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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ng, S. H., Park, W. Y, Lee, H. S. The effect of aging on motor control function and the muscle activation during maintain postural 

stability. Exercise Science. 21(4): 425-433, 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aging on motor control function 

and the muscle activation during maintain postural stability. Twenty one healthy subjects in young group(21 females; 20.47±2.27 yrs) 

and 18 healthy subjects in elderly group(18 females; 68.57±4.65 yrs) volunteered for the study. All subjects had no history of 

musculoskeletal injury or neurological or vestibular disorder, or concussions. Subjects reported to the laboratory for one testing session 

to measure the motor control functions such as reaction time and adaptation by Dynamic Posturography while the muscle activation 

patterns were collected through EM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was observed in large backward translation(p<.05) reaction time 

in elderly group. Also, there were significantly decrease in adaptation A1, A2(p<.05) in elderly group. The muscle activation in elderly 

group thigh, gastrocnemius, and hamstring, were higher than subjects in young group during backward translation(p<.01). Also, the muscle 

activation on thigh(p<.01), hamstring(p<.01), tibialis anterior(p<.05), and gastrocnemius(p<.01) were significantly high in senior group. 

Significantly higher muscle activation in thigh, hamstring, and gastrocnemius was found during toe-up and toe-down phase in elderly 

women than young women. Tibialis anterior is the main muscle to keep the balance in both young and elderly women. However, elderly 

women have much more tibialis anterior muscle activation than young wome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higher level of muscle 

activation in the elderly woman can be explained not only by decreasing motor control function but also increasing muscle activation 

to maintain postur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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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협, 박우영, 이호성. 노화가 평형유지시 운동조절 기능 및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 운동과학, 제21권 제4호. 425-433,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노화에 따른 운동조절 기능 및 근전도 반응을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피검자는 평균연령

이 20세인 건강한 여자대학생 21명(20.47±2.27세)과 노인여성 18명(68.57±4.65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운동조절 기능 중 반응

시간과 적응도는 동적자세검사기로 측정하였고, 근활성도는 4채널 근전도 검사기로 앞정강근, 장딴지근, 넙다리근, 무릎근에

서 실시하였다. 운동조절 기능 특히 큰후방전환에서는 노인군에서 유의하게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p <.05). 적응도 역시 노인

군이 낮았으며 특히 초기 적응도에서 노인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p<.05). 근전도 반응 결과 후방전환시 균형을 유지하기 위

해 넙다리, 장딴지, 무릎근에서 청년군에 비해 유의한 크게 이루어졌고(p<.01), 전방전환시에는 넙다리(p<.01), 무릎근(p<.01), 

앞정강근(p<.05), 장딴지근(p<.01)에서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Toes up과 toes down 결과 toes up 시에는 넙다리, 무릎

근에서 노인군에서 유의하게 근전도 반응이 크게 이루어졌고(p<.05), toes down시에는 넙다리, 무릎근, 장딴지근에서 유의하

게 높은 근활성 반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p<.05). 결론적으로 노인들은 청년군에 비해 운동조절 기능의 감소 및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근활성도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노화, 반응시간, 적응도, 근활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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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인체가 활동시에 자세 및 운동에 대한 조절은 대뇌 단독

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초신경계와 근육, 척수, 뇌간, 

소뇌 및 대뇌 등이 어떤 체계를 이루어 행해지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Gurfinkel et al., 1988). 특히 인체가 평형성을 해치

는 상황에서 특정 근육만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근신경의 협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외부 자극에 대해 근

육과 신경의 협력반응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평형성 유지에 

중요하다(Macpherson, 1991). 

노화가 진행되면서 인체기관의 퇴화로 인한 전도는 노인

들의 노후 삶을 위협하고 있고(Black & Wood, 2005), 일반적

으로 65세 이상 노인 30%가 1년에 적어도 1번 전도로 부상을 

경험하며, 75세 이상 노인 50%가 전도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Gillespie et al., 2003). 넘어짐의 주원인은 노화와 더불어 운

동부족에 의한 체력저하 및 근골격계의 기능 감소로 보았다

(Carter et al., 2002). 전도는 심각한 손상을 불러올 수 도 있

고, 비록 즉각적인 죽음을 초래하지 않지만, 신체적, 사회적 

활동의 제한을 초래하고,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의존성을 증

가시키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Howland et al., 

1998). 노인들에게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전도는 평탄하지 

않은 길에서 보행 중 미끄러지거나 헛디딤 즉 실족으로 발

생한다(Era et al., 2006). 또한 노인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보

행시 바닥이 좁고, 미끄러운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반응시

간이 길면서도 방향 전환 조절기능에서도 낮기 때문으로 보

았다(Liaw et al., 2009). 

운동조절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반응시간 즉 잠복기의 지

연은 낙상과 관련하여 중요하며, 이러한 결과는 중추신경계

의 퇴화로 인한 긴고리반사 경로의 이상을 의미한다고 하였

다(Collins et al., 1995). 반응시간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Jung 등(2009)은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한 보상

기전이 손상을 받아서 지연된다고 하였고, Nardone 등(1996)

에 의하면 반응시간은 키나 혹은 근신경의 노화정도에 따라 

좌우한다는 다양한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적응도 또한 

평형성 유지와 중요하며, Vanicek 등(2009)에 의하면 노인들

은 움직임을 취한 후 평형유지시 원상태로의 복귀가 느리다

고 보고하였다. Prado 등(2007)에 의하면 청년군에 비해 노

인군에서 자세 흔들림의 폭이 큰 것은 적응도의 차이로 본 

반면에 Buatosis 등(2006)의 연구에서는 건강한 노인의 경우 

청년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한편 Nashner(1977)와 Woolacott(1986)등은 후방 병진운동

시 인체는 앞으로의 움직임이 발생하고, 지지면이 움직인 

후 90 msec후 장딴지근이 수축하게 되며, 20 msec간격으로 

무릎근이 수축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

해 발목, 대퇴, 상체 그 다음으로 몸 전체적으로 움직여 중심

을 잡는 것으로 보고하여 발다닥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었

다(Horak & Nashner, 1986). Keshner 등(1988)의 연구에서는 

후방전환시에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소간의 장

딴지근과 앞정강근 및 가자미근의 부위별 근육 기여도가 차

이가 있다고 하였다. Schieppati 등(1995)은 전방으로 숙이는 

과정에서는 앞정강근이 쓰이고, 후방으로 들리는 과정에서

는 가자미근이 우선적으로 쓰인다고 보고하였다. 노인을 대

상으로 할 때, Nardone 등(1996)도 바닥이 전후방 혹은 상하

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주동근인 앞정강근이 우선적으로 쓰

인다고 하였으나, Nardone 등(1990)과 Bove 등(2003)의 연구

에서는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가자미근과 앞정강근에서 동

시에 근전도의 활성화를 보인다고 하였다. Oddsson & 

Thorstensson(1987)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발목의 안정화

가 필요하여 장딴지근과 가자미근이 동시에 기여도를 보이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Gantchev & Draganova(1986)의 연구

에 의하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바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가자미근의 활성화는 유의하였으나 앞정강근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연구에 의하면 30

초간 서있는 상태 및 외발서기에서의 균형을 잡기 위해 앞

정강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여

(Greenwood et al., 2011) 주동근과 길항근의 기여도는 연구

자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노인들이 넘어지는 상황을 재현한 상태인 바닥이 흔들리고 

상하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균형을 잡기위한 반응시간과 적

응도 및 어떠한 근육에서 가장 큰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연

구하는 것은 차후 노인들을 위한 전도예방 강화트레이닝의 

한 부분으로 적용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평형성을 무너뜨리는 상황에서 

노화에 따른 운동조절기능의 차이가 있는지 또한 어떠한 근

육이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하는지 근전도를 통해 그 알아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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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사전에 운동조절기능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제거하고자 동적자세검사기를 이용하여 평형성에 이

상이 없는 여자대학학생 21명과 65세 이상의 노인 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근전도 검사에 대비해 무리한 운동이나 

활동 및 카페인을 금하게 하였다. 피검자로 선정된 연구대

상에 대해 본 실험에 대한 설명과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피

검자의 신체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집  단 연령(yr) 키(㎝) 체중(㎏)

여대생(21명) 20.47±2.27 162.57±3.21 55.59±5.41

노  인(18명) 68.57±4.65 157.59±4.57 53.58±3.28

2. 실험설계

본 실험은 운동조절 기능과 동시에 근전도 검사를 동일한 

상황에서 동시적인 실험을 하였고, 측정장비로는 동적자세

검사기(Dynamic posturography, NeuroCom, USA)와 4 채널근

전도(락싸, 한국)를 이용하였다. 실험 전 무리한 육체활동 

및 특정부위의 지속적인 사용이나 신체활동을 금하였다. 실

험전에 약 30분간의 안정을 취하게 하였고, 실험실에는 학습

방지를 위하여 피검자와 검사자 외 출입을 금하였다. 

1) 운동조절 기능 

운동조절 검사는 발판의 갑작스런 움직임(translation)이 

있을 때, 자동자세반사에 의해 나타나는 운동을 분석하였

다. 운동조절 검사는 반응시간과 적응도 측정으로 우선 반

응시간의 발판의 움직이는 속도 및 시간에 따라 결정되는 

발판의 움직임의 크기와 발판의 전, 후 방향을 조합하여 여

섯가지 검사로 되어 있다. 또한 적응도 검사는 동일 각도의 

반복이 5회 실시하도록 하였다. 세부적인 검사방법은 다음

과 같다.

(1) 반응시간(Reaction time) 측정

반응시간이란 잠복기(latency)라고도 하며, 이른바 자극 

부여 시점으로부터 감각수용 및 운동명령이 근육에 도달하

여 반응할 때까지의 소요시간을 말한다. 이 검사는 앞으로 

3회 후방으로 3회 바닥에서 전환하도록 하였다. 본 EquiTest

에서는 다음 2가지 조건의 자극을 부여할 때 ‘중심에 가해지

는 힘의 변화(COF)’로부터 ‘무의식적인 움직임이 일어날 때

까지의 소요시간’을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반응시간은 좌우 

발판에서 각각 측정되며 검사 성적은 좌우 반응시간을 평균

한 값으로 기록하였다.

Fig 1. Latency test(Wolfson et al., 1994) 

① 조건1. SB(Small Backward translation, 5 ㎝/sec for 250 msec) 

② 조건1. MB(Medium Backward translation, 10 ㎝/sec for 300 msec) 

③ 조건3. LB(Large Backward translation, 15 ㎝/sec for 400 msec)

④ 조건4. SF(Small Forward translation, 5 ㎝/sec for 250 msec) 

⑤ 조건2. MF(Medium Forward translation, 10 ㎝/sec for 300 msec)

⑥ 조건6. LF(Large Forward translation, 15 ㎝/sec for 400 msec)

(2) 적응도(Adaptation) 측정

적응도 검사에서는 발판의 앞부분이 갑자기 위로 움직이

는 toesup 5회, 앞부분이 아래로 움직이는 toes-down 5회의 

움직임(perturbation)이 3~5초 내의 무작위적인 간격으로 반

복되었다. 발판의 움직임은 300msec 동안 발목을 기준으로 

8°의 회전을 유발하며, 이렇게 발목의 꺾임으로 유발된 몸의 

흔들리는 궤적은 발판에서 감지되어 sway energy 라는 값으

로 표시되었다. Sway energy가 큰 값은 그 만큼 몸의 흔들림

이 심했음을 의미하며, 자극의 반복에 따라 sway energy는 

점차 감소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로 알려져 있다.

2) 근전도(EMG) 측정

근전도는 위의 운동조절 기능 검사시와 동일한 조건에서 

특정하였고, 근전도 측정 전에 피검자의 전극 부착 부위에 

소독과 피부연마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전극과 피부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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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daptation test(Wolfson et al, 1994) 

Fig 3. EMG attachment area

저항을 최대로 줄였다. 근전도 측정을 위해 근전도 측정을 

표면전극(surface electrodes)의 4채널을 이용하여 앞정강근

(tibialis anterior)과 장딴지근(gastrocnemius), 넙다리근(thigh), 

무릎근(hamstring)에 서있는 자세에서 전극을 부착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근내전극 삽입부위로부터 각각 1㎝ 떨어진 

부위에 표면전극의 능동전극 2개를 부착시켰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근전도 측정 도구는 공통모드제거율(CMRR)이 

10,000：1 이상 즉 80 dB 이상의 값을 갖으며, 이 값을 값

(gain)을 ×1,000으로 하여 원신호를 증폭시킨다. 증폭된 신호

를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를 이용 변환시켜 샘플링하였다. 

근전도 측정은 전극을 붙인 후에 10분 이상 안정시키고, 이

러한 준비작업이 완료되면 근전도를 측정하였다. 근전도는 

이극유도(bi polar lead) 표면전극(silver-silver chloride)을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돌발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근전도 

반응에 대한 시그널을 퍼스널 컴퓨터에 입력시킨 후 해석 

소프트 장비에 의해 얻어낸 근전도 파형으로부터 근육의 반

응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근전도는 MB(Medium Backward translation, 

10 ㎝/sec for 300 msec), MF(Medium Forward translation, 10 

㎝/sec for 300 msec)상황에서 측정하였으며, 적응도의 경우 

A3상황에서 측정하였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종속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

하였고, 두 집단 간에 독립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α =.05로 하였다. 

Ⅲ. 결과

1. 운동조절 결과

운동조절 기능에 대한 연구 결과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가지의 상황에서 여대생군에서의 반응시간이 노인군

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LB(large backward)에서

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5). 적응도 점

수에서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집단 모두 반복되는 

상황이 전개될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이른바 적응현상이 정

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두 집단 간의 비교결과 적응도 A1(p

<.05), A2(p <.05), A3, A4, A5에서 여대생군에서 유의하게 적

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근전도 결과

1) 전·후방 전환시 근전도 결과

연령에 따른 후방전환시 근전도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10 ㎝/sec for 300 msec 상황에서의 후방전환시 균형을 유지

하기 위해 앞정강근의 움직임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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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results of latency(msec)

SB MB LB SF MF LF

노인군 152.25±9.52 149.75±8.18 140.00±4.58 150.25±10.06 144.00±10.33 138.00±7.50

여대생군 124.75±7.34 125.00±7.07 117.75±7.51 136.25±10.98 131.50±9.47 133.25±8.15

t .243 .057 10.726 1.003 .107 .004

Sig .625 .813 .002 .323 .745 .949

Table 3. The results of adaptation(point)

A1 A2 A3 A4 A5

노인군 91.40±28.62 76.95±18.70 73.85±15.08 66.75±14.00 65.35±13.37

여대생군 70.50±11.06 60.55±10.38 58.70±13.62 56.35±13.23 54.95±15.41

t 10.033 9.287 2.016 2.510 .024

Sig .003 .004 .164 .121 .877

음으로 장딴지근, 넙다리근, 무릎근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

군과 여대생군의 비교에서 넙다리(p <.01), 무릎근(p <.01), 

장딴지근(p <.01)에서 노인들의 근활성화가 유의하게 큰것

으로 나타났다. 10 ㎝/sec for 300 msec 상황에서의 전방전환

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후방전황과 동일하게 앞정강근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장딴지근, 

넙다리근, 무릎근 순으로 나타나 났다. 노인군과 여대생군

과의 비교에서는 넙다리근(p <.01), 무릎근(p <.01), 앞정강

근(p <.05), 장딴지근(p <.01) 모두에서 노인군에서 근전도 

반응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Toes up & down시 근전도 결과

여대생군과 노인군과의 toes up & down 시 근전도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300msec for 8°의 toes up 변화를 주었을 때 

균형유지를 위해 앞정강근을 주로 이용하고, 그 다음으로 

장딴지근, 무릎근, 넙다리근 순으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노인군과 여대생군의 비교에서는 넙다리, 무릎근에서 

노인군의 근활성화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p <.05). 

한편 toes down의 경우에서도 toes up과 근육의 활동과 유사

하였지만, 넙다리근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

인군과의 비교에서도 넙다리(p <.01), 무릎근(p <.05)에서 노

인군의 근활성화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체의 평형성을 무너뜨리는 상황에

서 청년군과 노인군 간의 운동조절 기능 및 근전도 반응

의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반응시간에서 청년군

과 노인군 간에는 예상한 바와 같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으며, 특히 큰후방전환(LB)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

한 결과는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속근의 감소가 가속적으

로 이루어지고 반대로 여자대학생군의 경우 인체의 균형이 

무너질 때에도 반의식적으로 적절한 감각정보를 이용하여 

자세교정을 하면서도 균형유지를 위해 신속히 속근을 동원

시켰기 때문으로 사료된다(Thorstensson et al., 1985). 본 연

구에서는 작은 크기 및 중간크기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을 뿐 현격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Trivedi 등(2009)이 

발표한 작은 크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반대

되는 결과를 보였다. 자세유지시 운동조절은 인체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체성감각, 시각, 전정계 정보를 토대로 중추

에서 수합 명령하여 근육을 통해 나타내는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같은 결과는 노화로 인한 근신경경계의 

퇴화로 인해 근육이 감소하여 반응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사

료된다(Virk & McConvill(2006). 특히 자세 흔들림의 폭이 크

고 반응시간의 지연은 감각처리 속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며(Liaw et al., 2009), 이러한 이유는 노화로 인한 체력 

저하 및 인체기능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Schut, 

1988). 평형유지시 다리근육의 반응시간은 최초 장딴지근의 

50 msec에서 시작하고, 바닥동작으로부터는 정확히 150 msec

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여자대학생의 경우 평균적으

로 약 128 msec를 보인 반면에 노인들의 경우 146 msec를 보

여 유의하게 늦은 것으로 나타나 전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Szturm & Fallang(1998)은 지면에서 흔

들리는 시점에서 앞정강근, 가자미근, 장딴지근, 무릎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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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MG change(forward & backward translation) Fig 5. EMG change(toes up & down)

넙다리에서 60-170 msec 범위내에서 근전도 활동을 볼 수 

있었고, 모든 경우에 있어 최대 300 msec라고 하였다.

Nashner(1977)와 Woolacott 등(1979)은 발판의 후방 병진 

운동시 인체는 앞쪽으로의 움직임이 발생하고, 지지면이 움

직이고 90 msec 후 장딴지근이 수축하게 되며, 20 msec의 간

격으로 무릎근과 척추주위 근육이 수축하는 점은 종아리근

의 반응이 단일시넵스보다 50 msec 후에 나타났다는 것으로 

좀 더 복잡한 신경경로가 관여한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Bouisset 등(1990)은 사람에게 상지의 반응시간 이른바 잠복

기(latency)는 150-200 msec 이며, 이보다 약 50 msec 짧은 

80-100 msec의 잠복기를 가지는 반응이 하지근육에서 일어

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상지에 대한 근전

도의 반응을 동시에 보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 및 차후 

과제로 여겨진다. 

적응도 검사는 300 msec for 8°의 발목의 꺾임과 동시에 

들리는 동작과정에서의 흔들림의 폭을 sway energy 값으로 

표시하여 그 값이 클수록 흔들림이 심했음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연구 결과 적응도 점수 폭이 점차 낮아지는 것이 

정상적인 소견으로(이정구, 1999) 두 집단 모두 정상적인 수

치를 보였으나, 청년군에 비해 노인군의 초기적응도 A1, A2

에서 유의한 차이는 초기 평형 소실률이 노인군이 청년군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초기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결과

로 판단된다. 초기 적응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자극이 반복

되는 과정에서 신경근육 반응의 협력작용이 청년군에 비해 

저하되기 때문으로 보았다(Woollacott et al., 1986). 뿐만 아

니라 배상우, 김재일(2003)은 연령증가에 따른 적응도의 차

이는 감각정보처리과정의 능력과 노화과정에서 생체역학 

및 중추신경계의 퇴화로 보았다. 또한 Cheynel 등(2002)이 발

표한 것처럼 노화에 의한 대뇌활동 부적응 징후군에 의한 

요인이거나, 청년군에 비해 노인군의 발목 주변의 힘이나 

구부림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으로도 사료된다(Wolfson, 

1997). 운동조절 검사중 적응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인들은 반응시간이 길고 몸의 흔들림이 심하기 때

문에 넘어질 위험성이 그 만큼 많다고 하였다(Prado et al., 

2007). 

한편 평형을 무너뜨리는 상황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쓰이는 근육은 청년과 노인군 모두 동일한 메커니즘 즉 앞

정강근, 장딴지근, 넙다리근, 무릎근을 이용하는 순으로 근

전도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청년군에 비해 

노인군의 근전도 반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노인이 지면 이동이나 병진운동시에 청년군 보

다 느리게 반응하며, 발목보다는 큰근육인 힙을 이용한 평

형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이른바, 상황이 곤란할수록 대근을 

이용한 평형전략(옥정석, 박우영, 2010) 및 근육활동이 더 크

게 나타난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다. 균형이 무너진는 상황

에서 각 분절의 협력작용이 이루어질 경우 평형성 유지가 

용이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자세의 안정감에 문제가 발생하

게 된다(Diener et al., 1988). Nardone 등(1990)은 앞뒤쪽이 들

릴 때에 주동근인 앞정강근과 길항근인 가자미의 유사한 반

응을 보였다는 연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한 주동근과 길항근

의 지속적인 상호협력 작용에 따라 이루어지며, 본 연구에

서도 앞정강근과 장딴지근의 활성화 차이로 보아 전후 병진

의 크기에 따라 주동근이 길항근 보다 평형유지에 기여도가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 Horak & Nashner(1986)은 인체가 전

방전환이 발생하면 앞정강이근과 넙다리근의 근육이 주로 

사용된다고 보고하였고, 후방전환시에는 종아리근과 무릎

근 그리고 척추근이 이용된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와는 

다소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 이유

는 실험방법의 차이로 사료된다. 본 연구와 같은 결과는 예

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닥면을 후방으로 움직이면 장딴지

근/가자미근 근육을 긴장시켜 몸이 뒤로 움직이게 되고, 이

차적으로 자세유지를 위하여 앞쪽으로의 쏠림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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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되며,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앞

정강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경우 하체위주의 근전도 검사를 하였으나, 상

체근전도를 실시한 Keshner 등(1988)의 연구에서는 후방전

환시에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초기에 복근이 반응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의 연구에서는 반응시간의 시작은 

초기에는 하체근육인 가자미근-장딴지근에서 일어난다고 

하였으며, 전방전환시에는 후방전환시와 근육의 쓰임새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와 같이 주동근이 앞

정강근이 균형유지에 기여도가 크고, 반면 길항근의 경우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지지면

의 상태나 조건이 다를 시 근육의 협력작용은 다르게 나타

난다고 하였다(Nashner & McCollum, 1985; Horak & Nashner, 

1986). 즉 세가지의 협력작용시 발목의 배측굴근, 힙의 신전

이 발생하기 전에 잠재적인 움직임으로 무릎의 굴신이 시작

되는 ‘무릎-발목-힙’의 협력작용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전

방전환에 대한 ‘무릎-발목-힙’의 협력작용은 무릎의 굴신이 

약 8°정도 일어난다고 하였다(Nordone et al., 1990). 발바닥

이 들리는 동안 무게중심의 후방에 대한 반대로의 변화는 

구부림 협력 즉 힙, 무릎, 배측굴곡이 일어난다. 결과적으로 

운동조절 기능을 개선시키고, 평형성 유지를 위해서는 바닥

으로부터 근접한 부위의 근력강화 뿐만 아니라 인체 전반적

으로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사료된다.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바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노화에 따른 

운동조절기능의 차이가 있는지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어

떠한 근육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지에 대한 기전과 근활성화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여자대학생과 

여성노인군 간의 반응시간에서 노인들이 느린 것으로 나타

났고, 특히 큰후방전환(15 ㎝/sec for 400 msec)에서 노인군이 

유의하게 느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응도에서는 초기 A1, 

A2 적응도에서 노인군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전

도상의 결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쓰이는 하체근육의 기전

은 청년과 노인군 모두 앞정강근을 이용한 균형유지 활성화

가 가장 활발하여 동일한 기전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노인들은 청년군에 비해 운동조

절 기능의 저하 및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근전도 반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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