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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istinguish the muscle activation of vastus medialis and biceps 

femoris through open and closed kinetic chain exercise. 

Methods : 31 healthy male and female students in Daegu Health College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All subjects were conducted three types open and closed kinetic chain exercises to examine muscle 

activity during the last four seconds using the sEMG system. Collected EMG data were normalized using 

the 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MVIC). 

Results : MVIC of each muscle was showed significantly increased(p<0.5). In the case of open chain 

exercise, the type 3 exercise most increased than type 2 and 3 exercise in vastus medialis than biceps 

femoris muscle. The closed chain exercise presented type 6 exercise most increased than type 4 and 5 

exercise in biceps femoris than vastus medialis. 

Conclusion : This study finally proved that muscle activity which maintains stability of knee differ 

from depending on the types of exercises. Therefore, the combination of the two chain exercises is 

believed to greatly contribute to increments in muscl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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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간의 보행은 협조된 근육그룹의 활성에 

의한 힘의 생성 결과이다. 정상 보행에서 각각

의 하지 관절 수축에서 한 쌍의 주동근과 길

항근은 높은 강도의 활성화의 감소와 낮은 강

도의 활성화의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며 교대

성 양상으로 나타난다.
1-3

 정상의 무릎 관절에

서 대퇴사두근은 사두의 근육들 사이의 동등

한 근육의 힘에 의해 경골대퇴 관절과 슬개대

퇴 관절의 안정성과 최적의 관절 부하를 가져

오며, 또한 이들 근육의 활성은 대퇴에 대한 

경골의 상대적 전단력을 생성한다.
4-8

 또한 슬

괵근 그룹의 활성화는 이 힘의 반작용에 의해 

관절의 안정성을 생산하게 된다.
4
 대퇴사두근

이 일상생활의 동작에서 힘을 생성하기 위해 

활성화되는 시점에 중추신경계는 또한 동시에 

슬괵근을 활성화시키고,
9
 척수반사 작용은 상

호억제를 포함한 활성의 양을 조절한다.
7
 

슬개대퇴 증후군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나타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불명확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외반슬(valgus), 

짧아진 슬괵근, 증가된 Q-각 그리고 슬개골의 

비정상적인 정렬 상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도, 무릎 신근 기전의 비정상적인 정렬 상태가 

슬개대퇴 통증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11-12

 또한 

무릎 안정성의 감소는 나빠지는 대퇴사두근의 

힘, 통증, 그리고 변화된 관절 구조 때문에 나

타나며,
13

 이러한 인자는 한쪽 무릎에서 하나의 

근육 그룹으로 부터의 힘 박출량 감소를 야기

하고, 관절의 불안정성을 만들어내게 되며,
14

 이

는 무릎의 골관절염과도 관련된다.
15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치료는 

대상성 근육 활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운동이 선

택되어져야 한다.
16-18

 이를 위한 운동 중 폐쇄 

사슬 운동(closed kinetic chain exercise ; CKC)

과 개방 사슬 운동(open kinetic chain exercise ; 

OKC)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9

폐쇄 사슬 운동은 고정된 원위 하지의 체중 

부하나 유사한 체중 부하가 있는 다 관절 운

동이며,
20

 관절의 움직임이 상호의존이기 때문

에 관절 축의 원위와 근위에서 일어나는 움직

임을 예측 할 수 있고, 근 수축의 동원은 동적

인 근육의 안정성을 위한 동시수축으로 원심

성 수축이 우세하며 더 많은 관절 압박력은 

전단력을 감소시켜 관절의 안정성을 제공한다. 

반면 개방 사슬 운동은 자유로운 원위 하지에 

체중부하가 없는 단 관절 운동으로 관절의 움

직임이 독립적이어서 움직임이 관절 축의 원

위부에서 일어나며 근 수축은 구심성 수축이 

우세하고 더 많은 견인력과 회전력을 발생시

키고 안정성은 외부 수단에 의해 제공된다.
21

 

개방 사슬 운동 방법으로 주목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운동 방법으로는 현수 장치(suspen- 

sion instrument)를 이용한 운동 방법이다. 현

수 장치라 함은 현수 기구에 부착된 축들에 환

자와 연결할 수 있는 줄을 매달아 환자의 운동

을 보조해 주는 운동 치료 장비이며, 현수 장

치를 이용한 운동 치료 방법은 소아마비 질병

이 흔했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이 사용되었

으며, 1930년 독일의 Thomson교수와 1945년 

영국의 Guthrie-Smith에 의해 현수 벤치(sus- 

pension bench)가 제작되어 임상적 치료에 도

입되면서부터 그 사용의 유래를 찾을 수 있다. 

현수 장치를 이용한 운동 치료의 장점은 환

자에게 가해지는 체중과 중력을 제거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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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지지 면에서 수행하는 정적인 운동보

다 선택적인 근육을 동적으로 활성화시켜 운

동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으로 

임상적 시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운동 치료 요

법을 조기에 적용할 수 있다.
22

일반적인 무릎운동으로 사용되는 개방 사슬 

운동과 폐쇄 사슬 운동에서 대퇴사두근의 활

성도 및 근력 증가를 위한 운동 형태의 연구

만이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의 목적은 대퇴사두근의 강화만이 아니라 슬

괵근을 포함한 무릎 관절 근육의 균형에 초점

을 맞추어 대퇴사두근에서 내측광근과 슬괵근

에서 대퇴이두근을 적용하고 무릎관절의 이완

자세인 30° 위치에서 열린 사슬 운동과 폐쇄 

사슬 운동을 적용하여 근육의 활성도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본 연구의 피험자는 대구 보건 대학 물리치

료 학과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31명으로 하

였다. 피험자의 선정 시 최소 3개월 이상 무릎

의 통증으로 투약이나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과거 혹은 현재 무릎의 기형이나 심각

한 내, 외과적 혹은 신경학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은 제외시켰으며, 본 연구에서 요구되는 

동작 수행을 위한 근력 및 관절의 가동 범위

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모든 피험자들은 자

발적으로 실험에 참가했으며, 실험자로부터 사

전에 실험 절차 및 주의 사항 그리고 실험 시 

수행하게 될 운동 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설

명을 하였다. 모든 피험자들은 실험 참가 전이

나 실험 도중에 피험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실험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실험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

한 피험자의 평균 연령, 신장, 및 체중 그리고 

평균 체질량 지수는 Table 1과 같다.

2. 실험 절차 및 운동 방법

모든 피험자는 총 6가지의 서로 다른 동작

을 이용한 운동을 실시했으며, 각각의 운동 동

작은 등척성 수축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피험자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30분 이상 편안

하게 휴식을 취하게 한 후 개방 사슬 운동(운

동 1∼운동 3)과 폐쇄 사슬 운동(운동 4∼운동 

6) 중 무작위로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하나의 

사슬 운동을 마친 후 최소 2시간 이상의 휴식

을 취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운동 동작은 총 3

회씩 반복하도록 하였으며, 각 시행 간 2분간

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서로 다른 운동의 

수행 시 이전 운동 동작의 실시에 따른 근육

의 피로 발생을 줄이기 위해 5분씩의 휴식시

간을 부여했다[26]. 각각의 굴곡 및 신전 운동

은 두 국면(총 6초간)으로 나뉘어져 수행되었

다. 운동의 두 국면은 2초간의 운동 준비 국면 

그리고 4초간의 최종 동작 유지 국면이었으며, 

마지막 동작 유지 국면 동안 측정된 근 신호

량 자료를 통계 분석에 사용하였다.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 31)

Age (yr) Height (㎝) Body Mass (㎏) BMI (㎏/㎡)

25.3±3.7 167.3±4.3 61.7±12.4 22.0±2.87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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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운동 1

본 연구에서는 개방 사슬 운동을 만들기 위

하여 다축 현수 장치를 이용하였다. 운동 1은 

피험자가 양손을 가슴위에 교차하여 얹은 편

안히 누운 상태에서 다축 현수 장치를 이용하

여 MULTI-TRAINER(운동수행 동안 항상 일

정한 저항을 유지 할 수 있다)를 이용해 한쪽 

다리의 발목에 10㎏의 저항을 가한 상황에서 

슬관절을 편 상태에서 굴곡 운동을 수행하도

록 하였으며, 굴곡 각도가 30°에서 동작을 멈

추고 4초간 유지하도록 하였다(Fig. 1). 운동 

중 고관절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험

자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2.2 운동 2

운동 2는 운동 1과 같은 동작을 취하도록 하

였으나 MULTI-TRAINER 대신 Thera-bend 

(길이 변화에 따라서 탄성의 변화가 일어서 저

항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슬관절 30° 굴

곡을 유지한 상황에서의 탄성을 저항 값으로 

사용하였다)를 이용하여 18㎏의 저항(부록. 1)

을 가한 상황에서 운동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Fig. 2).

2.3 운동 3

운동 3은 운동 2와 같은 동작을 취하도록 

하였으나 복근 수축을 유발하기 위하여 요부

에 Stabilizer를 깔고서 복근의 수축이 유지되

고 있음을 확인한 상황에서 무릎의 운동을 수

행하도록 하였다(Fig. 3).

2.4 운동 4

운동 4는 피험자가 기립자세에서 머리와 몸

통 골반 상지를 고정한 상황에서 시선은 전방

을 향하도록 하고 손잡이(피험자의 무릎에 가해

지는 체중 부하를 줄인다)를 이용하여 운동을 

보조한 상황에서 쪼그려 앉기 동작(squatting 

exercise)을 실시하며 무릎의 굴곡 각도는 30°

를 유지한 상황에서 멈추게 하였다(Fig. 4).

2.5 운동 5

운동 5는 보조하는 손잡이 없이 시선은 전

방을 향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쪼그려 

앉기 동작을 수행하였다. 굴곡 각도가 30°를 

유지한 상황에서 멈추게 하였다(Fig. 5).

Fig. 1. Knee flexion performed using 

      MASS Unit and Multi-trainer.

Fig. 2. Knee flexion performed using 

      MASS Unit and Thera-bend.

Fig. 3. Knee flexion performed using 

      MASS Unit and Thera-bend 

      with Stabil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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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limbing exercise assisted 

      of hand grip

Fig. 5. One leg squatting exercise Fig. 6. One leg squatting exercise

      with Balance-Pad

 

2.6 운동 6

운동 6은 운동 5에서와 동일한 상황에서 균

형 패드(Balance-pad)를 밟고 서서 몸의 균형

을 유지하면서 쪼그려 앉기 동작을 수행 하도

록 한다(Fig. 6).

3. 수의적 최대 등척성 수축력 측정

각 측정 근육들의 활동 전위를 표준화(nor- 

malization)하기 위해 모든 피험자들은 무릎 

신전근의 자발적인 최대 등척성 수축 측정 시 

고관절과 무릎을 90도 굴곡 시킨 상태로 앉은 

자세에서 실험 수행 시의 운동에서 사용했던 

무릎 굴곡 30도 상태에서 자발적인 최대 등척

성 수축을 수행하였다(Fig. 7 Lt.). 최대 등척

성 수축을 유도해내기 위해 무릎 30도 굴곡상

태에서 탄성이 전혀 없는 벨트로 고정시켜 더 

이상의 동작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며, 

체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상장골극

 

Fig. 7. Maximum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MVIC) mea- 

surement. (Lt.) Extensor MVIC measurement, (Rt.) 

Flexor MVIC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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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마찬가지로 탄성이 없는 벨트로 고정시켰

다. 이 때 양 손은 흉부에 엇갈리게 올린 상태

를 유지하도록 했다. 무릎 굴곡근의 자발적인 

최대 등척성 수축 측정은(Fig. 7 Rt.) 엎드린 

상태에서 신전근 측정 시와 마찬가지로 무릎 

30도 굴곡 시킨 상태에서 자발적인 최대 등척

성 수축을 유도하고 더 이상의 각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탄성이 전혀 없

는 벨트로 고정시켰다. 또한 대둔근의 보상작

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상장골극을 벨트로 

고정했다. 이 때 피험자가 발휘할 수 있는 최

대 수축력을 표면 근전도를 이용해 수량화하

였다. 자발적인 최대 등척성 저항 운동은 총 3

회 실시했으며, 이 값의 평균값을 자발적 최대 

등척성 수축 값으로 규정하였다.

측정된 수의적 최대 등척성 수축 시 얻은 

근 활성도의 수치를 본 실험에서 사용한 각각

의 동작 시 나타내는 근 활성도의 수치에 대

한 상대적 비율로서 나타내 모든 실험 결과들

을 표준화시켰다.

4. 실험 도구 및 측정

4.1 표면 근전도의 측정

운동에 따른 근 수축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표면 근전도기(LXM3204, LAXTHA, KOREA)

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운동 수행 시 일어나는 

근육 활성도의 측정을 위해 유성 펜을 이용해 

무릎을 구성하는 근육 중 내측광근과 대퇴이

두근의 정확한 위치를 표시한 후 Ag/Agcl 근

전도용 전극(Surface Electrode, 3M Company, 

USA)을 부착하였다.
23

4.2 전극 부착위치

EMG 전극 부착 시 해당 근육의 판별은 자

발적 최대 근 수축을 유도시켜 돌출되는 근복

을 확인하는 맨손 근육 검사법을 통해 이루어

졌으며, 실제적 판별은 실험 전반을 통해 주 

실험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전극을 부착하기 

전 피부로부터 생성되는 근전도 신호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체모

를 제거한 후 부드러운 사포로 3∼4회 가량 

문질러 주었으며, 이 후 전극의 피부 부착 부

위를 알코올 솜을 이용해 깨끗하게 닦아주었

다. 근전도를 측정하는 모든 실험 시 측정 부

위와 함께 슬개골 하부의 경골결절부위에 접

지 전극(ground electrode)을 부착시켰다. 각 

근육의 정확한 전극 부착 위치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24 

표면 근전도를 통해 획득된 아날로그 신호

(analog signal)는 LXM3204 근전도기를 통해 

디지털 신호(digital signal)로 전환된 후 분석용 

소프트웨어(Telescan, LAXTHA, KOREA)에 저

장되었다. 근전도기의 자료 수집 환경은 신호의

Muscles Anatomical landmarks and reference line
`Innervation

zone

Vastus

medialis

The distance(㎜) from the superior medial side of the patellar 

along a line medially oriented at an angle of 50° with respect to 

the ASIS 

51.7±13.0

(㎜)

Biceps

femoris

The percentage distance from the ischial tuberosity to the lateral 

side of the popliteus cavity, starting from the ischial tuberosity

35.3±6.8

(%)

Table 2. Anatomical landmarks for E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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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추출률(sampling rate)을 512Hz로 설정하

였으며, 주파수 대역폭(bandwidth)은 LXM3204 

system(main amplifier unit)의 측정 주파수 대

역 필터인 10∼480Hz와 60Hz의 노치 필터(notch 

filter)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신호는 완파정류

(full-wave rectification)한 후 RMS(root mean 

square)로 계산되어졌다.

5. 자료처리 및 분석

실험을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 Win- 

dows용 SPSS 통계 프로그램(VER.12.0)을 이

용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했다. 각각의 운

동에 따른 근육의 %MVIC값의 평균 차 검증

은 반복 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ment 

ANOVA)을 이용하였다. 모든 통계자료에 대

한 유의도는 p<.05로 설정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개방 사슬 운동과 폐쇄 사슬 

운동에서 내측광근과 대퇴이두근의 활성도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개방 사슬 운동에 따른 

  근육의 활성도

개방 사슬 운동에 따른 근전도 신호량을 측

정한 결과 운동 방법에 따라 내측광근과 대퇴

이두근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120]= 

55.29, p<.05)(Table 3)(Table 4). 운동간 근육

의 활성도를 비교한 결과, 운동 1에서 보다 탄

력밴드를 이용하여 저항을 증가시킨 운동 2에

서 활성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60]= 

34.66, p<.05)(Table 5). 또한 운동 2와 동일조건

Table 3. The effects of various open kinetic chain exercise on percent MVIC 

in vastus medialis and biceps femoris.                  (unit : %MVIC)

Muscle Exercise 1 Exercise 2 Exercise 3

Vastus medialis 4.8±2.5  5.4±3.0  6.5± 3.1

Biceps femoris 6.6±2.9 13.6±7.6 25.6±13.2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D.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all Exercise in the same muscle(p<.05).

Table 4. The change of the muscle activations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patterns.

Factors SS df MS F p

Between-subject

(muscle)
3,430.11   2 1,715.00 80.30 0.000

Within-subject

(pattern)
4,354.84   1 4,354.83 47.65 0.000

Interaction 2,361.71   2 1,180.86 55.29 0.000

Error 2,562.95 120 21.36

 SS, Sum of squares; MS, Mean of squ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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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change of the muscle activations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patterns

Factors SS df MS F p

Between-subject

(muscle)
460.65  1 460.65 51.00 0.000

Within-subject

(pattern)
770.00  1 770.00 23.65 0.000

Interaction 312.98  1 312.97 34.65 0.000

Error 541.88 60 9.03

Table 6. The change of the muscle activations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patterns

Factors SS df MS F p

Between-subject

(muscle)
1,329.32  1 1,329.32 65.58 0.000

Within-subject

(pattern)
5,744.65  1 5,744.65 54.19 0.000

Interaction 921.32  1 921.32 45.48 0.000

Error 1,216.36 60 20.28

Table 7. The effects of various closed kinetic chain exercise on percent MVIC

in vastus medialis and biceps femoris.                  (unit : %MVIC)

Muscle Exercise 4 Exercise 5 Exercise 6

Vastus medialis 24.7±9.2 40.0±10.9 44.7±13.9

Biceps femoris  6.0±2.1  8.3± 3.0 11.9± 4.1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D.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all Exercise in the same muscle(P<.05).

에서 복근의 수축을 유도한 운동 3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60]=45.44, p<.05)(Table 6).

2. 폐쇄 사슬 운동에 따른

  근육의 활성도

폐쇄 사슬 운동에 따른 근전도 신호량을 측

정한 결과 운동 방법에 따라 내측광근과 대퇴

이두근 모두 활성도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었다(F[2,120]=20.53, p<.05)(Table 7)(Table 8). 

운동간 근육의 활성도를 비교한 결과, 손잡이

를 이용 운동을 보조한 운동 4에서보다 손잡이

를 이용하지 않은 운동 5에서 근육에 활성도

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60]=25.14, p<.05) 

(Table 9). 또한 운동 5와 동일한 조건에서 

Balance pad를 이용한 운동 6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60]=87.23, p<.05)(Table 10). 

IV. 고 찰
본 연구에서는 개방 사슬 운동과 폐쇄 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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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change of the muscle activations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patterns

Factors SS df MS F p

Between-subject

(muscle)
 5,244.43   2  2,622.21  64.37 0.000

Within-subject

(pattern)
33,736.70   1 33,736.70 193.536 0.000

Interaction  1,672.77   2   836.387  20.53 0.000

Error  4,888.129 120    40.734

Table 9. The change of the muscle activations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patterns

Factors SS df MS F p

Between-subject

(muscle)
 1,811.90  1 1,811.90  51.25 0.000

Within-subject

(pattern)
17,904.03  1 17,904.03 155.52 0.000

Interaction   888.90  1 888.90  25.14 0.000

Error  2,121.194 60 35.35

Table 10. The change of the muscle activations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patterns

Factors SS df MS F p

Between-subject

(muscle)
  867.61  1   867.61  17.197 0.000

Within-subject

(pattern)
29,915.13  1 2,9915.13 186.38 0.000

Interaction 87.226  1    87.226   1.729 0.194

Error  3,027.16 60    50.45

운동에서 다양한 운동 자세의 적용이 무릎 근

육들의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무

릎 관절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

인 운동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퇴사두근은 무릎관절의 신전 근육으로 기

립 자세에서 무릎관절이 굴곡을 시작함과 동

시에 무릎이 꺾이는 것을 방지하는 활동을 시

작한다. 대퇴 사두근중 세 개의 단 관절 근육

은 오로지 무릎의 신전에 작용하고 있지만 외

측 및 내측광근은 신전력의 측방성분도 가지

고 있다.25 내측광근이 외측광근보다는 강력해

서 보다 원위방향에서 무릎을 신전하고 이것

이 슬개골의 외측탈구 방지에 특이적으로 작

용한다.26 또한 이들 광근의 균형이 깨어지면 

슬개골은 비정상적인 편측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외측으로 일어나는 

슬개골의 습관성 탈구에 관계하고 있다고 생

각되는 많은 기전중의 하나이다. 또한 대퇴사

두근의 작용 없이는 무릎의 안정성은 기대할 

수 없다. 즉 대퇴사두근은 근력이 시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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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맞게 작용하여 인대의 약점을 보상해주고 있

다. 따라서 이 근육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지 

어떤지에 따라 어떤 외과수술도 그의 성공여

부를 결정한다.
27

퇴행성관절염은 나빠지는 대퇴사두근의 힘, 

통증과 변화되는 관절 구조 때문에 무릎 관절

의 안정성을 감소시킨다.
28-29, 31

 이 인자는 무릎

의 한 면(one side)에서 하나의 근육 그룹으로

부터의 감소된 힘 박출량에 기여하게 되며, 관

절의 불안정성을 만들게 된다.
13

 관절 기능을 

유지하고,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 퇴행성관절

염 환자는 협응성 근육 활동을 일으켜야만 한

다.
16-18

 이것은 퇴행성관절염 환자와 건강한 사

람과 비교했을 때 슬와부 근육의 높은 공동 

활동으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무릎의 정상적인 

근육 활동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32-33

 또한 

퇴행성관절염은 대퇴사두근의 약화와 관련이 

있다고 입증되었으며, 대퇴사두근을 강화할 목

적으로 실시하는 운동은 매일 의무적으로 실

시해야 하며 환자가 견디어 낼 수 있다면 등

척성운동보다 점진적 저항운동을 통하여 최대

한 근력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며, 효과적인 운

동으로 기립자세에서 피로하지 않을 정도로 

무릎을 굴곡하거나 또는 굴곡 신전을 반복하

는 운동이 효과적이다.
27

정상적인 무릎 신전근의 주동근인 대퇴사두

근은 사두의 근육들 사이의 동등한 근육의 힘

에 의해 경골대퇴 관절과 슬개대퇴 관절의 안

정성과 최적의 관절 부하를 가져오며,
4-7

 길항

근인 슬괵근 그룹의 활성화는 이 힘의 반작용

에 의해 관절을 안정시키게 된다.
4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위한 운동은 무릎 관

절 환자의 재활 프로그램에 있어서 일반적으

로 개방 사슬 운동과 폐쇄 사슬 운동을 들 수 

있다. 개방 사슬 운동을 통한 근력 훈련은 기

립훈련과 같이 일상생활동작에 직결되는 동작

으로 이용되는데, 개방 사슬 운동의 근력훈련

은 대퇴사두근의 훈련으로 대표되는 SLR이나 

앉은 자세에서의 슬관절 신전운동과 같이 대

상근을 직접 강화하는 방법으로서 이용된다.
27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축 현수 장치를 이용

한 개방 사슬 운동을 통해 근력 훈련을 실시한 

결과 대퇴사두근의 근력 증가 보다는 슬괵근에

서의 근력 증가가 나타났다. 이것은 저항을 가

하는 위치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의 근육이 중심부 안정성(core stability)

에도 관여하고 있고, 중심부 안정성이 하지의 외

상으로 인한 인대손상을 예방할 수 있으며,
28-29

 

앙와위 자세에서 복부의 굴곡근을 수축하는 

동작 수행 중 흉쇄유돌근, 대퇴이두근, 복직근, 

외복사근, 대퇴근막장근, 치골근 및 대퇴직근의 

근활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30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개방 사슬 운동 시 동일한 저항에

서 복근의 수축을 유도한 운동 3에서 내측광

근과 대퇴이두근 모두에서 활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선 자세와 보행은 유일하게 발바닥 부분만

이 외부와 접하는 폐쇄 사슬 운동이다. 자세유

지나 각종 운동을 조절하기 위해 정보제공 수

용기로서 외수용기의 시각과 전정, 고유 수용

기로서의 근방추와 건기관이 있으며, 최근에는 

관절낭, 인대, 반월판 등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역학적인 정보와 이에 수

반되는 근 활동의 관계는 단순한 개방 사슬 

운동과는 상당히 다르다. 또한 폐쇄 사슬 운동 

훈련은 개방 사슬 운동 보다 실제적인 훈련이

라고 할 수 있다. 근육활동은 근력 발휘뿐만 

아니라 관절에서의 구심성 정보, 대뇌에서의 

명령, 효과기의 출력, 효과기의 감수성을 조정

하는 근 출력 등이 통합되어 이루어진다.
34

 보

다 기능적인 훈련을 위해서는 폐쇄 사슬 운동

에 의한 실제적인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릎 재활을 위해 폐쇄 사

슬 운동이 기능적인 측면과 안정성 면에서 효

과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폐쇄 사슬 운

동은 개방 사슬 운동보다 많이 사용된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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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 전십자 인대 치환 수술 후에 발을 

지면에 고정시키고 1/4쪼그리기를 실시하는 폐

쇄 사슬 운동의 경우 관절사이의 힘과 슬괵근

의 동시수축에 의해 경골의 전방돌출이 억제

되며, 개방 사슬 운동보다 빨리 슬관절 신전근

군의 근 컨디셔닝 훈련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되어 있다.
35-36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개방 사슬 운동

에서는 내측광근보다는 대퇴이두근의 구심성 

수축에서 활성도가 증가하였고, 복근의 수축으

로 더욱 증가 시킬 수가 있었다. 또한 폐쇄 사

슬 운동에서 일반적인 쪼그려 앉기 동작은 보

조가 없을수록, 그리고 균형 패드를 이용할수

록 내측광근의 원심성 수축에서 활성도가 증

가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임상에서 대상자

에게 운동을 적용할 경우 대상자의 상태에 따

라서 운동의 형태를 적절히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무릎의 안정성

을 위한 근육 운동은 어떤 특정 사슬운동에 

치우치는 것보다 기능적인 측면과 안정성 측

면 그리고 근육의 선택적 활성의 측면을 고려

하여 두 가지의 사슬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무릎 관절의 안정

성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을 배제하고 

단지 근육에 국한시켰으며, 무릎을 구성하는 

많은 근육들 중에서 내측광근과 대퇴이두근만

을 적용함으로서 무릎의 안정성을 대표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정상인을 대

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에는 부족한 점이 있으며, 추후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근 활성도의 변화를 규명하는 연구

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개방 사슬 운동과 폐쇄 사슬 

운동으로 무릎 안정화 근육들을 보다 효율적으

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운동 방법

들은 개방 사슬 운동 3가지(운동 1∼운동 3)와 

폐쇄 사슬 운동 3가지(운동 4∼운동 6) 총 6가지

를 실시하였으며, 운동 중 표면근전도를 이용

해 내측광근과 대퇴이두근의 근 활성도를 측

정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개방 사슬 운동 시 대퇴이두근의 활성도

가 운동 1보다 저항이 증가한 운동 2에

서, 그리고 운동 2보다 동일한 저항에 복

근을 수축한 운동 3에서 근 활성도가 증

가하였다. 내측광근의 활성도는 운동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긴 하였으나, 근 활성

도의 증가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운동 

간 근육의 활성도는 운동 3에서 가장 크

게 나타났다. 

2. 폐쇄 사슬 운동 시 내측광근의 활성도가 

손잡이를 이용해 운동을 보조한 운동 4보

다 쪼그려 앉는 운동 형태인 운동 5에서, 

그리고 운동 5보다 균형 패드를 이용한 

운동 6에서 근 활성도가 증가하였다. 대퇴

이두근의 활성도는 운동 간 유의한 차이

를 보이긴 하였으나, 근 활성도의 증가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운동 간 근육의 활

성도는 운동 6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운동의 형

태에 따라 무릎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근육의 

활성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

었으며, 개방 사슬 운동과 폐쇄 사슬 운동 모

두 내측광근과 대퇴이두근의 활성도가 증가하

였지만, 운동에 따른 근육의 활성정도는 개방 

사슬 운동에서는 대퇴이두근이 그리고 폐쇄 

사슬 운동에서는 내측광근의 활성도가 가장 

크게 나타남으로 무릎 관절의 안정성 증가를 

위해 근력을 향상시킬 경우 두 가지 사슬 운

동을 적절히 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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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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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Threa-BandⓇ Force-Elongation

Color

Yellow Red Green Blue Black Silver Gold

 25% 0.5 0.7 0.9 1.3 1.6  2.3  3.6

 50% 0.8 1.2 1.5 2.1 2.9  3.9  6.3

 75% 1.1 1.5 1.9 2.7 3.7  5.0  8.2

100% 1.3 1.8 2.3 3.2 4.4  6.0  9.8

125% 1.5 2.0 2.6 3.7 5.0  6.9 11.2

150% 1.8 2.2 3.0 4.1 5.6  7.8 12.5

175% 2.0 2.5 3.3 4.6 6.1  8.6 13.8

200% 2.2 2.7 3.6 5.0 6.7  9.5 15.2

225% 2.4 2.9 4.0 5.5 7.4 10.5 16.6

250% 2.6 3.2 4.4 6.0 8.0 11.5 18.2

 Page, et al. JOSPT 30(1) : A47.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