhr ct sub.iects 어rticij::B.ted ιr this study 잉" 。이y ElvtJ W3S used Icr data 
∞llection ， ηc>l tre “ YBnt n-..thxls sh::<Jld 00 æwiored to imJ::<ove g갱t elficleocy b.y 
인ul::6tittting tæ "總 m'때ε æccndary t。 야어 πyJor æuroo, or l:y str얘@뼈 
tæ distal muscies in iower extre 찌↑y 

K"l' Word‘ EMG"ιtivity; GaiL Gaνιxoo，ψ Too-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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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서른 

‘기잊 보앵(~ w쩌"'"응 뇌성O삐나 뇌 

i중 잉상성 뇌잉 [새성 정양 핀쩨서 

나E 나이 안쪽이나 양쪽 ‘의 앙연 (Ioreloot) 

으호 걷는 것& 잉안대써0"， 퉁 læ7) 뇌 

슨상 펀지는 원시적인 신선 근 해틴으호 인애 

보엠 용안 종。뻐근(에I muscle)의 ~도안 

각용이 나타닝이h“y， 1992) 뇌성0삐 이용 

에1서 나E 나는 ‘기잊 "앤응 강연지근 

(~，∞æ찌æ'과 넙다'" 에길이근(~∞ '0 

lerrmis)의 이상에 기인f띠고 에영다(R“e 

퉁 1999) 뇌성이'( 이용의 이긴안 비정 상 

보앤에힌응 ‘’댁으호는 중추 신정1의 슨 

잉 에 외에아 니E 나지인 이호 인안 생제역인 

적인 셰안(tiolYB chanic꾀 ∞nεtraint)에 의애 

강~핀대"'"'" 퉁 1999) 잉상에서는 신정 

근 길판에 의안 직정적인 경 ~오} !i~영의 연 

~호 인안 영세역’야적 인 셰앤 띠튼 이시적 

인 보상각용에 의안 연아 씨의 구‘이 엄 

RI’1디 
상쩌응용싱정원 슨상 펀지의 치E적 정근 

"'엉응 에긴 기지기 있지인 보비스 치E의 

정우 싱선 성 강직 (extensor sαlStidty )이 보 

앵 시 ’‘옥과 ’‘?κ*의 해‘§ 응은‘i 잉애안 
다고 "영으여 치E는 ‘ 신선근의 신선 성 

강직. 강소시켜이 안다끄 에영q(Booo.th 
(~어) 그낀나 비정상 보엠i엔의 원인이 근 

약아에 기인안다연 이긴안 치S 양강응 펀지 

의근% 이용쩍시켜쩍능% 이용 

약아시잉 것이q(Kerrigan 퉁 M C) 뺏 

아는 정상 우준의 근잊& 생성~ 우 없는 강 

직성 연이비 판쇄에서 • 우 이으이 근익 
의 깅잉으호 인애 자애 음지 응용의 시각 

근 i걱1의 ." 상에 흥안의 응용 조정 릉 

에 엄R안 장“i 생 성에는 근육의 능익이 

강소띤다고 에영다(Schmidt2} Rogers , 1!ßZ) 

이긴안 운셰에 대안 생셰역인석 오염 

(tictædιnical mxle1l의 정근양강응 ‘기잊 

보앵‘i ‘ 때 보앵의 효율성. 흥?씨키는 

역인적 이정이 이아 것이다 Kerrigen 통 

(ι"" 의 연구에서 정 상 보앵피 ’‘기잊 보엠 
‘ i 비o안 경피 ‘기잊 보~Jj O ] 잉각기 잉기 
와 전음각J](jXe-sιOllS ]llase)에 치‘"은 

근띠lantarllexcr )의 잉의 생씬 적었다고 에 

영고 이것응 역인적인 이정에 의안 보상각용 

이라고 8냉다 

영세역였 오염의 치효염응 'l.'J~ 보 

’영‘i 강4시키고 정상보앵(æel-toe 、"i3lkirg)

‘ i 인i기 애서는 보앤의 효율. 흥?씨키기 
쩌안 관연 근육긍의 쩍판 각용& 대치에는 

앙깅& 사용에거나 원쩌 근 •• 강i써켜。) 

’L띠고 "에:J(Kerrigan 퉁 2때) 또 다튼 

연구에서는 치‘， .은근이나 에‘§ 응은근이 

S니인 핀X 에 1 ‘옥보조기 (rig잉 ankle-I∞t 

crt l>::6is)‘ 작용시"더니 ‘용의 호크기 증 

JIt!:끄 정상보앙에 기강세 외i‘되었다끄 보고에 

였q(Ccrcoran 퉁 1970; Kerrigan 등 1996) 

뇌성이'( 이용에" "영 용안 근선도 H)O]오 

피드맥& 이용8씨 치‘ i은근& 지극 " 에 
잉의 생스)을 흥기시”이니 ‘기잉 보영이 강 

소에여으이 (Ccl.lx:n..， 퉁 ]빼) 선'(역치효 

• 톰안 치‘§ 응은근 강~도 ~응 응꾀，. 보 

영〔싸π니ck， 1993) 이긴안 연구‘ 샅펴 • 

때 상쩌응용신정 원 슨상펀지에1 나타나는 

덤적인 보앵에 예안 영세역인적인 정근임강 

응 싱정생리적 치E강피는 디띤 것‘i- ~ 4' 
있다 생셰역인적 오염에 의안 역인적 이정에 

의애 ’‘기잊 보갱이 Lπj니고 잉각?μ1 치‘§ 

i은근의 최얘 호크4 ‘옥펀정의 잉 생싱이 

강소에영다는 연구에 기초8씨 용 연구에서 

는‘기잊 보~Jj O ] 정 상보갱보다 잉각기에서 

‘옥 근육의 근선도상의 근 g성도기 강소. 

것이라는 기샅& 샅정에여다 

용 연구의 옥적 응 상쩌응용신정원 펀지에 

1 나타나는 ‘가잉 보앵& 오의 심영 

(simulation)t )O‘ 정상 보앵~ ‘기잊 "엠 
시 잉각기 잉기에서 각용에는 에지의 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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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호 보。jQ， 'I.'t1에 스쩌치기 꺼낸 시기 

“기잊 떼기 (100 olf씨기호 보이다 띠라 

서 ‘서앙치! 스쩌《 기 켜진 시정'" ‘h허리 
1 스쩌치기 껴지기 전?씨‘ 잉각기호 간주 
에영다 그리고 ‘뻐리1 스쩌치기 껴진 시정 

"• 길응 ‘의 ‘서앙치! 스쩌치기 다시 켜 
지기 전까지‘ 음각기호 간주에영다 

‘기잊 보앵응 ‘허"" 스쩌치인 각용에 
으호 스쩌치기 켜져 있는 시기g 잉약기호 

간주에영고 스쩌치기 껴진 시기‘ 음약기호 

간주에영다 

다 보앤주기의 표준아파정 

예상자긴의 보앤주기. 1Q추기 쩌"에 보 

’영 유도““정 " " 에여으나 보앵주기g 이 

치는 시긴에 서호 ~~다 띠라서 얘싱 시간 

.앤주기를 비o에기 쩌애서 보앤주기에 대 

안 i준~기 경R" 영다 ‘~I닥 스쩌치에 의 

애 구!’‘g 보앤 안 주기에 애딩에는 근선도 

인호‘ A'이] 애호 저장안 튀 tktlat 프 

호그앵& 이용" 에 .'영주기를 1 00%호 표준 

~，’1여다 

‘ 근전도 신호의 흑정 잉 요중와 과정 

기 전극i씩 

i연선극& 피i때 .샌}기 전 오든 예상 

Z 에 1 피. 저항& 강소시키기 쩌안 밑연의 
처리피정& 거쳤다 선극 .직.，ν4 ‘이 있 

는 정우 연도‘ " 에 ‘. 셰거안 위 사포. 
이용" 에 각길& 셰거에영으여 밑코율호 당 

~다 그리고 i연선굿에 선애길 -i:i- 웅인 
‘” 이이프‘ 이용" 에 고정에영다 이 때 선 
극. 구성에는 막대의 길。잉~Ol 근성음의 

주’영잉생 식이 되도‘ .샌}영다 

앙정a강근의 전극 .직.쩌는 정i경정 

(titi피 tul::erosity)에서 에 슨?써 이애 정i 

능 1.쩌 "εU의 외‘§으호 안 슨기‘”‘어진 

쩌것이 4ε ~m.q ~'B;지인""어근<@.stro:reniæ 

rra d al l::ead)응 종이리 안쪽 근용이서 디리 

오긍씬 101써닝이 crease) 이해호 슨 " 나 ’‘ 

어진 쩌치에 .직에영다 '" 이 근응 용이리 
이해쪽으호 lβ되는 지정에 ‘g치잉i 

(calcanaal tendon)의 외‘’에 .직에영다 

나 근선도 신호의 i준~~정 

근선도 신예 예상써 비교나 근육간 '1 
o 또는 ‘§정 밀간 비ii!. tl기 쩌애서 i준 

~ 괴염이 ‘W .atl다 근선도 신호‘ 표준외에 

는 팅‘성응 최애 용적성 우싹1M!쩌=I V이"-， 

k이띠 ic Cootrocoon: lvWIC) i- 사용" 에 

표준아tN는 %lvWIC 임강과 !정 용각의 근 

4 ‘,. 기준 ιF‘~(refereκe coolractioo)으호 

앙이 이g 기준으호 i준외에는 %RVC 임강 

퉁이 이다(Cram 퉁 19æ) 이언 심엉에서는 

최애 용적성 우얘 이용에는 %lvWIC 임강 

& 사용" 에 보염 시 근선도 신호을 i준외 
에영다 

최애 용적성 우‘§응 각각 5초 용안 지유에 

도‘ 에영으여 세 근욕에서 각각 2외잊 영 

8냉다 !초간의 근 4‘§용안 얻응 근선도 싱 

호 중 최얘값& 최대 통적성 ιF옥값으호 정 

8냉다 이 값으호 두 기지 보엠앙강용안 얻 

응 근선도 싱호‘ 나누어 각 근육의 근선도 

인호‘ i준i니8냉다 

강연지긍 앙정강긍 기자이근의 최애 용적 
성 ιF옥응 [νaniel.i1{ W crthing어m의 연슨근 

익경사(rranua니 πlUSCle testin이 :이에서 ‘ 

정에여q(Hisk 아} M:ntgomary, 19띤) 장연 

지근의 영씨는 신 씨에서 비우애쪽 디 

리는 의지에 잉& 얀 상애효 율허농고 우세 

쪽 디리는 우 .‘i 펴고 “"'치‘ . " 안 
‘서 양쪽 어꺼 .，ν" ;초 용안 최대 저항& 
주었다 기자이근응 강연지근의 ‘§정지샤와 

같으나 우.‘i 구.인 상해에서 “"'치‘ 

. " 에영다 앙정강근의 ‘§정지애는 성 지‘’ 
에서 ‘옥. 해‘’응은" " 안 • ‘허리이에 
.쩌에 최얘 저항& 주연서 5초 용안 근선도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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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 여쳐l띠져 .. ’ ‘a 
KAUTPT ... 이 ’ ” ‘ t WOt 

지S는 .. ’ IQ 생잉R에 •• 잉는 〉써응 
‘’'" 보’영.~ 에 .앵잉 t을성& 흥기 
시키는 역인적 이껑이 잉디반 것이다 즉 ’‘ 
기g 보생용인 ’‘욕은 쳐혹 융욕딩어 있는 
상찌 이것이 ‘옥견엉괴 지연 인‘@ 신 
(gr<::O.llld ，æ에@ ’Cfce llne)샤。의 거리. 

lþl ~}OI 잉각기 W' 에 쩌‘ 를욕근의 최 
에 은익영산§ 강소시인디 깨디기 ‘옥이 져 

‘ 를용 S얘호 l정g어 잉어 잉깅PI ‘기 
지겁잉 전응걱기，.-γing)(에서의 ‘;옥 져‘§ 

융욕근잉 구심성 @‘”이 강쇼g다고 ’1였 
다(Kerrigan 동 ,",0) 

톨 영우의 )r‘응 생져억익혀 오엉에 의안 

역야쩍 이강에 의얘 ‘기R 보앵이 니티니고 

잉각기시 져‘'"욕은의 희대 ... ~ ‘옥핀 

영의 잉 쟁신.) 깅쇼’10"는 연구에 기초히 

여 ‘기Q 보영이 정상§앵.디 잉야기에서 

‘§ 은용의 근전도상의 근 .성도의 강스가 
잉Q'e 젓이었다 이것@ 잉이보기 ‘셔써 정상 

.엉~ ，‘?κ* 보앵 시에 ‘정안 깅 근육의 
근선요 ~을 최얘 응혀성 ‘’‘~으. 나누어 
g종~안 R 비파’)0" 

.영잉 주기는 ’‘)~ 스위치. 이용애꺼 
@정"영" 두 g앵 딩덩. 100% M엠주기 
호 .. 외')영다 전~ !t'앵@기 용 ~-ó.‘ 
시기에서의 각 근륙잉 근갱도 신 •• ι""'C) 

의 .‘” ‘,. 비i’t잊다 l'erry( l99 Z)는 섣셰 
.'앵우기에서 I→잉’‘는 잉~’1 ‘기에 애당 

"이 정적으호 안 ’‘E인 서 잉는 시기호 ’‘ 
의.써 . 71(00el ri잉μ]경i’‘{ 디! ‘의 ‘ 
위g써 당기기 잉어나기 전끼지잉 시기잉고 

”영디 K허m 둥 U!ll6J의 연구에 의’P연 • 

‘성 ‘기잊잉엠 펀지의 경우 성앵쭈〉 의 " 

-.ι잉 잉각') 용인 강연찌근이 은전도상 
g성잉 외잉다H'잊다 이허인 이응호 ,"

~y，의 잉각기가 션액퇴었￡이 연구경피 보 

앵~J I 30 ~W'/. 기ζ씨§인에 앙정강근 기자 

이근잉 근전도 신1잉 액대~은 .앵 .，η잉에 

따리 응의안 씨F이." 지 앙잉으나ì(þ.D S) 

징'"지근은 .앵 앙S에 띠간 흩찌”억으호 

유잉안 "',. 보잉Q{VX1i) 이히안 g잉호 

• 때 잉잉기잉 “""치 i기i} 1i:기‘ 찌 
J ](tce cll) 며잉 외애호크와 ‘혹윈엉잉 잉 
생산에 강스’E능 이응 중 강연지근의 강용이 

강스입는 것외 핀1기 잉". 껑잉애 * 잉 
q 
징띤지근의 익'"호 인인 억 ••• 싱씩용 

으호 ‘욕의 껴‘응옥이 잉여년다 이허인 것 
@ 애잉.，기 위얘서는 써에 연 ~tf 장딴지은 

Q배이스깅을 i리는 것인으효능 정싱보앵을 

성혀하기 어려우E호 이 근“잉 근액강잉기 

‘ •• 적이고 근잉쟁↓기 .'당"이연 보￡기 
요i 깅은 디를 대에 잉강이 *요~ 것이디 톨 

연구의 애상지 *기 걱영고 정찌억 •• 인 지 

E충 긍정오 지E인으호 g혼을 잉인잉"기 
에는 은세기 잉지인 쳐효오영의 디앙~. 껴 

안 핀엉에서 역익‘ξ g영에 얘인，.디 “ 
은 연구가 ‘.a31jl 을다 

V 경를 

톨 연구는 ?영의 정상 정인 냥지. 대상으 

효 정상.앵피 1m잊g엠§ 잉시’l여 강연 

지긍 잉영징은 w애1근의 근”성도 씨-11 

긍션도. 를애 씨iHI'.!!.다 연구얘싱은 ”지 

예 정엉 외잉역 혹응 신경’1적 잉핀이 었는 

지 선전혀인 기영 ’1지나 허리에 톨용이 업 
는 지호 하영다 정상 보앵~ ‘"악 .엉 시 
에 ‘a 정안 ξl 근육의 근전오 신i양을 회때 

응혀성 .‘킹으 호 니누어 .층~tI 위 ." 
’l잉디 .앵잉 쭈기는 ‘~)억 스애씨. 이용 

’뼈 *정”잉고 투 g영 잉S을 때‘ .앵 
추기흐 .. 잉""다 전셰 .앵추기 .~ 
mχ 기긴 용안 §정원 긍션도 신i앙 

”‘ >fI!CJ의 .애강& 비o안 경잉 다융~ 
g은 톨꾀세l 엉었다 

진씨 .엉.기잉 :lJ ~5 ()，/. ot tl↑당'!H능 잉 

깅기 맡기 시기에서 암정강근끽 기지"'근에 

• ‘ , -



낀국선{톨혀시l이외에 까g~ '1a 
K I\ IJTPT V이 i No , ~ ~DD1 

서 ‘§정핀 근선도 신호링의 최대값응 보앵 

잉생 띠라 음의안 시이기 없었으나(p>，05) 

강연지근응 정상 보엠 1 서 근선도 싱호링의 

최얘값이 크1 나타닝으여 톰1인적으호 음 

의안 ’에 ‘ 보영다ψ< ，~ ) 이긴안 경피는 
웅 연구의 기샅피 밑치안다 그낀나 연구예 상 

이 적었고 근선도의 경피인으호 밑인외에는 

것이 응셰는 있지으) 잉상에서 상쩌응용신정 

원 슨상핀자의 정상보앵& 인i기 쩌애 이 는 

원연 근육긍의 약~핀 각용& 대치에는 팅강 

& 사용에거나 원쩌. 근육. 강~'Y겨 보앤 

의 효율. 흥기시키는 치효기 엄""다고 사 

E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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