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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ifference in fascicle behavior of the medial gastrocnemius during the locomotion with

varying intensities, such as gait and one-legged and two-legged vertical jumping.

Methods : Six subjects (3 males and 3 females; age: 27.2±1.6 yrs., body mass: 62.8±9.8 kg, height: 169.6±8.5 cm) performed normal gait (G) at

preferred speed and maximum vertical jumping with one (OJ) and two (TJ) legs. While subjects were performing the given tasks, the hip, knee

and ankle joint motion and ground reaction force was monitored using a 8-infrared camera motion analysis system with two forceplates.

Simultaneously, electromyography of the triceps surae muscles, and the fascicle length of the medial gastrocnemius were recorded using a real-time

ultrasound imaging machine.

Results : Comparing to gait, the kinematic and kinetic parameters of TJ and OJ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Along with those

parameters, change in the medial gastrocnemius (MG) muscle-tendon complex (MTC) length (50.57±6.20 mm for TJ and 44.14±5.39 mm for OJ)

and changes in the fascicle length of the MG (18.97±3.58 mm for TJ and 20.31±4.59 mm for OJ) were observed. Although the total excursion

of the MTC and the MG fascicle length during the two types of jump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however the pattern of length changes were

found to be different. For TJ, the fascicle length maintained isometric longer during the propulsive phase than OJ.

Conclusion : One-legged and two-legged vertical jumping use different muscle-tendon interaction strategies.

Keywords : Human, Muscle-tendon interaction, Stretch-shortening cycle, Tendon Elasticity, Ultrasound imaging technique

Ⅰ. 서  론

인체의 다양한 운동 동작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근육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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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 결합 조직에 내재되어 있는 탄성 특성은 동작의 메

커니즘, 에너지 역학, 제어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근육이 수축 

과정을 통하여 발현하는 기계학적인 힘과 길이는 복잡한 앞먹

임(feed-forward)과 뒤먹임(feedback) 신경제어를 통해 다양한 

조합이 가용한 반면, 근육 내 탄성은 길이와 힘 관계로 단순

히 정의된다. 이와 같은 특성에 의해 제어되는 근육의 탄성은 

운동 동작 중 대사 에너지의 효율성 향상, 파워 증폭, 충격 

흡수 메커니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이는 능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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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발현하는 근육과 탄성을 갖는 대표적 조직인 건으로 구

성된 기능적 단위, 즉 근-건 복합체(muscle-tendon complex,

MTC)의 근육과 건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다(Roberts &

Azizi, 2011).

인체의 운동 수행을 위해 근육에 의해 발현된 기계학적인 

힘이 관절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기까지는 Hill모형(Hill, 1938)

에서 직렬탄성요소로 표현된 탄성 특성을 갖는 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육과 건의 생체역학적인 상호작용은 동작의 메

커니즘 분석에 중요한 요인이다. Griffith (1991)의 연구에서 

근-건 복합체의 등척성 수축 시에 건의 신장으로 인해 근육의 

길이가 짧아질 수 있고, 신장성 수축에서는 건의 탄성으로 인

해 근육의 길이가 등척성 혹은 단축성 수축 경향까지 보이기

도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근육 자체의 힘 발현 역량

은 길이(Gordon, Huxley, & Julian, 1966)와 수축 속도(Hill,

1938)에 의존하지만 근-건 복합체의 힘 발현 역량은 단순히 

영상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근-건 복합체의 길이와 수축 

속도만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인체의 다양한 운동 수행에 있어서 신장-단축 주기(stretch-

shortening cycle, SSC)를 통해 그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점은 

익히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선행 신장성 수축에 의한  강직

성 수축 후 근수축 증강(post-tetanic potentiation) 메커니즘과 

선행 신장성 수축 구간에서 건에 저장된 탄성에너지의 단축성 

수축 구간에서의 활용 메커니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Huijing

& Baan, 1992; Komi, Fukashiro, & Javinen, 1992). 특히 후자

의 경우 건이 스프링과 같은 작용을 할 때 가능하며(Alexander,

2002), 이는 동물 연구에서 확인 된 바 있다(Hoffer, Caputi,

Pose, & Griffiths, 1989; Roberts, Marsh, Weyand, & Taylor, 1997).

인체를 대상으로 한 근-건 상호작용의 연구에서 침습적 방

법 사용의 제약은 최근 초음파영상 기법을 활용하여 비침습적

으로 근섬유의 길이와 수축 속도 변화 측정이 가능해 짐에 따

라서 극복되었다. 최근 인체를 대상으로 근-건 복합체 내에서 

신장-단축주기를 활용한 동작 시 근육과 건의 상호작용 및 이

를 통한 동작의 효율성 향상 연구가 소개된 바 있다(Ishikawa,

Komi, Grey, Lepola, & Bruggemann, 2005; Ishikawa & Komi,

2007; Kawakami, Muraoka, Ito, Kanehisa, & Fukunaga, 2002;

Lichtwark, Bougoulias, & Wilson, 2007; Sousa, Ishikawa,

Vilas-Boas, & Komi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형적인 영상분석만을 통해 접근이 

어려운 근-건 복합체의 생체역학적 특성에 대한 보다 깊이 있

는 정보를 도출하고자, 보행과 한발 수직점프 및 두발 수직점

프에서 신장-단축 주기 동작 중 신장 구간의 부하 정도에 따

른 하지 하퇴삼두근과 아킬레스건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및 과거 병력이 없는 건강한  

성인 6명(남자 3명, 여자 3명: Table 1)을 대상자로 선정하였

으며, 실험 전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

하고 자발적으로 서명 후 제출한 참가 동의서를 받은 후 실험

을 실시하였다.

Gender N Age(years) Weight(kg) Height(cm)

Male 3 28.3±1.5 70.3±0.8 176.5±4.5

Female 3 26.0±0.0 54.8±6.7 162.8±4.4

Total 6 27.2±1.6 62.8±9.8 169.6±8.5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2. 실험 장비 및 절차

본 실험에서 실시하는 보행 및 점프 동작 시 하지 분절의 3차원 

영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16개의 14mm 구형 반사 마커를 좌우측 

전상장골극(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ASIS), 상후장골극(posterior

superior iliac spine, PSIS), 대퇴(thigh), 대퇴 골내측상관절융기(lateral

epicondyle of femur), 하퇴(shank), 비골외과(lateral malleolus of

fibula), 두 번째 중족골두(the 2nd metatarsal head), 종골(calcaneus)에 

부착하고 신장, 체중, 각 관절의 폭을 측정하여 입력한 후, 8대의 적

외선 카메라(Vicon MX-F20, Oxford Metrics, Oxford, UK)와 동작분

석시스템(Vicon Motion Capture Systems, Oxford Metrics Ltd,

Oxford, UK)을 사용하여 200 Hz 동작을 촬영하였으며, 12m 보행로 

중간지점에 위치한 2대의 지면반력기(AMTI, OR6-7, Watertown,

MA)를 사용하여 1000 Hz의 빈도로 동작 수행 시 지면반력 데이터

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는 VICON Plug-In-Gait Lower body

model을 사용해 운동학적, 운동역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근육 내부 구조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근골격계용 선형 프

로브(LV7.5/60/96Z, Samsung Medison, Seoul, Korea)와 초음파 

영상 장치(LogicScan 128 EXT-1Z kit, TELEMED UAD,

Vilnius, Lithuania)를 사용하여 초당 30 frames으로 오른쪽 다

리 내측비복근의 근복(muscle belly)에서 근섬유다발의 길이 

변화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였다(Han, Lee, & Lee, 2014).

하퇴 근육의 근활성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무선 근전도시

스템(Trigno Wireless System, Delsys, Inc, Boston, MA, USA)

을 사용하였으며, 내측비복근(medial gastrocnemius, MG), 외측

비복근(lateral gastrocnemius, LG), 가자미근(soleus, SOL),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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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xperimental setup for the measurements of the lower
extremity joint kinematics and kinetics, synchronously
with surface electromyography and ultrasound images of
the medical gastrocnemius during gait and one-legged and
two-legged jumping

Figure 2. Ultrasound image of longitudinal section of MG. The
white line shows the course of a fascicle between the
SA and the DA of the MG muscle

골근(tibialis anterior, TA) 총 4군데에 전극을 부착하여 근전도 

신호를 수집하였다. 근전도 신호는 차단 주파수(bandwidth)는 

20-450 Hz, 전극의 공통성분 제거비율(CMRR)은 110 dB로 설

정하였다. 증폭된 아날로그 신호는 1000 Hz 비율로 샘플링 

하였으며, 각 전극으로부터의 신호는 무선 송신기를 통하여 

개인용 컴퓨터에 송신되었다.

Variable Gait(G)
Two-legged

Jump(TJ)
One-legged Jump(OJ) F p post-hoc

θPeak [deg]

Hip 30.65±5.24 83.80±16.44 60.74±10.38 31.544 .000 W<OJ<TJ

Knee 37.38±3.33 95.33±10.62 69.84±9.41 71.525 .000 W<OJ<TJ

Ankle 19.30±8.80 37.97±4.07 37.23±6.87 14.237 .000 W<TJ=OJ

MPeak [N·m/kg]

Hip 0.88±0.25 1.23±0.68 1.61±0.85 1.932 .179 n/a

Knee 0.89±0.36 1.50±0.34 1.90±0.39 11.788 .001 W<TJ<OJ

Ankle 1.11±0.17 1.16±0.16 1.91±0.39 17.871 .000 W=TJ<OJ

PPeak [W/kg]

Hip 1.50±0.82 4.40±2.57 4.56±2.45 4.030 .040 W<TJ=OJ(n/s)

Knee 0.97±0.25 12.88±3.30 12.38±4.17 28.814 .000 W<TJ=OJ

Ankle 2.71±0.86 10.08±0.85 13.92±2.22 91.378 .000 W<TJ<OJ

GRF [N/kg] 11.30±0.65 10.99±0.78 23.54±13.45 70.760 .000 W=TJ<OJ

Jump Height [cm] n/a 28.63±6.44 14.15±3.53 .006 TJ>OJ

RMS of EMG[V]

MG .208±.140 .685±.391 .421±.161 5.166 .020 W<TJ=OJ

LG .103±.073 1.646±.555 1.300±.682 15.120 .000 W<TJ=OJ

SOL .080±.035 .249±.0788 .275±.090 12.980 .001 W<TJ=OJ

TA .180±.072 .460±.243 .425±.204 3.940 .042 n/s

Table 2. Kinematic(peak joint angle θPeak) and kinetic (moment(MPeak) and power(PPeak) and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 (GRF)) variables, muscle
activation (RMS of EMG), and performance (Jump Height) during gait and two-legged and one-legged vertical jumping (mean±1 S.D.)



178 Hae-Dong Lee · Bo-Ram Han · Jin-Sun Kim · Jeong-Hoon Oh · Han-Yeop Cho · So-Ya Yoon

영상과 함께 지면반력, 근전도, 초음파 영상은 A/D Board

(DAQCard-6036E, National Instrument, Korea)를 통하여 모두 

동기화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실험에 참가한 모든 대상자들은 동일한 제품의 타이즈와 

운동화를 착용하였으며, 측정에 필요한 장비 부착 후 실험실 

내부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동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약 12 m

의 보행로 안에서 충분한 연습 후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보행, 양발 수직 반동점프, 한발 수직점프의 

세 가지 동작을 실시하였다. 보행은 각 대상자가 선호하는 속도

(1.22±0.30 m/s)로 수행하였으며, 오른발지지 시 지면반력측정기 

안을 밟는 성공적인 3회의 동작을 분석하였다. 수직점프 시 양

팔의 움직임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손은 허리에 위

치하였으며, 최대의 힘을 발현하여 동작을 수행하도록 각 동작 

사이에 최소 3분 이상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3. 자료 분석

보행의 경우 오른발의 heel-contact(HC) 시점부터 toe-off

(TO) 시점까지의 구간을 분석하였으며, 수직점프의 경우 무릎

관절의 굴곡이 시작되는 시점(KF)부터 toe-off(TO)까지의 구간

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영상 자료와 지면반력 자료를 바탕으

로 VICON Plug-In-Gait Lower body model을 사용하여 고관

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의 운동학적, 운동역학적 변인을 시상

면(sagittal plane)에서 분석하였다.

측정한 근전도는 분석 구간 내에서 Root Mean Square

(RMS)값을 window length 50 ms와 window overlap 25 ms로 

설정하여 계산한 후 진폭 변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하퇴삼두근 근-건 복합체의 길이 변화는 Grieve, Pheasant,

& Cavanagh(1978)의 방법으로 발목과 무릎관절의 각도를 사

용하여 추정하였다. 근-건 복합체의 기준 길이는 무릎과 발목 

관절이 모두 90°인 자세에서 슬와(popliteal fossa)와 아킬레스

건과 종골(calcaneus)이 만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보행의 HC 시 길이에 표준화 하였다.

수집한 내측비복근의 초음파 영상은 무료 영상 분석 프로

그램인 ImageJ 1.48(Wayne Rasband,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Bethesda, Maryland,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내측비복근의 근섬유다발 길이(fascicle length)는 표면근

막(superficial aponeurosis)과 심부근막(deep aponeurosis) 사이

를 선으로 연결하여 측정하였다.

세 가지 이동 동작 간 하지 관절의 운동학적, 운동역학적 

변인, 지면반력, 하퇴 삼두근의 근활성화 수준, 근-건 복합체

의 길이, 내측비복근 근섬유다발 길이 변화의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하여 반복측정 일원변량분석(repeated measure one-way

ANOVA) 및 Bonferroni 사후 분석을 사용하여 그 차이를 유

의수준 α = .05에서 분석하였다.

Ⅲ. 결  과

1. 하지관절의 운동학적·운동역학적 변인

하지 관절의 시상면에서의 운동학적, 운동역학적 변인에 대

한 결과는 <Table 2>에 요약하였다.

관절각도(θPeak)의 경우, 발목관절의 최대 족배굴곡각은 보

행, 두발 수직점프, 한발 수직점프 수행 시 추진구간에서, 보

행과 비교하여 두 가지 점프 동작에서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

으나, 두 점프 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무릎관절의 최대 

굴곡각은 보행, 두발 수직점프, 한발 수직점프 수행 시 추진구

간에서 보행과 비교하여 두 가지 점프 동작에서 유의하게 크

게 나타났으며(p<.05), 두 점프 간의 비교에서 두발 수직점프

가 한발 수직점프 보다 유의하게 큰 값을 보였다(p<.05). 엉덩

관절의 최대 굴곡각은 보행, 두발 수직점프, 한발 수직점프 수

행 시 추진구간에서 보행과 비교하여 두 가지 점프 동작에서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으며(p<.05), 두 점프 간의 비교에서 두

Variable Gait(G) Two-legged Jump(TJ) One-legged Jump(OJ) F p post-hoc

Fascicle
length(mm)

max 55.13±10.67 60.56±9.98 60.25±10.39 .520 .605 n/a

min 50.58±9.28 41.59±9.67 39.93±10.84 1.989 .171 n/a

∆ 4.55±2.02 18.97±3.58 20.31±4.59 36.238 .000 W<TJ=OJ

MTC length (mm)

max 460.95±32.10 473.91±33.26 473.94±33.69 .309 .739 n/a

min 453.78±31.83 423.34±29.35 429.80±29.06 1.703 .215 n/a

∆ 7.18±0.92 50.57±6.20 44.14±5.39 144.249 .000 W<TJ=OJ

Table 3. Fascicle length of the medial gastrocnemius and length change of the triceps surae muscle-tendon complex(MTC) during gait and
maximum two-legged and one-legged vertical jumping (mean±1 S.D.)



Differences in the Length Change Pattern of the Medial Gastrocnemius Muscle-Tendon Complex and Fascicle during Gait and One-legged and Two-legged Vertical Jumping 179

FIgure 3. Ankle and knee joint angle, ankle moment and
power, fascicle lengtth of the medial gastrocnemius,
length of the triceps surae muscle-tendon complex
(MTC), and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 during
gait(G) and two-legged(TJ) and one-legged (OJ)
vertical jump of a representative subject

발 수직점프가 한발 수직점프 보다 유의하게 큰 값을 보였다.

최대 관절모멘트(MPeak)의 경우, 발목관절에서는 보행과 두

발 수직점프보다 한발 수직점프에서 더 큰 값을 나타냈다. 무

릎관절에서는 보행, 두발 수직점프, 한발 수직점프는 순서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엉덩관절에서는 세 동작 간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대 관절파워(PPeak)의 경우 발목관절에서는 보행, 두발 수직

점프, 한발 수직점프는 순서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무릎관

절에서는 보행과 비교하여 두 형태의 점프에서 유의하게 높은 

값을 나타냈다. 엉덩관절에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지만 

보행과 비교하여 두 형태의 점프에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최대 수직지면반력(GRF)의 경우, 보행과 두발 수직점프가 

유사하고, 이와 비교하여 유의하게 큰 값을 한발 수직점프에

서 관찰하였다.

2. 하퇴삼두근 근활성화

하퇴삼두근을 구성하는 내·외측 비복근과 전경골근의 최대 

root mean square(RMS) 값은 보행과 비교하여 두 형태의 수

직점프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2).

3. 하퇴삼두근 근-건 복합체와 근섬유다발 길이

보행과 점프의 추진구간에서의 내측비복근 근섬유다발의 

길이 변화는 보행 시와 비교하여 한발, 두발 수직점프에서 크

게 나타났다(Table 3).

근-건 복합체 길이의 경우, 추진구간에서의 길이 변화는 보

행 시와 비교하여 한발, 두발 수직점프에서 크게 나타났다

(Table 3).

4. 한발과 두발 수직점프의 점프 높이

점프 높이의 경우 두발 수직점프에서 한발 점프보다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2).

Ⅳ.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보행과 비교하여 두발 수직점프와 한발 수

직점프 수행 시 시상면에서 관절의 운동학적, 운동역학적 변

인 및 근육, 특히 근-건 복합체와 근섬유다발의 길이 변화의 

형태를 동작분석 시스템과 실시간 초음파영상 기법을 사용하

여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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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elative contribution of the lower extremity joint moments

보행과 점프 모두 인체의 기본적인 이동 동작(locomotion)

으로 동작의 수행 시 기계학적인 힘을 발현하는 근육과 직렬

로 연결된, 탄성 특성을 갖는 건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체역학

적 특성이 결정된다(Fukunaga, Kawakami, Kubo, & Kanehisa,

2002; Ishikawa & Komi, 2008; Ishikawa, Niemelä, & Komi,

2005). 결과적으로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행 시 운

동학적, 운동역학적 변인들은 점프 시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

으며, 더불어 한발 수직점프와 두발 수직점프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 관절 각도를 살펴보았을 때, 발목에서는 보행과 수직

점프 간에 차이를 보였으며, 무릎과 엉덩관절에서는 보행과 

수직점프 그리고 한발과 두발 수직점프 간에도 차이를 보였

다. 운동학적 변인의 경우, 두발 수직점프의 경우 발목관절에

서의 최대 모멘트가 보행과 유사한 값을 나타낸 점이 눈에 띄

는 현상이나 이는 선행 연구(van Soest, Roebroeck, Bobbert,

Huijing, & van Ingen Schenau, 1985)에서 관찰된 바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한발 수직점프와 비교하여 두발 수직점프 수

행 시 무릎관절에서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

<Figure 4>을 고려하면 두 점프 형태의 운동역학적 점프 전략

이 상이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Figure 5. Changes of length of the MG muscle-tendon complex and its fascicle during gait(G), two-legged jump(TJ) and
one-legged jump(OJ) for individual subjects; KF: the instant of initiation of knee flexion, TO: the instant of toe-off



Differences in the Length Change Pattern of the Medial Gastrocnemius Muscle-Tendon Complex and Fascicle during Gait and One-legged and Two-legged Vertical Jumping 181

동물을 대상으로 한 근육과 건의 상호 작용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하나의 근-건 복합체의 길이와 

근섬유다발 길이의 변화는 일치하지 않으며 이는 탄성을 갖는 

건의 신장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보고된바 있다(Griffiths, 1991).

인간을 대상으로도 동물연구의 결과를 확인하였고(Kawakami,

et al., 2002), 다양한 동작에서 근육과 건의 상호 작용이 동작

의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

된 견해가 도출되었다(Alexander & Bennet-Clark, 1977; Roberts,

1997).

보행의 경우 중간지지기(Toe-contact, TC) 이후 발목이 족배

굴곡이 나타나고, 뒤꿈치 떼기(Heel-off, HO) 후 족저굴곡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근섬유다발의 길이는 일정한 길이를 보이

는 것으로 보아 보행 중 하퇴삼두근 근섬유다발은 등척성 수

축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근-건 복합체 길이 변화

는 근육에 직렬로 연결된 아킬레스건의 신장-수축에 의한 탄

성에너지 사용 구간으로 판단된다(Figure 3).

근섬유와 근-건 복합체의 한발, 두발 점프 수행 시 최소,

최대 길이 및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지만, 수직점프 수행 시 한발 사용과 두발 사용의 경우, 두발 

점프의 추진구간에서 보다 효율적인 동작이 수행되었다는 점

을 근-건 복합체 내의 근육과 건의 상호 작용을 바탕으로 유

추해 볼 수 있다. <Figure 5>은 동작 수행 시 근-건 복합체 

전체의 길이 변화와 근섬유다발 길이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Figure 5>에서는 보행에서 HC 시점에서의 근-건 복합체 길

이와 근섬유다발 길이를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각각의 길이 변

화를 X-Y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우선 보행과 비교하여 두 가

지 수직점프 동작에서 근건 복합체와 근섬유다발의 길이 변화

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3>. 두 가지 형

태의 수직점프 수행 중 전체적인 근-건 복합체와 근섬유다발

의 길이 변화를 살펴보면, 두 변인의 변화 패턴이 동기화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근-건 복합체의 길이는 두발 수직점

프 수행 시 더 큰 변화를 나타내었고, 특히 무릎관절의 굴전

과 발목관절의 족배굴곡이 나타나는 신장 혹은 준비 구간

(stretching or preparatory phase)이후 추진 구간에서 근-건 복

합체의 길이 변화와 비교하여 근섬유다발의 길이 변화는 등척

성 수축을 유지하거나 단축이 수행되더라도 근-건 복합체의 

길이 변화보다는 적게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보행과 관련된 선행 연구(Ishikawa et al., 2005; Ishikawa &

Komi, 2007; Lichtwark et al., 2007)와 도약 관련 선행 연구

(Kawakami et al., 2002; Sousa et al., 1985)에서는 동작 중 일

관되게 근-건 복합체와 근섬유다발 길이 변화의 비일치성

(asynchrony)을 제시하고, 특히 근섬유다발의 등척성 유지 경

향이 건의 신장을 도모하여 동작의 역학적 효율성 향상 기전

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결과에 부가

적으로 과제의 부하가 다른 한발과 두발 점프 시 <Figure 5>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근-건 복합체 내 상호작용 전략이 차이

를 나타냄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나의 근-건 복합체에서 근-건 복합체의 길이 변화와 근섬

유다발의 길이 변화가 두 형태의 수직점프 수행에서 상이하게 

나타난 원인으로 근력 발현 시 양측(bilateral)과 편측

(unilateral) 사용에 의한 신경학적 전략의 차이(Howard &

Enoka, 1985)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하퇴

삼두근의 근전도 분석 결과 두 수직점프에서 유의한 차이를 

관찰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로부터의 영향이 적다고 가정한다

면, 한발과 두발 수직점프 수행 시 추진구간에서 하지의 신장

근이 감당해야하는 부하의 차이가 본 연구 결과에서 관찰한 

근-건 복합체의 기계학적인 상호작용의 변화를 유발했을 것으

로 추론해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근섬유다발의 길이 및 

수축 속도 차이에 따른 근력 발현 차이(Gordon, et al., 1966;

Hill, 1938)와 건의 탄성 에너지 이용의 차이(Alexander, 2002)

를 유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체의 이동 동작 중 하퇴 근-건 복

합체내에서 근육과 건의 상호작용 패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하여 보행과 한발 및 두발 수직점프 수행 시 하지관절의 운동

학적, 운동역학적 변인과 더불어 근-건 복합체의 길이, 근섬유

다발의 길이, 근활성화를 동시에 영상분석 기법과 초음파영상

기법을 사용하여 측정 및 분석하였다.

한발과 두발 수직점프 수행 시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각

도로부터 계산한 내측비복근의 근-건 복합체 길이 변화는 근

섬유다발의 길이 변화와 상이한 패턴을 보였으며, 두 수직점

프 유형 간에도 상이한 패턴을 보였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후속 연구에서 근-건 복합체의 상호작용 

패턴 변화 평가를 한 트레이닝의 효과, 재활 경과, 노화의 영

향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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