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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ree different pelvic tilts 
on a sit-to-stand (STS) and to suggest a new assessment approach based on 
biomechanical analysis. The three difrent pelvic tilts were: (1) comfortable pelvic tilt 
sit-to-stand (CPT STS) , (2) posterior pelvic tilt sit-to-stand (PPT STS) and (3) 
anterior pelvic tilt sit-to-stand (APT STS). To determine the onset time of muscle 
contraction surface electrodes were applied to the rectus femoris muscle (RF) , vastus 
lateralis muscle (VL), biceps femoris muscle CBF) , tibialis anterior muscle (T A) , 
gastrocnemius muscle (GCM) , and soleus muscle (SOL). The ICC was used for 
functional linkage analys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kinematic variables and in muscle activation 
pattem among the three activities. Second, the results of functional integrated analysis 
revealed that recruited muscle activation pattems changed when the thigh-off was 
viewed as a reference point. Third, there were independent functional units between 
the thigh-off and the VL and between the thigh-off and the RF in the fun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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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age analysis. The VL and RF acted as prime mover muscles, and more postural 
adjustment muscle recruitment was required as the demand of postural muscle control 
increased (PPT STS , APT STS , and CPT STS in order). 1n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e following evaluative and therapeutic approach for STS 
activity. APT STS can be introduced for movement efficiency and functional 
advantage when abnormal STS is treated. However, excessive APT would change the 
muscle activation pattems of BF and SOL and require additiona1 postura1 muscle 
control to cause abnormal control pattems. 

Key Words: Functional Linkage; Postural Adjustment Mover; Prime Mover; Sit-to-stand. 

1 . 서론 

비정상적인 움직임에 대한 성공적인 재활 

은 움직임을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정량화하 

여 평 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Fillyaw 등， 

1989). 임상에서 운동 수행 평가는 주로 주관 

적이고， 서열척도(ordinal scale)와 연관된 관 

찰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혹은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환자를 평가하기도 한 

다. 주관적 평가방법들이 기능적 수행의 대략 

적인 변화를 분석하기에는 효율적이고 유용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치료의 효용성을 

평가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쉽게 눈으로 분별할 수 없는 작은 변화를 분 

석해야 하는 복잡한 평가과정에서는 적당하 

지 않을 수 있다(Ramos 등， 1997). 

앉은 자세 에 서 일 어 서 기 (sit-to-stand: STS) 

에 대한 기존 연구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 

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운동형상학적 

(kinematic) 시스템에 의한 동작분석 접근과， 

둘째 근전도 (electromyography: EMG) 신호 

분석 시스템에 의한 근육 활동 패턴분석 접 

근， 셋째 운동형상학적 분석， 근전도 신호분 

석， 그리고 힘판(force plate)에 의한 운동역 

학적 (kinetic)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통합 

접근 및 새로운 형 태의 다양한 접근으로 나 

눌 수 있다. STS 동작에 대한 운통형상학적 

분석 은 영 화조영 볍 (cinematography)을 시 작 

으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Keπ 등， 

1997; Kotake 등， 1993; Pai와 Rogers, 1990; Pai 

와 Rogers 1991; Riley 등， 1991; Schenkman 등， 

1앉Xl; Schenkrnan 등， 1앉:l6). 위의 연구들에서 

STS는 크게 두 개의 구별된 동작으로 나누 

어졌다. 첫째는 몸통을 앞으로 기울이는 동작 

이고， 둘째는 선 자세를 만들기 위해 몸체를 

들어올리는Oift) 동작이다. 위의 STS 동작 

구분은 다른 연구에서도 일관성 있게 나타났 

다. 또한 병적 상태의 대상자를 평가하였는데 

대부분의 연구는 뇌졸중과 같은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의 STS 동작을 분석하였다(Ada와 

Westwood, 1992; Hesse 등， 1994; Hesse 등， 

1998; Lee 등， 1997). 운동형상학적 분석에 비 

해 근전도 시스템을 통한 근육 활동 패턴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 

만， 최근에 운동형상학적 자료들과 근전도 시 

스템 자료들을 동기 화(synchronization)시 키 

려는 연구가 시도되었다. Fleckenstein 등 

(1998) 은 넙다리곧은근， 넙다리두갈래근， 가 

쪽넓은근， 큰둔부근의 근전도 자료를 수집하 

여 분석 하였고， Stevens 등(1989)과 Millington 

등(1992)의 연구에서도 일어서기 동작에서 필 

수적인 근육들의 활동을 분석하였다. 운동형 

상학적 분석과 근전도 신호분석에 의한 근육 

활동 패턴분석， 그리고 힘판에 의한 운동역학 

적 분석이 동시에 수행되고 기본적인 세 시 

스템간의 동기화로 인한 통합적 분석이 시도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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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Mi1lington 등， 1992). 또한 움직 임의 

연구를 통한 인체의 움직임 분석은 기능적 

전 기 자극기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FES)와 같은 인체공학적 접근에 기초적인 

역 할을 하기 도 하였다(Kralj 등， 1990). 최 근 

에는 STS의 생체역학적 분석이 하반신마비 

의 척수손상 환자가 기능적 전기 자극기를 

이용해 일어서기 동작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용되었다(Bahrami 등， 2000). 연구 영역을 

확대해서 임신부의 일어서기를 연구하였고 

(Lou 등， 2001), 협응동작(coordination) 이 미 

성숙한 유아의 일어서기도 연구되었다(McMillan 

과 Scholz, 2000). 이 러 한 분석 방법 의 새 로운 

시도를 통해서 각 하지관절들이 어떻게 전체 

몸체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 

도 이루어졌다(Yu 등， 2000). 이를 바탕으로 

운동형상학적 분석과 근전도 신호에 대한 상 

호 연관성을 통해 새롭게 일어서기 동작을 

하고， 이후 동기화된 두 자료를 통합 분석함 

과 동시에 다음 두 가지 새로운 개념의 분석 

을 시행하였다. 

첫 번째로 기능적 연결분석 (functional 

linkage analysis)이다. 기능적 연결분석은 독 

립적 인 하나의 기능적 인 단위 (single functional 

unit)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주동근 

(prime mover muscle)과 자세조절근(postural 

adjustment muscle)의 분석 이 다. 움직 임 의 수 

행 시 근육의 활동은 목적하는 주된 동작을 

만들어 내는 주동근과 동작의 자세를 조절하 

는 자세조절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Gahery ， 

1987; Goulart와 Valls-Sole, 1999; Lee 등， 

1990). 

본 실험에서는 골반경사를 달리한 일어서 

기의 동작을 분석함에 있어 생체역학적 새로 

운 통합 분석방법을 소개 및 적용하고자 하 

였다. 정상적인 STS 동작(편안한 자세로 골 

해석하려는 시도가 최근에 이루어 졌다 반을 움직여 일어서기로 가장 일반적이고 정 

(Go띠없， 와 V며ls-Sole， 1앉)9; Kheml때 등， 

1앉꺼). 

기존 연구들에서는 분석된 생체역학적 자 

료들이 통합되어 해석되지 못하였고， 임상적 

인 평가와 치료 측면으로의 활용에는 미홉함 

을 보였다. 또한 최근의 새로운 통합적 해석 

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적은 수의 대상자 연 

구로 인하여 일반화하는데 제한접을 보였으 

며 이 전 연구들과 동일하게 임상적 연관성 이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본 실험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문 

제점들을 보완하고자 분석 및 연구되는 측정 

변수를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STS 동작 중 실질적인 움직임을 나타나게 

하는 관절 변화의 상대적 시간분석이다. 둘 

째， 근전도 시스템을 이용한 근수축 개시시간 

(onset time of muscle contraction)의 분석 이 

다. 이에 본 연구자는 STS의 운동형상학적 

변화에 대한 상대적 시간 변수와 상대적 근 

수축 개시시간 변수를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 

상적 인 일 어 서 기 동작 (comfortable pelvic 

tilt sit-to-stand: CPT STS)), 비 정 상적 움직 

임의 상태와 유사한 STS 동작(최대한 골반 

의 후방경사를 유지하면서 일어서기 (posterior 

pelvic tilt sit-to-stand: PPT STS)) , 그리 고 

일반적 치료 패턴과 유사한 STS 동작(최대 

한 골반의 전방경사를 유지하면서 일어서는 

동작(anterior pelvic tilt sit-to-stand: APT 

STS))에서 운동형상학적 분석과 근육 활동 

패턴분석을 이용해 각각의 구별된 분석과 기 

본적인 통합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기 

능적 통합분석인 기능적 연결분석과 주동근 

및 자세조절근 구별하는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동작 수행에 장 

애를 가진 환자들의 움직 임 재 교육(movement 

reeducation) 시 새로운 치료적 접근 방향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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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건강한 성인 남자 25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본 실험의 목적 

에 충분히 동의하였고，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 

여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23 .4 

세였으며， 평균신장은 170.7 cm, 평균체중은 

65.5 kg이었다. 

2. 설혐 기기 및 도구 

가. 동작분석 시스템 

운동형상학적 자료를 얻기 위해서 실시간 

삼차원 동작분석 시스템인 CMS70Pl)를 사용 

하였다. 모든 각도의 변화는 CMS70P를 통해 

25 Hz의 표본수집 률(sampling rate)로 측정 되 

었다. 윈도용 WinData 2.19 프로그램2)을 이 

용하여 각 표식자의 정보를 삼차원상 좌표로 

전환하였으며 각 좌표간의 실시간 각도 변화 

를 분석 저장하였다. 

나. 근전도 시스템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동작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6개의 근육， 즉 넙다리곧은근 

(rectus femoris musc1e: RF) , 가쪽넓은근 

(vastus lateralis musc1e: VL), 넙다리두갈래 

근(biceps femoris musc1e: BF) , 앞정강근 

üibialis anterior musc1e: TA), 장딴지근 

(gastrocnemius musc1e: GCM), 가자미 근 
(soleus musc1e: SOL)들의 근수축 개시시접을 

측정하기 위해서 근전도 MP100 System3 )과 

Bagnoli EMG System4 )이 사용되었다. 전극 

은 DE-3.1 Double Differentia1 Electrodes5) 

1) Zeb끼sM벼izintechnik， GmbH. Isny. Germany. 
2) Zebris M어izinte다mik， GmbH. Isny. Germany. 
3) Biopack System Inc. Santa Barbara, CA. USA. 
4) Delsys Inc. Boston, MA. USA. 
5) Delsys Inc. Boston, MA. USA. 

6개를 사용하였다. 신호의 표본수집률은 1024 

Hz로 설정하였으며， Bagnoli EMG System 

(Main Amplifier Unit)의 측정 주파수 영 역 

필터 (bandwidth 20-450 바)와 60 Hz notch 

filter를 이용하였다. 근전도의 신호저장과 신 

호처리를 위해서 Acqknowledge 3.7.16) 프로 

그램을 사용하였다. 

3. 실험방법 

가. 실험장치 

일어서기 동작을 위해 팔걸이가 없는 표준 

형 나무 의자가 사용되었다. 동작분석 시스템 

과 근전도 시스템으로부터의 대퇴부 떼기 스 

위치 (thigh-off switch)를 대상자 둔부의 좌 

골결절 (ischia1 tuberosity)과 의자의 표면이 

맞닿는 의자표면 부위에 고정시켰다. 대퇴부 

떼기 스위치의 on/off 신호는 동작분석 시스 

템과 근전도 시스템칸의 자료값들을 동기화 

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나. 실험과정 

대상자는 팔장을 낀 채로 일어선 자세에서 

눈금정하기(ca1ibration) 과정을 거쳤다. 근전 

도 신호의 적절한 측정 상태를 확인한 후 편 

하게 일어서기 (CPT STS)를 아무런 사전 교 

육 없이 3회 연속 수행하게 하였다. 대상자는 

연구자에 의해 ‘준비’라는 예령 후 근전도 시 

스템의 모니터상에서 동작 시작표시를 확인 

함과 동시에 가능한 빨리 동작을 수행하였다. 

이때의 운동형상학적 자료들과 근전도 자료 

값들을 각각의 시스템 운영 컴퓨터에 저장시 

켰다. 후방 골반경사 일어서기 (PPT STS)를 

대상자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연습 동작 5 

회를 반복시킨 후 3회 연속으로 일어서기 동 

작을 수행시켰다. 편하게 일어서기와 같이 동 

일한 과정으로 자료들을 저장하였다 전방 골 

반경사 일어서기 (APT STS)도 동일한 과정 

6) Biopack System Inc. Santa Barb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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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쳐 수행되고， 얻어진 자료들을 저장하였 

다. 모든 동작들은 가능한 안전하고 빠르게 

수행되었고， 특히 대상자에게 골반경사 유지 

의 측면에서 정확한 동작 수행을 요구하였다. 

다. 자료처리 및 분석 비교 

동작분석 시스템에서 얻어진 자료값들은 

아스키 (ASCm 파일로 변환되어 엑셀 프로그 

램에 다시 저장되었다. 대퇴부 떼기 신호의 

변화 시점을 상대적 시간 0으로 그 이전의 

시간을 음수 값으로 정렬하고， 변화 시접 이 

후를 양수 값으로 정렬하였다. 운동형상학적 

종속 변수들 중 골반경사의 값을 운동의 기 

시가 되는 기준으로 설정하여 골반경사의 각 

도 변화가 초당 10。 이상일 경우를 일어서기 

동작의 시작 시점으로 정하였다. 이와는 반대 

로 동작의 끝은 엉덩관절의 각도가 처음 눈 

금정하기 되었던 완전한 신전이 되는 시점을 

동작의 끝으로 정하였다. 동작분석의 자료들 

에서 동작의 수행 시작부터 끝까지를 100% 
로 정규화시켜서 이때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이 최대 굴콕에서 신전으로 변환되 

는 시점과 대퇴부가 의자에서 떨어지는 시점 

(thigh-off)을 상대적 시간 개념인 전체동작 

에 대한 백분율의 수치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근전도 시스템에서 얻어진 자료값들은 

Acqknowledge 3.7.1 프로그램을 통해서 펼터 

처리되었다. 전파정류(full wave rectification) 
처리된 선호들을 8 Hz의 저역필터(low pass 
filter) 처리를 하였다. 동작의 시작을 얄리는 
근전도 시스템의 동작 시작신호를 기준으로 

.5초 이전의 기간을 기초선 기간으로 설정하 

여 근전도 신호 진폭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SD)를 구하였다. Di 
Fabio(1987)의 연구에서와 같이 계산된 역치 

값(기초선 기간의 평균값 + 3SD) 이상이 되 

는 지점을 근수축 개시시점으로 측정하였다. 

역치 이상의 값이 50 ms 이상 지속될 때만을 

근수축 개시시점으로 설정하였다. 6개 각 근 

육의 근수축 개시시점을 대퇴부 떼기 신호를 

상대적 시간 0으로 설정하여 동작분석 시스 

템과 통일하게 양수와 음수의 시 간으로 측정 

하였다. 또한 대퇴부 떼기 신호를 기준으로 

하여 통작분석 시 스랩 의 자료들과 동기 화시 

켰다. 

동기화와 정규화된 근전도의 근수축 개시 

시간 자료들과 동작분석 시스템으로부터의 

운동형상학적 자료들은 동시에 분석되었다. 

각 대상자들로부터 3회 수행 중 동작 수행에 

걸리는 시간이 중간값을 가지는 자료만이 선 

택되었다. 결과적으로 동작분석 시스템에서는 

대퇴가 의자에서 떨어지는 시점과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이 최대 굴곡에서 신전으 

로 전환되는 시점을 전체동작이 0% 에서 100% 
로 변환된 상대적 시간값(백분율)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대퇴부 떼기 신호 변화를 기 

준으로 동작분석 자료와 근전도 시스템 자료 

들을 동기화시켰다. 그러므로 6개의 근수축 

개시시간을 동작분석 시스템에서와 동일한 

상대적 시간 개념의 백분율(%) 자료값들로 

얻을 수 있었다. 

4. 분석방법 

운동형상학적 자료들과(동작 변화들의 상 

대적 시간 변수) 근전도 신호의(근수축 개시 

시간의 상대적 시간 변수) 평균자료들을 세 

가지 동작에서 비교하였다. 반복 측정된 일요 

인 분산분석 (one-way repeated ANOV A)을 
이용해 분석하였고， 또한 통합된 두 자료들의 

분석을 위해 급간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ICC[3，l])를 이용한 기능적 연결분 

석을 수행하였다. 유의수준 Q는 .05로 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해 윈도용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1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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ßI.결과 

1. 운동형상학적 분석과 근전도 신호분 

석의 결과 통합 

동작분석 시스템의 결과 자료들과 근전도 

시스템의 결과 자료들올 통합적으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 체중의 대부분을 들어올리는 

시점이 되는 대퇴부 떼기를 중심으로 일어서 

기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상대 

적으로 근력이 많이 요구되는 구간을 일어서 

기의 후반부라고 정의할 수 있고， PPT STS 

에서 전체 일어서기 중 차지하는 비율이 

71.8%로 다른 동작보다 긴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APT STS는 일어서기의 후반부가 

67.7%로 CPT STS의 67.7%와 유사한 형 태 

를 나타내었다(표 n 이것은 APT STS가 근 

력의 사용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패턴을 보인 

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근수축 개시시 

간과 통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CPT STS에서는 대퇴부 떼기를 

중심으로 그 이전에 앞정강근， 엽다리곧은근， 

가쪽넓은근이 근수축을 시작하게 된다. APT 

STS에서는 CPT STS에서 수축하는 근육들 

에 추가적으로 업다리두갈래근， 가자미근이 

대퇴부 떼기 이전에 수축올 하게 된다. 즉 운 

동형상학적 기준으로 근수축 개시시간의 비 

교에서는 차이가 있었다(표 n 

2. 기능적 연결분석과 주동근 및 자세조 
절근의 분석 

동작분석 자료들과 근전도 시스템 결과 자 

료들과의 상관분석으로 기능적 연결분석 결 

과를 얻을 수 있다. 즉 동작분석 자료의 대퇴 

부 떼기와 근전도 자료의 가쪽넓은근， 또한 

대퇴부 떼기와 넙다리곧은근간의 기능적 연 

결을 집단에 따라 비교 분석할 수 있었다. 

CPT STS에서 기능적 연결의 급간내상관계 

수는 대퇴부 떼기와 가쪽넓은근에서 .65, 대 

표 1. 일어서기 동작에 따른 각 근육의 근수축 개시시간과 운동형상학적 분석 

전체 일어서기 동작 중 상대적 시간 시점 (%) 

순위 CPT STS PPT STS APT STS 

1 TA 12.1 TA 8.2 TA 12.4 

2 RF 16.8 Hip 16.3 VL 16.5 

3 Hip 19.6 VL 18.3 Hip 16.7 

4 VL 20.0 RF 18.8 RF 17.5 

5 Knee 30.3 Knee 24.2 BF 27.9 

6 Thigh-off 32.3 BF 26.6 SOL 29.2 

7 BF 33.1 Thigh-off 28.2 Knee 31.6 

8 SOL 33.8 SOL 29.8 Thigh-off 32.7 

9 GCM 42.6 GCM 38.6 GCM 39.1 

10 Ankle 51.4 Ankle 47.4 Ankle 54.1 

TA: 앞정강근 VR 넓다리곧은근 VL ’ 가쪽넓은근 

BF: 넙다리두갈래근 SOL: 가자미근 GCM: 장딴지근 
Hip: 영 멍 관절 Knee: 무릎관절 Thigh-off 대 퇴 부 떼 기 Ankle: 발목관절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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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능적 연결 및 상관분석 

Thigh-off : VL 자세 

CPT STS 

PPT STS 

APT STS 

.65*a 

.83 

.49 

Thigh-off : RF 

.43* 

.85* 

.49 

.p<.05 

a급간내 상관 계 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1CC[3,1]) 

Thigh-off: 대퇴부 떼기의 상대적 시점 
VL: 가쪽넓은근 근수축 개시시간의 상대적 시점 
RF: 넙다리곧은근 근수축 개시시간의 상대적 시접 

퇴부 떼기와 넙다리곧은근에서 .43으로 높게 

나타났고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 

리고 PPT STS에서 기능적 연결의 급간내상 

관계수는 대퇴부 떼기와 가쪽넓은근에서 .83, 

대퇴부 떼기와 닙다리곧은근에서 .85로 더 높 

게 나타났고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와는 반대로 APT STS에서 기능적 연결의 

급간내상관계수는 대퇴부 떼기와 가쪽넓은근 

에서 49, 대퇴부 떼기와 넙다리곧은근에서 

.49로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결과 3.3에서 일어서기 후반부의 상대적 시간 

이 PPT STS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APT STS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결과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표 2). 

동작을 수행하는데 펼요한 근육들의 분류 

표 3. 주동근과 자세조절근 분석을 위한 상관분석 

를 주동근과 자세조절근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가쪽넓은근과 넙 

다리곧은근의 기능적 연결은 세 가지 다른 

동작 수행의 패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 

어 STS 동작의 주동근으로서 의 역 할을 수행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자세조절이 많이 

요구되는 불안정한 PPT STS에서는 동일하 

게 가쪽넓은근과 업다리곧은근이 일관성 있 

게 주동근으로 사용되며 이외에 앞정강근과 

가쪽넓은근， 앞정강근과 넙다리곧은근， 넙다 

리곧은근과 업다리두갈래근， 넙다리곧은근과 

가자미근이 추가적으로 자세를 조절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APT STS에서는 

주동근들 이외에 추가적으로 가자미근과 장 

딴지근， 넙다리두갈래근과 장딴지근이 자세조 

자서l 근육간 기능적 연결 

VL:RF 
CPT STS 

(.74)*a 

VL:RF T A:VL T A:RF RF:BF RF:SOL 
PPT STS 

(.86)* (.49)* (.48) * (.60)* (.58) * 

VL:RF SOL:GCM BF:GCM 
APT STS 

(.61)* (.56)* (.51)* 

'p<.05 

a급간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1CC[3,1]) 

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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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 동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 고찰 

본 연구에서는 운동형상학적 시스템과 근 

전도 시스템의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 

였다. 두 자료를 통기화하여 동일 선상의 시 

간 기준에서 APT STS와 PPT STS 동작을 
새로운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독립된 분 

석상에서는 APT STS의 동작이 CPT STS 
와 유사한 효율적인 근력 사용 패턴을 사용 

한다는 점과 대퇴부 떼기 이전에 거의 모든 

근육들이 충분한 수축 준비 단계에 도달한다 

는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기능적 수행의 높은 

효율성을 설명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통합 

적 분석을 통한 일어서기 동작은 운동조절의 

관점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기능상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대퇴부 떼기 시점을 중 

심으로 하여 근전도 신호를 분석하였다. 즉 

운동형상학적 기준으로 근수축 개시시간의 

비교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첫째， CPT STS 
에서의 패턴은 앞정강근， 업다리곧은근， 가쪽 

넓은근， 대퇴부 떼기， 넙다리두갈래근 가자미 

근， 장딴지근의 순서로 근수축이 이루어졌다. 

둘째， PPT STS에서는 앞정강근， 가쪽넓은 

근， 넙다리곧은근， 넙다리두갈래근， 대퇴부 떼 

기， 가자미근， 장딴지근 순서로 그 패턴이 변 

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APT 
STS에서는 앞정강근， 가쪽넓은근， 넙다리곧 

은근， 넙다리두갈래근， 가자미근， 대퇴부 떼 

기， 장딴지근의 순서로 수축되었다. 특히 대 

퇴부 떼기 시점을 기준으로 임상적 중요성과 

통계학적 유의성을 만족하는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 CPT STS에서는 대퇴부 떼기， 넙다 
리두갈래근， 가지미근， PPT STS에서는 넙다 
리두갈래근， 대퇴부 떼기， 가자미근， APT 
STS에서는 넙다리두갈래근， 가자미근， 대퇴 

부 떼기로 변화하였다CDoorenbosch 등， 1994; 

다리두갈래근을 비롯해 반힘줄모양근， 반막모 

양근은 신전동작을 돕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CShepherd와 Gentile, 1994). 특히 넙 다리 

네갈래근 약화나 자세가 안정되지 못한 상태 

에서 일어서기를 수행할 경우 무릎관절의 신 

전력 부족 상황이 초래되고 넙다리두갈래근 

의 수축력 증가는 무릎관절의 신전을 돕게 

되 는 것 이 다CSahrmann， 2002). 

동작분석 자료들과 근전도 자료들과의 상 

관분석으로 기능적 연결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기능적 연결분석은 독립적인 하나의 

기 능적 인 단위 Csingle functional unit)로 설 명 

할 수 있다. 즉 일정한 운동형상학적 동작을 

기준으로 동작과 관련된 조직들(근육)이 동일 

한 패턴을 나타내는 집단화된 작용 기전으로 

정 의 내릴 수 있다CKheITÙ밍j 등， 1~꺼; Shepherd 

와 Gentile, 1994; Winter, 1980). 본 연구에서 

는 근전도 신호로부터의 근수축 개시시간과 

운동형상학적 자료들과의 상관분석을 통한 

기능적 연결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동작분석 

자료의 대퇴부 떼기와 근전도 자료의 가쪽넓 

은근 또한 대퇴부 떼기와 넙다리곧은근간의 

기능적 연결을 일어서기 동작 집단에 따라 

비교 분석할 수 있었다. CPT STS에서 기능 
적 연결의 급간내상관계수는 대퇴부 떼기와 

외측넓은근에서 .65, 대퇴부 떼기와 대퇴곧은 

근에서 .43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PPT 
STS에서 기능적 연결의 급간내상관계수는 

대퇴부 떼기와 외측넓은근에서 .83, 대퇴부 

떼기와 넙다리곧은근에서 .85로 더 높게 나타 

났다. 이와는 반대로 APT STS에서 기능적 
연결의 급간내상관계수는 대퇴부 떼기와 가 

쪽넓은근에서 .49, 대퇴부 떼기와 넙다리곧은 

근에서 .49로 나타났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PPT STS의 기능적 연결상수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넙다리곧은근과 가쪽넓 

은근이 몸통을 들어올리는 순간에 관절의 변 

화 즉 기능적 동작의 변화에 기여하는 정도 

Khemlani 등， 1999). 무릎관절의 신전 시 넙 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두 근육들은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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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STS와 CPT STS에 서 의 활동을 비 교 

해볼 때 PPT STS에서 관절의 변화에 더욱 

밀접히 관련해서 기능적 변화를 만들어 냈다 

고 할 수 있다. APT STS가 기능적인 효율 

성에서는 여러 이점을 가지고 동작을 수행할 

수 있으나 기능적 연결 정도에 있어서는 

CPT STS의 급간내상관계수와 차이를 보였 

다. 즉 APT STS의 기능적 이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완벽한 운동조절의 일치를 셜명 

할 수 없었다. 

동작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근육들은 목적 

하는 주된 동작을 만들어내는 주동근과 동작 

의 자세를 조절하는 자세조절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Gahery ， 1987; Goulart와 V alls - Sole, 

1999; Lee 등， 1990). 근수축 개 시 시 간과 기 능 

적 연결올 통한 결과는 조금씩 변화된 STS 

동작 수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특정 

움직임의 방법을 조금씩 변화시킨다 할지라 

도 일관적으로 변함없이 나타나는 패턴에 해 

당하는 것은 주동근과 연관된 결과라 해석되 

고， 이와는 반대로 일관성을 가지지 않고 변 

화된 움직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패턴은 

변화된 상황에서 적응하기 위한 자세조절근 

으로 해석 된다(Goulart와 Valls-Sole, 1999). 

외측넓은근과 대퇴곧은근의 기능적 연결은 

세 가지 다른 동작수행의 패턴에서 일관되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STS 동작의 주동근으로 역할을 수행한 

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자세조절이 많이 요 

구되 는 불안정 한 PPT STS를 살펴 보면 우선 

동일하게 가쪽넓은근과 넙다리곧은근이 일관 

성 있는 주동근으로 사용된다. 또한 주동근 

이 외 에 앞정 강근과 가쪽넓 은근， 앞정 강근과 

넙다리곧은근， 넙다리곧은근과 넙다리두갈래 

근， 업다리곧은근과 가자미근이 추가적으로 

자세를 조절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APT STS에서는 주동근들 이외에 추가 

적으로 가자미근과 장딴지근， 넙다리두갈래근 

과 장딴지근이 자세조절에 동원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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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CPT STS와 비교할 때， 

APT STS는 추가적으로 두 개의 기능적 연 

결의 자세조절 패턴으로 동작을 수행하게 된 

다. 자세조절이 가장 어려운 PPT STS에서 

는 추가적 자세조절 패턴 4개가 작용하여 동 

작올 수행하게 된다. APT STS가 기능적인 

효율성에서는 여러 이점을 가지고 동작올 수 

행할 수 있지만 자세조절근 동원의 패턴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움직임과 다른 양상을 보 

이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인체의 움직임에는 내재된 다양한 상동적 

패턴 (stereotypical pattem)들이 존재하고 변 

화된 동작들을 수행할 경우 근육과 동작의 

순서적 변화를 통한 패턴들의 변화가 생성될 

수 있다(Khem1ani 동， 1999).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정상인의 일어서기 동작을 인위적으 

로 변화시켜 운동형상학적 그리고 근육 활동 

패턴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독립 

적인 분석에서 순서적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이는 발의 위치를 변화시켜 생체역학 

적 변화를 분석 한 Khemlani 등(1999)의 연구 

와 일치하였다. 이것은 운동학습(rmtor leaming) 

이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생체역 

학적 분석을 시행했을 때 나타나는 제한접이 

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인위적 상황의 변화는 

운동학습의 충분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 

즉 운동조절 능력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여 러 상황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 

로 본 연구의 결과는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해 일어서기 동작에 문제가 있는 환자에 

대한 생체역학적 분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 

다는 연구의 한계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골반경사를 달리한 일어서기의 

통작을 분석함에 있어 독립적인 운동형상학 

적 분석과 근전도 분석을 그리고 통합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정상적인 일어서기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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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상태에서의 골반경사 유지)， 비정상 

적인 웅직임의 상태와 유사한 일어서기 동작 

(최대한 후방 골반경사 유지) 그리고 일반적 

치료 패턴과 유사한 일어서기 동작(최대한 

전방 골반경사 유지)올 운동형상학적 분석과 

근육활동성 패턴을 이용해 기능적 통합 분석 

인 기능적 연결분석과 주동근 및 자세조절근 

을 구별하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연구 목적과 관련된 2가 

지 결과를 얻었다. 

1. 두 결과의 기 본적 통합분석 결과는 일 

어서기 변화의 중요 기접인 대퇴부 떼 

기를 기준으로 할 때 동원되는 근육활 

동 패턴이 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 

작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었다. 

2. 기능적 연결분석을 통해서 대퇴부 떼기 

와 가쪽넓은근， 대퇴부 떼기와 넙다리곧 

은근을 독립적인 하나의 기능적 단위로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주동근과 자세 

조절근의 비교분석을 통해 주동근은 가 

쪽넓은근과 넙다리곧은근으로 정의 내 

릴 수 있고 동원된 자세조절근의 개수 

는 후방 골반경사 일어서기， 전방 골반 

경사 일어서기， 편하게 골반경사 일어서 

기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움직 

임에 필요로 하는 자세조절 요구와 비 

례한다고 할 수 있다. 기능적 통합분석 

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로 다음과 같이 비정상적인 

일어서기 동작에 대한 치료적， 평가적 접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치료사는 유사한 병적 상태인 후방 

골반경사 일어서기의 평가나 치료 시， 무릎관 

절， 발목관절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대퇴부 떼기를 기준으로 넙다리두갈래근， 가 

자미근의 근육 활동 패턴의 변화와， 가쪽넓은 

근과 업다리곧은근의 기능적 수행에 있어서 

동원되는 정도 차이， 또한 자세조절을 위해 

불필요한 부가적 근육의 패턴들이 생성된다 

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후방 골반경사 일어서기와 같은， 비 

정상적인 일어서기의 치료적 접근 시， 전방 

골반경사로의 움직임 패턴 유도는 움직임의 

효율성과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전방 골반경사 

일어서기는 편하게 골반경사 일어서기를 기 

준으로 볼 때 엽다리두갈래근과 가자미근에 

서의 근육 활동 패턴을 변화시키고 기능적 

연결 정도 차이， 추가적인 자세조절근들의 생 

성을 만들어냄으로써 정상적인 운동조절 패 

턴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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