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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환자의 무릎관절 신전 등척성 운동 시 의자 종류와 골반통제가
넙다리네갈래근 근력과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

박용하
한서대학교 대학원 물리치료학과

김택훈

한서대학교 물리치료학과

Abstract1)

The Influence of Different Chair Type and Pelvic Control on Quadriceps

Muscle Activity and Strength During Knee Joint Extension

Isometric Exercise in Hemiplegic Patients

Yong-ha Park, B.H.Sc., P.T.
Dept. of Physical Therapy, The Graduate School, Hanseo University

Tack-hoon Kim, M.P.H., P.T.
Dept. of Physical Therapy, Hanseo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ppose basis data the influence of different chair type and pelvic

control on quadriceps muscle activity and strength during knee joint extension isometric exercise in hemi-

plegic patients. This research were investigated in ten healthy adults and tens hemipelgic patients.

Surface electromyography (EMG) and Biodex system were used to collect kinematic data and muscle ac-

tivity, respectively. Independent t-test, paired t-test and one-way repeated ANOVA were used to de-

termine a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results showed as follows: (1) Posterior pelvic angles in healthy

group and hemiplegic group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on isokinetic equipment (p<.05). (2) Different

chair type and pelvic control on quadriceps muscle activity and strength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hemiplegic patients (p<.05). From the result of this research, posterior pelvic angle control during knee

joint extension isometric exercise in hemiplegic patients on isokinetic equipment is necessary to increase

quadriceps muscle strength in hemiplegic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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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뇌졸중 환자의 근육약화(muscle weakness)는 실제적

인 것이 아니라 경직(spasticity)이 있는 길항 근육 집

단의 과도한 동시수축(co-contraction)때문이었고 뇌졸

중 환자에게 근력 강화를 위한 저항운동을 실시하면 경

직과 더불어 동시수축이 증가되어 조화로운 선택적 움

직임이 어려워진다(Bobath, 1990). 따라서 근력강화운동

보다는 경직을 억제하면서 근육긴장도를 정상화하는 것

에 치료의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를 통하

여 경직이 감소되었을 때에도 수의적인 운동조절 능력

이 증가하지는 않았으며(Dietz와 Berger, 1984),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치료적 접근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김

종만과 김택훈(1996)은 편부전마비 환자에서 근육약화

의 임상적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고 운동조절을 증진

시키기 위해 경직의 감소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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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재평가해봐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뇌졸중 환자의 근력강화운동의 효과는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고 그 중에서 뇌졸중 환자의 보행, 일어서

기 그리고 균형에 있어서 넙다리네갈래근(quadriceps

femoris)에 관한 연구는 계속되어 왔다(Clark 등, 2006;

Flansbjer 등, 2006; Hsu 등, 2002). 이러한 뇌졸중 환자

의 넙다리네갈래근 근력강화와 평가를 목적으로 Cybex

와 Biodex System 3 같은 등속성 운동 장비(isokinetic

equipment)를 사용하였다(김홍진 등, 2002; 박형기,

2006; Flansbjer 등, 2006).

등속성 운동 장비는 운동 시 모니터를 통한 시각되

먹임(visual feedback)과 구두명령을 통하여 환자로 하

여금 최대 운동효과를 낼 수 있게 하고, 얻어진 결과는

프린터로 출력 할 수 있다. 이러한 장비를 이용하여 뇌

졸중 환자의 근력과 근 활성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등속성 운동 장비에서 뇌졸중

환자의 운동자세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의 넙다리네갈래근의 등속성

운동 장비에서의 자세는 다음과 같다. 문성기(1993)는

Cybex 2를 이용한 연구에서 대상자를 검사대 위에 앉

힌 후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상체와 넙다리를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기계의 운동축과 무릎관절의 운동축이 일치

되도록 하고, 근력계(dynamometer)의 손잡이와 하퇴부

가 평행이 되도록 하였으며, 발목고정대(shin pad)를 양

측 과골상부에 견고하게 고정하였다. Flansbjer 등

(2006)은 Biodex 장비의 등속성 운동 실험 자세로 각각

의 실험자들을 측정 장비 위에 조정하여 앉히고 등받이

와 엉덩관절 각도를 85°로 하였다. 측정 장비에서의 자

세를 양측 무릎 관절선이 평행하게 하고 측정기에 축을

맞추어 사용하였다.

뇌졸중 환자는 골반 비대칭성에 의해 정중선과 공간

에 대한 개념이 손상되었고, 척추의 똑바른 유지가 불

가능하며, 체간의 회전, 체간과 사지의 분리운동, 이동

시 골반의 전후 운동이 곤란하며 정위반사(righting re-

flex), 평형반응(equilibrium reaction), 보호반응

(protective reaction)을 어렵게 한다(Carr 등, 1985). 뇌

졸중 환자는 엉덩관절의 선택적 움직임을 할 수 없어서

서있는 자세에서는 전방 골반경사를 하고 있고 앉은 자

세에서는 엉덩관절이 신전하는 것처럼 앉아 있기 때문

에 척추는 보상작용으로 굴곡된 상태에 있다. 결과적으

로 앉은 자세에서 골반의 후방 골반경사가 나타나고 이

것은 많은 기능적 활동들을 방해한다(Patricia와

Kesselring, 2000). 이와 같이 골반의 경사각도와 경사

운동이 뇌졸중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다(곽길환, 2003; 이원규, 2000; 정한신, 2002; 황환익,

1997; Campbell 등, 2001). 골반의 움직임은 하지의 기

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등속성 운동 장비에 앉은

뇌졸중 환자를 정상인과 같은 방법으로 등속성 운동 장

비를 착용시키는 것은 연구해 볼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의자 종류와 골반통제가

뇌졸중 환자의 무릎관절 신전 등척성 운동 시 넙다리네

갈래근의 근력과 근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상군과 뇌졸중 환자의 골반통제 유무에 따라

앉은 자세의 후방 골반각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등속성 장비의 의자 종류와 골반통제 유무에

따라 뇌졸중 환자 넙다리네갈래근의 근력과 근 활성도

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뇌졸중으로 인해 편마비 진단을 받은 독립

적 보행이 가능한 환자 10명과 정상군 l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연구 대상자는 하지와 허리 부위에 통증이

없는 자로 하지와 허리에 선천적인 기형, 정형외과적 기

형이 있는 자는 제외하였다. 체질량지수(body mass in-

dex; BMI)는 키와 몸무게로 계산하였다. 대상자의 선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환자와 정상인은 다

음 조건을 충족하고 환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은 후

실시하였다. 또한 뇌졸중 환자의 환측 무릎관절의 선택

적 움직임(selective movement)은 Fugl-Meyer

Assessment(FMA) 중 무릎관절 항목을 사용하였다.

가. 뇌혈관 손상에 의한 편마비로 진단을 받고 1년

이상 5년 미만이 된 환자

나. 근골격계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이 없는 환자

다. 환측 넙다리네갈레근 경직이 순위척도 Modified

Ashworth Scale (MAS) 1 등급 또는 1+ 등급에 해당

하는 환자

라. 보조 장구 사용에 상관없이 10 m 이상 보행이

가능한 환자

마.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의 수동적 관절 가동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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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θ1+θ2)=θ ……………………(1)

제한이 없고, 과제 수행에 제한을 주는 통증이 없는 환자

바. 인지 또는 지각 장애가 없고, 치료사의 지시에

따른 움직임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환자

사. FMA 항목 중 무릎의 기능이 1점 또는 2점 이상

인 환자

본 연구의 정상군은 40～60대 건강한 성인 남녀 10명

으로 신경계 및 근 골격계의 질병이 없고, 척추 질환이

나 요통 등 특별한 병력이 없는 성인들로 구성되었다.

2. 용어의 정의

가. 등받이(back rest): 등속성 운동 장비의 체간을

지지하는 한 부분으로 최대로 세울 경우 엉덩관절이

85° 굴곡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

나. 통제하지 않은 골반자세(general pelvic posture):

등속성 장비 위에서 골반을 조절하지 않고 편안히 앉은

상태로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유지가 가능한 자세

다. 통제된 골반자세(control pelvic posture): 등속성

장비에 앉은 자세의 골반을 체간과 중립상태(neutral

position)로 조절한 자세로 본문에서 제시한 후방 골반

각도 θ값이 0°이면서 무릎관절의 등척성 신전 동작 수

행 동안 유지가 가능한 자세

3. 측정도구1)2)3)4)

본 연구는 등속성 장비위에서 의자 종류와 골반통제에

따라 뇌졸중 환자의 근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예수병원에

설치된 등속성 장비인 Biodex System 3
1)
를 사용하였다.

근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근전도기
2)
(electromyography,

EMG)와 지름이 1 ㎝, 전극간의 간격이 2 ㎝인 이극표면

전극3)(bipolar surface electrode)을 사용하였다. 등속성 장

비위에서 체간과 넙다리의 측면각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디지털 듀얼경사계(DUALER goniometer)4)를 사용하였다.

엉덩관절 각도 측정을 위해 관절측각기(goniometer)와 등

받이 교정을 위해 수건과 초시계를 사용하였다.

4. 실험방법

가. 후방 골반각도 측정방법 및 등척성 운동 시작 자세

본 연구는 등속성 장비의 앉은 자세에서 정상군과

뇌졸중 환자가 엉덩이를 등받이에 닿게 한 후 등속성

운동 장비의 의자(seat) 끝부분에 양쪽 하지의 오금

(popliteal fossa)이 닿게 앉도록 하였다.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후방 골반각도를 측정한 후에 실험에 참여하

였다. 체간-넙다리각도와 엉덩관절각도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1) 바르게 누운 자세에서 위앞엉덩뼈가시(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ASIS)에서 수직으로 내려 그은 가

상의 선과 체간의 중심선이 만나는 교차점에 볼펜으로

작은 표시를 하였다.

2) 위팔의 중간부위와 넙다리 중간부위 위에 디지털

경사계를 부착하기 위한 부착벨트를 감았다.

3) 등속성 운동 장비 위에 앉은 자세에서 안쪽위관절

융기(medial epicondyle of humerus)를 체간에 중심에

밀착시키고 디지털 경사계를 위팔과 넙다리에 평행하게

부착시킨 후 체간-넙다리각도를 측정하고 이 각도를 θ

1이라 정의하였다.

4) 등속성 운동 장비위에 앉은 자세에서 엉덩관절을

축으로 하는 넙다리 중간선과 앞서 표시하였던 볼펜 자

국을 잇는 각도를 측정하고 이 엉덩관절 각도를 θ2라고

정의하였다.

후방 골반각도는 θ라 정의하였고 계산방법은 180°

에서 체간-넙다리각도와 엉덩관절각도를 더한 각도를

뺀 각도로 하였고 다음 공식 (1)에 의해 계산되었다.

운동 시작자세는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체간은 곧

게 펴고, 팔은 곧게 펴서 등속성장비의 양쪽 손잡이 사

이에 가만히 위치하도록 하였으며 실험 중 잡거나 누르

지 않도록 하여 상지 사용을 최대한 배제하여 보상

(compensation)을 줄이도록 하였다. 의자높이는 등속성

장비의 운동축과 실험자의 무릎의 운동축이 일치하는

자세를 기준으로 하였고, 실험자는 등속성 장비에 넙다

리 고정벨트와 어깨관절 고정벨트 그리고 골반고정 벨

트를 고정한 후 운동측 내측 복사뼈 바로 위에서 발목

밴드로 단단히 고정하였다. 실험에 임하지 않는 반대측

다리는 밴드를 이용하여 등속성 장비에 고정하였고 신

전 등척성 운동 시 굴곡수축을 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1) Biodex System 3, BIODEX U.S.A. Inc., CA, U.S.A.

2) MP100A-CE, BIOPAC System Inc., CA, U.S.A.

3) TSD 150B BIOPAC System Inc., CA, U.S.A.

4) DUALER IQ, JTECH Medical Inc., C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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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등속성 운동기를 이

용한 등척성 운동 측정자세.그림 1. 후방 골반각도 측정방법.

실험 중에 밴드의 장력이 느슨하게 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림 2). 등속성 장비의 관절가동범위(range of mo-

tion) 측정 모드로 실험자의 운동 쪽 무릎관절 가동범

위를 측정한 후 무릎관절을 60° 굴곡각도로 고정하고

등척성 모드를 선택하였다.

나. 근전도 측정 및 운동방법

실험전 MAS와 혈압을 측정 한 후에 가벼운 스트레

칭 및 준비운동을 5분간 하도록 하였다. 환자군과 정상

군은 등속성 운동장비에 앉은 자세에서 각도와 엉덩관

절각도를 3회 측정한 후 평균값을 기록하였다.

체간-넙다리 등척성 운동 시작자세에서 넙다리네갈래

근과 양쪽 위팔두갈래근(biceps brachii muscle)에 무릎

관절 등척성 신전 운동전과 운동중 그리고 운동후에 근

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근전도 전극을 부착한 후 등받

이가 있고 통제하지 않은 골반자세에서 환자에게 휴식

시 근 활성도(resting EMG)를 측정하였다. 처음 실험

시작 자세는 등받이를 제공하였으며 등받이가 있고 통

제된 골반자세, 등받이가 있고 통제하지 않은 골반자세,

등받이가 없고 통제된 골반자세 그리고 등받이가 없고

통제하지 않은 골반자세의 네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하

였다. 운동 순서는 무작위로 하였다. 각각의 자세에서

등척성 신전 운동을 최대근력으로 5초간 5회를 실시하

고 운동간 10초의 휴식시간을 주었다. 또 각각의 자세

사이에는 2분간 휴식 시간을 주었다(김호성, 2001).

환자에게 실험중 모니터를 응시하도록 하였고 시각되

먹임과 실험 중 ‘더’, ‘힘차게’라는 구호와 함께 실험을

하였다. 결과로 측정된 평균우력(average power)과 근

활성도를 기록하였다. 운동이 끝난 측 반대쪽에 양쪽 위

팔두갈래근에 붙은 근전도 전극을 그대로 나두고 반대

측 넙다리네갈래근에 근전도 전극을 부착하였다. 먼저

운동이 끝난 측과 같은 방법으로 평균우력과 근 활성도

를 측정하였다. 양쪽 운동이 끝난 후 2분후 그리고 5분

후 휴식 시 근 활성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모든 근 활성

도 측정이 끝난 후 MAS와 혈압을 다시 측정하였다. 정

상군도 환자군과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시행하였다.

다. 근전도 전극 부착부위

근전도의 표면전극은 양쪽 넙다리네갈래근과 양쪽 위

팔두갈래근에 부착하였고 접지전극(ground electrode)은

무릎뼈(patella) 위에 부착하였다. 표면전극 부착 부위에

서 피부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털을 제거하고, 가는 사

포로 3～4회 문질러 피부각질층을 제거하였다. 전극에 소

량의 전해질 겔을 발라 부착한 후 반창고로 고정하였다.

넙다리네갈래근의 등척성 신전 근 활성도 측정을 위

해 안쪽빗넓은근(vastus medialis muscle) 전극은 강한

등척성 수축시 보이는 안쪽 근팽대부위(muscle belly)

에 부착하고, 넙다리곧은근(rectus femoris muscle) 전

극은 무릎뼈와 위앞엉덩뼈가시(ASIS)를 이은 선의 1/2

지점에서 내측으로 2.5 ㎝ 지점에 부착하였고, 가쪽넓은

근(vastus lateralis muscle) 전극은 돌기사이선

(intertrochanteric line)의 아래 부분에서 무릎뼈의 일직

선거리의 2/3인 지점에 부착하였다. 넙다리네갈레근 등

척성 신전 운동 시 연합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양쪽 위

팔두갈래근 전극의 위치는 뒤쪽 겨드랑이 주름

(posterior axillary fold)과 팔꿈치 머리돌기(olecranon

process) 사이 1/3 지점에서 종축 방향으로 1.5 ㎝ 떨어

진 위치에 부착하였다(박형기, 2006; 최인용,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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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네가지 골반자세
×100=%RMSRVC ……… (3)

RMSCPP withBR

네가지 골반자세(Nm)
×100=%RVC ……… (2)

CPP with BR(Nm)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0)

연령(세) 신장(㎝) 몸무게(㎏) 체질량지수(㎏/㎡) 유병기간(월)

환자군 55.1±9.7* 164.7±6.5 67.5±10.0 24.8±2.6 40.8±18.3

정상군 48.4±7.9* 165.1±7.0 63.8± 8.4 23.3±2.7 -

*평균±표준편차.

표 2. 등속성 장비에 앉은 자세의 환자군과 정상군 후방 골반각도 비교 단위: °

환자군 정상군 t p

후방 골반각도(θ) 11.88±2.90* 4.88±5.51 3.18 .00

*평균±표준편차.

라. 자료수집 방법 및 신호처리

근전도 신호의 표본수집률은 1000 ㎐이었으며, 잡음

을 제거하기 위해 20～500 ㎐ 대역 통과 필터(band

pass filter)와 60 ㎐ 대역 정지 필터(band stop filter)를

사용하여 수집된 근전도 신호를 root mean

square(RMS) 처리하였다(나영무 등, 2002). 근력(Nm)

은 Biodex System 3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 산출되었

다. 넙다리네갈래근의 근 활성도는 5초의 근 수축 시간

의 앞과 뒤의 각 1초를 제외한 3초간의 근 활성도의 최

대값의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정상군과 환자군에서 각 자세의 근력을 의자 종류와

골반자세에 따른 네가지 자세인 등받이 있고 통제된 골

반자세, 등받이 없고 통제된 골반자세, 등받이 있고 통

제하지 않은 골반자세, 등받이 없고 통제하지 않은 골반

자세를 등받이가 있고 통제된 골반자세로 나눈 값으로

근력은 공식 (2)에 의해 %RVC하였고, 운동 수행 시 측

정된 근 활성도 신호는 공식 (3)에 의해 %RMSRVC로

표기하였다(고은경 등, 2003; 김은옥, 2008).

5. 분석방법

자료의 통계 처리를 위해 윈도용 SPSS ver. 12.0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정상군과 환자군의 후방 골반각

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사용하였다. 환자군의 MAS와 혈압의 운동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짝비교 t-검정(paired t-test)

을 사용하였다. 등속성 장비위에서 환자군의 네 가지

자세에 따른 환측 근력 비교와 정상군의 네가지 자세에

따른 비우세측 근력 비교를 위해서, 환자군과 정상군

각각의 네 가지 자세에 따른 넙다리네갈래근의 근 활성

도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된 일요인 분산분석

(one-way repeated ANOVA)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정

은 Bonferroni 검정을 사용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한 모든 유의수준 α는 .05로 하였다.

Ⅲ.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20명(정상군 10명, 환자군 10명)이며

환자군의 평균연령은 55세, 평균 신장은 164 ㎝, 평균

몸무게는 67 ㎏으로 평균 체질량지수는 24 ㎏/㎡이었고

유병기간은 40개월이었다. 정상군의 평균연령은 48세,

평균 신장은 165 ㎝, 평균 몸무게는 63 ㎏으로 평균 체

질량지수는 23 ㎏/㎡이었다(표 1).

나. 환자군의 성, 환측, 발병원인, 선택적 움직임

연구대상자중 환자군의 특성은 남자가 8명, 여자가 2

명이었고 환측이 좌측이 8명, 우측이 2명 그리고 발병

원인은 뇌출혈이 9명, 뇌경색이 1명이었고, 환측 무릎관

절 굴곡의 선택적 움직임은 중간(moderate) 등급은 5

명, 경증(mild) 등급은 5명이었다.

2. 환자군의 운동전․후 MAS 값과 혈압의 비교

환자군의 환측 무릎관절의 운동전․후 MAS 값과

혈압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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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정상군 비우세측 넙다리네갈래근의 신전 등척성 운동 시 상대적 근력 비교 단위: %RVC

등받이 유 등받이 무
F

통제된 골반자세 통제하지 않은 골반자세 통제된 골반자세 통제하지 않은 골반자세

근력 100 111.48 81.83 80.42 16.483*

*p<.05.

표 3. 환자군과 정상군의 무릎관절 신전 등척성 운동 시 우력 단위: Nm

등받이 유 등받이 무

통제된 골반자세 통제하지 않은 골반자세 통제된 골반자세 통제하지 않은 골반자세

환자군 환측 53.77±19.35* 42.51±17.61 36.94±13.83 32.49±12.33

건측 92.72±23.36* 93.61±26.95 70.43±19.16 66.35±16.31

정상군 비우세측 91.69±32.72* 101.58±35.03* 73.81±25.39 73.22±29.16

우세측 108.27±30.58** 113.13±33.92* 80.21±27.21 75.24±31.56

*평균±표준편차.

표 4. 환자군 환측 넙다리네갈래근의 신전 등척성 운동 시 상대적 근력 비교 단위: %RVC

등받이 유 등받이 무
F

통제된 골반자세 통제하지 않은 골반자세 통제된 골반자세 통제하지 않은 골반자세

근력 100 77.54 71.12 62.23 12.600*

*p<.05.

3. 등속성 장비에 앉은 자세의 환자군과 정상

군 후방 골반각도 비교

등속성 장비에 앉은 자세의 후방 골반각도(θ)는 환자군

11.88° 와정상군 4.88° 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p<.05)(표 2).

4. 환자군과 정상군의 무릎관절 신전 등척성

운동 시 우력

환자군 환측의 무릎관절 신전 등척성 운동 시 우력

은 등받이가 있고 통제된 골반자세에서 55.77 Nm이었

고 등받이가 있고 통제하지 않은 골반자세에서는 42.51

Nm이었다. 나머지 우력은 표 3과 같다.

5. 환자군 환측 넙다리네갈래근의 신전 등척

성 운동 시 의자 종류와 골반의 자세에 따른 상

대적 근력 비교

환자군 환측 넙다리네갈래근의 신전 등척성 운동 시

의자 종류와 골반자세에 따라 근력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5)(표 4). 사후검정에서 등받이가 있고 통제된 골

반자세와 등받이가 있고 통제하지 않은 골반자세, 등받이

가 있고 통제된 골반자세와 등받이가 없고 통제된 골반자

세, 등받이가 있고 통제된 골반자세와 등받이가 없고 통

제하지 않은 골반자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6. 정상군 비우세측 넙다리네갈래근의 신전

등척성 운동 시 의자 종류와 골반의 자세에 따

른 상대적 근력 비교

정상군 비우세측 넙다리네갈래근의 신전 등척성 운

동 시 의자 종류와 골반자세에 따라 근력은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5)(표 5). 사후검정에서 등받이가 있고

통제된 골반자세와 등받이가 없고 통제하지 않은 골반

자세, 등받이가 있고 통제하지 않은 골반자세와 등받이

가 없고 통제된 골반자세, 등받이가 있고 통제하지 않

은 골반자세와 등받이가 없고 통제하지 않은 골반자세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7. 환자군 환측 넙다리네갈래근의 신전 등척

성 운동 시 의자 종류와 골반자세에 따른 근 활

성도 비교

환자군 환측 넙다리네갈래근의 신전 등척성 운동 시

의자 종류와 골반자세에 따른 근 활성도는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05)(표 6). 사후검정에서 안쪽빗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은 등받이가 있고 통제된 골반자세와 등받이

가 있고 통제하지 않은 골반자세, 등받이가 있고 통제

된 골반자세와 등받이가 없고 통제된 골반자세, 등받이

가 있고 통제된 골반자세와 등받이가 없고 통제하지 않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 16권 제 3호

PTK Vol. 16 No. 3 2009.

- 38 -

표 6. 환자군 환측 넙다리네갈래근의 신전 등척성 운동 시 근 활성도 비교 단위: %RMSRVC

등받이 유 등받이 무
F

통제된 골반자세 통제하지 않은 골반자세 통제된 골반자세 통제하지 않은 골반자세

VM
a

100 83.75 81.88 75.80 9.008*

RF
b

100 73.72 93.65 95.08 5.835*

VLc 100 80.08 73.94 70.44 4.529*

*p<.05.
a안쪽빗넓은근, b넙다리곧은근, c가쪽넓은근.

표 7. 정상군 비우세측 넙다리네갈래근의 신전 등척성 운동 시 근 활성도 비교 단위: %RMSRVC

등받이 유 등받이 무
F

통제된 골반자세 통제하지 않은 골반자세 통제된 골반자세 통제하지 않은 골반자세

VMa 100 111.13 104.64 88.52 1.061

RFb 100 96.39 86.16 88.50 1.559

VLc 100 104.52 93.17 93.34 .977
a
안쪽빗넓은근,

b
넙다리곧은근,

c
가쪽넓은근.

은 골반자세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넙다리곧은근은 등받이가 있고 통제된 골반자세와 등받

이가 있고 통제하지 않은 골반자세에서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8. 정상군 비우세측 넙다리네갈래근의 신전

등척성 운동 시 의자 종류와 골반자세에 따른

근활성도 비교

정상군 비우세측 넙다리네갈래근의 신전 등척성 운

동 시 의자 종류와 골반자세에 따른 근 활성도는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표 7).

Ⅳ. 고찰

최근 들어 등속성 운동 장비는 뇌졸중 환자의 근력

향상과 기능증진을 목적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Cano

de la Cuerda와 Aguila-Maturana, 2008). 등속성 운동

장비의 뇌졸중 환자에 대한 근력 강화와 보행기능 향상

효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입증이 되었다(장문헌, 2000;

최경욱, 2004). 그러나 등속성 장비를 이용한 선행연구

에서 뇌졸중 환자의 골반자세에 관한 정확한 기준은 제

시되지 않았다. 뇌졸중 환자의 골반양상은 정상군과 다

른 자세와 비정상적인 근긴장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

상군과 같은 방법으로 등속성 장비를 적용하는 것은 연

구해 볼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등속성 장비와 표면근전도를

이용하여 등속성 장비에서 뇌졸중 환자에게 정확한 골

반자세를 제공하고 등받이와 골반자세에 따라 무릎관절

신전 등척성 운동 시 넙다리네갈래근 근력과 근 활성도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앉은 자세에서 정상군과 환자군의 후

방 골반각도에 대한 결과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5). 서규원(1995)과 황환익(1997)은 서있는 자세에

서 정상 성인과 뇌졸중 환자의 골반경사 전방 골반각도

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p<.05). 뇌졸중 환자

의 서있는 자세와 앉아있는 자세의 골반각도 방향이 다

른 이유는 뇌졸중 환자의 엉덩관절의 선택적 움직임이

방해받기 때문에 서있는 자세에는 전방 골반경사 되고

앉아 있는 자세에서는 엉덩관절이 신전하는 것처럼 앉

아 있기 때문에 앉은 자세는 후방 골반경사 되기 때문

이라 하였다(Patricia와 Kesselring, 2000). 이러한 결과

는 뇌졸중 환자의 위앞엉덩뼈가시(ASIS)가 상방, 위뒤

엉덩뼈가시(PSIS)가 하방으로 움직여 후방 골반각도가

증가된 상태로 볼 수 있다(Kisner와 Colby, 1990).

본 연구에서 환자군의 등받이가 있고 통제하지 않은

골반자세보다 등받이가 있고 통제된 골반자세에서 근력

과 근 활성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Lewek 등(2006)은 뇌졸중 환자의 무릎관절을 60° 굴곡

시킨 상태에서 등척성 신전 운동 시 엉덩관절의 0°, 45°,

90° 변화에 따라 넙다리네갈래근 근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누운 자세(hip neutral)보다 엉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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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 굴곡자세(seated upright posture)에서 근 활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고 하였다. 이는 엉덩관절각도가 90° 가

까이로 증가함에 따라 후방 골반각도 또한 감소한 결과

라 생각한다. Ricard와 Currier(1977)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와 없는 의자에서 무릎관절 신전 운동을 실시하여

허리폄근의 근 활성도를 연구한 결과 등받이가 있는 의

자에서 무릎관절 신전 운동을 할 때 대상자에게 체간의

안정성과 지지 역할을 제공한다고 보고하였다. 하지 운

동 시 의자 종류와 골반 자세가 복근과 허리폄근의 활

성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결과에서 하지의 근력

증진 운동 시에 척추세움근의 근 활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서 골반을 전방 경사한

자세에서 하지의 운동을 추천 할 수 있다(최인용, 2004).

정상군은 넙다리네갈래근의 신전 등척성 운동 시 등

받이가 있고 골반통제 유무에 따라 근력과 근 활성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김

호성(2001)은 넙다리네갈래근 등척성 운동 시 효과적인

엉덩관절 각도에 대한 연구에서 엉덩관절의 각도가

100°와 110° 사이에서 근력이 현저한 증가를 보인다고

하였다. Currier(1975)는 20명의 건강한 성인 남자를 대

상으로 Cybex로 엉덩관절의 각도를 90°에서 130° 까지

10° 간격으로 변화시키면서 넙다리네갈래근의 등척성

우력을 측정한 결과 100° 일 때보다는 110°와 130° 사

이에서 유의한 등척성 우력을 생성한다고 하였다. 이러

한 차이는 두 관절근육(two joint muscle)인 넙다리곧

은근(rectus femoris)의 길이가 100° 일 때 보다 110°와

130°사이에서 더욱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군과 뇌졸중 환자의 엉덩관절

각도가 110°보다 크지 않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정상군

에서 골반자세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

로 생각된다. 하지만 정상군에서 근력은 등받이가 있을

때 골반통제 유무와 등받이가 없을 때 골반통제 유무를

제외한 골반자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5) 각

각의 골반자세에 따른 근 활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p>.05). 안쪽빗넓은근과 가쪽넓은근 근 활성

도는 근력이 증감하는 값과 유사하였으나 넙다리곧은근

근 활성도는 유사하지 않았다. 넙다리네갈래근의 근 활

성도가 유의하지 않은 이유는 세 근육의 상호작용과 측

정되지 않은 중간넓은근(vastus intermedius)의 작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상자 숫자가 10명으로 매

우 적었고, 대부분의 환자가 뇌 출혈성 환자이었기 때

문에 모든 뇌졸중 환자에게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

다고 생각한다. 또한 표면근전도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털 제거와 각질층을 제거를 하였으나, 운동을

하는 동안 근육의 움직임이 근전도 신호에 미치는 영향

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그리고 넙다리네갈래근

하나만 근력과 근 활성도를 측정한 점과 등척성 운동을

선택한 점, 그리고 근 경직을 운동하는 근육에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상지를 검사한 점은 제한점으

로 생각한다. 향후 연구에서 뇌졸중 환자뿐만 아니라

척수 손상환자 또는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연구와 동시에 여러 근육을 측정하는 것과 등속성

운동 방법중 속도와 저항에 변화를 주는 좀 더 폭 넓고

효과적인 등속성 장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 10명, 정상군 10명을 대상으

로 의자 종류와 골반통제가 뇌졸중 환자의 무릎관절 신

전 등척성 운동 시 넙다리네갈래근의 근력과 근 활성도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등속성

장비에 앉은 자세의 정상군과 환자군 후방 골반각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그리고 등속성 장비의 의

자 종류와 골반의 자세에 따라 뇌졸중 환자 넙다리네갈

래근의 근력과 근 활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5). 본 연구의 결과에서 환자군과 정상군의 후방

골반각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등속성 장비에서 환

자군의 환측 근력과 근 활성도는 등받이가 있고 통제된

골반자세가 등받이가 있고 통제하지 않은 골반자세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환자군 위팔두갈래근은 네가지

자세에 따라 운동전, 운동 중, 운동 후 2분, 운동 후 5분

사이의 근 활성도는 골반자세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고, 정상군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환측 골반통제와 등받

이 제공 시 하지 근력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의 등속성 운동 장비 이

용 시 환자의 골반자세의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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