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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각도에 따른 대퇴사두근의 Q-setting 운동 시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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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differences between muscle activity of quadriceps according to hip 
angle.
 Method : 40 healthy adults produced maximum isometric muscle contraction of quadriceps femoris and each part of 
the quadriceps femoris were measured with a surface EMG in hip joint angle of 90°, 135°, 180°.
 Result :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uscle activity of vastus medialis and lateralis according to hip 
angle. Bu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muscle activity of rectus femoris and the muscle activity was maximum 
at 135 degrees of hip angle. 
 Conclusion : In conclusion, maximum muscle activation of rectus femoris is affected by hip angle, and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may be helpful for physical therapists in selecting hip position when instructing patients to do 
Q-setting exercise. So, we suggest that patients perform Q-setting exercise at 135 degrees of hip angle for the best 
result.

Key Words : muscle activity, hip angle, quadriceps setting exercise

ǂ
교신저자 : 

이건철, rptgeon@lycos.co.kr, 051-320-2911
접수일 2013년 12월 27일  |  수정일 2014년 01월 22일  |  게재확정일 2014년 02월 07일 



대한통합의학회지 제2권 제1호

 16 

Ⅰ. 서 론 

무릎관절은 구조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관절로 강력

한 연부조직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손상받기 쉬우며, 무릎관절 손상 후 결과적으로 

대퇴 근력의 근육약화를 더욱 심화시키며 특별한 처

치가 없으면 무릎관절의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나타

나 활동에 많은 제한을 주어 재손상의 위험도 증가하

게 된다(강동훈 등, 2013). 슬관절의 기능과 회복에는 

안정성 및 슬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의 강화운동이 

중요시되고 있다. 임상 현장에서는 슬관절 병변 시 대

퇴사두근의 약화를 방지하고 이미 약화된 대퇴사두근

의 근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대퇴사두근의 근력강화운

동을 실시한다. 이 근육은 슬관절 신전의 작용의 주동

근이며 기립자세나 보행 시 하지의 안정성, 특히 슬관

절의 안정성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근육으로 작용한다. 

대퇴사두근의 강화운동은 무릎 손상 및 장애 환자

들의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Karst & Jewett, 1993). 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는 하지직거상(straight 

leg raise), 대퇴사두근 등척성, 등장성, 등속성 운동 

등이 있다(Soderberg & Cook, 1983). 

슬관절 재활훈련 초기 프로그램에는 관절의 제한된 

가동범위에 의해 부분적인 근력강화운동을 시행하고 

있다. 임상에서는 보통 슬관절의 고정이 필요한 경우

나 병리학적 소견이 보이는 경우 위축 예방과 근력강

화를 위하여 대퇴사두근 등척성 운동을 시행한다

(Brewster 등, 1983). 대퇴사두근의 등척성 운동은 근

력의 유지와 증진에 효율적인 운동이다(이성철 등, 

2009).

등척성 운동 시 근력 증가에 필요한 요소로 운동자

세, 체간의 안정성, 운동 시 슬관절의 각도, 손의 위

치, 고관절 각도 등이 관여한다(이충휘 등, 1988).

이 중에서 고관절 각도는 대퇴사두근의 길이와 연

관성이 있기 때문에 고관절의 각도에 따라 대퇴사두

근의 근활성도는 달라질 수 있다(Kapandji, 1982). 또

한 엉덩이의 위치에 따라 대퇴사두근의 근력에 차이

가 발생한다(김의영, 2010).

슬관절의 안정성을 위해 대퇴사두근의 근력 증진은 

중요시되며, 이를 위한 대퇴사두근의 다양한 운동 시 

근활성도를 높이기 위한 고관절 각도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등척성 운동 시 영향을 주는 고

관절 각도를 세분화하여 대퇴사두근의 근활성도를 연

구한 논문은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고관절 각도에 

따른 대퇴사두근 등척성 운동 시 대퇴사두근을 구성하

는 각 근육의 근활성도를 측정하여 최대 근활성도를 

나타내는 정확한 고관절 각도를 규명하여 등척성 운동

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대퇴사두근의 

근력의 증가로 슬관절의 안정성을 제공하여 기립자세

나 보행 시 하지의 안정성이 증진될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자는 대퇴사두근의 상해나 개인적인 질환

이 없고, 약물 복용을 하지 않는 자로 K대학교의 재학

중인 건강한 20대 성인 남 ․ 여 40명으로 선정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대퇴사두근의 근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표면 근전도기(WEMG-8, laxtha, Korea)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으며 TeleScan version 3.03 software로 분석하였

다(그림 1). 또한 고관절의 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각도

계를 사용하였다(Bierma-Zeinstra 등, 1998)(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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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표면 근전도기 

그림 2. 각도계 

3. 실험방법

1) 고관절 각도에 따른 대퇴사두근 등척성 운동시 근활성

도 측정 방법

대상자는 Q-setting 운동을 숙지하기 위해서 실험 

전에 최대 등척성 수축운동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

고, 운동 시 다른 보상작용 없이 순수한 운동이 일어

나도록 Q-setting 운동방법을 교육받았다. 또한 자극 

스케줄링의 시작과 끝의 신호음을 숙지하게 하였다.

측정은 대상자의 우세쪽 다리로 정하여 측정하였

다. 고관절 각도별 측정은 0°(그림 3), 90°(그림 4), 

135°(그림 5), 3 그룹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대퇴사

두근의 최대 등척성 수축을 5초간 실시 후 30초간의 

휴식시간을 가지게 자극 스케줄링하였다. 측정은 3회 

실시하였으며 측정한 값의 평균값을 구하였다(Hanten 

& Schulthies, 1990; Hung & Gross, 1999; Karst & 

Jewett, 1993; Laprade 등, 1998).

그림 3. 고관절 0°

그림 4. 고관절 90°

그림 5. 고관절 135°

2) 근전도 측정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관절의 각도별(0°, 90°, 135°) 대

퇴사두근의 근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표면 근전도

기 WEMG-8로 측정하여 TeleScan version 3.03 soft-

ware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피부표면 저항으로 생기는 오차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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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극의 부착부위에 알코올을 

이용하여 닦아내었다(Cowan 등, 2001).

근전도 측정을 위해 대상자는 반바지를 착용하였으

며, 전극의 부착 부위는 활동전극을 대퇴직근의 내부

인 전상장골극(ASIS)에서 종자골의 상극점까지 거리

의 1/2인 점에서 2.5cm 내측 지점에, 외측광근은 전자

간선의 아래 부분에서 종자골의 상극점까지 거리의 

2/3인 지점에, 내측광근은 강한 등척성 수축시 보이는 

근팽대 부위에 부착하였다. 기준전극은 활동전극의 

원위부 2cm에 부착하였고, 접지선은 반대편 다리에 

부착하였다(Hermie 등, 1999). 표면전극은 근전도 패

드(Red Dot)를 이용하였다(그림 6).

측정단위는 uV로 기록하였으며, 근전도 주파수 신

호의 범위는 20~500Hz로 설정하였다(Herrington & 

Pearson, 2006). 그리고 샘플링 주파수는 1024Hz로 

설정하였다.

대퇴사두근의 근활성도 신호량은 실질적인 출력값

에 가까운 RMS(root mean square) 값에 수의적 최대 

등척성근수축(MVIC)값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한 

값인 %MVIC 값을 사용하였다(이구형과 이면우, 

1982; Cram 등, 1998).

그림 6. 대퇴사두근의 전극 부착부위

  

3. 분석방법

측정 결과는 SPSS Win. version 21.0 program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고관절 각도에 따른 대퇴사두근의 근활성도 유의성 

검증을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

으며 사후검증은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통계학

적 유의수준을 검증하기 위해서 유의수준 는 .05로 

구하였다.

Ⅲ.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의 경우 연령 

22.20±3.15세, 신장 176.30±4.84cm, 몸무게 71.25± 

8.17kg이었다. 여자는 연령 21.75±3.29세, 신장 163.03± 

3.53cm, 몸무게 53.05±4.85kg이었다(표 1).

성별 연령(세) 신장(cm) 몸무게(kg)

남자 22.20±3.15a 176.30±4.84 71.25±8.17

여자 21.75±3.29 163.03±3.53 53.05±4.85

a Mean±SD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2. 고관절 각도에 따른 대퇴사두근의 근활성도

대퇴직근은 135° 시 근활성도가 294.85±147.08로 

0°와 90° 보다 %MVIC의 평균값이 높게 나왔으며,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Duncan 사

후검증 결과 135°에서 0°와 90° 보다 유의하게 높았

다. 내측광근과 외측광근은 135° 근활성도가 가장 증

가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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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 0° 90° 135° F p

대퇴직근 233.78±115.63 232.69±132.28 294.85±147.08 3.182   .045 *

내측광근 277.35±124.17 280.71±130.58 299.36±141.74 0.353 .703

외측광근 295.62±134.11 295.39±154.78 314.08±153.51 0.232 .793

*: p<.05

표 2. 고관절 각도에 따른 대퇴사두근의 근활성도                  (단위 : %MVIC)

Ⅳ. 고 찰

  

대퇴사두근의 효율적인 운동은 무릎재활의 환자들

에게 필요하며(Soderberg 등, 1987), 재활 시 부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손상된 부위를 자극하지 않

도록 선택적인 운동 방법이 필요하다. 대퇴사두근의 

등척성 운동은 주로 급성 손상의 신근기전 손상, 반월

상 연골, 인대 문제 시 재활운동으로 사용된다(Malone 

등, 1980).

대퇴사두근의 등척성 운동 시 힘의 변화는 고관절 

각도와 대퇴직근의 근활성도에 영향을 받으며 내측광

근과 외측광근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나영무 등, 

2002). 

또한 고관절 각도를 90°에서 130°까지 10°씩 증가

시킬 때 최소한 110° 이상의 각도가 되어야 큰 힘을 

낼 수 있다고 하였다(Mendler 등, 1967). 이강옥 등

(2002)은 대퇴직근의 효과적인 고관절 각도의 구간은 

100°에서 130°라고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Q-setting 운동 시 고관절 각도 0°, 

90°, 135°에서 대퇴사두근의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 대퇴직근의 고관절 각

도가 135°에서 효율적인 근활성도를 보였으며, 내측

광근과 외측광근에서는 고관절의 각도가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퇴직근만이 두 관절근육으로써 근

활성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기계적인 효율성은 

감소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슬관절 신근으로써 

효율성은 고관절 각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된다(Kendal 등, 1993).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소수의 건강한 

성인 남 ․ 여를 대상으로 실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환

자들이나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표면 근전도기의 표준화를 위해 특

정 근육에서 최대 정적 수축 동작을 발생되는 

MVIC(Maximum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의 값이 피험자의 최대 노력을 통해 최대 힘을 

발생시켜야하는 신체적, 심리적인 문제를 객관적으로 

통제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Q-setting 운동은 등을 벽에 기대지 않

고 실시하지만 이 실험에서는 정확한 고관절 각도의 

유지를 위해 등을 벽에 기대고 했으므로 이에 따른 

근활성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내측광근과 외측광근의 근활성도에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지는 고관절 각도는 이 실험에

서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점은 추후의 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 대퇴사두근의 Q-setting 운동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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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각도 0°, 90°, 135°에서 수행하였을 때 내측광

근과 외측광근에서의 근활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하지만 대퇴직근에서는 고관절 각도 135°에서

의  %MVIC 값이 다른 고관절 각도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물리치료사가 환자

에게 Q-setting 운동을 교육하거나 지시할 때 환자의 

고관절의 자세를 선택함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Q-setting 운동 시 가장 효과적인 고관절 각

도는 135°도 라고 제시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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