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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세를 조절하기 위한 시각, 감각, 체성, 전정계의 감각 정

보를받아들이는과정이나운동신경과의통합에서균형에문

제점을나타낼수있다[1]. 균형및 근두께 힘의결핍은일상

생활 (ADL)을 수행하는 능력을 손상시키고 삶의 질을 낮추

며 낙상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현상이다[2].

 균형(Balance)은 지지대(Base of support) 내에서 무게중

심(Center of gravity)을유지하는기능으로정의할수있으

며[3], 신체를 평형하게 유지해 자세변화 시 안정성을 제공

하여 건강한 일상생활과 목적있는 활동을 하는데 가장 기본

이 되는 요소이다[4]. 우리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지속적인 신체 움직임을 유지하고 지지체의 지정된 베

이스 위에 인체의 무게 중심 (COG)를 유지하여야 한다[5]. 
복부의 측벽은 복횡근 (Transverse Abdominal Muscle, 
TrA) ,  내복사근 (Internal Oblique Muscle, IO) 및 외복사

근(External Oblique Muscle, EO)으로 구성되며[10], 복부

근육활성화는척추관절의안정성을증가시킬수있다[11]. 
외측 복부근육은 신체 움직임시 체간의 안정성을 제공하며

[12], 또한움직임 조절역할을 하는데 그중 복횡근은척추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한다[13]. 대퇴사두근은 무릎 관절의

동적안정제역할을하며[14], 무릎신장에관여하는주요근

육이다[15]. 또한 대퇴사두근의 활동은 보행의 안정성에 긍

정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관찰되었다[16]. 배근육(TrA, EO, 
IO)와 정적균형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

지만대퇴사두근(VL, VM, RF)와정적균형에관한상관관계

연구들은거의없었다. 따라서본연구는대퇴사두근과배근

육을정적균형과근두께에어떠한관계가나타나는지알아보

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대상자는충남 A시에소재한 S대에재학중인건강한성인

남성중지난 6개월이내양하지체중분배에영향을주는신

체적 결함이 없고, 균형유지를 위해 시각, 청각 및 고유수용

성감각에결손이없는건강한성인남학생을 G-power 프로
그램 3.1.9.4 version을 Test family에서 Exact, Statistical 
test는 Correlation: Bivariate normal model 을 선택하였다. 
correlation p H 1 은 0.5, a err prob는 .05, power(1-B err 
probe)는0.8, Correlation p H0는 ‘0’ 으로 선정하여 29명을
산출하였다. 
2.2 측정 도구

본연구에는균형측정기(Tetrax balance system, Sunlight

Inc., Israel 2004)로 정적균형을 측정하고 초음파기기

20대 대학생의 복부와 대퇴사두근의 근두께와 균형의
상관성 연구

이동엽*, 김석현*, 김재홍*, 김성길*, 홍지헌*, 유재호*, 김진섭*
*선문대학교 물리치료학과

e-mail:leedy@sunmoon.ac.kr

Correlation among Abdminal Muscles and Quadriceps Muscle and Static 
Balance in Male College Students in their 20s

Dong-Yeop Lee*, Seok-hyun Kim*, Jae-Hong Kim*, Kil-sung Kim*, 
Ji-Heoan Hong*, Jae-ho Yu*, Jin-Seob Kim*

*Dept. of Physical Therapy, SunMoon University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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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sonography)를 사용하여근두께를측정을하여비교하

였다.

2.2.1 근두께 측정

초음파기기로배근육(TrA, EO, IO)과 대퇴사두근(RF, VL,

VM) 총 6가지 근육의 두께를 측정하였다. 초음파기기

(Ultrasonography) 도자의접촉부위는대퇴직근은허벅지앞

쪽, 전상장골극에서 슬개골 50% 지점에 초음파 도자를 가로

방향으로 위치 시켰다 내측광근은 허벅지 앞쪽, 앞위엉덩뼈

가시에서 슬개골 정중앙까지 선을 그리고 슬개골 윗면에 평

행한 선을그린 다음 위 두선이 만나는 지점에 초음파 도자

를 위치시켰다. 외측광근은 대퇴골 대전자와 대퇴골 외측상

과사이에선을긋고, 이 선의 50% 되는지점에초음파도자

를 세로방향으로 위치하여 측정했다.

2.2.2 정적 균형 측정

바로선자세에서정적균형을측정하였으며측정장비로는

균형측정기이다]. 안정성 지수(Stability Index, ST)는 4개의

힘 측정판에서 자세의 동요 정도를 측정하여 전반적인 안정

성을 나타내는 지수로, 대상자가 자세의 변화를 조절하고 보

상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였다.

2.4 분석방법
연구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version 22.0를 사용했으

며, 바로선자세에서정적균형(Tetrax)을측정하고바로누

운자세에서근 두께(Ultrasonography)를측정하여정적균형

과 근 두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여 분석했다. 통계

학적 유의 수준은 α = .05로 설정하였다.

3. 결과
3.1 대퇴사두근과 정적균형의 상관관계 비교

RF의근두께가 16.83±1.38에서WDI(p<.01)로 유의한상관관

계를 보였으며 ST(p>.05)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VM의 근두께가 23.91±1.49이며, 적정균형에서 상관관계로

WDI,ST에서 (p>.05)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VL의 근두께

가 20.25±1.46로 ST, WDI에서 (p>.05) 유의한차이가없었다.

Muscle thickness(mm)
Variables TrA IO EO RF VM VL

WDI r .224 .205 .096 -.472 .216 -.009
p .242 .285 .619 .01 .261 .963

ST r .084 -.036 -.341 -.134 .181 .221
p .664 .852 .07 .487 .349 .25

* p<.05,  ** p<.01,  *** p<.001, WDI: weight distribution, ST: 
stability index , TrA: transverse abdominal, IO: internal oblique, EO: 
external oblique, RF: rectus femoris, VM: vastus medialis, VL: vastus 
lateralis

[표 1] Correlation of static balance and muscle thickness 
N=29

4. 논의
  본 연구는 복부근육과 대퇴사두근의 근두께와

정적균형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로는 RF의 근두께와

정적균형의 WDI가 상관관계가 있었다. Boudarham et al. 
(2014)의 연구에서는 RF는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했으며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할 수

있다[29]. Yang et al. (2016)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RF가
과도한 체중 부하를 제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했고

선행연구와일치하였다[28]. 그리고 Cassio et al. (2017)의
연구에 의하면 RF는 고관절 굴곡근과 무릎 신근의 역할을

하는 양 관절 근육이며, 정적 작업 중에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했으며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27]. 선행논문인 Watanabe et al. (2016)의
연구에 의하면 RF 근육의 국소 신경근 제어는 유각기 동안

RF 근육 활성화에 의해 유발되는 예상치 못한 무릎 확장

관절 모멘트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33]. 이것은 RF가
보행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RF의 근두께가 정적균형에서의 WDI를
제외한 나머지 근육과 정적균형에서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찾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배 근육을

측정하였다. Gong (2013) 의 논문에 의하면 TrA를 포함한

배 근육의 근 두께는 균형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34].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정상인이기 때문에 NO 
상태의 ST는 모두 최적의 상태로 측정되었다. 그로 인해서
결과값이 유의한 차이가 나 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른결과로는대상자마다근육활동비율차이로인한근육

불균형의 영향 때문일 수 있다고 보고했다[31]. 그리고
선행논문인 Arroyo et al. (2018)의 연구에 의하면 초음파

영상을찍고난다음에바로누운자세로의시간이근두께와

단면적, 에코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일칭했다[30].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건강한 20대 남자 성인들로만

대상자로 진행하여 결과를 다른 연령대와 일반화할 수

없었으며, 근두께가아닌근력은측정되지않았다. NO 상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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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는 모두 정상인을 대상 측정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값의

측정이 어렵다. 또한 감각신경계과 운동신경이 대상자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연구 측정과 일반화하기 어렵다. 

5. 결론
정적균형과복부근육, 대퇴사근육의근두께에대한상관관계

에서 RF의 근두께가 정적균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것을 알수있었다. 향후임상에서의정적균형과근두께의

방향성을제시하는데의의가있으며, 초음파와균형측정기를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비교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되

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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