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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낙상은 고령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사고로 통계자료에 의하면,
세 이상 고령자의 약 가 매년 낙상을 경험하며 세 이상에65 30% , 80
서는 그 빈도가 약 로 높아진다 미국에서도 사고에 의한40% .
고령층 사망자 중 약 가 낙상이 원인이 되고 있다 고령층의33% .
낙상 사고가 많은 이유는 고령자 일수록 자세의 균형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신체의 균형에 관련된 근육의 힘을 운동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낙상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통계적

으로 입증되어 있다 따라서 자세균형 능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요.
법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보조하는 운동기기,
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5].
복합자세균형 훈련기기는 사용자의 균형능력을 측정하고 이,

에 맞는 훈련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최근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신경근 조절 능력 고유 수용성 안정성 평형력 체간의. , , , ,
움직임 및 인체 근 장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내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복합자세균형 훈련기기의 인체영향 평가에

대한 기초연구로 자세에 따른 의 활성화 패턴 분석을 목표, EMG
로 하고 있다.

실험방법2.
는 국내에서 개발된 자세균형 훈련시스템으SpaceBalance 3D

로 그림 과 같은 구조이며 균형능력의 평가와 훈련이 가능하도, 1 ,
록 프로그램 되어 있다 저자들은 위에서 설명한 훈련시스템을.
이용하여 여덟 개의 자세훈련 방향에 대하여 근전도의 활성화를

평가하였다 는 대퇴직근 전경골근 대퇴이두근. EMG (RF), (TA),
및 비복근 에서 측정되었으며 전방 부터 시작해(MBF) (Gas) , (0°)

서 시계방향으로 순의 자세제45°, 90°, 135°, 180°, 225°, 270°, 315°
어 방향을 설정하였다.

결과3.

훈련방향에 따라서 각 근육의 활성화 정도가 비교적 크게

발생했으며 특히 전방 으로의 움직임에 대한 대퇴, (315°, 0°, 45°)
이두근의 활성화가 그림 에서처럼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2
있었다 그림 는 의 이동 방향과 이에 따른 각 근육의. 2 COP in-

를 나타낸 것으로 각 그래프의 는 차례로 왼쪽tegrated EMG Bar
대퇴직근 왼쪽 전경골근 오른쪽 대퇴직근 오른쪽 전경골근, , , ,
왼쪽 대퇴이두근 왼쪽 비복근 오른쪽 대퇴이두근 오른쪽 비복, , ,
근을 의미하며 수직축은 의 크기를 우축의 도형, integrated EMG ,
은 이동의 방향을 나타낸다 앞서 설명했듯이COP . 315°, 0°,
방향의 전방으로의 움직임에서는 대퇴이두근의 활성화가45°

두드러지며 이에 비하여 등의 후방 움직임에서, 135°, 180°, 225°
는 좌우측 대퇴직근 및 전경골근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뒤쪽으로 의 이동이 진행될 때 근육이 보다. COP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4.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은 고령자일수록 저하되며 이는

낙상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복합자세균형 훈련기기는.
자세균형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으로 이에

대한 인체영향 평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자세균형 훈련시스템을 이용하여SpaceBalance 3D

이러한 시스템에 의한 인체영향 평가를 기초적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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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valuation system of postural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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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tegrated EMG for 8-direction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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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방향의 움직임에 따른 변화로부터 전방으로의COP EMG
자세움직임에는 대퇴이두근의 활성화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

으며 후방으로의 움직임은 보다 복합적인 근육 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계속되는 이후 연구에서는 하지 근육뿐만 아니라 허리근육에

대한 측정으로 보다 복합적인 분석을 할 예정이다EM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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