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철, 이명희

노인에서 일어서기 동작 시 발의 위치에 따른 근활성도의 변화 

■박민철, 이명희1

■부산대학교병원 물리치료실, 1대구보건대학 물리치료과

Analysis  of Muscle  Activity  on  Foot  Position  during  a  Sit‐to‐stand  activity  in  the  Elderly

Min‐Chull  Park,  PT,  PhD; Myoung‐Hee  Lee,  PT,  PhD1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1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Daegu  Health 
Colleg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hanges  in  muscle  activation  associated  with  foot  position 
during  a  sit‐to‐stand  exercise  among  normally  healthy  elderly  subjects.

Methods:  Eight  subjects  (male=3;  female=5;  mean  age=70.13±±2.53years)  were  recruited.The  activation  of  six  muscles 
(neck  extensor;  lumbar  extensor;  hamstring;  rectus  femoris;  gastrocnemius;  tibialis  anterior)  was measured  by  surface 
EMG  (TeleMyo  2400T  G2,  Noraxon  Inc.,  USA)  during  a  sit‐to‐stand  protocol  under  three  different  foot  positions  (ankle 
dorsiflexion  of  0,  15,  or  30  degrees).

Results: Muscle  activation of  the  neck  extensor  and  hamstring was decreased  according  to  the  change  in  foot position 
(p<0.05),  but  activation  of  the  rectus  femoris  was  increased  (p<0.05).  Muscle  activation  of  the  neck  extensor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0  and  15  degrees  (p<0.05). Muscle  activation  of  the  hamstring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0  and  15  degrees  and  between  0  and  30  degrees  (p<0.05).  Muscle  activation  of  the  rectus  femori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0  and  30  degrees  and  between  15  and  30  degrees  (p<0.05)  However,  activation  of 
lumbar  extensor,  gastrocnemius  and  tibialis  anterior muscles  did  not  significantly  differ  between  foot  positions.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uscle  activation  during  a  sit‐to‐stand movement  differs  depending  on  foot 
position.  We  believe  that  these  differences  should  be  considered  when  educating  the  elderlyregarding  proper  body 
m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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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의자에서 일어서기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적 과제이다. 특히 한 자세에서 다른 자세로 옮기기(trans-

ferring), 걷기(walking), 돌기(turning), 계단 오르기(stair 

climbing) 등과 같은 동작들은 선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어서기 동작은 다른 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력이 부족한 노인이나 편

마비 환자들에게 일어서기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1,2

일어서기 동작은 기본적으로 체간을 앞으로 기울이는 1단

계 동작과 선 자세를 만들기 위해 몸통을 들어올리는 2단계 동

작으로 구분할 수 있다.3 Schenkman 등4은 의자에서 일어서기 

동작을 4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1단계는 일어서기 위한 

최초의 모멘텀(momemtum)을 발생시키기 위한 굴곡-모멘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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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이다. 2단계는 모멘텀 전환단계로 의자 시트에서 엉덩이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시작되고 족관절 최  배측굴곡 지점에서 

끝나는데 이 단계에서 상체의 전방 모멘텀은 신체 전체의 전방 

그리고 상방향 모멘텀으로 전환된다. 3단계는 신전단계로서 신

체가 완전한 직립자세로 일어서는 동안 발생하는 단계이고 4단

계는 안정화 단계이다.4

최근 들어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동작에 한 연구는 크

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째는 운동학적 시

스템에 의한 동작분석적 접근이고 둘째는 근전도 신호분석 시스

템에 의한 근육 활성 패턴 분석적 접근, 셋째는 힘판에 의한 운

동역학적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접근법이다.3 이 중 근전도

를 이용한 연구는 정상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을 가진 상

자를 통하여 근에너지가 어떻게 중력에 항하여 신체를 지지하

는지, 목적된 움직임을 성취하기 위해 어떻게 얼마나 작용하는

지, 또 얼마나 휴식을 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5 많은 

이전의 연구에서 일어서기 동작에 한 근육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표면근전도를 이용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부분 하

지 근육의 근육 활성 패턴을 확인하는데 국한되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6-10 노인은 젊은 성인에 비해 몸통을 더 많이 굴

곡시키면서 일어서기를 수행하는데 이것은 하지 근력이 약할 경

우 몸통 굴곡을 통해 움직임을 최 한 신체 중심에 가깝게 위치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11 이처럼 연령에 따라 일어서기 동작 

시 체간에서의 다양한 움직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서기 동

작에 한 근활성 분석은  하지의 근육 뿐만 아니라 체간과 경

부신전근 등에 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지만  국내에선 거의 

실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발과 발목은 인간의 신체와 

보행에 있어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부위이지만12 연령의 증

가 뇌졸중 등과 같은 질환에 의해 운동범위의 감소가 흔히 발생

하는 부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발목관절의 위치에 따른 일어서

기 동작 시 하지 근육 및 체간 그리고 경부 근육의 근활성 패턴

을 이해하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일어서기를 확인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한 성인에 있어 하루에 약 60(±22)회 정도의 일어서기 

동작이 수행되며 한 시간 당 3회의 비율을 나타낸다.13 일어서

기 동작은 체중심이 전방으로 이동되고 하지가 신전함으로 인

해 무게중심이 안정된 위치에서 불안정한 위치로 이동하게 되

어 노인들의 경우 이러한 전환 동작 수행 시 낙상의 위험에 노

출될 수 있다.11 그러므로 노인의 낙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서는 효율적인 일어서기에 한 이해와 더불어 근력 강화 프로

그램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인 뿐만 아니라 일어서기 동

작에 제한을 가진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

하기 위한 방향 제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일어서기에 장애가 없는 노인을 상으로 의자

에서 일어서기 동작 시 발목 위치에 따른 하지, 체간, 경부 근

육의 근활성도를 확인하여 향후 노인들의 낙상방지를 위한 효

율적인 일어서기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

고자 수행되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D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하지에 수술 경력이 없

고 독립적인 일어서기 동작이 가능하고 보조도구의 사용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이상의 노인을 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

여할 것을 동의한 8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상자들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Table 1).

Mean±SD

Gender (%) male: 3(37.5) female: 5(62.5)

Age (year) 70.13±2.53

Height (cm) 159.25±7.55

Weight (kg) 61.25±2.82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8)

2. 실험방법

1) 측정도구

(1) 표면근전도

발목의 위치에 따른 근육 활성도를 확인하기 위해 표면근전도

(TeleMyo 2400T G2, Noraxon Inc., 미국)를 사용하였다. 수

집된 표면근전도 신호는 TeleMyo 2400T G2에서 디지털 신호

로 전환되고 전환된 신호는 Myoresearch-XP 1.07 소프트웨어

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근전도 신호의 표본 추출률은 1000 

Hz로 설정하였고 역통과필터(Band pass filter)를 이용하여 

20~500 Hz로 필터링 하였으며, 60 Hz 노치필터를 사용하였

다. 발의 위치에 따른 근전도 신호를 정량화(normalization)하기 

위해 각 근육의 도수근력평가(manual muscle test, MMT)시 

사용하는 일반적인 자세에서 저항을 주어 최 등척성 수축

(maximum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을 유발한 

다음 이를 5초간 측정하고 측정값의 앞과 뒤의 1초씩을 제외한 

가운데 3초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일어서기 동작 시 측정된 

근육 활성도의 %MVIC를 구하였다. 표면근전도 신호의 피부저

항을 줄이기 위해 전극을 부착하기 전 상자들은 체모를 제거

하고 알코올로 부착 부위를 닦은 후 경부신전근 (neck ex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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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5° 30° F p

NE 34.82±12.67† 25.80±10.17† 28.29±8.95 5.39 0.02*

LE 84.49±35.09 57.61±17.26 55.25±16.30 4.75 0.06

HM 45.58±20.54†‡ 36.47±21.02† 35.66±15.62‡ 5.71 0.02*

RF 31.06±5.94† 29.30±5.88‡ 36.50±5.79†‡ 7.56 0.01*

GC 13.45±7.99 14.54±10.88† 16.36±10.89† 2.56 0.11

TA 27.03±12.15 22.85±9.41† 29.36±13.95† 1.87 0.20

Mean±SD
*p<0.05†, ‡ significant different between foot positions
NE: Neck extensor, LE: Lumbar extensor, HM: Hamstring 
RF: Rectus femoris, GC: Gastrocnemius, TA: Tibialis anterior

Table 2. The changes of muscle activation according to foot positions during sit to stand (unit: %MVIC)

sor), 요부신전근(lumbar extensor), 퇴직근(rectus femoris), 

슬괵근(hamstring), 비복근(gastrocnemius), 전경골근(tibilais 

anterio)에 표면 전극을 각각 부착하였다. 경부신전근은 경추 4

번과 5번 극돌기에서 손가락 한 개의 넓이만큼 떨어진 곳에 부

착하였으며 요부신전근은 요추 1번의 극돌기에서 손가락 두 개

의 넓이만큼 떨어진 곳에 부착하였다. 또 슬괵근은 좌골결절과 

경골의 내측상과를 연결하는 선상의 50% 되는 지점, 퇴직근

은 전상극돌기와 슬개골 상연을 연결한 선상의 50%되는 지점에 

부착하였다. 내측비복근은 발목을 저측굴곡 했을 때 가장 두드

러지게 수축된 근육의 가운데 지점, 마지막으로 전경골근은 비

골두와 뒤꿈치 사이의 위 1/3지점에 부착하였다.

2) 실험절차

모든 상자들은 팔걸이가 없고 다리 길이에 따라 높낮이가 조

절 가능한 의자에 고관절 90도 굴곡상태에서 퇴부의 1/2지점

이 의자의 끝에 위치하여 앉도록 하였다. 그 후 상자들의 발목 

각도를 사전에 뽑기를 통해 무작위로 정해진 순서에 의해 0도

(중립위치), 15도, 30도 배측굴곡 자세에서 평소 속도로 편하게 

일어서라는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일어서기를 수행하였다. 이 

때 팔을 이용한 움직임의 보상을 피하기 위해 팔짱을 끼도록 

하여 체간과 하지의 움직임만을 이용해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

였으며 양 발은 어깨 넓이로 위치하게 하였다. 발목 각도의 조

절은 앉은 자세를 유지한 상태로 발의 위치를 후방으로 이동하

여 각도를 측정하였으며 바닥재는 불안정성이 없는 일반 나무

바닥 위에서 수행되었다.  

근전도 신호는 연구자의 “시작”이라는 구령과 함께 측정하

였으며 상자가 완전히 직립하였을 때 종료하였다. 근전도 측

정장비와 연동되어 있는 3차원 동작분석기(Eagle Digital 

System, Motion Analysis, 캐나다)를 이용하여 상자의 양쪽 

후상장골극 사이에 부착한 반사마커를 기준으로 가장 낮게 위

치한 시점부터 가장 높이 위치한 시점까지의 근전도 신호를 분

석하였다. 각 조건에서 세 번씩 측정하였으며 그 평균값을 사용

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모든 자료분석은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

하였으며 유의수준 =0.05로 하였다.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백분율과 빈도분석을 이용하였으며 모든 근육에서 정규성분포

를 만족하였으므로 모수검정 방법을 사용하였고, 발목 위치에 

따른 경부신전근, 요부신전근, 슬괵근, 퇴사두근, 비복근, 전

경골근에 한 근활성도의 차이는 단일-요인 반복측정 분산분

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또한 비검정을 통해 각 각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III. 결과

발목 위치에 따른 근활성도의 비교에서 경부신전근의 경우 발

목의 위치 변화에 따라 근활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p<0.05), 특히 0도(중립위치)와 15도 배측굴곡에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요부신전근은 발목 위치 변화

에 따른 근활성도에 유의한 차이성이 없었다(p>0.05). 슬괵근

의 경우 발목 위치 변화에 따라 근활성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p<0.05), 특히 0도와 15도에서, 그리고 0도와 30도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퇴직근 또한 발목의 위

치변화에 해 근활성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p<0.05), 0도와 

30도, 15도와 30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비복근과 전경골근은 모두 발목의 위치에 따른 근활

성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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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고령화 사회로 증가된 노인인구에 있어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성 

저하는 노인의 삶의 질은 물론이고 노인들의 가족 그리고 사회

적, 국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13 일상생활 동작을 수

행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 중 일어서기는 기

능적 독립성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다.14 그러나 노인의 경우 

관절동통, 근육경직, 근육약화와 병리 그리고 신체적 비활동 등

은 노인의 일어서기에 영향을 주게 된다.15 특히 고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어들고 퇴사두근의 근력이 줄어드는 양상은 앉은 자

세에서 일어서기에 어려움을 갖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16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는 수평과 수직 방향에서 신체의 변

환을 필요로 한다. 이 때 발의 위치, 초기 체간의 위치, 동작의 

속도, 의자 높이, 팔의 사용, 성별, 연령 등은 일어서기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외부 조건들이다.17 특히 발의 위치는 신

체가 앞으로 이동하는 거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15

본 연구는 노인들의 일어서기 동작 시 발목의 배측굴곡의 

위치 변화에 따른 경부와 체간 그리고 하지의 근육 활성도를 

확인하여 보다 효율적인 일어서기의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기

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행되었다.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의 초기는 신체가 지면이나 의자에 

접촉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 적으로 넓은 기저면을 가지

고 있고 발의 위치는 후방에 위치한다. 이후에 체중이 상 적으

로 넓은 기저면에서 좁은 발 위로 이동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

게 된다. 체간의 움직임은 체중을 발 위로 올리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하게 되는 데 개인에 따라 골반이 전방 경사 되기 이전에 

골반에 해 체간이 전방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체간이 신

전된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으며 체간과 골반이 동시에 전

방으로 이동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17 그러므로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를 수행할 때 체간의 근육 움직임에 한 연

구가 포함되어져야 한다.18 체간과 골반이 전방으로 움직일 때, 

머리는 신전되고 무릎 역시 발 위에서 전방으로 움직이게 된

다.17 본 연구의 측정 결과 경부신전근의 경우 중립자세에서 보

다 발목의 배측굴곡이 커질 때 근활성도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0도에 비해 15도 배측굴곡에서 일어설 때 유의한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측굴곡이 30도로 증가될 때 경부신전근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0도나 15도와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요부신전근 또한 배측굴곡이 증가할수록 근활

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이러

한 15도 배측굴곡 시에 나타난 경부신전근의 유의한 근활성도 

감소는 체중 전방 이동 단계에서 체간의 전방이동에 한 머리

의 보상작용이 최소화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족관절 배

측굴곡 15도 정도가 일어서기 동작 시에 경부신전근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발의 위치가 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릎의 전방 움직임은 엉덩이가 의자의 시트에서 떨어짐에 

따라 발목 관절에서 최  배측굴곡을 유발하고 다리가 점차 신

전되면서 바로 선 자세로 움직이게 되고 무릎이 신전됨에 따라 

퇴사두근의 활동 또한 감소하게 된다.17 본 연구의 측정 결과 

중립위치에서 배측굴곡 각도가 15도, 30도로 커질수록 슬괵근

의 유의한 근활성도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5도와 

30도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퇴직근은 중립위치

보다 15도에서 근활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30도에서는 0도와 15도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

미있는 근활성도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측굴

곡 15도에서 슬괵근과 퇴직근의 근 활성도의 감소가 있으나 

각도가 더욱 증가할수록 슬괵근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지만 

퇴사두근의 경우 과도한 근활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슬괵근과 퇴사두근의 근활성도가 최소화 되는 15도 정도의 

족관절 배측굴곡이 보다 효율적인 일어서기를 위한 발목의 위

치가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의자에서 일어서기의 운동학적 분석을 통해 일어서기 동작

에서 노인들이 넓은 기저면에서 좁은 기저면으로의 체중이동과 

바로 선 자세로의 이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골반과 체간 그리고 머리의 움직임이 필요하며 발목관절의 최  

배측굴곡의 범위가 확보되어야 하고 체중을 지탱하여 바로 선자

세로 이동할 수 있을 만큼의 퇴사두근의 근력이 요구되는 것

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발목의 배측굴곡 위치에 따

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연구 상자의 수가 적었으며 둘째, 특정 한 지역의 65세 이상

의 노인들만을 상으로 하였던 점 셋째, 근활성도에 한 측정

을 6개 근육으로 제한하여 측정하였던 점 등이다. 향후 이러한 

제한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일어서기를 위한 전략 수립

을 위한 기초자료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발의 위치 변화에 따라 일어서기 동작 시 경부와 체

간 그리고 하지 근육의 근활성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실시하

였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들에 있어 발목의 배측굴곡 각도의 

변화에 따라 경부신전근, 슬괵근, 퇴직근의 근활성도에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부신전근과 퇴직근의 경우 15

도 배측굴곡에서 가장 낮은 근활성도를 나타내었고 슬괵근은 

30도 배측굴곡에서 가장 낮은 근활성도를 나타내었으나 15도

와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1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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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서 일어서기 동작 시 발의 위치에 따른 근활성도의 변화 

배측굴곡에서의 일어서기가 가장 근활성도에 있어 효율적일 수 

있으며 노인들에 있어 효율적인 일어서기를 위해서는 적절한 

발목의 배측굴곡 각도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일

어서기 훈련이 제공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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