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ptkorea.org

Article Info
Received January 6, 2022
Revised January 20, 2022
Accepted January 22, 2022

Corresponding Author
Young-In Hwang
E-mail: young123@hoseo.edu
https://orcid.org/0000-0002-7314-1678

Key Words
Ankle limitation 
Dynamic balance 
Myofascial release

Background: Individuals with calf muscle shortening may have decreased dynamic balance.

Object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obilization with movement (MWM) 
and myofascial release (MFR) on kinematic changes in dynamic balance in individuals with calf 
muscle shortening.

Methods: Thirteen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MWM or the mobilization 
with movement added myofascial release (MWM-MFR) group. The MWM group received 
treatment with only MWM, whereas the MWM-MFR group was treated with MWM and MFR. 
Pre- and post-intervention passive range of motion (PROM), maximum reaching lengths, and 
modified star excursion balance test (MSEBT) results were compared for all participants. Wil-
coxon signed-rank test and Mann-Whitney U test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within-group differences in ankle PROM, but no sig-
nificant between-group differences. The maximum reaching length in the MWM-MFR group 
in the posterolateral direc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p 
= 0.005). This group also showed significantly reduced ankle abduction in MSEBT during 
the posteromedial direction section 3 (p = 0.007) and posterolateral direction section 5 (p = 
0.049) compared with the MWM group.

Conclusion: Combined MWM and MFR intervention improves ankle stability in the coronal 
plane during the posteromedial and posterolateral forward movement in dynamic balance 
compared with only MWM in individuals with calf shortening.

INTRODUCTION

발은 신체의 체중을 지지하며 보행을 하고 균형을 잡는데 매우 중요

하다. 이러한 균형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지지하는 기저면 내에 

중력 중심을 유지하는 능력으로[1], 신체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필

요하다. 발목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신체 움직임 및 자세 안정성과 관

련이 될 수 있으며 정도의 심각성과 연령에 따라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2]. 만성 발목 관절의 불안정성은 관절의 기계적 불안정성이 있

거나 또는 없는 상태에서도 반복적인 염좌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며

[3,4] 이로 인해 체중의 움직임이 어려워져 보행 패턴의 변화가 발생한

다[5].

이러한 발목 관절의 불안정성의 원인으로는 흔히 발목 염좌, 무릎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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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genu recurvatum), 종아리 근육의 단축 등이 있는데[6], 이러한 

원인 중에서도 종아리 근육이 단축되면 발의 과도한 엎침(foot prona-

tion)과 발등 굽힘(ankle dorsiflexion)의 관절가동범위의 감소를 유발

하며 이는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7]. 발목 발등 굽힘의 감소는 무릎 

손상, 발목 손상과 같은 심각한 임상적인 손상을 일으키며 보행과 지면 

닿기 같은 동적인 활동을 수행 시 발목의 안정적인 자세를 제한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8].

종아리 근육은 신체의 균형을 잡는데 필요한 일련의 탄성 성분을 통

해 장력을 생성한다[9]. 이로 인해 몸이 앞으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종아

리 근육이 늘어나면서 점성 증가를 자극하여 몸의 균형과 안정성을 제

공한다[9]. 두 발로 서 있거나 한발 지지 시 균형을 유지하는데 사용되

는 종아리 근육으로는 가자미근(soleus)과 장딴지근(gastrocnemius)

이 있으며, 이러한 근육이 활성화되면 균형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10]. 발목 관절의 움직임은 가자미근과 장딴지근의 교대적인 활

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10], 종아리 근육(calf muscles)과 근막은 발

목 관절의 동적 안정성과 발바닥 굽힘(ankle plantar flexion) 및 전방 

이동(forward movement)을 촉진하며 서 있는 동안 발목 관절이 앞으

로 넘어가는 것을 제지하는 역할을 한다[11].

이러한 발목의 통증과 운동범위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테

이핑을 이용한 발목 관절의 개선된 관절가동법(mobilization with 

movement, MWM)이 발목 염좌와 같은 근골격계 치료에 주로 사용된

다[12]. 발목 관절의 MWM은 목말뼈 후방활주(posterior talus glide)

와 능동적인 발목 발등 굽힘 운동에 효과가 있으며[13], MWM에 의

한 발목 발등 굽힘의 관절가동범위의 회복은 종아리 근육인 장딴지근

의 유연성을 활성화시키며 근 활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

다[14]. 이와 더불어 종아리 근육을 이완시켜 발목 굽힘의 각도를 증가

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치료방법의 하나로 근막이완기법(myofascial 

release, MFR)이 있다[15]. MFR은 최적의 길이를 복원하고 통증을 줄

이며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기법으로 근막 복합체에 저부하, 장기간 스

트레칭을 수동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다[16]. 이러한 기법을 적용하였

을 때 신체의 관절가동범위 및 근육의 기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으며[17], 이러한 MFR 적용을 다른 치료 방법과 병행 시 더 효

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18].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종아리 근육 단축으로 인해 발목 발등 굽힘

의 제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비탄력적인 후방활주 테이핑을 하고 MWM 

그룹과 MWM에 MFR을 동반한(mobilization with movement add-

ed myofascial release, MWM-MFR) 그룹을 비교하여 발목 발등 굽

힘의 수동 관절가동범위(passive range of motion, PROM) 및 동적 

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IBM SPSS Statistics 20.0 (IBM Co., Armonk, NY, USA)을 사

용하여 그룹 내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Wilcoxon signed-rank test를 

사용하였고, 그룹 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Mann-Whitney U test를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 α값은 0.05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MWM-MFR 그룹이 MWM 그룹에 

비해 발목 관절의 PROM이 더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MWM-

MFR 그룹이 MWM 그룹에 비해 modified star excursion balance 

test (MSEBT) 시 최대 뻗침 길이(maximal reaching lengths)가 증가

될 것으로 보인다. MWM-MFR 그룹이 MWM 그룹에 비해 MSEBT 시 

발목 관절의 움직임에 유의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MATERIALS AND METHODS

1. 연구대상

스크리닝 테스트를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총 

Selection of participation (N = 40)
Calf shortening (N = 30)

Participation with agreement (N = 13)

Re-measurement: PROM, MSEBT

Statistical analysis
Within groups: Wilcoxon signed-rank test
Between groups: Mann-Whitney U test

MWM group (N = 7)
Foot: right (N = 4),

left (N = 7)

Intervention
MWM (5 min)

MWM-MFR group (N = 6)
Foot: right (N = 5),

left (N = 5)

Intervention
MWM (5 min), MFR (5 min)

Lumber herniated disk (N = 3)
Ankle injury (N = 10)
Lower extremity surgery (N = 4)

Measurement
PROM: ankle dorsiflexion
MSEBT with 3D motion analysis
Randomization

Figure 1.Figure 1. Flow chart of the study. PROM, 
passive range of motion; MSEBT, modified 
star excursion balance test; MWM, mobili-
zation with movement; MWM-MFR, mobi-
lization with movement added myofascial 
release; MFR, myofasical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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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이었으며, 이 중 종아리근 단축이 있는 자(calf shortening)를 선

별하여 30명이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20세 이상 건강한 성인인 자, (b) 체중 지지를 하지 않고 무릎을 편 상

태에서 수동 발목발등굽힘 관절가동범위(ankle dorsiflexion PROM)

가 8도 미만인 자, (c) 무릎을 편 상태에서 목말뼈 밑 중립 자세(sub-

talar neutral position)보다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의 발목 발등 굽힘

(ankle dorsiflexion)이 적어도 5도 더 크게 나타나는 자, (d) 다리 길

이 차이가 2 cm 미만인 자, (e) 6개월 안에 하지와 관련된 연구에 참가

하지 않은 자, (f)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자이다. 본 연구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허리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자, (b) 발목관절 

질환이 있거나 수술을 한 적이 있는 자, (c) 1년 이내에 다리 수술을 한 

자이다.

스크리닝 검사를 통해서 허리 근골격계 질환 중 허리 추간판탈출증

(lumbar herniated disc)으로 인해 3명, 발목 손상(ankle injury)으

로 인해 10명, 1년 이내 다리를 수술한 이력이 있는 자 4명이 제외되었

다(Figure 1).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연구대상자는 총 13명, 전체 21

발을 대상으로 하였다. 13명의 대상자들 중 양 발에 짧은 종아리 근육

(Calf muscle)을 가진 사람이 총 8명이었고, 13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로 뽑기를 실시하여 MWM 그룹과 MWM-MFR 그룹을 선정하였다. 

MWM 그룹은 총 7명에 11발이었고 양 발 대상자는 4명이 포함되었

다(Figure 1). MWM-MFR 그룹은 총 6명에 10발이었고 양 발 대상자

는 동일하게 4명으로 구성되었다. 우세발이 오른쪽인 사람은 12명, 왼

쪽인 사람은 1명이었다. Shapiro-Wilk 검정에서 두 그룹 대상자들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은 Table 1과 같으며, 사전 동의서에 서명을 한 후 진행되었다. 본 연

구는 호서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IRB no. 

1041231-211101-HR-135-02).

2. 측정장비 및 기기

1) 소형 관성운동장치(100Hz; Noraxon USA Inc., 

Scottsdale, AZ, USA)

3D 동작 분석 시스템(3D Motion analysis system)은 하지의 운동

학적 변수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소형 관성운동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는 3차원 각도 정렬(3D angular orienta-

tion)에 대해 신체 분절 추적(body segment tracts)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동적 측정에 대해 1.2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Figure 2) [19].

3. 실험 방법

종아리근 단축이 있는 대상자들을 (1) MWM 그룹, (2) MWM-MFR 

그룹으로 무작위(Randomization)로 배정하여 중재(intervention) 전

후 비교 및 군간 동적 균형 비교를 위해 MSEBT를 실시하였다. 균형 검

사를 실시하기 전 대상자의 나이, 키, 몸무게, 성별, 체질량 지수, 하지

길이(위앞엉덩뼈가시[anterior superior iliac spine]부터 안쪽복사뼈

[medial malleolus]까지 측정), 우세발을 체크하였다.

수동 발목발등굽힘 관절가동범위를 측정 시 한 명의 조사자가 측정

하고, 한 명의 보조자가 보조하도록 하였다. 수동 발목발등굽힘 관절

가동범위 측정을 위해 각 대상자는 엎드린 후 무릎을 90도 굽힌 자세

를 취하고, 조사자는 대상자의 발목을 발등 굽힘하였다. 발목 관절가동

범위 측정 시 고니오미터(goniometer)의 축은 바깥쪽 복사뼈에 위치

하고, 고정 팔은 종아리뼈(fibula), 움직이는 팔(moving arm)은 5번째 

발 허리뼈(fifth metatarsal)에 두도록 하고 측정하였으며, 총 3회 측정 

후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동적 균형 시 운동학적 움직임 및 발에 주어지는 힘을 측정하기 

위해 모든 대상자에게 IMU 센서를 골반(1개), 대퇴(2개), 하퇴(2개), 발

(2개)에 각각 부착시켰다(Figure 3). 또한 각 대상자가 동적 균형을 측

정하기 위한 MSEBT를 수행하기 전 조사자가 MSEBT를 어떻게 수행

Table 1.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n MWM and MWM-MFR 
group

Group MWM MWM-MFR

Age (y) 22.86 ± 1.21 23.67 ± 3.78
Height (cm) 167.43 ± 9.13 167.5 ± 9.18
Weight (kg) 69.29 ± 16.41 64.33 ± 4.89
BMI (kg/m2) 24.52 ± 4.14 22.97 ± 1.48
Sex
   Male 4 (57.14) 4 (66.67)
   Female 3 (42.86) 2 (33.33)
Calf shortening side
   Right 4 (both = 4) 5 (both = 4)
   Left 7 (both = 4) 5 (both = 4)
Dominant foot
   Right 7 (100.0) 5 (83.33)
   Left 0 (0.0) 1 (16.6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MWM, mobilization with movement; MWM-MFR, mobilization with move-
ment added myofascial release; BMI, body mass index. Figure 2.Figure 2. Inertial measurement unit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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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지 미리 시연하였다. 동적 균형을 측정하기 전에 바로 서 있

는 자세에서 0점 조정(calibration)을 실시한 후 각 대상자는 MSEBT

를 총 3회 실시하여 6구간으로 나누어 운동학적 움직임에 대한 평균값

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참가자는 종아리근이 단축된 하지(양쪽 모두 종아리근 단축이 

있을 경우, 오른쪽을 먼저 실시)를 스타트 라인으로 하여 중앙 발판에 

선 다음(Figure 4A), 조사자가 시작이라는 구령과 동시에 측정하였다. 

한 발 서기(single leg stance)를 시작 자세로 하였으며(Figure 4B), 

대상자는 측정 다리를 각각 전방(anterior reach) (Figure 4C), 후내

방(posteromedial reach) (Figure 4D, 4E), 후외방(posterolateral 

reach) (Figure 4F, 4G)으로 도달하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으로 측정하였다(Figure 4H). MSEBT 평가를 수행 시 대상자가 수동적

으로 최대 도달한 길이(lengths)를 측정하였다.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대한 표준화 거리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종아리근 단축 대상자에게 무작위 추첨을 통해 MWM과 MWM-

MFR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MWM 그룹의 모든 대상자는 약 40 cm 높

이의 의자에 발을 얹고 닫힌 사슬(closed-pack) 상태로 최대한의 발

등 굽힘 자세를 취하여 비탄력적 테이프로 거골(talus) 앞쪽(anterior)

에서 아래쪽(inferior)과 뒤쪽(posterior)으로 활주(gliding)를 적용하

였고(Figure 5), 트레드 밀에서 4.5 km/h 속도, 6도의 경사로 5분간 

보행을 적용하였다(Figure 6). MWM-MFR 그룹은 테니스 공을 이용

하여 대상자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압력을 부여하여 5분동안 발바닥

(sole, plantar fasciae), 장딴지세갈래근(triceps surae)에 근막이완

법을 추가로 적용한 후 MWM 그룹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Figure 7). 

모든 그룹은 중재 후 동일하게 PROM과 MSEBT를 각각 3회 측정하였

으며, 이에 대한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Thigh

Shank

Instep of foot
: between big and

index toe

Pelvis
: between PSIS

Figure 3.Figure 3. Attachment of inertial measure-
ment unit sensors. PSIS, posterior supe-
rior iliac spine.

Figure 5.Figure 5. Modified with mobilization using non-elastic taping.

Figure 4.Figure 4. Divisions of sections during 
modified star excursion balance test. (A) 
starting position, (B-C) 1 section- forward 
anterior, (C-D) 2 section- backward anteri-
or, (D-E) 3 section- forward posteromedial, 
(E-F) 4 section- backward posteromedial, 
(F-G) 5 section- forward posterolateral, 
(G-H) 6 section- backward posterolateral 
direction.

A B C D

E F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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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본 연구는 종아리근 단축이 나타나는 13명을 대상으로 MWM 그

룹(N = 7, feet = 11), MWM-MFR 그룹(N = 6, feet = 10)로 무작위

로 나누어 각 그룹에 중재를 적용 시 전후의 변화와 그룹 간의 변화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IBM SPSS Statistics 20.0을 사용하여 Shapiro-

Wilk 검정을 실시하였을 때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아 그룹 내의 변화는 

Wilcoxon signed-rank test를 사용하였고, 그룹 간의 변화는 그룹 내 

Figure 6.Figure 6. Inclined treadmill training with mobilization with movement us-
ing non-elastic taping. Figure 7.Figure 7. Intervention of myofascial release with tennis ball.

Table 2.Table 2. Comparison of PROM in MWM and MWM-MFR group

MWM MWM-MFR Z-value p-value

Pre-intervention 22.54 ± 3.24 17.60 ± 5.80
Post-intervention 26.54 ± 3.47 24.00 ± 7.30
Differentiation 4.0 ± 4.82 6.4 ± 4.60 –1.140 0.253
   Z-value –2.263 –2.530
   p-value 0.024* 0.01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PROM, passive range of motion; MWM, mobilization with movement; MWM-MFR, mobilization with 
movement added myofascial release. *p < 0.05.

Table 3.Table 3. Comparison of the maximal reaching lengths between MWM and MWM-MFR group

MWM MWM-MFR Z-value p-value

Anterior
   Pre-intervention 88.96 ± 8.08 84.36 ± 6.55
   Post-intervention 92.96 ± 6.84 84.27 ± 9.70
   Differentiation 3.24 ± 6.30 1.55 ± 4.93 –0.490 0.622
   Z-value –1.836 –0.255
   p-value 0.066 0.799
Posteromedial
   Pre-intervention 106.27 ± 21.08 87.83 ± 15.11
   Post-intervention 107.06 ± 26.45 89.53 ± 15.58
   Differentiation 0.51 ± 12.02 1.72 ± 9.82 –1.900 0.512
   Z-value –0.059 –1.070
   p-value 0.953 0.285
Posterolateral
   Pre-intervention 93.54 ± 16.77 77.85 ± 12.57
   Post-intervention 97.81 ± 25.40 87.24 ± 15.17
   Differentiation 2.96 ± 12.64 9.38 ± 7.85 –1.900 0.061
   Z-value –1.244 –2.803
   p-value 0.214 0.005*

MWM, mobilization with movement; MWM-MFR, mobilization with movement added myofascial release.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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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차이값을 산출하여 Mann-Whitney U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이 때 통계적 유의수준 α값은 0.05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RESULTS

1. MWM과 MWM-MFR 그룹의 수동 관절가동범위

MWM 그룹과 MWM-MFR 그룹의 PROM 각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았다. MWM과 MWM-MFR의 그룹 내 변화는 모두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respectively; p = 0.024, p = 0.011). 그러나 그룹 

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253).

2. MWM과 MWM-MFR 그룹의 최대도달거리(maximal 

reaching lengths)

MSEBT의 각 자세(anterior, posteromedial, posterolateral)에 

측정한 최대도달거리(%, leg length)를 측정한 값은 Table 3과 같다. 

MWM 그룹 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MWM-MFR 그룹 내에

서는 후외방 자세에서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p = 0.005). 

그러나, MWM 그룹과 MWM-MFR 그룹 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05).

3. MWM과 MWM-MFR 그룹 내의 구간별 MSEBT 시 하지

의 운동학적 변수의 차이

MWM 그룹의 MSEBT에서 구간별 하지의 운동학적 움직임의 변수

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WM-MFR 그룹 내 

MSEBT의 구간별 하지의 운동학적 움직임에서 1구간과 3구간에서 발

목 안쪽 번짐(ankle inversion)이 유의하게 감소되었고(respectively; 

p = 0.037, p = 0.047), ankle abduction이 3구간과 5구간에서 유

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spectively; p = 0.028, p = 0.047) 

(Table 4).

4. MWM과 MWM-MFR 그룹 간의 구간별 MSEBT 시 하지의 

운동학적 변수의 차이 비교

MWM과 MWM-MFR그룹에서 MSEBT 시 하지의 운동학적 변수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MWM-MFR 그룹이 MWM 그룹에 비해 후내방 3

구간과 후외방 5구간의 발목 벌림(ankle abduction)이 유의하게 감소

된 것으로 나타났다(respectively; p = 0.007, p = 0.049) (Table 5).

DISCUSSION

본 연구는 종아리근 단축이 나타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비탄력적 테

이프를 이용한 관절가동법을 적용한 MWM 그룹과 동일한 관절가동법 

적용에 MFR을 추가한 MWM-MFR 그룹을 무작위로 나누어 이에 따른 

중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수동 발목관절 발등 굽힘(ankle dorsi-

flexion)의 PROM에서는 그룹 내의 유의한 변화가 있었고(p < 0.05), 

MSEBT에서 MWM-MFR 그룹 내의 중재 전후 후외방의 최대 뻗침 길

이가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p < 0.05) 운동학적 움직임(kinematic 

data)은 1구간(anterior direction)과 3구간(posteromedial direc-

tion)에서, ankle inversion과 3구간(posteromeidal direction)과 5

구간(posterolateral direction)에서 ankle abduction의 유의한 변화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또한 MWM-MFR 그룹이 MWM 

Table 4.Table 4. Comparison of kinematic data during MSEBT in MWM-MFR group

Section Pre-intervention Post-intervention Z-value p-value

Ankle dorsiflexion
   Anterior 1 –4.11 ± 10.58 –0.00 ± 4.94 –0.260 0.799

2 –9.96 ± 30.17 –11.01 ± 29.71 –0.460 0.646
   Posteromedial 3 –3.91 ± 12.79 –5.96 ± 11.18 –0.460 0.445

4 –9.85 ± 19.50 –9.77 ± 20.74 –0.050 0.959
   Posterolateral 5 –9.85 ± 19.50 –9.77 ± 20.74 –0.050 0.445

6 –9.26 ± 16.03 –9.79 ± 20.97 –0.260 0.799
Ankle inversion
   Anterior 1 –2.87 ± 7.46 0.19 ± 7.21 –2.090 0.037*

2 –6.27 ± 10.85 –3.90 ± 5.83 –0.860 0.386
   Posteromedial 3 –3.79 ± 8.10 –0.61 ± 7.79 –0.860 0.047*

4 –4.55 ± 13.23 –1.41 ± 10.13 –1.170 0.241
   Posterolateral 5 –2.51 ± 8.16 –0.10 ± 7.80 –1.170 0.241

6 –1.45 ± 17.60 –0.64 ± 8.90 –6.660 0.508
Ankle abduction
   Anterior 1 1.69 ± 6.29 –3.58 ± 4.00 –1.890 0.059

2 –3.03 ± 7.77 –7.93 ± 7.69 –1.270 0.203
   Posteromedial 3 1.47 ± 6.18 –4.79 ± 4.88 –1.270 0.028*

4 0.49 ± 9.60 –4.51 ± 8.00 –1.680 0.093*
   Posterolateral 5 1.49 ± 7.21 –4.14 ± 4.68 –1.990 0.047*

6 –4.87 ± 12.67 –6.24 ± 8.58 –0.560 0.575

MSEBT, modified star excursion balance test; MWM-MFR, mobilization with movement added myofascial release.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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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에 비해 3구간과 5구간의 발목관절 벌림에서 유의한 변화가 큰 것

으로 나타났다(p < 0.05).

본 연구의 결과에서 MWM 그룹과 MWM-MFR 그룹 내에서 PROM

의 각도 변화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그룹 간 비교에서는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유사하게 적용된 선

행연구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PROM이 증가된 것으로 보

고되었다[20]. 또한, 본 연구의 그룹 간 비교에서 PROM의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과 동일하게 장딴지근 스트레칭 그룹과 장딴지근 스트레칭 

후 가동술(mobilization)을 적용한 그룹을 비교 시에도 PROM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1]. 최근 MWM에 대한 메타 분

석 연구에서 체중부하를 기반으로 한 MWM(weight-bearing MWM)

은 발목관절 발등 굽힘 관절가동범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

로 보고되었다[14].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그룹 간의 발목관절 발등 굽

힘 PROM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은 두 그룹 모두 동일하게 체중을 

기반으로 한 MWM이 적용된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발목관절 발등 굽힘 PROM에 MFR을 부가적으

로 적용한 것이 MWM만 적용한 그룹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Škarabot et al. [22]의 연구에서는 정적 스트레칭과 MFR 적

용했을 때와 MFR만 적용한 세 그룹을 비교하였을 때 정적 스트레칭

과 MFR을 적용한 그룹에서의 발목의 PROM이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체중을 부하하여 

MFR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MWM-MFR 그룹 내에서 중재 전후 후외방의 최대도

달거리가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5) 운동학적 움

직임은 1구간(anterior direction)과 3구간(posteromedial direc-

tion)에서, 발목관절 안쪽번짐과 3구간(posteromeidal direction)

과 5구간(posterolateral direction)에서 발목관절 벌림의 유의한 변

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Hadadi et al. [23]의 연구에서

는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종아리뼈 정복 테이핑

(fibular reposition taping)을 적용한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후외방의 

최대도달거리가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연구에서 후

외방의 최대도달거리는 3.62 cm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본 연

구에서는 9.39 cm가 증가되었다[23]. Munro and Herrington [24]

의 연구에 따르면 Star excursion balance test (SEBT)에서는 후외방 

최대도달거리가 최소 6%–8% 이상 증가되어야 정상적인 점수의 변화

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10%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동적 균형

의 향상에 있어 신뢰할 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발목 관절에 대

한 고유수용성 훈련 전후 비교에서 SEBT의 후외방에서 안정성이 향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25], 이는 MFR의 적용으로 인해 근막의 이동

성(fascial mobility)이 증가되어 고유수용성 감각을 향상시킨 결과로 

사료된다[26].

MWM-MFR 그룹내에서 1, 3구간의 발목관절 안쪽번짐과 3, 5 구간

의 발목관절 벌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MWM-

MFR 그룹이 MWM 그룹에 비해 3, 5구간에서 발목관절 벌림이 유의

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로, 종아리근 및 아킬레스 힘줄과 발바닥 내재근에 MFR을 추가적

으로 적용한 것이 동적 균형 증진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종

아리근에서 세 개의 근육근막구조물이 아킬레스 힘줄에 있는데, 표면

Table 5.Table 5. Comparison of the kinematic differences during MSEBT between MWM and MWM-MFR group

Section MWM MWM-MFR Z-value p-value

Ankle dorsiflexion
   Anterior 1 1.31 ± 11.28 –0.34 ± 5.30 –0.210 0.833

2 2.85 ± 9.49 –1.04 ± 5.66 –0.960 0.360
   Posteromedial 3 2.13 ± 4.25 –2.05 ± 7.68 –1.340 0.181

4 1.64 ± 16.68 0.007 ±6.81 –0.140 0.888
   Posterolateral 5 –1.28 ± 5.67 –1.60 ± 6.97 –0.070 0.944

6 2.42 ± 14.57 –0.52 ± 9.51 –0.420 0.673
Ankle inversion
   Anterior 1 0.57 ± 3.17 3.08 ± 3.53 –1.620 0.105

2 0.23 ± 10.61 2.38 ± 9.38 –0.210 0.833
   Posteromedial 3 0.17 ± 4.06 3.19 ± 4.25 –1.340 0.181

4 –0.19 ± 8.94 3.14 ± 15.62 –1.200 0.231
   Posterolateral 5 0.77 ± 4.56 2.42 ± 6.84 –0.990 0.324

6 0.70 ± 7.05 0.80 ± 16.25 –0.140 0.888
Ankle abduction
   Anterior 1 1.86 ± 6.26 –5.28 ± 3.73 –1.830 0.067

2 2.13 ± 1.50 –4.90 ± 3.46 –1.620 0.105
   Posteromedial 3 3.38 ± 2.39 –6.26 ± 4.43 –2.680 0.007*

4 –2.61 ± 1.85 5.00 ± 3.53 –1.900 0.057
   Posterolateral 5 –1.94 ± 1.37 –5.63 ± 3.98 –1.970 0.049*

6 3.36 ± 2.37 –1.37 ± 0.97 –1.550 0.121

MSEBT, modified star excursion balance test; MWM, mobilization with movement; MWM-MFR, mobilization with movement added myofascial release.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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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장딴지근, 심부는 가자미근, 중간축은 장딴지빗근(plantaris)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근육의 긴장은 발뒤꿈치를 목말밑관절(subta-

lar joint)을 향해 앞으로 밀어낸다[27]. 본 연구에서 사용했던 테니스 

공을 이용한 MFR은 Park and Hwang [28]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적

용되었고, 이는 대상자의 동적 균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MFR 기법의 적용이 발바닥 굽힘 근육의 최대 구심성 수축 토크

를 감소시켜 발목관절 발등 굽힘의 구심성 수축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

고된 바 있는데[29], 이는 발목관절 발등굽힘근으로 작용하면서 발목의 

안쪽번짐과 벌림에도 관여하는 앞정강근의 구심성 수축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변화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수

가 적어 일반화하기 어렵다. 그러나 유사한 선행 연구에 참여하였던 대

상자의 수가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수와 유사하고 종아리근 단축

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에,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대

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같은 

대상자의 두 발을 포함하는 경우 변수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셋

째, MWM 그룹과 MWM-MFR 그룹에 적용된 중재 시간이 다르다. 선

행연구를 참고하여 MWM 그룹은 5분, MWM-MFR 그룹은 MWM에 

추가로 5분을 더 적용하였던 것이 시간적 가중이 될 수 있다. 이를 보완

하여, 추후 변수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시간적 가중을 제외한 연구를 진

행한다면 보다 정확한 연구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CONCLUSIONS

본 연구는 종아리근 단축이 있는 대상자를 MWM과 MWM-MFR 그

룹으로 무작위로 분류하여 각각 중재를 적용하고 동적 균형을 유지하

기 위하여 발목의 운동학적 움직임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MWM-MFR 그룹이 MWM 그룹에 비해 

후내측 3구간과 후외측 5구간의 발목관절 벌림에서 유의한 감소가 나

타났다. 따라서 종아리근 단축이 있는 환자에게 MWM 기법만 적용하

는 것보다 근막이완기법을 추가로 적용한다면, 동적 균형의 후내측 및 

후외측 구심성 이동 시 발목관절 이마면(Frontal plane)의 안정성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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