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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여성에 대한 근전도를 이용한 생체되먹이기

훈련이 안쪽빗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의

근활성비와 개시시간에 미치는 영향

김현희 송창호⋅
삼육대학교 물리치료학과

The Effect of Electromyographic Biofeedback Training on

the VMO/VL Electromyographic Activity Ratio and

Onset Timing in Women without Knee Pathology

Hyun-hee Kim, PT, MS, Chang-ho Song, PT, PhD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Sahmyook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VMO/VL ratio and onset timing using EMG：

biofeedback training over a 5-day period.

Methods Twenty-one healthy female college students with no known right knee musculoskeletal dysfunction：

were recruited this study. Muscle activity was measured by surface electromyography(Myosystem 1400A,

Noraxon Inc., U.S.A). Statistical analysis was used two-way repeated ANOVA to know difference between the

vastus lateralis and vastus medialis oblique onset timing differences, VMO/VL ratio.

Results Biofeedback training group significantly improved VMO/VL ratio and EMG activity of the vastus：

medialis oblique after intervention.

Conclusion These result indicate that biofeedback training on the vastus medialis oblique has effect on the：

VMO/VL ratio. EMG biofeedback can be recommended for the facilitation of VMO muscular recruitment.

Key Words Biofeedback, Onset timing, Surface electromyography, VMO/VL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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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무릎 관절의 병변 중 하나이다 등(Grabiner , 1994).

무릎넙다리통증증후군은 무릎넙다리관절의 신체역

학적 변화로 인하여 무릎뼈가 비정상적인 위치로

움직이거나 무릎관절의 과도한 사용이 주요 원인이

며 안쪽빗넓은근 과, (vastus medialis obliquus, VMO)

가쪽넓은근 의 협응감소로 인해(vastus laterialis, VL)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때문(LaBella, 2004).

에 무릎넢다리통증증후군 환자의 재활프로그램에서

기본적 치료목표가 안쪽빗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의

균형을 재정립시키기 것이다.

안쪽빗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은 조직학적 형태학적,

으로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근육 생검을 통한.

연구에서 긴안쪽넓은근은 형 섬유의 비율이 가장Ⅰ

높았으며 안쪽빗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은 형 섬유, Ⅱ

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Travnik , 1995).

이러한 안쪽빗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의 조직학적 특

성으로 인해 일상생활동작과 같은 능동적 활동시

두 근육의 작용이 중요하게 대두되며 움직임과 관,

련된 임상연구에서 두 근육의 활성에 초점을 맞추

는 것은 타당할 것이다.

정상인에서 가쪽넓은근에 대한 안쪽빗넓은근의 비

율은 약 로 보고되고 있지만 와1:1 (Souza Gross, 1991),

무릎넙다리통증증후군 환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결

과들로 보고되고 있다 는 무릎넙다리. Powers(2000)

통증증후군 환자군과 정상군의 가쪽넓은근에 대한

안쪽빗넓은근의 근활성비가 와 라고 보고하0.54 0.85

였으며 등 도 등척성 무릎신전시, Makhsous (2004)

가쪽넓은근에 대한 안쪽빗넓은근 의 표면(VMO/VL)

근전도 진폭비가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더 낮았다

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근활성비의 감소는 과도한.

바깥쪽 당김으로 인해 무릎뼈가 정상적인 진로를

벗어나게 하므로 무릎관절복합체에 문제를 발생시

킬 것이다.

안쪽빗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의 개시시간 차이는

무릎넓다리통증증후군의 진단과 분석의 평가 도구

로 활용되고 있다 과 정상인의 무(Wong Ng, 2006).

릎관절 움직임시 열린고리 신경근 조(open-looped)

절기전으로 안쪽빗넓은근은 무릎뼈가 적절한 내측

안정성을 생산하도록 가쪽넓은근보다 조기에 활성

된다고 하였다 등 그러나 이전의(Neptune , 2000). ,

여러 연구에서 무릎넙다리통증증후군을 호소하는

환자의 안쪽빗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의 개시시간을

조사하였지만 통일된 합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하였,

다 몇 몇 연구에서 무릎넙다리통증증후군 환자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체중지지운동이나 비체중지지운

동시 안쪽빗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의 개시시간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과(Owings Grabiner,

등2002; Powers , 1996).

닫힌사슬운동을 통해 근활성비의 증가를 확인한

몇몇 연구가 있다 남기석 은 무저항 상태에서. (2008)

스쿼트 운동과 탄력밴드를 이용해 전외측 도 저45

항을 준 상태에서 스쿼트 운동 외측 도 저항을, 90

준 상태에서 스쿼트 운동을 비교해 가쪽넓은근에

대한 안쪽빗넓은근의 근활성비 증가를 확인하였으

며 등 은 엉덩관절 최대 모음상태, Conqueiro (2005)

에서 실시한 도 스쿼트 운동이 일반적 스쿼트 운45

동보다 안쪽빗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의 근활성을 증

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같이 체중지지를 통.

한 닫힌사슬운동 은 무릎넙다(closed chain exercise)

리관절의 압박력과 넙다리네갈래근과 뒤넙다리근의

협력수축을 통해 전단력 발생이 감소하므로(Grelsamer

와 다관절 움직임에 의한 기능적 근동Klein, 1998),

원 패턴 을 제공한다(functional recruitment patterns)

고 하였다 등(de Looze , 1993).

열린사슬운동은 넙다리네갈래근의 힘이 증가함에

따라 무릎뼈와 넙다리뼈의 접촉면이 적어지므로 전

단력을 증가시키고 전십자인대에 과긴장과 비기능,

적인 근동원 패턴(nonfunctional muscle recruitment

을 유발시킨다고 하여 등patterns) (Grabiner , 1994),

넙다리네갈래근을 전체적으로 강화시키지 못하므로

환자에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등(Tang , 2001).

그러나 등 은 무릎넙다리통증증후군 환자, Ng (2006)

에게 주간 근력운동과 생체되먹이기 훈련을 실시8

하여 근력운동만 시행한 대조군 보다 근활성비가

높았다고 하였으며 등 은 엉덩관절의, Davlin (1999)

자세에 따른 일간의 생체되먹이기 훈련 후 자세에5

따른 근활성비의 차이는 없었지만 모든 자세에서,

근활성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근전도를 이용한 생체되먹이기 훈련은(biofeedback)

열린사슬운동을 통해 실시하지만 선택적인 신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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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을 통해 환자에게 되먹이기 신호를 전달해 줄

수 있으며 근 활성 패턴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무릎넙다리통증증후군 환자에

게 발생하는 무릎뼈의 가쪽끌림을 수정하여 안쪽빗

넓은근을 선택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등(Dursun , 2001).

이와 같이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무릎관절의 안

정성을 높이기 위해 안쪽빗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의

근활성비와 개시시간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운동방

법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닫힌사슬운동과 열린,

사슬운동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두 운.

동법은 넙다리네갈래근의 작용기전이 다르므로 무

릎관절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도 차이가 있을 것

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에서는 무릎넙다리통증증후,

군 환자에 대한 보편적 접근 방법인 체중지지를 통

한 스쿼트 운동과 비교하여 근전도 생체되먹이기

훈련이 가쪽넓은근에 대한 안쪽빗넓은근의 근활성

비 와 안쪽빗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의 근활(VMO/VL)

성 개시시간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

였다.

Ⅱ 연구 방법.

연구대상1.

본 연구에 참가한 연구대상은 충청남도 소재 대S

학 재학 중인 건강한 여학생으로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한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21 .

상자의 배제기준은 최근 무릎의 골관절염이나 근힘-

줄 손상 무릎넙다리통증증후군이나 무릎 움직임의,

제한이 있는 자로 하였다.

연구 도구 및 자료수집2.

근육의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채널 표면근전도16

시스템을(MyoSystem 1400A, Noraxon Inc., USA)

사용하였으며 보행의 입각기시 근전도 신호를 동조,

하기 위해 풋스위치(Inline Foot Contact Sensor,

를 사용하였다 원근전도Noraxon Inc., USA) . (raw

의 신호 저장과 처리를 위해EMG) MyoResearch XP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master edition 1.06 .

전극 바이오프로테크 은 저알러지(T246H, , Korea)

겔이 포함된 접착력이 있는 은염화은 전극으로 두/

개의 전도성 영역의 직경은 이였으며 전극간1 cm ,

거리는 이였다2 cm .

안쪽빗넓은근 의 전극은 무릎뼈 위안쪽면으(VMO)

로 에 부착하였으며 가쪽넓은근 의 전극은2 cm , (VL)

넙다리뼈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무릎뼈 가쪽 3~5 cm

에 부착하였다 등(Cram , 1998).

최대 등척성 수의수축(maximum voluntary isometric

의 측정은 프로그램 시행 전 수contraction, MVIC)

행하였으며 분 동안 신장운동이나 저강도 유, 5~10

산소운동을 통해 준비운동을 시행한 후 시작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무릎이 직각이 될 수 있는 높이의 의

자에 두 팔을 가슴 앞에 교차시킨 후 허리를 곧게

펴고 앉는다 골반을 안정시키기 위해 넙다리는 벨.

크로를 이용하여 의자에 견고히 고정시켰다 저항에.

대해 등척성 무릎 관절 폄의 시작을 알리는 초간5

의 비퍼소리 동안 대상자는 최대 강도의 힘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수축력을 증가시켰으며 초 중 앞과, 5

뒤에서 초씩을 제외한 가운데 초를 가지고 최대1 3

Fig 1. Maximal isometric knee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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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척성 수의수축을 평가하였다 세 번의 시기에서.

기록된 값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해당 근육의

최대 수의수축 값으로 결정하였다(Fig 1).

본 연구에서 대상자에 대한 운동은 일 동안 진5

행되었다 첫째 날 훈련 전 사전검사를 시행하였으

며 첫째 날부터 다섯 째 날까지 스쿼트 운동과 생,

체되먹이기 훈련을 실시하였다 마지막 다섯 째 날.

모든 훈련을 종료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Davlin

등, 1999).

보편적 운동군은 분 동안의 준비운동 후 본 운동5

을 실시하였으며 본 운동 동안 무릎 폄근의 근력강,

화를 위해 스쿼트 운동을 정강뼈 중립상태에서 무

릎 관절 도 굽힘 상태로 분간 시하였60 10 다(Witvrouw

등 회 스쿼트 운동은 약 초 정도 실시하, 2003). 1 30

였으며 운동간 분의 휴식시간을 가졌다 본 운동, 1 .

후 분간 넙다리네갈래근에 대한 신장운동을 실시5

하였다 근전도를 이용한 생체되먹이기 훈련은 분. 5

간의 준비운동과 마무리운동을 실시하였으며 본 운,

동은 편안한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무릎관절과 엉

덩관절을 조절하여 가쪽넓은근의 근활성은 유지한

상태에서 안쪽빗넓은근의 근활성을 선택적으로 증

가시키고자 하였다 한 세트 동안 번의 등척성수. 10

축을 시행하였으며 각각의 등척성 수축은 초 동, 10

안 수행되었고 수축간 초의 휴식을 가졌다, 15 (Ng

등 세 번의 세트가 하나의 훈련기간이었다, 2008). .

훈련하는 동안 대상자의 근피로를 감소시키기 위해

최대 등척성 수의수축을 통해 확인한 근전도량의

약 로 수축하도록 하였다 또한 오른쪽 넙다리50% . ,

네갈래근의 최대하 등척성수축을 하는 동안 안쪽빗

넓은근의 수의수축을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를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놓아두었다(Fig 2).

보행을 통한 근활성비와 개시시간 차이는 풋스위

치의 활성과 비교하여 결정하였다 안쪽빗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의 근전도 자료 는 번의 보행(raw EMG) 3

동안 기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분당 걸음의 편안. 96

한 보행속행 속도를 유지하며 거리를 왕복하였7 m

으며 등 자료수집은 전극을 부착한(Cowan , 2001),

오른쪽 다리가 세 번의 입각기를 이루는 동안 이루

어졌다 안쪽빗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의 표준화된 근.

전도 는 입각기 보행시 측정된 각(normalized EMG)

근육의 근전도 값을 최대 값으로 나눈MVIC %

를 이용하였다 가쪽넓은근에 대한 안쪽빗넓MVIC .

은근의 근활성비 는 정규화된 안쪽빗넓은(VMO/VL)

근의 진폭을 정규화된 가쪽넓은근의 진폭으로 나눈

값이었다.

안쪽빗넓은근과 가쪽빗넓은근의 근전도 개시시간

은 뒷꿈치가 바닥에 닿기 전 동안 발생하는200ms

평균 근전도 신호보다 적어도 표준편차를 초과하는3

신호가 이상 발생되었을 때로 하였다25ms (Boling

등 안쪽빗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의 개시시간, 2006).

이 결정되면 안쪽빗넓은근의 개시시간에서 가쪽넓

은근의 개시시간을 빼서 개시시간 차이를(VMO-VL)

구하였다 차이 값이 을 나타낸다면 안쪽빗넓은근. 0

과 가쪽넓은근이 동시에 활성된 것을 의미하며 양,

음의 값을 나타낸다면 안쪽빗넓은근의 개시시간이,

가쪽넓은근보다 늦게 활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

의 값을 나타낸다면 안쪽빗넓은근의 개시시간이 가

쪽넓은근보다 빠르게 활성된 것을 의미한다(Cowan

등 등, 2003; Crossley , 2004).

통계 처리3.

근전도를 이용한 생체되먹이기 훈련과 보편적 운

동군의 가쪽넓은근에 대한 안쪽빗넓은근 근활성비Fig 2. EMG biofeedback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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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안쪽빗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의 개시시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측정된 이원분산분석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모델은 하나의 대상간 요인집단. ( :

생체되먹이기 훈련군 보편적 운동군과 하나의 대, )

상내 요인검사( : 중재 전 중재 후을 포함하였다, ) .

분산분석을 통해 대상간 요인의 유의한 차이는 독

립 검정t (independent t 을 이용하여 검정하였test)

으며 대상내 요인의 유의한 차이는 짝을 이룬 검, t

정(paired t 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통계적 유test) .

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유의수준은 로 정하였고.05 ,

수집된 자료는 상용통계프로그램인 윈도운 SPSS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version 12.0k .

Ⅲ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과 같Table 1

다.

2. 중재 전후 안쪽빗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의 근․
활성 비교

보편적 운동군과 생체되먹이기 훈련군의 중재

전후 가쪽넓은근에 대한 안쪽빗넓은근의 근활성․
비의 차이는 와 같다 근활성비는 시기내Table 2 .

(F1,19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13.178, p=.002) ,

집단간 집단 시기 상호작용효과에는 유의한 차이가, ×

없었다 안쪽빗넓은근 근활성도 는 시기내. (%MVIC)

(F1,19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집=5.587, p=.028) ,

단간 집단 시기 상호작용효과에는 유의한 차이가, ×

없었다 사후검정을 통해 생체되먹이기 훈련군의 근.

활성비는 중재 전 에서 중재 후 로.98±.23 1.26±.28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안쪽빗넓은근 근활성도,

는 중재 전 에서 중재 후(%MVIC) 34.73±8.48 43.89

로 증가하였다±9.35 .

3. 중재 전후 안쪽빗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의 개․
시시간 비교

보편적 운동군과 생체되먹이기 훈련군의 중재

전후 안쪽빗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의 개시시간 차․
이는 과 같다 안쪽빗넓은근의 개시시간 가Table 3 . ,

쪽넓은근의 개시시간 안쪽빗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의,

개시시간 차이에는 시기내 집단간 집단 시기 상호, , ×

작용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Variable
general exercise

(n=11)

biofeedback training

(n=10)
t p

Age(years) 20.91±.54 21.50±1.51 -1.172 .266

Height(cm) 162.27±3.35 161.50±4.95 .423 .677

Body weight(kg) 55.45±5.41 54.00±4.11 .688 .5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

general exercise

(n=11)

biofeedback training

(n=10)

F-value in two way repeated

ANOVA

pretest posttest pretest posttest time group time×group

VMO/VL amplitude ratio 1.11±.35 1.19±.36 .98±.23 1.26±.28
†

13.178* .045 3.618

VMO(%MVIC) 43.57±9.77 43.94±5.90 34.73±8.48 43.89±9.35
†

5.687* 2.028 4.841

VL(%MVIC) 40.99±8.87 38.39±6.35 36.65±10.76 35.62±7.20 1.011 1.224 .190

Values are means±SD

VMO : Vastus medialis oblique, VL : Vastus lateralis

*Significant difference(p<.05)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Significant difference(† p<.05) compared to pretest

Table 2. Electromyographic activity for general exercise and biofeedback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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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는 물리치료 운동프로그램이 일상생활 동

안 넙다리네갈래근의 근활성비와 개시시간을 변화

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무릎넙다리통증증후,

군을 호소하는 환자의 통증감소와 기능개선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전재로 시작하였다 근전도를 이용한.

생체되먹이기 훈련과 스쿼트 운동을 비교하여 기능

적 일상생활 동작인 보행동안 가쪽넓은근에 대한

안쪽빗넓은근의 근활성비와 개시시간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쪽넓은근에 대한 안쪽빗넓은근의 근활성비가 1

보다 큰 것은 안쪽빗넓은근이 가쪽넓은근보다 정규

화한 근활성도가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처럼.

더 큰 근활성비를 유발시키는 운동은 기능적 활동시

안쪽빗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의 근활성 패턴에 변화

를 줄 것이다 그러나 무릎넙다리통증증후군 환자. ,

는 근활성비는 보다 낮으므로 무릎뼈의 가쪽 주행1

을 의미있게 증가시켜 무릎넙다리통증증후군을 예견

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과(Ficat Hungerford,

1977).

무릎넙다리통증증후군 환자에게 보편적으로 사용

되는 체중지지운동 중 스쿼트 운동은 닫힌사슬운동

으로 넙다리네갈래근의 근력(closed-chain exercise)

강화를 위해 실시되며 특별한 기능적 요구에 대해,

근조직의 활성과 훈련을 위해 유익하다고 하였다

와 남기석 은 가쪽넓은근(Kisner Colby, 2002). (2008)

에 대한 안쪽빗넓은근의 근활성비를 증가시키기 위

해 전외측 도에서 무릎에 대한 저항과 함께 실시45

한 스쿼트 운동이 효과적이었다고 하였으며, Serrao

등 은 무릎관절 도 상태에서 레그프레스(2005) 90 (leg

를 이용한 등척성 저항시 엉덩관절의 자세에press)

따라 안쪽빗넓은근의 근활성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안쪽회전시 가쪽넓은근의 근활성이 감소하므로 근

활성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과. , Herrington

은 양쪽 엉덩관절의 중립 안쪽돌림Pearson(2006) , ,

가쪽돌림 상태에서 실시한 등속성 무릎관절 폄 운

동을 통해 자세에 따라 안쪽빗넓은근의 근활성도에

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엉덩관절의 자세 변화를 주지는 않

았지만 스쿼트 운동 전후 가쪽넓은근에 대한 안․
쪽빗넓은근의 근활성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등 은 명의 무릎넙다리통증증후군Dursun (2001) 60

환자에게 안쪽빗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의 균형 향상

을 위해 보편적 치료와 병행하여 근전도 생체되먹

이기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안쪽빗넓은근과 가쪽넓,

은근의 평균 수축값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와 무릎관절의 기능과 통증 정도를 향상시켰다고

하였다 등 은 명의 정상인에 대한. Davlin (1999) 36 5

일간의 생체되먹이기 훈련시 엉덩관절의 자세에 따

른 근활성비는 중재 전후 에서1.028±.36 1.423±.37․
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는 단순. , Krebs(1981)

한 반월연골절제술을 시행한 명의 환자에게 근전42

도 생체되먹이기 훈련과 보편적 물리치료에 대한

넙다리곧은근의 기능적 회복을 평가하였는데 생체,

되먹이기 훈련군에서 훈련 전후 근전도 출력의․
평균 차이가 보편적 운동군 보다 배 더 높았다고10

하였다 이처럼 생체되먹이기 훈련을 통해 다양한.

결과가 나왔으며 등 은 생체되먹이기 훈련, Ng (2008)

Variable

general exercise

(n=11)

biofeedback training

(n=10)

F-value in two way

repeated ANOVA

pretest posttest pretest posttest time group time×group

VMO and VL onset

timing difference(ms)
-7.90±16.35 -13.79±19.96 -1.51±14.26 -7.87±30.41 1.150 .731 .002

VMO onset(ms) -122.84±38.10 -126.29±31.35 -107.63±32.23 -109.83±27.63 .322 1.401 .016

VL onset(ms) -114.94±33.64 -112.50±30.45 -106.12±21.28 -101.96±29.85 1.376 .599 .094

Values are means±SD

VMO : Vastus medialis oblique, VL : Vastus lateralis

Table 3. Onset timing for general exercise and biofeedback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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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병행한 넙다리네갈래근의 근력강화 훈련이 근활

성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므로 근거에 기초한

임상적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생체되먹이기 훈련군은 중재 전후 안쪽빗넓은근․
의 근활성도 가 증가하였으며 가쪽넓은근(%MVIC) ,

에 대한 안쪽빗넓은근의 근활성비도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비교하고자 하였던 스. ,

쿼트 운동과 생체되먹이기 훈련은 두 군간에 유의

한 차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생체되먹이기 훈,

련군에서 안쪽빗넓은근의 근활성도가 훈련 후 증가

하므로 가쪽넓은근에 대한 안쪽빗넓은근의 근활성

비가 스쿼트 운동보다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생체되먹이기 훈련이 근활성비에 변화를 나

타낸 것은 근육에 대한 지속적 감각입력과 운동단

위의 동원을 촉진하도록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달된

것으로 생각되며 안쪽빗넓은근의 선택적 촉진을 위,

해 효과적으로 임상적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표면근전도가 사용될 때 혼합된 운동단위 활동,

전위가 측정될 것이며 컴퓨터 연산은 개시기준에,

도달한 일정한 수의 동시적 운동단위 활성에 의존

하여 개시를 결정한다 적은 수의 운동단위가 근 억.

제 때문에 사전검사에서 동시적으로 활성화되지 않

았다면 근 활성을 위한 역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며 개시시간의 지연이 나타날 것이다 안쪽빗넓은, .

근의 활성이 지연되면 가쪽넓은근이 동시에 활성되

거나 더 빨리 활성되므로 넙다리뼈에 대해 무릎뼈

를 정상보다 가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으므로 무릎

넙다리통증훈군을 쉽게 야기할 수 있다 와(Voight

등 은 안쪽빗넓은근이Wieder, 1991). Neptune (2000)

의 지연으로도 가쪽 무릎넙다리관절에 대한 압5 ms

박력을 증가시킨다고 하였으며 무릎넙다리통증증후,

군 환자의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실질적 기

전은 안쪽빗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의 개시시간 차이

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도 하였다 등(Boling , 2006).

본 연구에서 보편적 운동군과 생체되먹이기 훈련군

의 안쪽빗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의 개시시간 차이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중재 전후에도, ․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이 스쿼트 운동을 이용한 체.

중지지 운동과 안쪽빗넓은근에 대한 생체되먹이기

훈련이 근전도 개시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은 개시시간의 변화를 위한 의식적 수준의 근력운

동이 의식적 조절을 넘어선 시간의 차이를 변화시

키기 어려웠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생체되먹이기 훈련은 안쪽빗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의 근활성비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개시,

시간에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스쿼트 운동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정상인에. ,

대한 연구로 중재기간이 일로 짧았으며 엉덩관절5 ,

의 돌림 무릎관절의 굽힘 정강뼈의 돌림과 같이, ,

안쪽빗넓은근의 근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연

구에 포함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변수를

이용한 생체되먹이기 훈련의 영향을 확인하고 무릎,

넙다리통증증후군 환자에게 근전도 생체되먹이기

훈련을 적용하여 다양한 기능적 활동시 안쪽빗넓은

근의 활성과 개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생체되먹이기 훈련이 가쪽넓은

근에 대한 안쪽빗넓은근의 근활성비와 개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체되먹이기 훈련군에서 중재 전후 가쪽넓1. ․
은근에 대한 안쪽빗넓은근의 근활성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생체되먹이기 훈련군에서 중재 전후 안쪽빗2. ․
넓은근 근활성도 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MVIC) .

이상의 결과로 보아 안쪽빗넓은근에 대한 생체되

먹이기 훈련이 가쪽넓은근에 대한 안쪽빗넓은근의

근활성비를 향상시킴으로써 무릎관절 안정성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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