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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the changes that occur in the leg muscle

activity of unstable surface with different levels of air pressures. Three groups of college students have

been placed randomly on unstable surfaces with different air pressures at group 1.0 psi (n1=36), group 1.4

psi (n2=40), and group 1.8 psi (n3=40). Using surface electromyography, the recruitment of the tibialis

anterior, peroneus longus, and the gastrocnemius was measured. 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was measured at the different air pressures based on the manual muscle test, then normalizing the value

to %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 The tibialis anterior muscle activity was

significant change from the unstable surface with difference levels of air pressures between group 1.0 psi

and 1.8 psi and between group 1.4 psi and 1.8 psi. peroneus longus muscle activity was significant

changes in muscle activity occurred between 1.0 psi and 1.4 psi group and between 1.0 psi and 1.8 psi

group. Gastrocnemius muscle activity was significant change in muscle activity occurred between 1.0 psi

and 1.4 psi group and between 1.0 psi and 1.8 psi group. In conclusion it identify that 1.0 psi group is

most effective on muscle activity than the other groups. These suggest that the rehabilitation or

strengthening of patients with ankle injuries, balance exercise with low air pressure like 1.0 psi can be

more effective.

Key Words: Leg muscle; Surface electromyography; Unstable surfaces.

Ⅰ. 서론

일상생활의 움직임으로부터 전체 손상 중 15∼18%

정도가 발목관절의 문제이다(Lynch, 2002). 따라서 발

목관절 손상에 대한 재활은 이동과 일상생활 움직임에

있어서 중요한 치료영역이다(Puffer, 2002). 복잡한 여

러 분절로 구성되어 있는 발목관절은 보행 시 충격을

흡수하고 균형과 안정성을 제어하는 중요한 생체 역학

적 기능을 수행한다(Chang 등, 2009). 그러므로 강한

외부충격이나 반복적인 스트레스는 발목 관절과 관절

주위 구조물들의 2차 손상을 일으키고, 결국 만성부종

과 기능적 불안을 초래하여 발목주위 관절의 들길을 차

단하는 원인이 된다(Freeman 등, 1965). 더불어 발목관

절의 반복적인 손상은 관절근육의 만성적인 통증이나

기능회복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와 동반하여 앞정강

근과 긴종아리근의 근력 약화, 고유수용성감각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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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야기 시킨다(Peter 등,

2002). Kaminski와 Hartsell(2002)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증상들로 인하여 발목관절의 불안정성 기능장애는 균형

과 보행, 자세조절 능력 등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발목관절의 불안장애는 근육과 인대의 안

정성 회복 여부가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Mizel

등, 2004). 이는 발목주변의 근력과 고유수용성감각이

정상의 기능을 유지할 때 비로소 발목관절의 정적 안정

성과 동적 안정성이 모두 유지되고, 결과적으로 반복

손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Denegar와 Miller,

2002). 따라서 선행 연구들은 발목관절 손상에 대하여

초기 재활치료뿐만 아니라 복합손상 예방훈련 프로그램

등 다양한 중재방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따라

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과 발목관절 재활운동 장비들

의 운동조절 시스템 활용에 의한 발목주변 근육의 근력

강화와 감각운동(sensori motor), 고유수용성감각

(proprioception) 자극훈련을 강조하고 있다(Han 등,

2006). 이에 물리치료에서는 발목조절 능력을 증진시켜

발목의 안정화를 시키는데 다양한 중재방법들이 꾸준히

연구되고 적용되어 왔다. 그 중 발목관절 주변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으로 원판을 이용한 운동, 볼이나 폼

룰러(foam roll)등 불안정한 면에서의 운동 등이 있다

(Peter 등, 2002). 이러한 여러 가지 근력강화운동 중에

서도 원판운동은 불안정한 지지면 위에서 균형을 유지

하는 운동으로써 하지 근력을 향상 시키는데 효과적이

며, 운동조절 전략을 활성화시켜 감각운동 되먹임을 증

진시키고 근육을 강화시켜 동적안정성을 증진시키는데

효율적인 운동방법이라고 보고되었다(Duncan, 2009).

또한 지면과 같은 정적인 환경보다는 치료용 공과 같은

불안정한 동적인 환경에서 안정성 운동을 수행하는 것

이 고유수용기를 자극하여 대뇌의 운동기관에 자극으로

균형감각과 균형유지능력을 극대화시킨다고 보고하였다

(O’Sullivan 등, 1997).

안정한 지지면과 불안정한 지지면은 서로 다른 체성

감각을 자극할 수 있다. 즉 불안정지지면의 강도 조절에

의한 안정성 중재 방법에 대하여 Lee(2007)는 불안정한

지지면에서 서서 균형을 조절하려는 노력 자체만으로도

초당, 단위면적당 다양한 반작용력(reaction force)를 갖

게 하고, 건, 인대 그리고 모든 관절수용기를 활성화 시

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Bellomo 등(2009)의 연구에서

도 불안정지지면을 감각운동훈련의 한 방법으로 만성 근

골격계 환자에게 자세조절과 정상적인 체성감각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으며 균형 판, 폼 패드의 불

안정기구를 이용한 하지의 근력강화 재활운동을 강조하

였다. 이와 같이 자세와 움직임 조절에 대한 많은 연구

들 중, 불안정면에서의 안정성에 관련된 균형조절, 근력

강화 등 다양한 연구들은 최근까지도 지속되어 왔다

(Akuthota와 Nadler, 2004). Kim 등(2006)은 치료용 공

과 고정된 지면에서의 중심안정성운동에 따른 근활성도

비교를 하였는데 지면 보다 치료용 공위에서의 운동이

효과적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Konradsen(2002)의 연구에

서도 만성 발목관절 불안정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안정

지지면에서의 균형 훈련을 통해 발목의 관절 위치 감각

이 유의하게 증가 되었다는 연구 결과로 불안정지지면

에서의 훈련이 발목관절 고유수용성 감각 증진에도 효

과적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Riemann 등(2003)의 연구에

서는 안정 지지면과 비교하여 불안정지지면에서의 운동

은 체중이동 훈련 시에도 고유수용성 감각 향상에 더

효과적이며, 균형 훈련과 발목 주변의 운동조절 전략을

활성화 시켜 감각운동 되먹임을 증진시키는 효과와 약

화된 근육을 강화 시키는 근육 수축전략을 증진시키기

위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로 불안정지지면의 중재를

강조하였다. 더불어 안정화 운동의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저항의 강도와 운동 횟수를 증

가시키는 방법과 치료용 공(ball)이나 안뜰창 균형판,

폼 룰러 등과 같이 다양한 조건의 불안정성 강도의 조

건을 변화시키면서 중재하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Hall

과 Brody 등, 1999).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불안정한

지지면의 중재 조건만으로도 발목의 안정성을 증진시키

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으며, 불안정한 지지면의

치료효과와 장점은 지금까지도 다양한 방법들로 연구되

고 있다.

그러나 자세조절에 대한 일반적인 균형평가와 근력

강화 중재 방법 등으로 불안정지지면에서의 근활성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정형화 되어있는 불안정지지면을

치료중재 훈련도구와 평가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즉 불

안정지지면의 불안정성 강도의 수준에 따라 발목관절의

근활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Patel 등(2008)은 물리적 특성 즉 불

안정지지면의 밀도와 탄성력은 불안정지지면에서의 치

료중재 근육들에 대하여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기압 차이

가 있는 불안정성 강도의 수준에 따른 불안정지지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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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D Range

Age (yr) 23.4±2.8 21∼27

Height (㎝) 167.7±6.4 158∼175

Weight (㎏) 59.4±7.4 45∼7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16)

서 발목관절에 관련된 하퇴근육의 활성도를 분석하여

불안정한 강도수준에 따라 각 발목관절 근육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는지 알아보고, 불안정지지면에서의 자

세조절 동작 시 공기압 강도 차이가 근활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향후 기능회복이나 근력강

화를 위한 중재방법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

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공기압 차이에 따른

불안정지지면의 공기압 강도 수준은 발목관절 주위 근

육들의 근활성도에도 차이를 보일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발목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발목 손상이나 신경계 및 근 골격계 손상의 병력이

없고 현재 허리와 하지에 통증이 없는 자, 그리고 최근

6개월 이내 전문적인 하지 근력 강화운동을 실시하지

않은 자들이다. 연구 대상자는 광주광역시 소재의 L대

학 남, 여 대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을 실

시하기 전 실험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 후 자발적으

로 참여를 원하는 자들로 동의서를 받은 후 본 실험에

참여 하도록 하였다. 본 실험에 들어가기 전 예비 실험

에서 각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준 연구 결과에 근거

하여 불안정지지면의 공기압 차를 1.0 psi군, 1.4 psi군,

1.8 psi군으로 무작위배치 하였고, 실험군은 각각 50명

씩 실험군간 연령,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여 확인하였다.

그러나 신장과 체중에 열세가 너무 심하거나 실험 진행

중 통제가 불가능 하고,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중간 탈

락자가 발생하여, 1.0 psi군 36명, 1.4 psi군 40명, 1.8

psi군 40명, 총 116명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Table 1).

2. 측정도구

발목관절 근육의 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MP 100

의 8채널 표면 근전도 시스템(LXM 5308, Biopac

System Inc., CA, U.S.A)을 사용하였고, 전극은 접착식

1회용 의료용전극을 사용하였다. 불안정지지면의 공기

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공기압측정기(Digi Gauge

XU920, START CO., Taiwan, China)를 사용하였으며,

지면의 불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름 30 ㎝, 두께

7 ㎝의 에어쿠션으로 발바닥 밑에 두고 고정점이 불안

정한 원판(Dynairball Cushion Senso, TOGU Germany

Inc., Germany)을 사용하였다(Figure 1).

3. 실험 방법

가. 근전도 전극 부착

전극 부착은 피부저항을 감소하기 위해 면도기로 털

을 제거한 후 사포로 피부 표면을 문지르고 알코올로

닦아 각질을 제거 하였다. 앞정강근의 전극 부착은 종

아리뼈머리에서 내측 복사뼈를 잇는 선상 상위 75%지

점에 하였고, 긴종아리근은 종아리뼈머리에서 외측 복

사뼈를 잇는 선상 상위 75%지점에 하였으며, 장딴지근

은 넙다리뒤근육의 중심선으로부터 발꿈치뼈를 잇는 선

상 내측 상위 35%지점의 우세 측 하지에 부착 하였다

(Rempel, 2000). 그리고 활성 전극(active electrode)과

기준 전극(reference electrode)의 간격은 2 ㎝로 유지한

후 각 근육의 근섬유 방향과 나란하게 부착 하였고, 접

지 전극(ground electrode)은 전상장골극 부위의 근육이

적고 뼈가 돌출된 부위에 부착하였다.

나. 실험설계

최대 등척성 수축(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

traction; MVIC) 측정은 Daniels와 Worthingham의 도

수근력검사(Hislop와 Montgomery, 1995)를 참고하여

측정하였다. 대상자의 앞정강근 측정은 대상자를 검사

대에 걸터앉은 자세에서 발목관절 상부, 하퇴를 고정하

고 발을 등쪽굽힘, 안쪽굽힘 시키고 저항은 발의 내측

등쪽면에 가한다. 긴종아리근 측정은 대상자를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하고 발목은 저측굴곡과 등쪽굽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대상자의 하퇴를 고정한 후 대상

자는 발을 바깥굽힘하고 저항은 대상자의 제 1발허리뼈

머리 저측면에 가한다. 장딴지근 측정은 대상자를 서

있는 자세에서 무릎을 신장 시킨 후, 저측 굴곡을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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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ynairball Cushion Senso. Figure 2. Experiment position.

Air pressure Mean±SD F p

1.0 psi 32.68±16.44

Tibilis anterior 1.4 psi 29.36±14.46 5.675 .004

1.8 psi 22.18±10.28

Table 2. Effect of inflatable standing surface with different levels of air pressure on tibialis anterior muscle

(Unit: %MVIC)

운동 범위의 끝에서 끝까지 바닥에서 발뒤꿈치를 들어

올리게 한 후 측정하였다. 최대한 비슷한 저항을 위해

대상자 저항은 한사람이 모두 똑같이 실시하였다.

근전도를 측정하기 위해 실험실 온도를 25도 일정하

게 유지하고 실험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불안정지지면

에 올라설 때 전극을 부착한 우세 측 발부터 올라가게

하고, 불안정지지면 바닥에 발 위치를 표시하여 모든

실험자가 똑같은 조건으로 불안정지지면 위에 올라서게

하였다. 올라간 후 무릎은 펴고, 팔은 90도로 굴곡 시켜

앞으로 곧게 편 자세를 유지하게 하였고, 시선은 정면

에 위치한 그림의 한 지점을 주시 하도록 하여 순수한

발목 전략으로만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측정 하였다.

불안정 판에 올라 흔들림에 의해 3회 측정 중 가장 안

정시의 2회 째 측정 된 신호를 수집 하였다(Figure 2).

다. 최대 등척성 수축시 근전도 신호량 측정

근전도 신호의 표본추출률(sampling rate)은 1024 ㎐

로 설정하였고 60 ㎐의 대역정지필터(band stop filter)

와 10∼500 ㎐의 대역통과필터(band pass filter)를 사

용하였다. 최대 수의적 등척성 수축을 시킨 후 5초간 3

회 측정하여 평균화 하였고, 제곱근 평균 제곱(root

mean square; RMS)측정은 불안정지지면에 올라간 후

균형 잡는 동작에서 앞정강근, 긴종아리근, 장딴지근의

RMS를 10초간 3회 측정 후 1회 3회를 제외하고, 2회

때의 초기 3초 마지막 3초를 제외한 중간 4초를 측정하

여 최대 등척성 수축시의 근활성도 값에 대한 선 상태

에서의 근활성도 값을 백분율로 표시하여 정규화 하였

다(Takasaki 등, 2009).

라. 분석방법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해 SPSS ver.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기압 차이에 따른 불안정지지면에서 앞정강

근, 긴종아리근, 장딴지근의 활성도를 알아보기를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시행하였고, 각

군간 조건별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사후검정방법으로

Duncan 방법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α=.05

로 하였다.

Ⅲ. 결과

1. 공기압 차이에 따른 불안정지지면에서의 

앞정강근의 활성도

공기압 차이에 따른 불안정지지면에서 앞정강근의

근활성도는 1.0 psi군에서 32.68±16.44 %MVIC, 1.4 psi

군에서 29.36±14.46 %MVIC, 1.8 psi군에서 22.18±10.28

%MVIC이었고, 공기압 차이에 따른 앞정강근의 근활성

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5.675, p=.004). 각 집단

사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

과, 1.0 psi군과 1.8 psi군, 1.4 psi군 1.8 psi군에서 앞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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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ffect of inflatable standing surface
with different levels of air pressure on tibialis
anterior muscle (*p<.05).

Air pressure Mean±SD F p

1.0 psi 52.37±38.96

Peroneus longus 1.4 psi 38.31±18.07 4.606 .012

1.8 psi 34.91±17.67

Table 3. Effect of inflatable standing surface with different levels of air pressure on peroneus longus muscle

(Unit: %MVIC)

Air pressure Mean±SD F p

1.0 psi 67.38±51.30

Gastrocnemius 1.4 psi 48.38±24.51 3.279 .041

1.8 psi 48.50±30.85

Table 4. Effect of Inflatable Standing Surface With Different Levels of Air Pressure on gastrocnemius muscle

(Unit: %MVIC)

Figure 4. Effect of inflatable standing surface
with different levels of air pressure on
peroneus longus muscle (*p<.05).

강근 근활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p<.05)

(Table 2)(Figure 3).

2. 공기압 차이에 따른 불안정지지면에서의 

긴종아리근의 활성도

공기압 차이에 따른 불안정지지면에서 긴종아리근의

근활성도는 1.0 psi군에서 52.37±38.96 %MVIC, 1.4 psi

군에서 38.31±18.07 %MVIC, 1.8 psi군에서 34.91±17.67

%MVIC이었고, 공기압 차이에 따른 긴종아리근의 근활

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606, p=.012). 각 집

단 사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1.0 psi군과 1.4 psi군, 1.0 psi군과 1.8 psi군에서

긴종아리근 근활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p<.05)(Table 3)(Figure 4).

3. 공기압 차이에 따른 불안정지지면에서의 

장딴지근의 활성도

공기압 차이에 따른 불안정지지면에서 장딴지근의

근활성도는 1.0 psi군에서 67.38±51.30 %MVIC, 1.4 psi

군에서 48.38±24.51 %MVIC, 1.8 psi군에서 48.50±30.85

%MVIC이었고, 공기압 차이에 따른 장딴지근의 근활성

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279, p=.041). 각 집단

사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

과, 1.0 psi군과 1.4 psi군, 1.0 psi군과 1.8 psi군에서 장

딴지근 근활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Table 4)(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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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ffect of inflatable standing surface
with different levels of air pressure on
gastrocnemius muscle (*p<.05).

Ⅳ. 고찰

본 연구에서는 발목관절의 기능적 활동에 관련된 하

퇴근육의 활성도가 공기압 차이가 있는 불안정지지면에

따라 발목 관절근육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는지 알아

보고, 향후 기능회복이나 근력강화를 위한 중재방법의

참고 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기능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발목 손상이나 신경계 및 근 골격계 손상의

병력이 없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앞정강근의 군에서는 1.0 psi군과 1.4 psi군에서 1.8 psi

군에 비해 앞정강근의 근활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p<.05). 긴종아리근은 1.0 psi군이 1.4 psi군과

1.8 psi군에 비해 근활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

다(p<.05). 장딴지근의 근활성도에서도 1.0 psi 군이 1.4

psi 군과 1.8 psi군에서 장딴지근 근활성도에 유의한 차

이를 보여주었다(p<.05). 따라서 각기 다른 공기압 차

이에 의한 불안정지지면에서 균형을 잡는 동작을 시행

하여 근활성도의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 1.0 psi 공기

압 강도의 불안정지지면이 앞정강근, 긴종아리근, 장딴지근

의 각 근육의 활성도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불안정지지면에서의 운동은 고유수용감각 능력을 향

상시켜 발목관절 근육들을 강화시키고, 선택적으로 발

목관절 주위근육의 수축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Na

등, 1999). 또한 불안정지지면에서의 중재방법은 폐쇄성

궤도 운동을 통해 발목관절 주위근육의 편심성 수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협조운동, 다축면 체중 부하운동,

특히 발목관절 주위의 구심성 자극을 제공하여 자세감

각과 고유수용체 감각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협력근

과 길항근의 상호 보상작용을 한다(Rothwell 1987). 더

불어 근육의 활동 및 체간의 안정성을 위한 공동수축을

더욱 증가시켜, 안정된 지지면에서의 훈련보다 자세조

절과 동적균형을 더욱 촉진시킨다(Karthikbabu 등,

2011). 이때 Isakov와 Mizrahi(1997)은 불안정지지면에

서 앞정강근과 긴종아리근, 장딴지근은 다른 족관절 주

위근육과 함께 급격한 자세 변화와 균형조절 등에 대해

역동적으로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

나 Yu와 Kim(2006)의 발목근육 강화 목적의 연구에서

는 안정된 바닥과 발란스 볼 위의 두 지지면의 실험군

과 무릎관절의 굽힘 각도 즉 30도와 45도 굴곡 했을 때

에 발목관절 주위의 근육인 앞정강근, 긴종아리근, 장딴

지근의 근전도 신호량의 효과적인 증가를 보고 하였다.

반면 한상완 등(2006)의 불안정한 발판에서 4주 동안의

균형훈련이 균형능력과 발목관절 주변근육의 근전도 변

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불완전 발판에서 4

주 훈련 후 앞정강근, 긴종아리근에서 유의한 효과적인

증가를 보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로 1.0 psi, 1.4 psi의 공기압 차이가 있는 불안정지

지면의 군에서 앞정강근, 긴종아리근, 장딴지근의 근활

성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근활성도에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세 군 중 공기압에 의한 지지면이

제일 불안정한 1.0 psi 군의 근활성도에서 제일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었고, 공기압 차이에 따른 불안정지지면

에서의 균형을 잡는 동작은 장딴지근이 가장 활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불안정지지면의 불안

정함에 의한 동요가 증가 할수록(Dault 등, 2003), 지지

면이 부드러울수록 자세 조절에 대한 난이도가 증가하

기 때문이라 생각된다(Patel 등, 2008).

인간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가고 목적 있는 활동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소는 균형능력이다(Nudo

등, 1996). 균형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로 Elbert

등(1995)은 반복적인 기립 자세 훈련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더불어 자세조절에 중요한 영역인 시각정위는

공간 인지기능으로써 균형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Norman와 Rumelhart, 1981). 그러

나 Terry(1996)의 연구에서 시각적 자극정보 입력이 가

능한 상태의 실험군과 시각 장애인 모두에서 똑바른 기

립자세를 유지하는 연구 결과로 시각입력 자극 정보가

균형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수적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험 대상이 건강한

젊은 성인이고, 외부 자극이나 움직임이 없는 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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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립 자세에서 시각적인 자극 정보에 대한 각성의 영향

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과정에

도 시각적인 자극 정보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Lee(2009)의 지지면 불안정성 조건에 따른 교각 운

동 시 지면-나무균형판, 지면-에어쿠션, 나무균형판-에

어쿠션을 각각 비교 한 연구결과 넙다리두갈래근, 장딴

지근 외측이 지면에서 보다 나무균형판에서, 반건양근,

넙다리두갈래근, 장딴지근 내측이 지면에서 보다 에어

쿠션에서 근활성도가 높게 나타났다. 앞정강근, 장딴지

근의 활성도를 본 결과 에어쿠션, 나무균형 판, 안정된

지지면에서는 앞정강근의 활성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

고, 장딴지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도 장딴지근의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

와 유사하였으나, 앞정강근의 근활성도의 결과는 본 연

구의 결과와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연

구 결과는 O’Sullivan과 Schumitz(2001)의 연구 결과에

서와 같이 교각 자세는 중심안정화를 위한 효율적인 자

세이므로 앞정강근의 활성도 보다는 체간 근육의 활성

도에 영향을 미친 것이며, 본 연구의 결과는 체간을 바

로 편 상태의 기립 상태에서 발목 전략으로만 시행한

연구 결과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Gabriel 등(2000)의

연구에 따르면 앉은 자세는 선 자세에 비하여 발과 다

리의 체성감각의 역할이 감소하고, 엉덩이의 감각정보

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며, 무게 중심이 낮아짐에 따

라 체간 근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Horak과 Nashner(1986)는 움직이는 발판위에 선 자세

에서 근육의 활성도가 제일 먼저 발목관절주위에서 시

작하여 동일한 등 쪽이나 복부 허벅지에 순서대로 근육

의 활성도를 일으키는데 체간 안정성에 기여하는 근육

들의 근활성도 보다는 발목 관절 주위 근육 근활성도가

가장 유의한 변화를 보여준다고 보고하였다. 그와 같은

연구 결과는 균형유지를 위해서 인체의 움직임이 족관

절에 의해 먼저 중심화 되며, 신체의 무게중심을 발목

관절 주위에 몸을 이동하여 균형을 복원하려하는 패턴

으로, 즉 자세안정성과 균형을 위해 발목관절전략을 사

용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Horak 등, 1989). 또한

중력에 대항하여 지면에 두 발이 고정된 상태에서 실험

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앞정강근의 활성도에 영향을 미

친 것으로 사료된다.

불안정한 지지면의 강도가 증가될수록 즉 안정면에

가까운 1.8 psi 군에서보다 불안정함이 심한 1.0 psi 군

에서 균형 유지를 위하여 발목관절 근육들의 근활성도

가 유의하게 증가 하는 것은, Kim 등(2006)의 연구에서

도 단단한 바닥에서는 정상적인 체성감각정보 입력이

가능하지만, 볼이나 폼(form)과 같은 표면이 푹신한 지

지면은 체성감각정보가 감소하고 왜곡 되어 영향을 미

친 결과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불안정면의 강도가 더

심한 1.0 psi 군에서 근활성도를 향상시킨 연구 결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 해 볼 수 있었다. 즉 지지면

이 불안정할수록 신체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분

절을 지나는 근육들이 더욱 많은 공동 수축을 하게 되

며, 감마 운동신경을 통하여 개선시키며 그것은 결국

관절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Granacher

등, 2006). 그러나 정상적인 체성감각 정보들의 입력에

의해 미치는 영향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데 있어서 발

목관절의 근육부분으로만 제한된 본 연구를 일반화 하

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공기압력 차이가 있는

불안정지지면에서의 균형과 자세조절을 위한 운동을 불

안정면의 강도에 따라서 발목관절 손상환자의 고유수용

성 감각훈련이나 근력강화를 시키는데 적절하게 조절하

여 적용시킨다면 더욱 효과적인 중재 방법이 될 것이

다. 더불어 자세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경우에

도 불안정한 강도의 차이가 있는 지지면을 이용한 치료

방법은 이차 손상과 추가적인 장애예방에 도움이 되리

라 생각된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발목 손상환자, 자

세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 대한 불안정지지면의

근활성도의 효과가 좋다는 연구결과에서 구체적인 강도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미흡하기 때문에 본 논문의

건강한 성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환자군에게 모두 일반

화 하기는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근전도 신호량 측정에 있어서

사용된 표면 근전도 측정기는 실험 시 근전도 신호수집

에 있어 움직임으로 인한 잡음과 같은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지만, 말초

신경의 병변이 없는 앞다리근, 긴종아리근, 장딴지근의

상대적인 근수축 시간을 효과적으로 비교할 수 있었다

(Yu와 Kim, 2006).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불안정지

지면의 물리적인 특성과 역학적인 움직임들에 대한 다

양한 연구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20대 정상인을 대상으로 공기압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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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군의 불안정지지면에서 발목관절에 관련된 하퇴

근육의 활성도를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공기압 차

이에 따른 불안정지지면에서의 앞정강근은 1.0 psi군과

1.8 psi군, 1.4 psi군과 1.8 psi.군 사이에서 근활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긴종아리근에서는 1.0

psi군과 1.4 psi군, 1.0 psi군과 1.8 psi군 사이의 근활성

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장딴지근에서도 1.0

psi군과 1.4 psi군, 1.0 psi군과 1.8 psi군 사이의 근활성

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그 중에서 1.0 psi

의 불안정지지면의 공기압 강도 군의 근활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 에어쿠션처럼 불안정

성이 높은 지지면의 다양한 공기압의 강도차이에 의해

서도 근활성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발목 손상환자나 정상인도 발목관

절 손상을 예방하거나, 재활과정의 운동에 있어서 공기

압이 1.8 psi군과 같은 불안정지지면보다는 1.0 psi군과

같이 훨씬 더 불안정한 강도의 지지면에서 균형을 유지

하는 운동이 발목관절에 관련된 근육의 활성도를 높이

는데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효

율적인 실험방법과 여러 종류의 불안정지지면에 대한

치료적인 적합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재활훈련에 있

어 적절한 상황에서 근거중심의 적극적인 치료에 도움이

되는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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