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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Proprioceptive position sense plays a key role in providing joint stability, and multiple factors are related to 

proprioceptive position sense. Thus,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body composition, particularly skeletal muscle mass 

on proprioceptive position sense following muscle fatigue. 

Methods : Healthy female subjects agreed to have their body composition analyzed. Only subjects who had 18.5-22.9 ㎏/㎡ of 

BMI (body mass index) were included in this study, and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by skeletal muscle mass 

level. The experimental group had a level of skeletal muscle lower than the standard level (n=9), while the control group showed 

a standard or high level of skeletal muscle mass (n=11). To determine the change in proprioceptive position sense of the knee joint, 

the absolute angle error (AAE) was evaluated following muscle fatigue on low extremity. The muscle fatigue was induced by 

isokinetic resistance exercise program of Biodex system. AAE was measured by the Biodex system and compared the result before 

and after muscle fatigue. 

Results :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significant AAE difference between before (3.16±2.48 °) and after (5.40±2.61 °) 

muscle fatigue. In addition, there was a AAE differ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5.40±2.61 °) and control groups (3.53±1.67 °) 

after fatigue;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ce. Those results indicated that low level of skeletal muscle mass might influence 

the proprioceptive position sense of the knee joint after muscle fatigue. 

Conclusion : Thus, maintaining the proper level of skeletal muscle mass is pivotal to reduce the risk of injury following muscle 

fatigue in ADL or sport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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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유수용성감각(proprioception)은 신체의 위치, 자세 

및 평형 등에 한 감각으로, 특히 움직임의 방향, 크기 

및 속도를 포함하는 관절의 운동을 구별할 수 있다(Park 

등, 2012; Proske & Gandevia, 2012). 이러한 고유수용

성감각은 자세와 운동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동적 안

정성 유지에 관여하는데(Jeong과 Kim, 2017), 고유수

용성감각에 기여하는 기계수용체를 고유수용감각체

(proprioceptor)라고 하며, 이는 주로 근육, 근막, 힘줄, 관

절 및 피부 등에 존재하면서 균형 조절과 기능적 안정성

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피드백을 제공한다(Cho & Yoon, 

2019). 고유수용성감각은 신체의 관절위치를 지각하는 

위치감각(position sense)과 동적 움직임을 감지하는 운동

감각(motor sense)으로 구분되는데(Kang 등, 2013), 위치

감각은 일반적으로 시각정보 없이 팔과 다리의 위치를 

평가하는 능력이며, 부분의 상황에서 사람은 눈으로 

보지 않고도 다른 신체 부위에 하여 특정 신체 부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 있다(Bouët & 

Gahéry, 2000). 고유수용성감각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관절의 위치감각 및 운동감각을 측정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는데(Armstrong 등, 2008), 관절을 미리 정해 놓

은 지점(pre-determined position)으로 정확하게 재위치

(re-positioning) 하거나(de Vries 등, 2015), 혹은 사전에 

설정된 해당 각도를 감각적으로 기억한 후 이를 가능한 

만큼 정확하게 재연하는 표적위치(target position) 찾기 

등의 방법이 표적으로 사용된다(Reddy 등, 2019). 고유

수용성감각은 여러 다양한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근육의 미세손상(Kwon 등, 2013), 인 손상(Arockiaraj 

등, 2013; Relph 등, 2014), 관절염(Koralewicz와 Engh, 

2000) 혹은 노화(Ribeiro와 Oliveira, 2010)에 의해서 저하

되기도 한다. 특히 무릎관절은 고유수용성감각의 손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절로서, 앞십자인  재건술(Reider 

등, 2003) 및 인공관절 삽입술(Bragonzoni 등, 2019) 이후

에 민감도가 떨어지기도 하므로, 수술 후 재활 과정에서 

고유수용성감각 증진훈련은 필수적이다. 

그 중에서 일상생활, 스포츠 활동 혹은 치료 중에 발

생하는 근피로는(muscle fatigue) 고유수용성감각에 부정

적인 영향을 끼치는 표적인 요인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Hart 등, 2014; Kwon 등, 2013). 근피로는 과도한 활

동에 의해 에너지를 흡수하고 최  근력을 생성시키는 

근섬유의 자발적인 활동능력이 감소되는 현상으로서

(Enoka와 Duchateau, 2008), 들신경 및 날신경 섬유의 손

상, 근섬유 내 근방추의 정보를 변경시키는 사산물의 

누적, 근단백질을 이용하여 힘(force)을 생산하는 생리학

적 처리과정의 손상과 같은 다양한 기전에 의해 나타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llen 등, 2011; Kim & Youm, 

2013). 근피로는 근육과 관절의 위치 혹은 운동에 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고유수용성감각의 민감도를 저하시

킬 뿐만 아니라(Allen 등, 2010; Park 등, 2012; Yoon, 

2018), 자극에 한 신체의 반응능력, 자세제어능력 및 

운동조절능력 등을 감소시킴으로써 낙상 혹은 외상성 

상해 발생률을 증가시키기도 한다(Christina 등, 2001; 

Kellis & Kouvelioti, 2009). 또한 신경계 및 뼈 계의 질

환이 있거나, 나이가 많을수록 고유수용성감각에 더 많

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won 등, 

2013).

한편,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와 같은 체성

분(body composition) 요인 역시 고유수용성감각을 비롯

한 근육기능(Paschalis 등, 2013), 운동의 속도와 정확성

(Berrigan 등, 2006), 자세조절(King 등, 2012) 및 근피로

(Maffiuletti 등, 2007)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되고 있다. BMI란 체지방량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도

구로 체중(㎏)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BMI가 

18.5 ㎏/㎡ 미만이면 저체중, 18.5-24.99 ㎏/㎡을 정상 체

중, 25-29.9 ㎏/㎡을 과체중, 30 ㎏/㎡ 이상을 비만으로 정

의하고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0). 하지만, 인

종, 지역, 성별 등에 따라 체지방량이나 BMI는 큰 차이

를 보이므로 세계보건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는 아

시아인에 한 적합한 BMI 기준치를 설정할 것을 권고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등 국내에서도 한

국 성인 기준에 맞추어 BMI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Kim & Kim, 2014). 체중과 관련된 근육구성을 살펴보면 

과체중인 사람의 뼈 근육 근섬유 구성 비율은 저체중

인 사람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Kriketos 등, 1997), 과

체중일수록 근섬유 크기가 작고 운동단위의 활성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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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elge 등, 1999). 하지만, 과

체중 혹은 저체중에서 근력 차이에 한 연구결과는 일

정하지 않다. 

이와 같이 BMI, 체지방률 등은 인체의 근육량과 접

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체성분 요인은 고유수용성감각

이나 근피로에 중요하게 관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에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BMI, 체지방률과 

같은 비만 지표나 과체중에 의한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비해, 뼈 근육량(skeletal muscle mass)의 영향에 관한 연

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성분 

요인 중, 뼈 근육량이 근피로 유발로 인한 무릎관절 고

유수용성 위치감각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

고, 이를 통해 무릎관절 질환의 예방과 재활을 위한 세

부적이고 정량화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C시에 거주하는 건강한 20  여성 36명을 

상으로 하였고, 연구 상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에 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동의하였다. 상자 선정 과정에서 성인 여

성을 선택한 이유는 체성분 분석 결과값에 한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상자는 정형외과적 병력 및 

신경학적 질환이 없으며, 과거 무릎질환으로 인한 치료 

경험이 없고, 현재 무릎관절의 통증 및 가동범위의 제한

이 없는 자로 선정하였다. 본 실험에 앞서 체성분 분석

을 먼저 실시하였고, BMI가 국내 성인 기준 정상범위

(18.5~22.9 ㎏/㎡)에 해당하는 상자를 선정하였다(Kim 

& Kim, 2014). BMI를 정상범위에 제한한 이유는 체지방

량을 포함한 기타 다른 체성분 요인에 의한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한 상자

들 중 뼈 근육량이 표준범위 미만에 해당하면 실험군(9

명), 뼈 근육량이 표준범위 이상이면 조군(11명)으로 

분류하였고, 최종적으로 총 20명의 상자가 연구에 참

여하였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체성분 측정기(Inbody330, Inbody, Inc., 

Korea)를 사용하여 BMI, 뼈 근육량, 체지방량, 체지방

률, 복부지방률(Waist-Hip Ratio)등의 체성분 특성을 측정

하였다. 또한 Biodex(Biodex S4, Biodex Medical System, 

Inc., USA)의 등속성 운동시스템을 이용하여 무릎관절 

폄근 및 굽힘근의 근피로를 유발하였고, 전자각도계 시

스템을 이용하여 무릎관절의 고유수용성 위치감각을 측

정하였다(Fig 1). 

Fig 1. Procedures of present experiment (A) Inbody system to analyze body 

composition of subjects, (B) Biodex system to measure position sense 

of knee joint, (C) Inducing protocol of muscle fatigue on lower extre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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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Experimental Control z p

General 

characteristics 

Age (years) 20.56±0.53 20.55±0.52 -0.044 1.000

Height (㎝) 159.24±3.45 162.61±2.70 -1.904 0.058

Body weight (㎏) 51.37±2.32 55.83±3.77 -2.432 0.013

Body composition 

factors

BMI (㎏/㎡) 20.53±0.92 21.11±1.21 -1.336 0.193

Skeletal muscle mass (㎏) 19.59±1.00 22.53±1.87 -3.764 0.000

Body Fat Mass (㎏) 14.86±2.24 14.49±5.54 -0.304 0.780

Percent Body Fat (%) 28.88±3.53 27.82±4.45 -0.304 0.780

Waist-Hip ratio 0.83±0.02 0.82±0.02 -1.002 0.331

BMI; body mass index, Data is shown as Mean±SD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body composition factors between groups 

3. 측정 방법 

본 연구에서는 근피로 유발 시 나타나는 무릎관절의 

위치감각 변화를 뼈 근육량에 따라 비교하기 위해, 본 

실험에 들어가기 전 연구 상자의 체성분을 분석하였

다. 무릎관절의 위치감각은 다리의 근피로 유발 전과 후

에 Biodex Medical System의 전자각도계 시스템을 이용

하여 각각 측정하였다. 측정 전 상자에게 충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 다음, 안 를 착용하여 시각을 차단하고 

편안한 자세로 앉게 하였다. 측정 시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몸통과 다리를 벨트로 고정한 뒤, 상

자는 최초 자세인 무릎관절 90 ° 굽힘에서 목표 각도인 

40 ° 굽힘까지 능동적으로 폄을 실시하였다. 목표 각도

에서 Biodex는 자동적으로 10초간 멈추었으며, 이 시간 

동안 상자는 그 위치를 기억하도록 하였다. 상자가 

위치를 기억한 후 다시 최초 자세로 무릎관절을 90 ° 굽

힘 한 다음, 상자에게 자신이 기억했던 지점까지 무릎

을 폄 하도록 지시하였다. 상자가 기억하고 있던 지점

까지 무릎을 폄 하면, 검사자는 그 각도를 측정하여 목

표지점에서 벗어난 오차각도(absolute angular error; AAE)

를 측정하였고, 이를 통해 위치감각을 평가하였다. 위치

감각 측정은 총 3회 실시하였으며, 오차각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Choi 등, 2009; Ribeiro 등, 2011). 무릎관절 

폄근 및 굽힘근의 근피로는 Choi 등(2009)의 연구를 토

로 Biodex Medical System의 등속성 운동시스템을 이

용하여 유발하였다. 운동의 각속도를 180 °/sec로 설정한 

후, 상자에게 최 의 근력으로 무릎관절 굽힘과 폄 운

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하였다. 연구 상자의 초기 

최  우력(peak torque)을 측정한 후, 초기 최  우력의 

30 %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반복 운동하였다. 운동방

법은 세트 당 20회로 실시하였으며, 세트 간 휴식시간은 

10초로 설정하였다. 초기 최  우력의 30 % 수준으로 낮

아지면 등속성 운동을 중지하고 바로 오차각도를 측정

하였으며, 피로 유발 전의 오차각도 측정과 동일하게 3

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비교분석하였다(Choi 등, 2009). 

운동 중지 기준은 최  우력이 초기 최 우력의 30 % 

수준으로 3회 이상 연속 낮아지는 시점으로 정하였다

(Kim & Youm, 2013). 

4.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SPSS Ver. 25.0 for 

window를 이용하여 비모수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실험

군과 조군의 일반적 특성, 체성분 특성 및 근피로 유

발 전·후의 오차각도를 비교하기 위해 맨휘트니 검정

(Mann-Whitney U test)을 사용하였다. 또한 집단 내 근피

로 유발 전·후의 오차각도 변화를 검정하기 위해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사용하였

다. 모든 통계 분석의 유의수준 α= 0.05로 설정하였다. 

Ⅲ.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체성분 특성 비교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체성분 특성은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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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뼈 근육량에 따라 분류한 실험군과 조군 사

이에서 평균 신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평균 체중

은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p<.01)를 나타냈다(Table 

1). 또한, 실험군과 조군의 체성분 특성을 비교한 결

과, 두 집단 간의 BMI, 체지방량, 체지방률 및 복부지방

률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1). 반면, 실험군

의 뼈 근육량은 19.59±1.00 ㎏, 조군은 22.53±1.87 ㎏

으로 두 집단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다(p<.05)(Table 1). 

2. 근피로 유발로 인한 오차각도의 비교 

두 집단 사이에서 근피로 유발로 인한 위치감각의 변

화를 확인하기 위해, 오차각도를 비교하였다. 근피로 유

발 이전에는 실험군 3.16±2.48 °, 조군 3.40±1.52 °로 유

사한 수준을 보였고, 유발 후에는 실험군 5.40±2.61 °, 

조군 3.53±1.67 °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집단 내에서는 조군의 경우 근피로 유발 전의 

오차각도가 3.40±1.52 °에서 3.53±1.67 °로 거의 변화가 

없었던 반면, 실험군은 근피로 유발 전에 3.16±2.48 °에

서 근피로 유발 후 5.40±2.61 °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05)(Table 2). 즉, 뼈 근육량이 표준범위 미만인 실

험군에서는 근피로 유발 이후 오차각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AAE (°) Before-fatigue After-fatigue z p

Experimental 3.16±2.48 5.40±2.61 -2.666 0.004a

Control 3.40±1.52 3.53±1.67 -0.311 0.782

z -1.259 -1.444

p 0.220 0.157

AAE; absolute angular error, awas taken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Table 2. Altered absolute angular error of knee joint by muscle fatigue      

Fig 2. Changes of absolute angular error of 

knee joint ap<.05; between before and

after fatigue

Ⅳ. 고 찰

스포츠 활동 및 일상생활동작에 필요한 균형능력은 

근력, 근육 사이의 협응작용, 시각 그리고 고유수용기의 

기능이 통합되어 완성되는데(Arockiaraj 등, 2013; 

Bragonzoni 등, 2019; Reddy 등, 2019), 특히 고유수용성

감각은 자세유지와 운동조절에 관여하는 주요 인자이며, 

관절의 기능적 불안정과 손상의 재발을 줄이는 역할을 

담당한다(Hjortskov 등, 2005; Park 등, 2012; Voight 등, 

1996). 이와 반 로 근육 및 인 의 손상, 혹은 고강도 

활동으로 인한 근피로는 고유수용성감각의 민감도를 현

저하게 감소시키고(Allen 등, 2010; Christina 등, 2001), 

운동수행능력을 저하시킨다(Kim & Youm, 2013; Kwon 

등, 2013). 특히, 과도한 근수축으로 감마운동섬유의 활

동이 저하되면 위치감각과 관련된 제 Ia형 근방추 들신

경 섬유(type Ia muscle spindle afferent fiber)의 민감도가 

감소하는데(Allen 등, 2011; Enoka와 Duchateau, 2008), 결

과적으로 고유수용성감각 피드백이 차단되어 신경근육 

운동조절능력에 장애가 발생한다(Hart 등, 2014). 근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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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고유수용성감각의 손상은 무릎관절에서 흔하게 

발생하며, 따라서 무릎관절 재활에서 고유수용성감각 재

훈련은 완전한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임상적 과제이다. 

특히 다리의 근력은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고, 고유수용

성감각 지속에 관여하는 주요한 인자이다(Gribble & 

Hertel, 2004; Hart 등, 2014; Kang 등,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릎관절의 고유수용성 위치감

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다리의 근

력과 관련된 무릎관절 폄근과 굽힘근에 피로를 유발한 

후, 근피로가 고유수용성 위치감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였다. 또한, 체성분 요인 중 뼈 근육량의 차이에 따

라 근피로 유발 후 고유수용성 위치감각이 어떻게 변화

하는지 비교하였는데, 체성분 역시 고유수용성감각의 민

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특히, BMI, 체

지방률과 같은 비만지표가 고유수용성감각과 어떠한 관

련이 있는지에 한 연구는 보고되고 있으나(Berrigan 

등, 2006; Maffiuletti 등, 2007; Paschalis 등, 2013), 뼈 근

육량과 관련된 연구는 상 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뼈 근육량과 고유수용성 위치감각의 관

계를 알아보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건강한 성인 여성의 

체성분을  분석한 뒤, BMI가 국내성인 기준 정상범위

(18.5-22.9 ㎏/㎡)에 포함되는 상자만을 선정하였다

(Kim & Kim, 2014). Hulens 등(2001)은 체지방량에 따라 

상자 간 근력 발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

는데, 이에 따라 뼈 근육량을 제외한 기타 체성분 요인

들이 근피로 저항성과 무릎관절 위치감각에 미치는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BMI를 국내 성인 기준 정상범위

로 제한하였고, 이들 연구 상자의 뼈 근육량이 표준

범위 미만이면 실험군, 표준범위 이상이면 조군으로 

분류하였다. 근피로 유발 전·후의 무릎관절 위치감각은 

Biodex의 전자각도계시스템을 이용하여 무릎관절 재위

치 오차각도 측정을 통해 평가하였고(Choi 등, 2009; 

Ribeiro 등, 2011), 다리의 근피로는 Biodex의 등속성 운

동시스템을 이용하여 유발하였다(Choi 등, 2009; Kim & 

Youm, 2013).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체성분 특성

을 비교한 결과, 체중과 뼈 근육량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BMI, 체지방률, 체지방량, 복부지방률 

등은 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집

단에서 근피로 유발 전·후의 무릎관절 오차각도를 비교

한 결과 조군은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은 반면, 실

험군은 근피로 유발 전(3.16±2.48 °)보다, 이후에

(5.40±2.61 °)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또한 근피로 

유발 직후 측정한 무릎관절 오차각도를 두 집단 사이에

서 비교한 결과, 실험군(5.40±2.61 °)과 조군(3.53±1.67 

°)의 오차각도는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즉, 근피로는 무릎관절 위치감각의 정확성을 

감소시켰는데, 이는 뼈 근육량이 표준범위 미만인 실험

군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피

로 유발 후 무릎관절에서 오차각도의 증가를 보고한 

Choi 등(2009)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Kwon 등(2013) 역

시 근피로 유발로 인한 무릎관절의 고유수용성감각 저

하를 보고하였는데, 근피로 유발 후 무릎관절의 오차각

도는 뇌졸중 환자, 노인 그리고 젊은 성인의 순서로 증

가하였다. 이와 같이 고유수용성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성별, 노화, 신경근육 계통의 질환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며, 체성분 역시 그 중 하나이다. 체성분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Paschalis 등(2013)은 정상 체질량

을 벗어난 과체중 상자에서 편심성 운동(eccentric 

exercise) 이후 다리의 고유수용성감각에 유의한 손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Berrigan 등(2006)은 BMI 30.5-48.6 

㎏/㎡ 사이의 비만 상자에서 균형조절의 어려움 때문

에 목표-지향운동(goal-directed movements)에 제약을 가

지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부상의 위험이 커진다고 

보고하였고, 또한 Maffiuletti 등(2007)은 비만 상자

(BMI 41 ㎏/㎡)가 조군(BMI 23 ㎏/㎡)보다 근피로에 

한 낮은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

이 비만은 운동조절 및 자세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

친다(King 등, 2012). 반면, Hulens 등(2001)은 과체중인 

사람에게 있어 여분의 체중이 근육의 양과 기능을 증가

시키는데 유리한 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비만인

의 근력이 더욱 강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반면, 

Maffiuletti 등(2007)은 남성의 등속성 무릎관절 근력측정

에서 과체중인 사람의 근력이 저체중인 사람에 비해 오

히려 더 낮거나 동일하다고 보고함에 따라, 과체중인 사

람의 근력이 저체중인 사람보다 항상 강한 것은 아님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체성분 요인 중 비만을 나타

내는 지표가 아닌, 뼈 근육량을 변인으로 설정하여 뼈

근육량 차이에 따라 근피로 유발 후 고유수용성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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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고, 그 결과 뼈 근

육량이 적을수록 근피로 유발 후 무릎관절의 오차각도

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뼈 근육량의 

감소 및 저하가 근피로에 한 저항성을 감소시키면서 

관절의 고유수용성 위치감각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끼

치고 있음을 시사하며,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손상의 위

험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뼈 근육량을 근피로 저항성과 무릎관

절 위치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설정하

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뼈 근육량에 의한 영향을 정

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초음파를 이용한 특정 근육의 두

께 확인, 등속성 토크 값 측정과 같은 세 한 평가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Choi 등(2009)은 남·여의 최

 우력이 서로 달라 남·여 상자에서 같은 수준의 근

피로를 유발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 역시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연구 상자를 여성에 제한

하였다. 하지만, 연구 상자 간에 뼈 근육량 차이가 존

재하고, 이외에도 근피로 저항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이 존재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같은 수준의 

근피로 유발을 위해 최 우력의 비교, 최 우력 저하를 

위해 실시한 운동량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 중에는 뼈 근육량과 

체지방량이 양의 선형관계를 보이기도 했는데, 뼈 근육

량이 많으면 체지방량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체성분 요인과 고유수용성 위치감각 사이의 상호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뼈 근육량을 포함한 여러 

체성분 요인들에 한 변인 통제를 철저히 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건강한 

성인을 상으로 하여 수가 적었고 20  여성이 상이

기 때문에, 모든 연령 에게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

으므로 향후 연구는 제한점을 보완하여 진행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정상범위의 BMI를 가지는 건강한 성인 여

성을 상으로, 이들의 뼈 근육량 차이가 근피로 유발 

이후 무릎관절 위치감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한 단면적 연구(cross-sectional 

study)이다. 체성분 요인 중 뼈 근육량이 표준범위 미만

인 실험군에서 근피로 유발 전·후 무릎관절 오차각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즉 뼈 근육량이 

감소하면 근피로에 민감해지고 이로 인해 관절의 고유

수용성 위치감각의 저하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

는 근피로 발생으로 인한 고유수용성 위치감각의 저하

가 뼈 근육량이나 뼈 근육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스포츠 활동 및 일상생활, 혹

은 산업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근피로에 한 저항성

을 높이고 고유수용성 위치감각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치료 중재 시, 뼈 근육에 한 지속적인 평가 및 관리

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추후 연구

에서는 체성분 요인을 비롯하여 근피로 유발로 인한 위

치감각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에 해 구체

적이고 정확한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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