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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면에 따른 발목관절의 족저굴곡 운동이 비복근 두께에 미치는 영향

이건철⧧ ․ 김봄 ․ 김지수 ․ 남인성 ․ 박유진 ․ 신우진 ․ 우수민 ․ 차성기

경남정보대학교 물리치료과 

The Effect of Calf-Raise Exercise on Gastrocnemius Muscle Based on 

Other Type of Supports 

Lee Geoncheol, PT, Ph.D⧧ ․ Kim Bom, PT ․ Kim Jisu, PT ․ Nam Inseong, PT
Park Yoojin, PT ․ Shin Woojin, PT ․ Woo Sumin, PT ․ Cha Seongki, PT

Dept. of Physical Therapy,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erform the calf-raise exercise on the stable support surface and unstable 
support surface for comparing deference of the gastrocnemius thickness changes that measured by ultrasonography.
 Method : Subjects stand on unstable support surface and a stable support surface with both feet. Keeping calf-raise 
position in the 3 seconds, and then had to return back to the starting position. Total of 3 sets of 15 repetitions 
performed and give a 30-second rest between each set. In this way, exercise performed 3 times a week, performed a 
total of 6 weeks.
 Result : 1. gastrocnemius muscle thickness before and after exercise in experimental group A was significantly 
different(p<.05). 2. gastrocnemius muscle thickness before and after exercise in experimental group B was significantly 
different(p<.05). 3. gastrocnemius muscle thickness in experimental group A and experimental group B was 
significantly difference(p<.05).
 Conclusion : In conclusion, calf-raise exercise on unstable support surface was more efficient than stable support 
surface for increasing thickness of gastrocnem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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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근육파열은 직접압박이나 수축상태의 근육이나 휴

식기의 근육에 갑작스런 견인이 가해져서 파열하는 

것으로 일반인에게는 흔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활동

량이나 과도한 움직임이 많은 운동선수에서는 자주 

발생한다(김민정 등, 2001). 근육파열의 종류 중 하지 

근육의 파열 시 하지의 운동 능력이 결여되어 보행 

능력과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세 유지가 힘들

게 되고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운동선수

에게는 특히 치명적이다(Liepert 등, 2000).

많은 하지의 근육 중 종아리 근육을 구성하는 비복

근은 보행 시 지속적인 근수축을 통하여 기저면의 질

량중심점을 유지하는 중요한 근육이며(이지연，2009), 

하지의 운동을 수행하는 동안에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근력을 발생시킨다(염창홍과 김태현, 

2012). 만약 종아리 근육 중 비복근이 파열되었다면 

발목관절의 불안정으로 인해 자세동요가 더욱 증가하

기 때문에 비복근의 치료는 선행 되어야 할 부분이다

(Yaggie & McGregor, 2002).

비복근을 강화하기 위한 재활 프로그램들 중에서 발

목관절의 족저굴곡 운동은 비복근의 비대 또는 족저굴

곡근의 기능과 근력 증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Kimberly 등, 2011). 발목관절의 족저굴곡 운동 시 다

리를 곧게 뻗은 상태에서 운동이 수행되면 비복근의 두

께와 근력이 최대로 발달 될 수 있다. 하지만,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발목관절의 족저굴곡 운동을 시

행한다면, 비복근의 참여도는 낮아지고 부하는 가자미

근으로 빠지기 때문에 다리를 곧게 뻗은 상태의 발목관

절의 족저굴곡 운동이 중요하다(Fujiwara 등, 2010b).

최근에는 재활운동을 하는 동안 자세조절을 요구하

는 불안정한 지지면과 같은 환경조건을 변화시키는 

치료적 접근이 스포츠 손상 환자 및 낙상노인 등 다

양한 질환에서 적용되고 있다(Shumway-Cook & 

Woollacott, 2007). 또한 기능적 족관절 불안정성 환

자를 대상으로 불안정한 지지면에서 훈련을 시행한 

결과 안정적인 지지면과 비교하여 신체의 동요 정도

가 정상화되는 기간이 단축되었다(Hocherman 등, 

1984). 그리고 이런 효과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장비로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자기공명 영상촬영(magnetic resonance image; MRI), 

초음파(ultrasonography; US) 등이 도입되어 이용되고 

있다(박경태 등, 2008).

측정 방법들 중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 방법은 근육

의 구조와 두께를 측정하기위해 비침습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방법 중 하나이다(Young 등, 1983). 

또한, CT 및 MRI 등과 같은 다른 진단영상 검사와 

비교 시 비용이 저렴하고, 검사 시 방사선의 위험이 

없고,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Lieber 

＆ Fridén, 2000).

현재까지 가자미근에 초점을 맞춘 발목관절의 족저

굴곡 운동 시 초음파 촬영을 이용한 근육 두께 측정

에 관한 논문은 제시되고 있으나(Fujiwara 등, 2010b), 

비복근에 초점을 맞추고 불안정한 지지면에서 운동을 

실시한 논문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초음파 영상을 이용하여 

안정한 지지면과 불안정한 지지면 위에서 발목관절의 

족저굴곡 운동 시 내측과 외측 비복근의 운동 전 후 

두께변화를 비교하여 임상적용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

하는데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위치한 

K대학에 재학 중인 건강한 20대 학생 남자 15명, 여

자 15명 총 3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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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실험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

2) 약물복용을 하고 있지 않은 자

3) 과거에 신경학적문제와 하지의 통증 및 기능적 

제한이 없는 자

4) 하지의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하여 수술을 받지 

않은 자

5) 최근 6개월간 하지에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근력

운동을 하지 않은 자

대상자들은 발목관절의 족저굴곡 운동을 수행하는 

지지면에 따라 무작위선별을 통하여 총 세 그룹으로 

나누어 운동 미실시 그룹(대조군) 10명, 안정한 지지

면 위에서 운동그룹(실험군 A) 10명, 발란스 패드를 

이용한 불안정한 지지면 위에서 운동그룹(실험군 B) 

10명 총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기구 및 측정방법

1) 측정기구

가. 초음파진단기

비복근 두께측정을 위해 초음파진단기(Mylab one, 

Esaote, Italy)를 사용하였다(그림 1).

그림 1. Mylab one 초음파진단기

 

나. 발란스 패드

불안정한 지지면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로 50cm, 세

로 41cm, 높이 6cm인 발란스 패드(Balance pad elite, 

AIREX, Switzerland)를 사용하였다(그림 2).

그림 2. Balance pad elite

2) 측정 방법

대상자가 엎드린 자세에서 변환기를 횡으로 부착 

후 비복근 내측두와 외측두를 각각 촬영하였다. 근 두

께 측정 시 피부의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주의하며 충분한 양의 초음파 겔을 변환기와 피부 사

이에 도포하고 촬영하였다. 실험 전 1회, 실험 2, 4주 

및 실험종료 후 1회 촬영 후 각각 사진에 caliper를 이

용하여 두께를 측정 및 표기하였다(그림 3). 

그림 3. 비복근 두께 측정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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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방법

1) 대조군

대상자는 실험기간 동안 중재 없이 일상생활을 하

도록 하였다． 

2) 실험군 A(안정한 지지면)

대상자는 안정한 지지면 위에서 양 발을 어깨넓이

로 벌리고 발목관절의 족저굴곡 운동을 시작하게 하

였다. 발목관절의 족저굴곡 동작에서 허리는 곧게 펴

고 시선은 전방으로 향하게 하였고, 발의 정렬을 유지

한 채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신호에 맞춰  발목

관절의 족저굴곡 자세에서 3초간 유지 후 다시 시작

자세로 돌아오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세

트 당 발목관절의 족저굴곡 동작을 15회 반복하여 총 

3세트를 실시하였고, 각 세트 사이에 30초의 휴식시

간을 주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주 3회씩 총 6주간 발

목관절의 족저굴곡 운동을 실시하였다(그림 4).

그림 4. 실험군 A 실험중재

3) 실험군 B(불안정한 지지면)

대상자는 불안정한 지지면 위에서 양 발을 어깨넓

이로 벌리고 발목관절의 족저굴곡 운동을 시작하게 

하였다. 발목관절의 족저굴곡 동작에서 허리는 곧게 

펴고 시선은 전방으로 향하게 하였고, 발의 정렬을 유

지한 채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신호에 맞춰  발

목관절의 족저굴곡 자세에서 3초간 유지 후 다시 시

작자세로 돌아오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세트 당 발목관절의 족저굴곡 동작을 15회 반복하여 

총 3세트를 실시하였고, 각 세트 사이에 30초의 휴식

시간을 주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주 3회씩 총 6주간 

발목관절의 족저굴곡 운동을 실시하였다(그림 5).

그림 5. 실험군 B 실험중재

4. 분석방법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해 윈도용 SPSS versio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발목관절의 족저굴곡 운동 

전 ․ 후에 따른 근 두께를 비교하기 위해 대응-2표본 

비모수검정을 사용하였고, 지지면 조건(바닥, 밸런스

패드)에 따른 근 두께를 비교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

산분석을 사용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유의수준은 p<.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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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20대 성인 남 ․ 여를 대

상으로 각 그룹별로 대조군 10명, 실험군 A 10명, 실

험군 B 10명씩 총 30명을 무작위로 나누었으며, 연구

대상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표 1)．

성별
연령(세)
(M±SD)

체질량지수(kg/m2)
(M±SD)

남자 20.8±1.5 22.4±2.5

여자 20.4±0.9 20.4±1.7

M±SD : 평균±표준편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30)

2. 대조군의 전 ․ 후 비복근 두께 변화

대조군의 비복근 내측두의 두께는 실험 전 1.79± 

0.22에서 실험 후 1.78±0.22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고(p=.553), 외측두의 두께는 실험 전 1.35±0.17에서 

실험 후 1.32±0.17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373)

(표 2).

측정부위
실험 전(Cm)

(M±SD)
실험 후(Cm)

(M±SD)
P

내측두 1.79±0.22 1.78±0.22 .553

외측두 1.35±0.17 1.32±0.17 .373

M±SD : 평균±표준편차

표 2. 대조군 실험 전 ․ 후 비복근 두께 변화 

 

3. 실험군 A의 운동 전 ․ 후 비복근 두께의 변화

실험군 A의 비복근 내측두의 두께는 운동전 

1.79±0.20에서 운동 후 2.01±0.22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5), 외측두의 두께는 운동 전 1.40±0.23

에서 운동 후 1.51±0.17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38)(표 3).

측정부위
운동 전(Cm)

(M±SD)
운동 후(Cm)

(M±SD)
P

내측두 1.79±0.20 2.01±0.22 .005

외측두 1.40±0.23 1.51±0.17 .038

M±SD : 평균±표준편차

표 3. 실험군 A 운동 전 후 비복근 두께 변화

4. 실험군 B의 운동 전 ․ 후 비복근 두께의 변화

실험군 B의 비복근 내측두의 두께는 운동전 

1.79±0.15에서 운동 후 2.08±0.14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고(p=.005), 외측두의 두께는 운동 전 1.39±0.26에

서 운동 후 1.67±0.25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표 4).

측정부위
운동 전(Cm)

(M±SD)
운동 후(Cm)

(M±SD)
P

내측두 1.79±0.15 2.08±0.14 .005

외측두 1.39±0.26 1.67±0.25 .005

M±SD : 평균±표준편차

표 4. 실험군 B 운동 전 ․ 후 비복근 두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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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조군, 실험군 A, 실험군 B의 운동 전 ․ 후 비복근 

두께의 변화 비교

비복근 내측두의 실험결과를 반복측정분산분석 했

을 때 실험 전, 실험 2주, 실험 4주, 실험 6주 후 실험

결과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0), 

대비검정결과 실험 전, 실험 2주, 실험 4주, 실험 6주 

후 실험결과는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01)(그림 6).

그림 6. 비복근 내측두 두께변화 비교 

1 = 실험 전

2 = 실험 2주차

3 = 실험 4주차

4 = 실험 6주자

비복근 외측두의 실험결과를 반복측정분산분석 했

을 때 실험 전, 실험 2주, 실험 4주, 실험 6주 후 실험

결과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3), 

대비검정결과 실험 전, 실험 2주, 실험 4주, 실험 6주 

후 실험결과는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37)(그림 7).

그림 7. 비복근 외측두 두께변화 비교 

1 = 실험전

2 = 실험 2주차

3 = 실험 4주차

4 = 실험 6주자

Ⅳ. 고 찰

본 연구는 안정 및 불안정 지지면 위에서 발목관절

의 족저굴곡 운동을 실시하여 비복근의 두께를 비교

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비복근의 부분파열은 하지에 급격한 운동이 요구되

는 라켓스포츠 선수나 육상선수에게 비교적 다발하여 

테니스 레그(tennis leg) 라고도 불리며 그 후유증인 

근력약화로 인해 스포츠재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간주된다(Hamilton 등, 1997). 비복근 부분파열이 일

반인에게 심한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은 적지만 손상

된 근육이 정상적인 역할이 소실되거나 감퇴되고 그

로인한 보행습관의 변화로 이차적인 근골격계질환이 

발생 될 수도 있다(김민정 등, 2001).

비복근은 구조적으로 안쪽과 바깥쪽으로 나뉘어지

는데, 대퇴골의 내과와 외과에 기시하여 종골의 조면

에 아킬레스건과 연결되어 정지한다(Fujiwara 등, 



지지면에 따른 발목관절의 족저굴곡 운동이 비복근 두께에 미치는 영향

 115 

2010a). 이와 같이 비복근은 구조적으로 안쪽과 바깥

쪽의 두 개의 관절을 지나가는 근육으로 족저굴곡 시 

큰 지렛대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파열시 보행이

나 자세유지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

에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Nadeau 등, 1999).

비복근 파열의 치료는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근력

회복을 위한 조기 재활치료가 필수적이다(Durig 등, 

1977). 많은 재활치료의 방법 중 불안정한 면에서의 

발목관절의 족저굴곡 운동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불

안정한 지지면에서의 운동은 재활 운동 시 더욱 큰 

성과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고정된 지지면과 비교하

여 고유수용성 감각기를 더욱 자극할 수 있으며 잘못

된 신경근 조절을 활성화하여 근육을 강화하는데 더

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Taube 등, 2008). 또한 

불안정한 지지면을 제공함으로써 외적인 동요를 증가

시켜 자세정위 능력을 효과적으로 바꾸어 감각계 및 

운동계를 더욱 빨리 수정할 수 있게 하고， 스스로 

자세 조절을 할 수 있는 전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Liao 등, 1997). 그리고 밸런스 패드를 이용한 발목

관절의 족저굴곡 운동은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적응

을 유도하고, 균형훈련에 의한 기능적 적응을 빠르게 

함으로써 운동 수행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Evert 

등, 2005).

근전도 연구들에서 불안정한 지지면 위에서의 재활 

운동은 안정한 지지면 위에서 보다 근육의 활성도를 

증가시키는 데 효율적이라고 보고하였지만, 근육의 

두께의 변화에 대해서는 알아볼 수 없는 한계점이 있

었다(Vera-Garcia 등, 2000). 하지만 실시간 초음파 영

상을 통한 측정은 근육들의 선택적인 근수축시 외형

적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Hides, 등, 1995).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선행 연구들과 유

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

구대상자들의 일상생활 중 신는 신발을 제어 할 수 

없었고, 불안정한 지지면을 제공하는 방법이 다양하

지 못하여 결과를 일반화 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된

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각 요소들을 보완, 추가

하여 다양한 초음파 영상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할 것

이라 여겨진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발목관절의 족저굴곡 운동이 서로 다른 

지지면에 따라 비복근의 두께 증가에 미치는 효과를 

초음파 진단기를 통해 측정 후 비교분석 하였으며, 연

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안정한 지지면에서 발목관절 족저굴곡 운동 후 

비복근의 두께가 증가하였다. 

2. 불안정한 지지면에서 발목관절 족저굴곡 운동 

후 비복근의 두께가 증가하였다. 

3. 안정한 지지면 보다 불안정한 지지면이 발목관

절 족저굴곡 운동 후 비복근 두께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안정한 지지면에서 보다 불안

정한 지지면에서의 발목관절의 족저굴곡 운동이 비복

근 두께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불안정한 지지면에서의 발목관절의 

족저굴곡 운동 수행은 비복근 재활에 효과적인 운동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불안정한 지지면 간의 효율

성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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