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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음파전신진동이 결합된 바이오피드백 운동이

하지근 균형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항부하를 이용한 근력운동은 편측우성의 특성을 가지는 인체의 특성에 의해 근력

의 불균형을 야기하고, 이는 곧 근육의 불균형을 유발한다. 근육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편향적인 근력운동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근육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한 기존의 방법들

에는 운동부하 편차방식이 있다. 그러나 편측에 과부하 혹은 역치 이하의 자극으로

근육의 발달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동 중 근력이 발현이 균형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없는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상과 근육 발달저해 요인이 비교적 적으며, 실시간으로 균

형적인 근력의 발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근육 균형발달 운동방법을 제안

하였다. 표면 근전도 기반의 근육 활성도를 측정하고, 이를 운동자에게 바이오피드백

하며, 근육 발달의 보조수단으로써 음파전신진동운동을 이용하여 근육 균형 발달을

유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음파전신진동운동기기 시스템과 표면 근전도 기반의 실시간

바이오피드백 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 하였다. 또한, 하지근 균형 발달에 음파전신진동

운동이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대조군과 바이오피드백군, 음파전신진동운동

군, 바이오피드백과 음파전신진동운동 결합군을 설정하고, 4주간의 레그프레스 운동을

실시하였으며, 양측 하지의 1RM, MVIC 운동 중 Torque를 측정하여 근력 불균형 비

율을 산출하였다.

운동 전후의 근력 불균형 비율은 대조군에서(VI1RM : -36.53±70.36, VITorque :

-46.36±98.63)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바이오피드백운동군(VI1RM : 68.33±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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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orque : 61.36±13.26), 음파전신진동운동군(VI1RM : 68.17±19.82, VITorque : 82.56±2.36),

바이오피드백과 음파전신진동운동 결합군(VI1RM : 93.33±9.85, VITorque : 88.14±11.33)

에서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바이오피드백과 음파전

신진동운동 결합군에서의 근력 불균형 비율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음파전신진동운동이 하지근의 균형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

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안한 운동방법이 기존의 방법이 가지는 한계

점을 극복하고, 근육 불균형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하기

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을 보였으며, 스포츠 의학적인 목적으로 운동선수, 재활 환자

군 등과 같은 특수한 조건을 가진 대상자에게도 응용할 수 있다.

핵심되는 말 : 음파전신진동운동, 바이오피드백, 근육 불균형, 근육 균형 발달, 스포츠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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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저항성 근력운동은 근육의 발달 뿐 아니라 내장지방과 HbA1c(당화혈색소)의 감

소로 당뇨병과 비만을 예방하며, 혈압과 콜레스테롤의 감소로 심혈관계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골밀도의 향상으로 근 골격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

진다[1].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는 질병 없이 건강하게 장수하고자 하는 욕구의 증

가로 인하여 근력운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보다 효과적으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 과학적인 근력운동방법의 접근 등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실제로, 저항성 근력운동의 수행강도와 수행기간이 근력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 연령과 성별에 따른 다양한 근력운동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등 기존

의 근력발달 운동방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3]. 또한

개인의 운동능력에 맞추어 운동부하를 조절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와, 전신진동운

동 및 근력강화 운동기구와 같은 근육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운동 보조수단의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저항성 근력운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부

분 근육의 강화와 운동능력의 향상 측면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항부하를 이용한 근력운동은 편측우성(Lateral dominance)

을 나타내는 인체의 특성으로[4] 인해 상대적으로 근력이 강한 우성측(Dominance

side)의 활동량이 증가하여 근력 불균형을 발생시킨다. 근력의 불균형은 통증을 일

으키며 근육 손상의 위험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통증에 대한 반응으로 신체의 움

직임 패턴과 자세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력 운동은 편

향적인 운동이 되지 않도록 균형적인 근력운동을 유도해야 하며, 근육군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정할 필요가 있다[5]. 근육의 균형능력을 향상시키며

근육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하여 고유 수용체로 부터의 구심성 입력 정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긴장된 근육과 약화된 근육의 균형을 회복하며, 움직임의 협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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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6]. 특히 편측의 운동부하 혹은 반복수

를 달리하여 근육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방법인 운동부하 편차방식은 좌우 근육의

근육 불균형을 교정하는 방법으로써 널리 이용되고 있다[3][5].

하지만 기존의 운동부하 편차방식은 편측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역치 이하의

자극으로 말미암아 부상의 위험성과 근육의 발달이 더뎌지는 제한점을 가진다. 또

한, 올바르게 균형적인 근력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관찰하지 못

하여 피드백을 통해 운동부하를 조절하지 못하고, 근력운동을 일정기간 수행 후

근력측정을 통해서 평가해야 하는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부상의 위험이 낮고 근육 발달 저해 요인이 적으며, 실시간으로 피드백

이 가능한 근육 균형 발달 운동 방법이 필요하다. 표면 근전도 기반의 바이오피드

백은 기존의 편마비 환자들에게 적용하여 동적 균형능력의 향상[7]과 기존의 재활

운동방법과 병행하였을 때 운동기능의 높은 향상[8]을 불러왔다. 또한 표면 근전도

는 근력과 선형적인 관계를 보인다[9].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좌우 양측의 근육에서

측정한 표면 근전도를 실시간으로 운동자에게 바이오피드백 하여 균형적인 근력의

활성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긴장성 진동반사 기전에 의해 근신경계의 자극을 발현하는 전신진동운동은

근력 및 균형능력의 향상을 가져오며[10][11], 호르몬 반응의 유발과[12] 혈류속도

와 혈압의 감소를 일으킨다[13]. 이와 같은 전신진동운동의 기전들을 이용해 긴장

된 근육과 약화된 근육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방법으로 사용되거나, 기존의

근력운동의 효과를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한다[6]. 따라서 바이오피드백 기반의 근

력 운동 중 전신진동운동은 근력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면 근전도 기반의 바이오피드백과 음파전신진동운동을

사용한 새로운 근육 균형 발달을 위한 운동방법을 제안하고 바이오피드백을 이용

한 근육 균형 발달 운동 중 음파전신진동운동의 결합이 근육의 균형 발달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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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2.1 근육 불균형(Muscle imbalance)

근육 불균형은 근육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근육 균형은 주

동근과 길항근 사이에 근육의 길이 및 근력이 상대적으로 동일함 또는 반대쪽(좌

우)근육그룹의 근력의 균형을 말하며, 이 같은 균형은 근육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

기 위해서 필요하다[6].

근육 불균형은 근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 관절 기능장애와 변형된 움직임 패

턴(Movement patterns)을 초래하며,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Robinson & Nee의

연구에서는 무릎 통증을 동반하는 군은 대조군에 비해 길항근의 근육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을 보였다[14]. Piva의 연구에서도 근육의 불균형을 가진 집단에서 근력

의 기능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음을 보였다[15]. Witvrouw는 상대적으로 근육의

긴장도가 높은 쪽의 근육에서 부상의 위험도가 높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16].

근육은 중추 신경계로부터 오는 자극에 반응하기도 하며, 근골격계의 변화에 반

응하기도 하여 중추, 말초 신경계의 기능적 교차역할을 한다. 이로 인하여 사슬반

응을 통하여 근육 균형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데, 한 가지의 체계 변화는 인체의

다른 지점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근육의 불균형은 피로 혹은 부상으로 인한

통증이나, 비정상적인 운동이나 자세로부터 발생되는 변화된 고유수용성 정보로

인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원인들은 근육의 약화나 긴장을 초래하며, 국소적으로 근

육의 불균형을 일으킨다. 근육 불균형이 지속되면 근육의 운동 패턴의 변화를 가

져오며 통증과 기능이상이 악화된다. 또한 신체 전체를 포함하는 신경근 조절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6][17]. 따라서 근육의 균형적인 발달을 유도하지 못하였을

때 근육의 불균형을 야기하게 되며 통증이나 부상과 같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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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체의 구조와 기능을 약화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2.1 근육 불균형의 신경학적 패러다임

이러한 근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치료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말초 구조(Peripheral structures)의 정상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는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으므로 중추신경계로 전달되

는 고유수용체로부터의 구심성 입력의 정확한 정보는 움직임을 조화롭게 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 따라서 말초구조를 치료하고 정상화 하는 것이 근육의 균형 향상

에 도움이 된다. 신경발달학적인 자세로 스트레칭을 수행하거나 보조기를 착용하

는 등의 방법이 있다.

2. 긴장된 근육과 약화된 근육의 균형 회복

근육의 균형은 협응을 향상시키는 전제조건이다. 근육의 불균형은 근력의 약화

또는 긴장이 원인이 된다. 불균형적인 근육의 약화를 위한 치료 기법으로는 진동

운동, Drop and Catch, 침술과 건침술 등의 방법이 있다[6]. 진동운동은 TVR(긴장

성 진동반사, Tonic vibration reflex)을 발생시키며 이는 길항근에 억제 되어 있던

주동근육의 긴장을 정상으로 만들 수 있다[18]. Drop and Catch는 빠른 수축운동

을 함으로써 근방추와 근육의 수축을 촉진시키는 방법이다. 침술과 건침술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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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서의 침 자극을 통해 관절가동범위와 근 기능을 정상화 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근육의 긴장을 위한 치료법으로는 등척성 운동 후 이완 기법, 냉요법 등이 있다.

등척성 운동 후 이완 기법은 등척성 운동 상태를 20～30초간 유지한 후 이완하여

근육의 과긴장된 상태를 회복시키며 근육의 신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냉요법은

생체조직의 온도를 감소시켜 신경의 활성 정도가 감소되어 통증의 완화와 근방추

의 활성이 감소된다.

3. 구심계와 감각운동(Sensory motor training) 훈련

움직임의 협응성을 개선시켜서 이상적인 생체학적 구조의 기계적 부하와 효율적

인 운동을 증진시킨다. 이를 위해서는 정적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변화하는 기저

면에 대하여 중력중심을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트램폴린, 락커보드와

워블보드 같은 불안정한 표면을 사용한 운동은 근수축의 속도를 증가시키며 결과

적으로 근육활성도를 증가시킨다. 이와 같은 방법은 잠재의식적(Subconscious)으로

중력중심을 조절함으로써 근 균형 향상에 도움이 된다. Heitkamp의 연구에서는 감

각운동훈련이 근육의 균형과 근력을 현저하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19].

4. 운동부하 편차방식 훈련

좌우 근육의 독립적인 운동부하 편차방식을 통해 근력 불균형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서는 좌우측 각각의 근력을 측정하고 우성측의 근육에 상대적으로 작은 부하

를 주거나 열성측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하를 주어 운동을 함으로써 근육의 균형

적인 발달을 유도한다. Kang의 연구에서는 우성측의 부하를 상대적으로 작게 하

여 근력운동을 수행한 군에서 좌우의 근육활성도의 차이가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

을 보였다[5]. 하지만 근육의 균형적인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유무를 실시간

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가진다.

다양한 치료방법들은 근육들의 상호간의 협응을 증진시킨 상태에서 근력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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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구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근력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효과적인 저항

운동을 위해서는 주동근과 길항근 뿐만 아니라 반대쪽 근육군(좌우) 사이에서 근

육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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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음파전신진동운동(Sonic Whole Body Vibration)

전신진동운동은 기계적인 진동을 이용하여 인체에 중력가속도를 가함으로써 과

중력 상태에 노출시켜 근력, 신경근계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 내는 운동 방법이다

[20]. 진동부하는 근육의 길이에 미세한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러한 자극으로 인하

여 TVR이 나타난다. 진동반사는 근방추와 α-운동신경을 활성화 시켜 근육을 수축

하게 함으로써 근신경계의 자극을 발현하게 된다[3]. 진동운동을 하였을 때 근력

및 균형능력의 향상[10], knee extensor strength 의 증가와 COP(Center of

Pressure)의 감소[11], 호르몬 반응의 유발[12], 진동운동 중 표면 근전도 크기의

증가[21], 진동운동 후 baPWV, AIx, bSBP, aSBP, 값들의 유의한 감소[13], 단기간

의 진동운동 적용시 무릎 관절 가동범위의 증가와 다리근육에서의 상호비대칭의

개선[22]와 같은 다양한 선행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진동운동은 근골격의 향상

및 균형감각, 유연성을 증가시키며 혈류의 흐름과 호르몬 반응을 유도하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이점을 가지는 진동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서는 진동주파수, 자세, 진동강도를 적절히 선택하여야 한다.

1) 전신진동운동 주파수

진동주파수에 따라 인체의 각 부위에 전달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극을 주

고자 하는 근육에 맞는 주파수의 선택이 중요하다[23][24]. 따라서 하지에 전신진동

운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표적 근육에 적합한 주파수가 필요하다. Marco

cardinale의 연구에 따르면 서 있는 자세에서(Standing) 0Hz, 30Hz, 40Hz, 50Hz의

서로 다른 진동주파수를 가하고 가쪽넓은근(vastus lateralis)의 EMG 활성화 정도

를 측정 하였을 때 30Hz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냈다[25]. 또한 Ramona Ritzmann

은 0Hz～30Hz의 범위에서 5Hz씩 진동주파수를 증가시키며 넙치근(soleus), 안쪽

장딴지근(gastrocnemius medialis), 앞 정강근(tibialis anterior), 넙다리 곧은근

(rectus femoris), 안쪽 넓은근(vastus medialis), 넙다리 두갈래근(biceps femo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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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MG를 측정 하였을 때 30Hz에 가까워질수록 EMG의 활성화 정도가 커짐을

보였다[26]. Riccardo Di Giminiani의 연구에서는 0Hz～55Hz의 진동주파수 범위에

서 30Hz와 45Hz～55Hz에서 가쪽넓은근(vastus lateralis), 30Hz에서 측면 장딴지근

(lateral gastrocnemius)의 EMG RMS(실효치, Root mean square) 값이 가장 높았

다[27]. 따라서 하지에 진동을 적용하고자 할 때 30Hz의 진동 주파수가 적합하다.

(a) 허벅지 근육 전방 (b) 허벅지 근육 후방

(c) 종아리 근육 전방 (d) 종아리 근육 후방

그림 2.2 하지의 근육 위치와 명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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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신진동운동 자세

진동 플레이트에 올라선 자세에 따라서 하지근의 활성화 정도에 차이가 있다.

Ramona Ritzmann는 서 있는 자세에서 정적 스쿼트 자세로 무릎을 굽히는 각도가

증가할수록 앞 정강근(tibialis anterior), 넙다리 곧은근(rectus femoris), 안쪽 넓은

근(vastus medialis)의 근육 활성화 정도가 증가함을 보였으며 넙치근(soleus), 안

쪽 장딴지근(gastrocnemius medialis), 넙다리 두갈래근(biceps femoris)의 근육 활

성화는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둔화되며 감소함을 관찰하였다[26]. Riccardo Di

Giminiani의 연구에서는 무릎의 각도가 120˚일 때보다 90˚일 때 가쪽넓은근(vastus

lateralis)의 EMG RMS값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측면 장딴지근(lateral

gastrocnemius)은 EMG RMS값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였다[27]. 진동운동의 자세

는 표적 근육에 따라 그 자세를 달리할 수 있으며 인체의 관상면을 기준으로 전방

하지의 발달을 위해서는 90˚의 정적 스쿼트 자세로 진동운동을 하며 후방 하지의

발달을 위해서는 120˚의 정적 스쿼트 자세가 적합하다.

그림 2.3 전신진동운동 수행시 무릎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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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신진동운동 강도

수직 방향의 음파전신진동운동에서 G-force(관성력, Gravity-force)으로 나타내

는 진동강도는 주파수(frequency)와 진동범위(Amplitude)에 의하여 <식 2.1>과 같

이 결정된다[26][29].

  


 <식 2.1>

  

  

     

높은 G-force를 가지는 전신진동운동은 단기간의 근 활성도의 향상과 운동능력 향

상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요통, 저림, 시각적 장애, 혈뇨 등 생리적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전한 전신진동운동을 위해서는 <그림

2.4>와 같이 ISO-2631에서 규정하는 전신진동 노출한계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진동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30Hz의 진동주파수에서 0.3g의 강도로 운동

을 하였을 때 4시간이상의 1일 전신진동 노출한계량을 가진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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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ISO-2631 인체 전신진동 노출한계량 가이드라인 [30]

4) 전신진동운동 방식

전신진동운동기기의 종류에는 <그림 2.5>와 같이 시소(Side-alternating) 방식과

수직(Vertical) 진동 방식 등이 있다[31]. 시소 방식은 진동판의 좌우가 상하로 번

갈아서 진동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주파수 조절만 가능하며 진동강도의 조절

이 용이하지 못하다. 또한 소음이 심하며 관절 등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수직 진동

방식은 모터를 이용한 방식과 음파 액추에이터(Voice coil actuator)를 이용한 방식

이 있다. 이 중 모터를 이용한 방식은 정밀한 주파수 제어에 한계점이 있으며

20Hz이하의 주파수의 자극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한 수직방향의 진동 이외에

모터가 진동하는 복합적인 방향의 진동이 인체에 전해진다. 반면에 음파진동 방식

은 음파 액추에이터를 이용하여 1Hz대역의 저주파수 부터 100Hz의 고주파수의 대

역까지 진동 자극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며 모터방식과는 다르게 정확한 수직 방향

의 진동만 인체에 전해진다.

시소 방식과 모터 방식의 전신진동운동기기를 사용시 진동강도를 결정할 때 수

직방향만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비하여 수직 방향축 이외의 방향(전후, 좌우)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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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이 인체에 전달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체에 작용하는 진동강도는 더욱 커

지게 된다. 때문에 수직방향으로만 진동하여 정확한 진동강도의 조절이 가능한 음

파방식의 진동운동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30].

(a) 수직 진동 방식 (b) 시소 진동 방식

그림 2.5 전신진동운동 유형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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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표면 근전도(Surface electromyography)

근전도는 인체 골격근의 근섬유 활성에 따라 변화하는 생리학적 신호의 기록이

다[32]. 각각의 근섬유는 하나의 운동신경에 의하여 자극된다. 하나의 운동신경

(motor neuron)과 해당운동신경에 연결되어 지배받는 모든 근섬유를 통틀어 운동

단위(Motor unit)이라 한다[33]. 근육의 활동은 대뇌 및 척수에서 운동신경을 자극

함으로써 일어난다. 자극은 축삭말단(axon terminal)에 도달하여 아세틸콜린

(acetylcholine)을 분비시킨다. 운동 종판(motor end plate)로 확산된 아세틸콜린은

근세포막의 Na+(sodium)과 K+(potassium)이온 채널의 투과성을 증가시켜 Na+이

온이 유입되면서 탈분극(depolarization)이 진행되어 활동전위의 발생을 가져온다.

단일 운동신경을 통해 전달된 자극은 해당 운동단위의 모든 근섬유를 탈분극 시킨

다. 이러한 일련의 근육의 운동은 여러 운동단위들이 자극을 받음으로써 일어나며,

운동단위활동전위(Motor unit action potential, MUAP)들의 합으로 나타난다

[34][35][36]. 이러한 생체 전기적 신호들은 근육을 감싸고 있는 피부표면에 전극을

위치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표면 근전도(surface electromyography, sEMG)

라 한다. 표면 근전도 신호는 무작위(stochastic) 자연 신호인 동시에 가우시안 특

성을 가지는 함수로써 <식 2.2>과 표현 될 수 있다. 신호의 진폭은 0mV～

10mV(peak to peak), 0mV～1.5mV(RMS)의 크기를 갖는다. 일반적인 주파수 대역

은 6Hz～500Hz사이이며, 20Hz～150Hz사이의 주파수 에너지가 가장 크다[37].

전극(electrode)에 의해서 기록되는 표면 근전도 신호는 다른 근육그룹으로부터

유입되는 신호 때문에 측정 구역과 전극들 간의 거리에 따른 영향이 크다. 따라서

신호의 왜곡을 최소화 하고 높은 SNR을 가지도록 0.5cm～2.5cm 정도의 전극의

크기를 설정하고 전극간의 간격은 1cm～2cm 가 적당하다[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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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2.2>

    
        
    
    
       

이러한 잡음 외에 측정 장비의 고유 잡음(inherent noise), 전원 잡음(ambient

noise), 동잡음(motion artifacts), 신호 고유의 불안정성(inherent instability of

signals)으로 인하여 신호를 오염시키는 가공물(artifacts)이 나타난다. 전력선에 의

한 60Hz의 잡음을 노치필터(notch filter)를 이용하여 제거해야 하며 운동 잡음과

심전도 잡음의 제거를 위하여 0Hz～20Hz의 신호는 제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근전도 신호의 유효한 주파수 범위 이외의 고주파 노이즈 제거를 위하여

500Hz 이하 저역통과필터(low pass filter)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근력과 표면 근전도는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내며, 표면 근전도의 RMS값은 시간

의 흐름에 따라 근육을 사용하여 내는 힘의 크기를 대변할 수 있는 변수이다

[9][39]. 따라서 근 활성도에 따른 근력의 추정이 가능하다.

표면 근전도 RMS는 근전도 원신호의 변형 없이 수학적인 방법으로 분석이 가

능하다. RMS는 측정된 표면 근전도 신호를 일정시간간격으로 분할한 후 각각의

RMS값을 구하며, 방법은 <식 2.3>과 같다[40].

   



 

  




 <식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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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영역의 근전도 분석법으로는 ARV(평균 정류값, Average rectified value)와

IEMG(적분 정류값, Integrated EMG)가 있지만 수의적 운동 동안 측정된 신호의

분석을 위해서는 RMS값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38].

본 논문에서는 RMS 분석법 기반의 근 활성도 평가 방법으로 양측 하지의 근력

을 관찰하고자 하였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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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바이오피드백(Bio feedback)

바이오피드백(bio feedback)이란 일련의 기기적 장치를 사용해 개인의 정신, 생

리적 반응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모니터링 하여 개인이 반응을 인지하고 조절하

는 과정으로[32], Bio-mechanical, Physiological등의 다양한 범위에 적용된다. 이러

한 바이오피드백은 신경계, 심혈관계, 호흡계 등의 생리적인 과정부터 움직임, 자

세, 힘과 같은 생체 역학적인 과정과 같은 다양한 신체반응을 시각, 청각 등의 인

체의 고유수용기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제공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행동수

정 및 자율신경계의 반응을 수의적으로 조정하도록 유도한다[42][43].

다양한 바이오피드백 방법 중에 근전도 바이오피드백(Electromyography bio

feedback)은 활성 근육의 긴장 완화, 저 활성 근육의 동원 수준의 증가, 그리고 신

체정렬 상태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되며, 골격근으로부터 전기적 신호를 검출하여

개인에게 근육의 향상된 수의적 조절이 가능하도록 피드백 한다. 단순한 시각 검

사나 구두로써 제공하는 정보보다 근전도 바이오피드백에 기반하여 제공하는 정보

가 실시간성이 더 높은 동시에 근육의 미세한 변화도 측정이 가능한 장점을 가진

다[32].

근전도 바이오피드백은 뇌졸중 환자, 척수손상, 뇌성마비, 말초신경손상, 근골격

통증, 그리고 근육 수축성 두통에 이르기까지 재활과 건강관리의 목적으로 사용되

고 있다. 편마비 환자에게 적용한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I-Chun Chen은 편마

비 환자에게 6개월간 바이오피드백을 통한 동적 균형 훈련을 하였을 때 그 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음을 보였다[7]. Catherine M. sackley의 연구에서 편마비 환자

에게 3개월간 직립 자세의 균형유지 훈련을 하였을 때 대조군에 비하여 그 수준이

더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시각적 바이오피드백의 효과를 검증하였다[44]. 최근

Meryem의 연구에서 편마비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존의 재활운동방법과 바이오피

드백을 적용하여 3주 동안 훈련한 결과 Brunnstrom’s stage, upper extremity

function test, Fugl-Meyer scale 등의 운동기능평가에서 통계적으로 상당히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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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운동방법과 바이오피드백을 병행하면 그 효과가

더욱 높음을 보였다[8].

편마비 환자에게 적용하였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음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

서는 하지 운동 중의 근전도에 기반하여 양측의 근력을 시각적으로 바이오피드백

하여 근육 균형 발달을 유도 하였다. 근육의 전기적 신호의 검출을 위한 방법은

주로 표면 근전도법을 사용 하였으며 이는 삽입 전극법보다 사용하기 용이하며 발

생하는 신호의 잡음이 적기 때문이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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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RM(One-repetition maximum)

RM(Repetition maximum) 이란 힘을 발생시키는 근육의 능력이 운동 중에 부가

된 저항에 대한 한계점을 넘어서 수축하는 데 필요한 힘보다 작을 때 발생하는 피

로시점 혹은 기능장애상태에 도달함을 말하며 1RM 이란 보통 한 번의 동작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의 중량값을 말한다[2]. 개인 및 근육군에 따라서 1RM 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 스포츠 의학회(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ACSM)에서는 근력의 측정시 상체는 벤치 프레스(Bench press), 하체는 레그프레

스(Leg press)를 권장하고 있다. 1RM 의 측정은 저항성 운동의 강도 결정을 위한

방법으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며 측정은 여러번의 시도와 무게 조정을 통해 평가

되고 측정방법은 직접측정법과 간접측정법이 있다.

1) 직접 측정법

직접 측정법은 실제 한 번 수행 가능한 무게를 찾기 위한 방법이다. 최대 부하

를 들어 올릴 때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측정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예상되는 최대 근력보다 낮은 무게로 시작하여야 한다. 1RM 의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권장된다. 연구대상자에게 추정되는 1RM의 40～60%의 수준으로 일

련의 준비운동 과정을 거친 후 1분간의 휴식을 취하고, 추정되는 1RM의 60～80%

의 수준으로 3～5회의 반복운동을 수행한다. 그 다음 최대의 근력을 발휘하여 1

회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를 찾을 때까지 무게를 점증시키며 마지막으로 들어 올

리는데 성공한 무게를 최대 근력 값으로 기록한다. 매 1회 측정시 마다 3～5분간

의 휴식을 취하며 일반적으로 3～5회의 시도 내에서 측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2) 간접 측정법

1RM 의 직접 측정법은 최대부하로 운동을 하므로 급성 근육통증(acute-onset

muslce soreness)나 지연성 근육통증(delayed-onset muscle soreness)이 나타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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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으며 고령자, 질환자, 운동경험이 부족한 연구대상자에게 적용하기에는 부상

의 위험이 있어 부적합하다[3][19]. 또한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1RM은 추정하는 것이 적합하며 최대하 근지구력 검

사로 1RM을 측정할 수 있는데, 근지구력과 운동부하를 들어올린 %1RM 간에는

상관관계가 크다[45]. 따라서 1RM은 근지구력 검사로 예측할 수 있다[46][47][48][4

9][50]. Brazycki, Lander, Lombardi, Mayhew et al., O’Conner et al., wathan 등은

다음과 같이 1RM을 추정하기 위한 방정식을 제안하였다[51].

Brazycki
*   ×  


  ×


<식 2.4>

Epley
*

   ×× <식 2.5>

Lander
*    ×

×
<식 2.6>

Lombardi
**

  × <식 2.7>

Mayhew et al.
*  

  ×   × 

×
<식 2.8>

O’Conner et al.*   × × <식 2.9>

Wathan*  
 ×  × 

×
<식 2.10>

     

      

*.10회 이하로 반복한 횟수에 근거하여 1RM을 추정

**.15회 이하로 반복한 횟수에 근거하여 1RM을 추정

레그프레스, 벤치 프레스의 측정에 자주 사용되는 Brazycki 방식은 1RM을 추

정하는 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며 한 세트에서 피로해질 때까지 10회

이하로 반복한 횟수에 근거하여 1RM을 추정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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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3.1 연구 방향

운동은 생리-대사적 기능의 증가와 근기능의 향상을 가져온다. 특히 저항성 근

력운동을 통한 근력 향상과 신체구성의 향상은 그 효과가 높다. 하지만 대다수의

인체는 시상면을 기준으로 좌우측 중 한측이 우세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

로 근력운동 중 열성측(Non-dominant side)에 비하여 우성측의 사용빈도의 증가로

인해 편측으로 근력이 발달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양측의 균형적인

근 발달을 위한 운동방법이 필요하다.

기존의 근육 균형 발달을 위한 운동방법으로써 양측의 운동 강도와 반복 횟수를

달리하는 방법은 우성측에 비하여 열성측의 지속적인 과부하로 인하여 부상의 위

험의 증대와 더불어 우성측의 발달이 정체되는 현상을 가져오는 한계점을 가진다.

또한 적합하게 근육의 균형적인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운동 후 4주 이상이 소요되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진다.

따라서 부상의 위험이 적으며 실시간으로 근육의 균형적인 발달을 확인할 수 있

는 운동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편마비 환자에게 적용하는 표면 근전도 기

반의 실시간 바이오피드백을 이용하여 적절한 저항부하로 균형적인 근 발달을 유

도하는 방법으로 선행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에서 전신진동운동이 근육의 발달 및 혈류 흐름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COP를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LBM(지방 제외 체중, Lean body mass)이

적은 시험군의 하지에서 전신진동운동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하여 바이오피드백과 음파전신진동운동을 결합하여 새로운 근육 균형 발달을

위한 운동방법으로의 가능성을 관찰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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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하지근력의 향상을 위해 레그프레스 운동을 실시하였으며, 실험

군(Experimental group)의 종류에 따라 전신진동운동 및 표면 근전도 기반의 하지

근 균형 발달을 위한 바이오피드백을 적용하였다. 실험은 하지근의 1RM을 측정하

여 본 연구의 프로토콜에 적절한 운동부하를 설정하였으며, 근전계를 연구대상자

의 신체에 부착하여 측정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실험은 1주 2회의 시행으로 4～5주 동안 진행하였으며 각 회 사이의 간격은 최

소 48시간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모든 피험자는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것을 최소 1일 전부터 금하게 하였다. 실험 진행

전 연구대상자에게 근력운동을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과 잠재적으로 발

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하여 고지하였으며, 연구목적에 대하여 이해를 충분히

한 대상자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임상시험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번호 : 1041849-201309-BM-005-02)로부터 승인된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실험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첨단의료기기테크노타워 내에 위

치한 운동역학실험실에서 진행하였으며, 온도가 근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4˚C의 실험실 환경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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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대상

본 연구에 동원된 연구대상자들은 실험 사전 설문에서 근신경학적, 정형외과적

인 근골격계의 질환이 있거나 운동을 수행함으로써 부작용을 나타낼 위험성이 있

는 대상자는 배제하였다. 또한 신체가 건강하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고 실험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특이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으며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 22명의 건강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피하지방의 분포의 차이로 인하여 표면 근전도 신호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

문에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성별을 남성으로 한정시켰다. 피험자들의 연

령은(Mean±SD)는 26.23±3.26세이며, 연구대상자들의 신체적 특성은 다음의 <표

3.1>과 같다.

표 3.1 연구대상자들의 신체적 특성 (Mean ± SD)

Parameters
Values

(N = 22)

Sex Male

Age (yrs) 26.23 ± 3.26

Height (cm) 174.59 ± 6.00

Weight (kg) 73.32 ± 10.75

Leg-Chest length (cm) 130.00 ± 5.44

BMI (kg/m
2
) 24.02 ± 2.97

LBM (kg) 53.76 ± 4.89

Abbreviation : BMI = Body Mass Index

LBM = Lean Body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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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 도구

1) 측정 도구 및 운동기구

본 연구에서 음파전신진동운동이 하지근 균형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도구 및 운동기구와 그 용도는 <표 3.2>와 같다.

표 3.2 측정도구 및 운동기구와 용도

측정 도구 모 델 명 용     도

신장계
알루미늄 신장계

(삼화 계기)
신장 측정

체중계
HE-2

(CAS)
체중 측정

근력 검사기기
System 3

(BIODEX)
MVIC 운동 중 무릎 Torque 측정

근전계
EMG100C, MP150

(Biopac)
운동 중 근전도의 측정

레그프레스 
운동기구

POWER GYM

(MEEKANG)
레그프레스 운동 및 운동 부하 조절

음파전신진동 
운동기기 
액추에이터

Sonic actuator

(Sonic world)
음파전신진동운동

변위센서
LK-G150

(Keyence)
음파전신진동운동 작동 성능 평가

음파전신진동
운동기기 제어 모듈

자체제작
음파전신진동운동기기의 

액추에이터 제어

바이오피드백 
시스템

자체제작
근전계를 이용한 표면 근전도 기반의 

시각적 바이오피드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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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파전신진동운동기기 시스템 제작

본 연구에서는 하지근에 음파전신진동자극을 가하기 위해 주파수 및 강도 조절

이 가능한 음파방식의 전신진동운동기기 제어 모듈을 제작하였다. 제작한 음파전

신진동운동기기 제어모듈은 0-60Hz의 작동 주파수 범위를 가지며 0.1 Hz단위로

조정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0-100% 강도 범위에서 0.1% 단위로 진동운동의 조

절이 가능하게 하였다. 장비의 소형화 경량화를 위하여 디지털 구동 방식으로 제

작하였으며 전원부, 제어부, 구동부 로 구성하였다.

표 3.3 음파전신진동운동기기 제어모듈 사양

Size

(Width x Length x Height (cm))

Weight

(kg)

20(W) x 12(V) x 4.7(H)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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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부는 액추에이터 구동과 제어부 회로의 전원공급을 위해 상용AC 전원을 전

파 정류하여 <그림 3.1>과 같이 300V 이상의 DC 전원회로와 System power

management 회로(3.3V, 5V, 15V)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그림 3.1 PWM 기반의 액추에이터 드라이빙 시스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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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시스템의 제어 및 연산을 위하여 32Bit Micro processor인 ARM-Cortex

M3코어를 사용한 STM32F103C8( STMicroelectronics Co, Switzerland)을 이용하

여 제어부를 제작하였다. 제어부는 <그림 3.2>와 같이 기기 조작을 위한 Multi-fu

nctional keypad, 현재 구동 상태를 사용자에게 나타내기 위한 FND display, 외부

디바이스와 통신을 하기 위한 USART communication, MCU의 디지털 PWM 출

력을 SPM(Smart power module, FSBB15CH60)으로 전달하여 액추에이터를 구동

하기 위한 SPM control part로 구성하였다.

그림 3.2 음파전신진동운동기기 제어 시스템 개략도

구동부는 <그림 3.3>과 같이 MCU의 디지털 PWM 제어 신호를 바탕으로 SPM

내부의 IGBT(Insulated gate bipolar mode transistor)를 제어하고, Peak 300VDC

전압을 Chopper 하여 액추에이터를 구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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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음파전신진동운동기기 액추에이터 구동 시스템 개략도

Conventional two-level PWM 방식에서 나타나는 역기전력으로 인한 상대적인

전력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Complementary PWM 기반의 회로를

설계 및 제작하고, SPM 내부 IGBT의 Freewheeling diode를 통한 역기전력 흡수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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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제어 모듈의 하드웨어 구성은 <표 3.4>와 같다.

표 3.4 음파전신진동운동기기 제어 모듈 하드웨어 구성부

<TOP>

<BOTTOM>

1. Inverter output connector

2. DC power generation part

3. System power management

4. Transformer

5. RS-232c connector

6. FND Display

7. AC power input connector

8. Current sensing part

9. SPM – FSBB15CH60

10. SPM Short circuit protection

circuit

11. MCU – STM32F103C8

12. Multi-functional keypad

13. Bootstrap resi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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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파전신진동운동기기 제어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펌웨어(F/W)는

Real-time OS인 RL-ARM RTX kernel을 이용하여 기능별로 Task와 Interrupt로

나누고 Multi-tasking 환경에서 동작되도록 개발하였다.

Main management Task, Soft Start/Stop Task, Amplitude control Task,

Frequency control Task, Keypad Task, FND display Task, PWM generate

Interrupt로 구성하였다.

선택적 진동 주파수 및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림 3.4>와 같은 정밀

DDS(Direct digital synthesis system) 제어 알고리즘[53]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개

발하였다.

그림 3.4 DDS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

DDS 제어 알고리즘에 의한 작동 주파수는 <그림 3.5>와 같이 Jump size 인 M

값을 저장하고 있는 601(0-600)단계의 Delta M phase lookup table을 기반으로

<식 3.1>에 따라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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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DDS 제어 알고리즘 M 값과

Number of points 결정 Digital Phase wheel

  



       <식 3.1>

   

   

    

0-60Hz 사이의 진동 주파수를 0.1Hz 단위(600단계)로 조절이 가능한 동시에

0-100% 사이의 진동 강도를 0.1%단위(1000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다. 또한 <그림

3.6>과 같이 Conventional two-level PWM 방식은 역기전력에 의해 일그러진 전

류를 출력하는 것에 비하여 Complementary PWM 방식의 적용은 <그림 3.7>과

같이 정현파에 가까운 inverter 전류를 출력한다. 또한 DDS 알고리즘의 적용은 직

접 Sine 값을 계산하는 Sine-count제어 알고리즘에 비해 PWM 조절 연산속도가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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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전력에 의한 출력전류 왜곡

그림 3.6 Conventional two-level

PWM 방식

Sine-count 제어 알고리즘 기반의

inverter 출력 전류 파형

그림 3.7 Complementary PWM 방식

DDS 제어 알고리즘 기반의 inverter

출력 전류 파형

PWM 신호의 Positive 입력과 Negative입력의 중첩으로 발생하는 IGBT의 손상

을 보호하기 위한 Dead-time으로 인해 이상적인 신호와 실제 출력신호간의 신호

왜곡에 따라 발생하는 에너지의 손실과 전압왜곡 현상 및 위상오차를 줄이기 위하

여 Dead-time 보정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그림 3.8–(c)>와 같이 PWM

voltage inverter에 대한 Dead-time 오차가 발생하면 <그림 3.8–(d)>와 같이

PWM 신호의 입력시간을 일정 부분 감소시킨다. 이와 같은Dead-time 보정에 따

라서 <그림 3.8–(a), (e)>와 같이 이상적인 신호와 실제 출력신호간의 신호왜곡이

줄어들게 되고, <그림 3.9>와 같이 정현파출력으로 음파전신진동운동기기의 액추

에이터를 동작시켜 연구대상자에게 정확한 수직진동운동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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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Dead-time 보정을 위한 실제 신호의 입력 시간변경

(a) Dead-time 보정 전 출력 전류의

전압왜곡 및 위상 오류

(b) Dead-time 보정에 따른 출력

전류의 위상

그림 3.9 Dead-time 보정 전후의 inverter출력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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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파전신진동운동기기 제어 모듈은 고전압으로 작동하므로 감전의 위험과 모듈

의 발열로 인한 시스템 손상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ABS 재질로 하우징 하였

으며 120mm 쿨러 1개, 60mm 쿨러 2개를 이용하여 발열을 억제하였다. 완성된 시

스템은 <그림 3.10>과 같다.

그림 3.10 제작된 음파전신진동운동기기 제어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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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파진동을 발생시키기 위한 액추에이터는 <그림 3.11>의 Sonic actuator(Sonic

world Co, Korea)를 사용하였으며, 스피커의 원리를 이용한 리니어 모터 방식의

액추에이터이다.

그림 3.11 음파진동 발생을 위한 액추에이터

음파전신진동운동기기의 작동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변위센서인 LK-G150

(Keyence Co, Japan)을 사용하여 변위를 측정하였다. LK-G150의 샘플링 주파수는

5kHz로 설정하였다. 연구에 적용하고자 하는 특성에 따라 30Hz의 진동주파수에서

진동 플레이트에 70kg의 부하가 가해질 때 0.3g의 G-force로 작동하도록 설정하였

다. 측정결과 <그림 3.12>와 같이 주파수와 G-force가 나타났으며 연구수행에 필

요한 기준에 만족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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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변위센서로 측정한 음파전신진동운동기기의 작동 주파수 및 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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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면 근전도 기반의 시각적 바이오피드백(Visual bio feedback) 시스템 제작

연구대상자의 신체에 부착된 근전계로부터 측정되는 표면 근전도에 기반하여 실

시간으로 근 활성도를 평가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피드백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그림 3.13>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3.13 근육 균형 발달을 위한 시각적 바이오피드백 시스템 개략도

근전계는 Biopac EMG100C(Biopac Co, USA) 모듈을 사용하였으며 시각적 바이

오피드백을 위한 디스플레이 장비는 24inch Dell E2209W(DELL Co, USA)를 사용

하였다. 실시간 신호처리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을 위하여 윈도우프로그램인

LabVIEW 2010(National Instruments Co, USA)기반의 프로그램을 직접 코딩하여

<그림 3.14>와 같이 구성하였다.

측정 시작 전 연구대상자의 간략한 식별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하였으며, 측정

되는 근전도 정보는 연구자에게 웨이브폼 그래프로 나타내어 실시간으로 관찰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가 양측하지의 근육 활성도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슬라이더 바로 나타내었으며 좌우의 색상을 구분하여 직관적으로 관

찰할 수 있게 하였다. 데이터 획득 시간을 표시하여 레그프레스 운동시간 확인이

가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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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근전도의 샘플링 주파수는 2000Hz로 하였으며 근 활성도를 평가하기 위하

여 60Hz의 대역저지필터와 20Hz-500Hz의 25차 FIR 대역통과필터를 취하여 전원

잡음 및 심전도 잡음, 동잡음을 제거한 후 1000msec(2000sample)의 윈도우 사이즈

로 RMS 값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전처리과정을 거친 양측 하지의 근 활성도를 슬

라이더 형식으로 나타내었으며 동시에 연구대상자에게 시각적으로 실시간 바이오

피드백 하여 근 균형운동을 유도하였다. 수집된 측정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하였다.

그림 3.14 바이오피드백의 LabVIEW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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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레그프레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근력발달을 위한 방법으로 넙다리 네갈래근(대퇴사

두근, quadriceps femoris), 큰 볼기근(대둔근, gluteus maximus), 뒤 넙다리근(슬

굴곡근, hamstrings)을 주로 발달시키는 레그프레스 운동을 실시하였다.

레그프레스 운동기구는 Power gym Leg press(MEEKANG Co, Korea)를 사용

하였으며, 운동부하는 최소 5kg부터 최대 80kg까지 5kg단위로 조정이 가능하다.

등판의 각도 및 발판의 각도와 의자의 위치 조정이 가능하여 운동 중 연구대상자

의 체형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상태로 조정한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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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실험 방법 및 과정

본 연구는 실험에 앞서 연구대상자에게 등척성 저항운동 및 레그프레스 운동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서면동의를 얻은 후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연구대상자

의 안전을 위하여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연구자가 시작부터 종료 시 까지 연구대

상자의 상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실험실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며 연구대

상자에게 실험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복장을 제공하고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수렴하여 최대한 편안한 환경에서 실험이 진행되도록 준비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과정은 준비운동, MVIC운동 중 Torque측정, 1RM 측정, 레그프

레스 운동과정을 포함하며 실험군에 따라 레그프레스 운동 중 바이오피드백과 음

파전신진동운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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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운동

모든 실험과정에서 관절 및 근육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림 3.15>와 같

이 5분간의 준비운동을 실시하였다[53]. Dynamic stretching을 각 동작마다 10초씩

유지하여 2회씩 반복한 후 Jumping 10회 운동을 수행하였다. 이후 Dynamic squat

5회와 1RM의 50%운동부하로 12회의 레그프레스 운동을 실시하였다. 모든 준비운

동의 종료후 3분간의 휴식시간을 두고 다음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3.15 운동 전 부상 방지 및 관절가동범위 증가를 위한 준비운동

프로토콜[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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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VIC(최대 수의적 등척성 운동, 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운동

중 Torque 측정

근력 검사기기를 이용한 등척성 저항운동을 실시하여 MVIC 운동 중 무릎의

Torque를 측정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그림 3.16>과 같이 근력 검사기기에 앉은

자세에서 상체와 다리를 고정시키고 동시에 다리의 각도를 45 로〫 고정하여 MVIC

운동을 하였으며 이때의 Torque를 측정하였다.

(a) 측정자세 (b) 무릎각도

그림 3.16 MVIC 운동 중 Torque 측정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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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최대 근력의 측정을 위하여 3초간 근력을 서서히 증가시켜 최대치까지

도달하게 한 후 3초간 최대 근력을 유지하게 한다. 이후 3초간 서서히 근력을 감

소시킨다. 측정은 <그림 3.17>과 같이 10초간의 휴식시간을 두고, 좌우 각각 3회

씩 측정하였다. 레그프레스 운동시행 전(Pre-test)과 4주간의 레그프레스 운동시행

후(Post-test)에 각각 측정되었다. 측정된 데이터는 MRXP 1.06 Master

edition(Noraxon Co, USA)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연구담당자의 컴퓨터에 실시간

으로 저장하였다.

그림 3.17 MVIC 운동 중 Torque 측정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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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RM 측정

레그프레스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양측 및 단측 하지로 수행할 수 있는 1RM을

측정하였다. 1RM 측정 시 실제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중량으로 측정하면 관절

과 근육에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간접측정법을 이용하여 1RM을 추정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그림 3.18>과 같이 레그프레스 장비에 앉은 상태에서 허리와 머

리는 등받이에 밀착시키고 양팔은 가슴에 모은 조건 하에서 양측, 또는 단측 하지

로 1RM 측정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리의 위치는 양측 수행 시 발판의 중앙을

기준으로 어깨 너비로 두었으며, 단측 수행 시 발판의 중앙 근처에 위치하도록 하

였다.

(a) 양측 하지 (b) 단측 하지

그림 3.18 1RM 측정 자세

레그프레스 운동의 운동부하를 설정하기 위하여 양측 하지를 이용한 1RM을 측

정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몸무게에 해당하는 무게를 설정하고 10회 이상 수행

시 3분간의 휴식을 취한 뒤 부하를 증가시켜 다시 1RM을 측정하였고, 10회 이하

로 수행한 운동부하를 기준으로 <식 2.4>에 따라 양측 하지의 최종 1RM을 산출

하였으며 5세트의 측정시기 내에서 측정을 완료하도록 하였다.

좌우의 근력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단측 하지로 레그프레스 운동을 수행하

였을 때의 1RM을 측정하였다. 좌우 1세트의 1RM 측정이후 3분간의 휴식시간을

두었으며, 3-5세트의 측정 시기 내에서 측정을 완료하도록 하였다. 1세트에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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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로 수행한 최종 3세트의 1RM 측정값의 평균을 이용하여 양측 각각의 1RM을

산출하였다. 레그프레스 운동시행 전(Pre-test)과 4주간의 레그프레스 운동시행 후

(Post-test)에 각각 측정되었다.

(a) 양측 하지 1RM 측정 (b) 단측 하지 1RM 측정

그림 3.19 하지 1RM 측정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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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지근력 향상을 위한 레그프레스 운동

MVIC 운동중의 Torque 측정과 양측, 단측 하지의 1RM 검사의 종료 후 최소

48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레그프레스 운동과정을 실시하였다.

레그프레스 운동중의 바이오피드백과 음파전신진동운동의 효과를 관찰하기 위한

표적근육으로 넙다리 곧은근의 발달양상을 관찰하였으며, 생리학적인 영향을 관찰

하기 위하여 운동하는 동안 넙다리 곧은근 부위의 근전도의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양측 하지 각각의 근육 활성도를 산출하였다. 실험에서 양측 하지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한 근전도 측정 전극은 <그림 3.20>과 같은 부위에 부착하였다. 전극

의 부착부위는 Cram의 연구를 참조하였다[41]. 활동전극(active electrode), 참조전

극(reference electrode)은 넙다리 곧은근 의 중앙부분, 접지전극(ground electrode)

은 무릎 부분에 각각 부착하였으며 근섬유의 진행방향으로 부착하였다. 활동전극

과 참조전극의 거리는 1cm 이내가 되도록 하였다. 표면 근전도 신호의 잡음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전극 부착부위의 체모를 제거하였다.

그림 3.20 근전도 측정 전극의 부착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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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은 레그프레스 운동기구에 앉아 엉덩이와 허리를 등받이에 밀착시킨 후 양

발을 발판 중앙 부위로부터 어깨 넓이로 위치시키고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은 조건

하에서 연구대상자가 운동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절하도록 운동기구를 조절하였다.

운동 중 무릎을 완전히 신전시키지 않고 175˚이하의 굴곡이 있는 자세를 취하게

하였고 굴곡시 90˚이상의 각도를 유지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레그프레스 운동 프로토콜은 미국 스포츠 의학회의 저항운동

권고사항을 인용하여 결정하였다[2]. 전문적인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이 수행할

수 있는 중간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운동중의 부상을 최대한 방지하며 근력의 효

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1RM의 65% 정도의 운동부하를 설정하고 1세트에 12

회의 운동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40～50초 이내에 1세트의 운동을 완료할 수 있게

하였다. 각 세트의 종료이후 3분간의 휴식시간을 두었다. 운동은 각 회차 마다 3세

트를 수행하였으며, 1주에 48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의 운동을 실시하였고, 4

주 동안 진행하여 총 8회의 저항운동을 실시하였다. 레그프레스 운동 중 실험군의

종류에 따라 바이오피드백 및 전신진동운동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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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이오피드백

바이오피드백은 양측 하지의 표면 근전도 측정값을 이용하여 일련의 신호처리과

정을 거친 후 표면 근전도 RMS값을 산출하여 그 크기를 연구담당자의 모니터에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동시에 연구대상자에게 양 하지의 근력을 실시간으로 피드백

하여 좌우의 균형적인 운동이 가능하게 유도한다. <그림 3.21>과 같이 바이오피드

백을 적용하였다.

그림 3.21 표면 근전도 기반의 실시간 시각적 바이오피드백 적용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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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파전신진동운동

음파전신진동운동은 음파전신진동운동기기 제어 모듈(자체제작)과 음파진동 액

추에이터(Sonic world Co, Korea)를 사용하여 전신진동운동을 제공한다. 0.1g이상

에서 20초의 전신진동운동을 하였을 때 유의한 근육 활성도의 변화를 관찰한

Riccardo Di Giminiani의 선행연구[27]을 참조하여 음파전신진동운동의 강도를 결

정하였으며, 시간은 근력운동의 1세트 수행시간으로 하였다. 음파전신진동운동의

주파수는 30Hz, 진동의 강도는 0.3±0.01g로 작동하도록 설정하였고 40초의 음파전

신진동운동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레그프레스 운동의 각 세트 종료 이후 30초의 휴식을 취한 뒤 90˚ 

의 무릎의 각도로 정적 스쿼트 운동을 하는 동시에 음파전신진동운동기기의 플레

이트 위로 올라가 진동자극을 받게 하였다. 음파전신진동운동 중 수행하는 정적

스쿼트 운동으로 인하여 대조군과 바이오피드백 군의 독립변인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모든 실험군에 대하여 동일하게 40초 동안 무릎의 각도를 90˚로 유지하고

정적 스쿼트 운동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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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음파전신진동운동 적용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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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조군 및 실험군 설정

본 실험과정은 <표 3.5>와 같은 4가지의 대조군 및 실험군을 가진다. 바이오피

드백을 이용한 근육 균형 발달 운동 중 음파전신진동운동의 수행이 근육의 균형적

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조군 및 실

험군을 설정하였다. 바이오피드백과 음파전신진동운동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대

조군(Control group, CG)은 바이오피드백, 음파전신진동운동 모두를 적용하지 않는

다. 바이오피드백을 이용한 근육 균형 발달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바이오피드백

실험군(Bio feedback experimental group, BG)은 바이오피드백은 적용하나 음파전

신진동운동은 적용하지 않는다. 음파전신진동운동이 근육 균형 발달에 영향을 미

치는지 관찰하기 위한 음파전신진동운동 실험군(Whole body vibration experiment

al group, WG)은 바이오피드백은 적용하지 않고 음파전신진동운동은 적용한다. 바

이오피드백과 음파전신진동운동을 결합하였을 때 근육의 균형 발달효과를 관찰하

기 위한 바이오피드백과 음파전신진동운동 결합 실험군(Bio feedback with whole

body vibration experimental group, BWG)은 바이오피드백과 음파전신진동운동을

모두 적용한다. 전체 실험과정은 <그림 3.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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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음파전신진동운동이 하지근의 균형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

한 대조군 및 실험군

Group N 바이오피드백 음파전신진동운동

CG

(대조군)
5 ✗ ✗

BG

(바이오피드백 실험군)
6 ○ ✗

WG

(음파전신진동운동

실험군)

5 ✗ ○

BWG

(바이오피드백과

음파전신진동운동 결합

실험군)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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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음파전신진동운동이 하지근의 균형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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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전도 데이터 RMS 변환

본 연구에서 표면 근전도의 측정은 넙다리 곧은근 부위에 대하여 2000Hz의 샘

플링 주파수로 측정되었다. 측정된 표면 근전도는 근 활성도의 크기를 반영하는

표면 근전도 RMS 값으로 변환하여 근력 운동이 균형적으로 이루어 졌는지를 평

가하기 위한 척도도 이용된다. 12회의 레그프레스 시행 중 3-9회 사이의 지점을

분석하였다.

양측 하지의 표면 근전도를 RMS값으로 변환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은 선행연구

를 참조하여 <그림 3.24>와 같이 표면 근전도 Raw 데이터에 60Hz의 차단대역 및

20-500Hz의 통과대역에 대해 4차 butterworth filter를 취하여 전원잡음 및 동잡음,

그리고 고주파 잡음을 제거하였다. <식 2.1>과 같이 RMS 분석법을 이용하여 변

환하였으며, 레그프레스 운동 중의 초기와 후기에는 운동자세의 흐트러짐으로 인

하여 정확한 근전도의 측정이 어려우므로 <그림 3.24-(e)>와 같이 근전도 RMS값

의 Valley지점을 검출하여 초기와 후기를 제외한 운동 시행지점을 검출하였다.

(a) 표면 근전도 측정 데이터와 잡음 제거된 데이터

(b) 60Hz 전원잡음 제거, 20Hz-500Hz 대역통과 필터를 거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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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표면 근전도의 제곱과 표면 근전도 RMS

(d) 표면 근전도 RMS 최소값 지점 검출

(e) 일정범위의 운동 시행지점 검출

그림 3.24 근전도 데이터의 RMS 신호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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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결과

4.1 양측 하지근의 1RM 변화

음파전신진동운동을 동반한 바이오피드백 기반의 근육 균형발달 운동법이 하지

근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각 군에서 양측 하지의 1RM을 각각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1RM 의 측정은 레그프레스 운동 실시 전(Pre-test)과 4주후

의 레그프레스 운동 실시 후(Post-test)에 측정하였으며, 좌우 하지의 1RM불균형

비율은 Robinson의 연구에서 제시한 <식 4.1>과 같은 SI(균형 지수, Symmetry

index)를 이용하여 나타내었다[55]. SI의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좌우가 균형적임을

표현한다. 양측 하지 SI1RM <표 4.1>, <그림 4.1>에 나타내었다. <그림 4.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레그프레스 운동이후 대조군의 양측 하지 SI1RM값이 증가하였고

(13.81±11.49% ⇒ 14.34±9.16%), 바이오피드백군을 비롯하여(11.26±14.48% ⇒

1.69±0.92%), 음파전신진동운동군(4.06±2.53% ⇒ 1.14±0.89%), 결합군1)

(11.05±10.66% ⇒ 0.73±0.90%)은 각각 운동 이후의 양측 하지 SI1RM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식 4.1>

        
        

1) 바이오피드백 + 음파전신진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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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운동 전후 양측 하지 SI1RM

Group
Pre-test SI1RM (%)

(Mean ± SD)

Post-test SI1RM (%)

(Mean ± SD)

CG 13.81 ± 11.49 14.34 ± 9.16

BG 11.26 ± 14.48 1.69 ± 0.92

WG 4.06 ± 2.53 1.14 ± 0.89

BWG 11.05 ± 10.66 0.73 ± 0.91

음파전신진동운동군이 다른군들에 비하여 운동 실시전의 SI1RM가 낮은 경향을 보

이는 것은, 실험군은 무작위로 배정하였으나 우연히 균형지수가 낮은 연구대상자

가 밀집하였기 때문이다.

(a) Pre-test (b) Post-test

그림 4.1 운동 전후 양측 하지 SI1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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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운동 전후 양측 하지 SI1RM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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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전후에 양측 하지의 SI1RM가 변화하는 비율은 Pre-test의 양측 하지 SI1RM

에 비하여 Post-test의 양측 하지 SI1RM가 얼마나 변화하였는지를 <식 4.2>와 같

이 VI1RM(변이지수, Variation index)로 나타내며 VI1RM값이 0보다 클수록 감소율이

크며, VI1RM값이 작을수록 증가율이 크다. 결과는 <표 4.2>, <그림 4.3>과 같이 나

타났으며, 대조군(-36.53±70.36%)의 VI1RM는 레그프레스 운동 후에 양측 하지

SI1RM가 증가함을 보였다. 바이오피드백군(68.33±24.95%), 음파전신진동운동군

(68.17±19.82%), 결합군(93.33±9.85%)의 VI1RM값은 레그프레스 운동 후에 양측 하

지 SI1RM가 감소함을 나타냈다. 바이오피드백군은 음파전신진동운동군과 비슷한 경

향의 SI1RM 감소를 보였으며, 결합군은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식 4.2>

       
      

표 4.2 운동 전후 양측 하지 VI1RM

Group
양측 하지

1RM 차이

Pre&Post-test VI1RM (%)

(Mean ± SD.)

CG 증가 ↑ -36.53 ± 70.36

BG 감소 ↓ 68.33 ± 24.95

WG 감소 ↓ 68.17 ± 19.82

BWG 감소 ↓ 93.33 ±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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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운동 전후 양측 하지 VI1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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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양측 하지근의 MVIC 운동 중 Torque 변화

음파전신진동운동을 동반한 바이오피드백 기반의 근육 균형발달 운동법이 하지

근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각 군에서 양측 하지의 MVIC운동

중 Torque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Torque의 측정은 레그프레스 운동 실시 전

(Pre-test)과 4주간의 레그프레스 운동 실시 후(Post-test)에 측정하였으며, 양측

하지 Torque 불균형 비율을 <식 4.1>을 사용하여 SI로 나타내었다. 결과는 <표

4.3>, <그림 4.4>와 같다. <그림 4.5>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레그프레스 운동이후

대조군(13.55±12.53% ⇒ 17.64±5.88%)의 양측 하지 SITorque는 증가하였으며, 바이오

피드백군(16.70±10.47% ⇒ 5.50±1.51%), 음파전신진동운동군(9.77±3.33% ⇒

1.73±0.71%), 결합군(14.30±8.42% ⇒ 1.53±1.54%)은 각각 운동이후의 양측 하지

SITorque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표 4.3 운동 전후 양측 하지 SITorque

Group
Pre-test SITorque (%)

(Mean ± SD)

Post-test SITorque (%)

(Mean ± SD)

CG 13.55 ± 12.53 17.64 ± 5.88

BG 16.70 ± 10.47 5.50 ± 1.51

WG 9.77 ± 3.33 1.73 ± 0.71

BWG 14.30 ± 8.42 1.53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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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test (b) Post-test

그림 4.4 운동 전후 양측 하지 SITorque

그림 4.5 운동 전후 양측 하지 SITorque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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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est의 양측 하지 SITorque에 비하여 Post-test의 양측 하지 SITorque가 얼마나

변화하였는지를 <식 4.3>를 사용하여 VITorque로 나타내었으며, 결과는 <표 4.4>,

<그림 4.6>과 같다. 대조군에서 양측 하지의 VITorque가 0.38% ⇒ 17.65%로

-4545.02% 증가한 연구대상자의 결과는 증가 범위가 다른 연구대상자들에 비하여

극단치로 나타내어 예외로 처리하였으며 예외를 포함하여 산출한 평균값도 <표

4.4>, <그림 4.7>에 같이 나타내었다.

   

      
  <식 4.3>

       
      

대조군(-46.36±98.63%(-946.09±2013.68%)
2)
)은 레그프레스 운동 후에 양측 VITorqu

e는 레그프레스 운동 후에 양측 하지 SITorque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바이오피

드백군(61.36±13.26%), 음파전신진동운동군(82.56±2.36%), 결합군(88.14±11.33%)은

양측 하지의 VITorque는 레그프레스 운동 후에 양측 하지 SITorque가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냈다. 음파전신진동운동군은 바이오피드백군에 비하여 VITorque가 21.2%p크

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결합군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2) 극단치 예외를 포함한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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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운동 전후 양측 하지 VITorque

Group
양측 하지

Torque 차이

Pre&Post-test VITorque (%)

(Mean ± SD.)

CG 증가 ↑
-946.09

*
± 2013.68

*

-46.36 ± 98.63

BG 감소 ↓ 61.36 ± 13.26

WG 감소 ↓ 82.56 ± 2.36

BWG 감소 ↓ 88.14 ± 11.33

*.극단치 예외를 포함한 Mean±SD.

그림 4.6 운동 전후 양측 하지 VI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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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극단치를 포함한 운동 전후 양측 하지 VI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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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양측 하지근의 표면 근전도 RMS값 변화

레그프레스 운동 중의 근육 활성도를 관찰하기 위하여 양측 하지의 넙다리 곧은

근에서 표면 근전도를 측정하고 <식 2.3>를 이용하여 RMS 값을 산출하였다. 각

세트 수행에서 양측 하지의 근육 활성도의 SI를 <식 4.1>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

며, 3세트의 근육 활성도 SI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8회의 레그프레스 운동 수행

에서 측정된 양측 하지의 근육활성도의 SI는 <표 4.5>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대조

군(21.58±3.16%), 바이오피드백군(6.14±1.68%), 음파전신진동운동군(4.46±2.84%), 결

합군(5.34±0.88%)의 총 8회의 레그프레스 운동 수행 중 양측 하지 근육 활성도 SI

를 보였다. 결합군에서 가장 낮은 SI값을 보였다.

표 4.5 레그프레스 운동 중 양측 하지 근육 활성도 SI

Group
1회 ～ 8회 근육 활성도 SI (%)

(Mean ± SD)

CG 21.58 ± 3.16

BG 6.14 ± 1.68

WG 4.46 ± 2.84

BWG 5.34 ± 0.88

음파전신진동운동군과 대조군의 2주 간격으로 측정한 양측 하지 근육 활성도 SI

는 <표 4.6>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4.8>과 같이 기간별 근육 활성도 SI의 변화

율을 나타냈다. 대조군의 1～2주간(21.53±4.41%)과 3～4주간(21.62±1.97%)사이의

양측 하지 근육 활성도 SI는 –0.43%의 변화를 보였다. 음파전신진동운동군은 1～

2주간 (8.92±1.50%)과 3～4주간(3.99±0.63%)사이의 양측하지 근육 활성도 SI는

55.18%변화함을 보였다. 바이오피드백 군과 결합군은 바이오피드백에 의해 근육

활성도를 수의적으로 조절하므로 운동기간과 근육 활성도 사이의 관계는 무의미하

여 SI의 변화율을 별도로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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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대조군과 음파전신진동운동군의 기간에 따른 근육 활성도 SI

Group

기간별 근육 활성도 SI (%)

(Mean ± SD)

1～2주 3～4주

CG 21.53 ± 4.41 21.62 ± 1.97

WG 8.92 ± 1.50 3.99 ± 0.63

그림 4.8 대조군과 음파전신진동운동군의 기간에 따른

근육 활성도의 SI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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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 찰

본 연구는 바이오피드백에 기반한 근육 균형발달 운동 중 음파전신진동운동이

하지근의 균형적인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20, 30대 사이의 건강한 성

인남성 22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비교 평가를 위한 대조군과 바이오피

드백을 적용하여 레그프레스 운동을 실시한 군, 음파전신진동운동을 적용한 군과

음파전신진동운동과 바이오피드백 모두를 적용한 군을 설정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대상자의 어떠한 부상이나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

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대상자들은 각 군에 따라서 설정한 프로토콜에 따

라 4주간 8회의 레그프레스 운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4주간의 레그프레스 운동 전

후에 1RM 측정 및 MVIC 운동 중 무릎 Torque를 측정하고, 운동 중에 표면 근전

도를 계측하였으며 이를 균형적인 근력발달의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하였

다.

근력운동의 기간은 근력운동을 하였을 때 근력향상이 나타난 기간을 조사한 선

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였다. Moritani T.의 연구에 따르면 8주간의 근력운동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험에서, 최초 3～5주차에서 근비대를 수반하지 않은 유의한

근력향상이 관찰된 점[56], R. S. Staron의 연구에서 8주간의 근력운동에서 레그프

레스 운동능력의 향상이 4주차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점[57]을 고려할 때 4주간의

레그프레스 운동의 수행은 근력의 변화를 관찰하기에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1RM 측정 및 MVIC 운동 중 근력의 측정은 최대근력을 측정할 때 주로 사용되는

근력측정법으로써[4] 레그프레스 운동 전후의 근력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써 적절하며, 표면 근전도의 RMS값과 근력이 유사한 상관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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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표면근전도의 RMS값은 하지근의 근육 활성도 평가 지표로

써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바이오피드백과 음파전신진동을 동반한 레그프레스 운동의 평가 지

표로써 제시한 운동 전후의 1RM, MVIC 운동 중 Torque, 그리고 근육 활성도는

양측 불균형 상태가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바이오피드백을 적용한 군의 양측 하지에서의 VI1RM 및 VITorque값

은 대조군에서 레그프레스 운동 전후에 SI1RM 및 SITorque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에 비하여 바이오피드백군과 결합군에서는 SI1RM 및 SITorque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SI의 변화는 Shumway-Cook의 연구에서 시각적 바이오피드백을 적

용하였을 때 비대칭성을 감소시킴을 보고한 점[58], Catherine M. sackley의 연구

에서는 바이오피드백이 체중심 균형유지에 효과가 있음을 보인 점, Sackley와

Baguley의 연구에서 시각적 바이오피드백 훈련이 운동수행능력의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보인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59]. 또한 바이오피드백을 이용한 근육

균형발달 운동은 편측의 운동부하를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것이 아닌 양측하지의

협응운동 중 근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부상의 위험성이 기존의 운동부하

편차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기존의 근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인 운동부하 편차방식이 가지고 있는 부상의 위험성을 가진다는 점과, 운동이

종료된 이후에 균형적인 발달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

안으로 표면 근전도 기반의 시각적 바이오피드백을 이용하는 것은 적절한 운동처

방 방안 이라고 판단된다.

음파전신진동운동은 긴장성 진동반사의 효과로 인하여 근육을 수축시킴으로써

근 신경계의 자극을 발현하게 한다. Torvinen의 연구에서 전신진동운동을 수행하

였을 때 근력과 균형능력의 유의한 향상을 보였으며, Cardinale M.의 연구에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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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몬 반응의 유발, Figueroa의 연구에서 혈류의 변화가 건강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저항운동과 전신진동운동을 결합하여 수행하였을 때

근육의 향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Bemben의 연구에서 전신진

동운동과 근력운동을 같이 수행하였을 때 단독으로 근력운동을 수행하였을 때 보

다 근력의 증가율이 높음을 확인하였다[60]. 따라서 바이오피드백을 이용한 근육

균형향상운동과 음파전신진동운동을 결합하면 운동능력의 향상과 근육 균형의 향

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음파전신진동운동을 적용한 군에서의 VI1RM 및 VITorque값은 대조군에서 운동전

후에 하지근의 SI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에 비하여 음파전신진동운동군, 결합

군에서는 하지근의 SI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음파전신진동운동을 단독으로 수행한 경우와 바이오피드백을 이용한 근육 균형

발달의 효과가 비슷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음파전신진동운동이 근육의 균형적인

발달을 유도하였음을 판단할 수 있다. 이는 Yarar-Fisher C.의 연구에 따르면 척

추 부상 환자에게 적용한 전신진동운동이 정상인에게 적용하였을 때 보다 근력의

향상에 더 큰 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정상인의 21%의 하지 지방제외체중에 비

하여 16%의 하지 지방제외체중을 가지는 척추 부상군에서 근육이 지지해야 하는

체중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61]. 따라서 하지 열성측의 지방제외체

중이 우성측에 비하여 낮으므로 우성측보다 열성측에서 전신진동운동의 영향을 많

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전신진동운동은 신체

의 균형능력의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Chen의 연구에서는 전신진동운동이 COP의

감소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는 근육 불균형의 치료법으로써 이용되는 감

각운동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전신진동운동을 통한 감각운동 훈련의 효과는 고

유수용성감각이 촉진됨으로써 나타나며 수의적인 근육의 움직임뿐 아니라 심부근

육들의 반사적 자극이 이루어짐으로써 일어난다. 전신진동운동과 같은 불안정한

표면에서의 중심유지 훈련은 잠재의식적으로 중력중심을 조절함으로써 근수축의

속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근 균형 향상에 도움을 준다. 전신진동운동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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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의 균형능력이 향상된 상태에서의 근력운동은 균형적인 근 지구력의 증가를

가져오고 사슬효과에 따라 근육의 균형적인 향상을 가져온다. 따라서 음파전신진

동운동의 잠재의식적인 고유성 감각의 촉진과 바이오피드백을 이용한 의식적인 근

력 균형유지가 결합되어 바이오피드백과 음파전신진동운동을 각각 단독으로 수행

하였을 때 보다 효과적인 근 균형 발달이 이루어 졌을 것이라 사료된다.

양측 하지에서의 VI1RM 및 VITorque의 변화는 결합군에서 가장 높은 SI의 감소율

을 보였으며, 바이오피드백군과 음파전신진동운동군에서의 VI1RM변화는 비슷한 크

기의 경향으로 감소함을 보였지만, VITorque의 변화는 음파전신진동운동군에서 평균

21.2%p 높은 감소를 보였다.

VI1RM와 VITorque의 SI 감소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측정시 사용되는 근육군의

차이에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레그프레스 운동으로 측정하는 1RM은 넙다리

네갈래근과 큰 볼기근, 뒤 넙다리근을 사용하는데 비하여, 근력 검사기기로 측정하

는 MVIC 운동 중 Torque는 넙다리 네갈래근만을 사용하여 운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신진동운동을 수행한 군과 수행하지 않은 군을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

로 VI의 차이가 큰 결과는 음파전신진동운동이 넙다리 네갈래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결과는 Ramona Ritzmann와 Riccardo Di

Giminiani의 선행연구에서 90˚정도의 무릎각도일 때 인체의 관상면을 기준으로 전

방의 하지근이 발달되었다는 보고와 일치한다.

Bjorn A. alkner의 연구에서 보인 표면 근전도와 레그프레스 운동중의 근력은

선형성을 가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레그프레스 운동 중 측정된 표면

근전도 신호는 양측 하지의 운동 중 근육 활성도를 평가하는데 타당할 것이다. 레

그프레스 운동 중 측정한 표면 근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RMS값을 산출하여 추

정한 양측 하지의 근육 활성도의 SI는 결합군에서 가장 낮았으며 대조군이 가장

높은 SI값을 보였다. 레그프레스 운동 전 대조군과 바이오피드백군, 결합군의 1RM

과 MVIC 운동 중 Torque에서 비슷한 SI값을 보인 것에 비하여 양측 근육 활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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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값은 바이오피드백군, 결합군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

과는 연구대상자에게 적용한 표면 근전도 기반의 바이오피드백이 양측의 균형적인

근력의 발현을 유도하였음을 보인다.

음파전신진동운동을 동반한 레그프레스 운동을 수행한 음파전신진동운동군은

4.46±2.84%의 근육 활성도 SI값을 보였으나 레그프레스 운동 이전의 1RM 및

Torque의 SI가 대조군에 비하여 음파전신진동운동군이 낮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음파전신진동운동의 적용으로 인한 근 활성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동 기간에 따른 근육 활성도 SI의 변화율을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4주

간의 근력 운동 중 근력의 발현이 일어나는 기간인 3～4주 구간과 근력의 향상이

미미한 운동초기 1～2주 구간의 근육 활성도 SI 변화율을 산출하였다. 대조군(–

0.43%)에서는 근육 활성도 SI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음파전신진동운동

군(55.18%)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음파전신진동운동

이 감각훈련과 같은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레그프레스 운동 중 양측 하지의 균형유

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음파전신진동운동군에서 레그프레스 운

동의 수행 기간이 증가할수록 양측 하지 근육 활성도의 SI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이는 것은 근력운동 중 음파전신진동운동의 적용이 균형적인 발달을 유도할 수 있

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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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근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저항운동 중 균형적인 근력운동이 아닌 경우 근 기능의

손상과 관절기능장애, 또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양측의 균형적인 근력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좌우의 근육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운동부하 편차방식이 있다. 그렇지만 편측의 신체능력 이상의 과부하나 역치 이하

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상대적으로 근육 발달이 더뎌지게 된

다. 또한 양측의 균형적인 운동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운동 종료 후 운동평

가를 통하여만 확인할 수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상의 위험이 적으며 실시간으로 균형운동을 확인할

수 있는 표면 근전도 기반의 바이오피드백 시스템을 이용하여 근육 균형 발달을

유도하고 근력운동의 보조 수단으로써 음파전신진동운동을 적용하여 하지근의 균

형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4주간의

레그프레스 운동을 실시하였으며 전후의 1RM 및 MVIC 운동 중 Torque를 측정

하여 근력향상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였다. 바이오피드백을 적용한 군,

음파전신진동운동을 적용한 군에서 1RM 및 MVIC 운동 중 Torque의 양측 하지

SI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바이오피드백과 음파전신진동운동을 결합하여 적

용한 군에서 근육 불균형의 감소경향이 가장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표면 근전

도의 RMS값으로 추정한 양측 하지 근육 활성도의 SI값이 대조군에 비하여 바이

오피드백을 적용한 군에서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음파전신진동

운동을 적용한 군에서 운동기간이 증가할수록 양측 하지의 근육 활성도 SI가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실험을 통해 4주간 수행한 하지근 균형 발달 유도의 방법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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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피드백은 기존의 양측부하 편차방식 운동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3주 이상의 음파전신진동운동을 동반한 근력운동은 하지근 균형 발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하지근 균형 발달 운동법은 표재근(Superficial muscle)뿐 아니라 심

부근육의 균형적인 발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바이오피드백과 음파전신진동운동을

결합한 하지근 균형 발달 운동방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

과는 근육 불균형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하기에 충분

한 가능성이 있으며 일반인 뿐 아니라 운동선수, 재활 환자군 등과 같은 특수한

조건을 가진 대상자 에게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1RM 및 MVIC 운동 중 Torque의 SI값이 표본간의 표준

편차 범위가 넓은 점, 각 군의 표본수가 많지 않음으로 인해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향후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20, 30대의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체형

의 종류에 따라 근육의 발달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극단치가 나타나는 원인이 되었

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별, 나이, 체형 등의 표본을 구분하여 동시에 관찰할 필요

성이 있고 이에 따라 적용범위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양측 하지근의 차이가 감소하는 경향성은 확인되었으나,

향후 다수의 연구대상자로 실험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표면 근전도 측정의 표적근육을 큰 볼기근과 뒤 넙다리근으로 확대하

여 좌우의 근육 불균형 뿐 아니라 상지근과 하지근 또는 주동근과 길항근과 같은

체간 불균형에 관하여도 관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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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biofeedback training combined with sonic

whole body vibration on symmetrical development of

lower limb muscle

Sang-hun, Kim

Department of Biomed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Muscle strength exercise using resistive load brings strength imbalance because

of the lateral dominance characteristics of the body, so it causes muscle imbalance.

Exercise-load variation methods is a conventional method to prevent biased muscle

exercises or muscle imbalance treatment. But This method has a negative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the muscles due to one side overload or below

threshold stimuli and cannot observe the balance of muscle strength in real-time.

So, this study proposed a novel method for balanced development of muscle that

has less factors of injury and restraints to muscle development and induces

balanced muscle strength in real-time. It measures surface EMG based muscles

activity and can be applied for bio feedback to subjects and induces balanced

muscle development using sonic whole body vibration as auxiliary mean.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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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sonic whole body vibration system and real-time bio feedback system

based on surface EMG were developed. To verify the effect of this method, four

group of subjects are set randomly as control group, bio feedback group, whole

body vibration group, and bio feedback with whole body vibration group. Leg

press exercise was carried out during 4 weeks and muscular imbalance ratio is

calculated using 1RM, torque of both lower limb muscle.

Muscle imbalance ratio of pre to post exercise at control group(VI1RM :

-36.53±70.36, VITorque : -46.36±98.63) increased, but the ratio at bio feedback

group(VI1RM : 68.33±24.95, VITorque : 61.36±13.26), sonic whole body vibration

group(VI1RM : 68.17±19.82, VITorque : 82.56±2.36), and bio feedback with sonic whole

body vibration group(VI1RM : 93.33±9.85, VITorque : 88.14±11.33) relatively decreased.

As a result positive influence of sonic whole body vibration for balanced

development of lower limb muscle is demonstrated in this study. In addition, the

proposed exercise method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method and

it is enough to apply to muscle imbalance treatment and is applicable to athletes

and patients.

key words: Sonic whole body vibration, Bio feedback, Muscle imbalance, Balanced

muscle development, Sports medic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