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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eccentric stretching exercise with weight bearing 
compared with self-stretching exercise on ankle joint ROM, calf muscle strength and investigate effect of angular velocity 
for gastrocnemius and soleus muscle. Methods 30 female who were 20’s were participated this study. We randomized 
divided subjects into three groups, self-stretching exercise group(SSE), slow eccentric stretching with weight-bearing 
exercise group(SEC), fast eccentric stretching with weight bearing exercise group(FEC). SSE group performed ankle dorsi 
and plantar flexion in the long sitting position themselves. SEC group and FEC group performed ankle dorsi and plantar 
flexion in standing position on edge of stair with arm support. Participants performed 10 minutes a day and five times 
with resting time between sets a week for three weeks. Data was collected pre and post measurement of range of motion 
and strength with 60˚/sec using by the Bio-Dex. We performed paired t-test and ANCOVA using by SPSS statistical 
program.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as that all of three groups showed significantly increasing of R.O.M. SEC, 
FEC group showed significantly increasing of plantar flexion strength, all of three group showed no significantly 
increasing of dorsiflexion strength. There was no significantly difference among three groups. Conclusion We suggest that 
SEC, FEC was more effective method increasing of R.O.M and strengthening of plantar flexor. For the increasing ankle 
range of motion, we recommend SEC as well the enhancement of strength and R.O.M more easily in home or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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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여성들은 패션에 민감하여 높은 굽의 신발을 선호하며, 굽이 

높은 신발은 인체 운동역학적으로 비효율적 움직임과 비정상적 

자세 변화를 발생시킨다, 특히 인체 관절 중에서 발목관절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굽이 높은 신발은 과도한 발바닥 굽

힘으로 발목 관절의 움직임과 안정성을 감소시킨다.1-4) 
그리고 

바쁜 일상생활과 운동부족으로 인체 유연성이 감소되고 스포츠 

활동에서 손상을 발생된다.5) 
유연성은 근육, 건, 인 가 영향을 

미치고, 관절의 운동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유연성의 증

가는 외상의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6) 유연성 증가를 위한 

신장운동은 근육 긴장과 근골격계 통증을 감소시키며, 혈액 순

환을 증가시킨다. 또한 근육 유착 방지와 근육의 움직임에 

한 저항 감소시키며, 근육, 건 손상 후 회복에 효과가 있다.7) 

유연성 증가를 위한 운동방법으로 편심성 신장운동에 따른 근

육과 건의 해부학적 변화에 한 연구가 최근 활발해지고 있으

며, 7주간의 편심성 신장운동을 실시한 결과 건의 유연성이 유

의하게 증가하였으며, 편심성 신장운동을 1회 실시한 결과 넙

다리뒤근의 근길이와 근긴장에 효과가 나타났다.8,9) 
닫힌 사슬

운동을 이용한 편심성 신장운동 결과 넙다리뒤근의 손상 후 통

증을 감소를 시킨다고 하였다
10,11) 등척성 수축(isometric 

contraction)은 움직이는 관절의 운동범위 변화가 없으므로 

기계적 이득이 없으며, 동심성 수축(concentric contraction)

은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장력이 발생하고 편심성 수축은 

근육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길이가 늘어난다. 그리고 편심성 수

축은 근수축 외에 직렬로 연결된 건이 신장을 유도하여 움직임

을 효율적으로 증가시킨다.12,13) 편심성 수축은 지연성 근육통

(delayed onset muscle soreness, DOMS)의 유발하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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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research procedures

육 미세파열의 위험이 높다. 동심성 수축과 등척성 수축 보다 

손상이 흔히 발생하며, 근육 강화 운동에서 동심성 수축 운동

을 많이 실시한다. 그러나 편심성 수축 운동은 스포츠 선수을 

상으로 실시한다.14,15) 편심성 수축운동은 근육과 건의 해부

학적으로 신장시키고, 동심성 수축 보다 근활성화에서 산소 요

구량이 적고, 심혈관계 구조에 부하가 적으며, 근육 단면적 증

가 되어 근력강화를 위한 훈련방법으로 유용하다.16,17) 편심성 

수축 훈련을 통한 유연성과 근력 증가 연구는 운동선수를 상

으로 넙다리뒤근의 통증 관련 연구가 많다.18)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스포츠 선수가 아닌 20  여성을 상으로 하여 장딴

지근과 가자미근에 체중부하를 이용하여 편심성 신장운동을 실

시하여 발목관절의 운동범위와 근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

으며, 임상에서 운동방법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상자는 건강한 20  여성 30명으로 하지 관절의 

병력이 없으며 최근 6개월 이내의 다리 관절의 통증 및 관절가

동범위의 제한이 없으며 연구에 참여하기 전까지 규칙적인 운

동경험이 없는 자로 하였다. 연구의 상자들은 연구의 운동방

법에 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에 한 

동의를 얻은 후 참여하였다. 참여한 상자들은 무작위로 자가

신장운동그룹(SSE : Self stretching exercise group)(n=10, 

age 20.40±0.97), 느린 체중부하 편심성 운동 그룹(SEC : 

Slow eccentric contraction with weight bearing)(n=10, 

age 20.60±0.70), 빠른 체중부하 편심성 운동 그룹(FEC : 

Fast eccentric contraction with weight bearing)(n=10)

명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Figure 1). 

연구의 기간은 2012년 5월 27일부터 6월 201일까지 약 3

주에 걸쳐 진행하였다. 1일 3회, 주 5회의 신장운동을 3주간 

수행하였으며, 느린 편심성 운동은 메트로놈을 이용하여 발바

닥쪽 굽힘과 발등 굽힘을 각각 2초 동안 실시하였으며, 빠른 

편심성 운동은 1초 동안 발바닥쪽 굽힘과 발등 굽힘을 각각 실

시하였다. 운동 시작 전과 운동시작 3주 후에 발목관절의 가동

범위와 근력을 측정하였다. 자가신장 그룹은 다리를 펴고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굽히지 않고 발목을 가능한 멀리 발바닥 쪽 

굽힘을 하여 5초간 유지한 후 다시 발목 관절을 가능한 한 최

한으로 발등 굽힘을 5초간 유지하는 것으로 10회 반복하는 

것을 1set로 하여 하루 3set씩 3회 실시하였으며, 관절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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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range of motion, muscle strength in each groups (N=30)

group
Mean±SD

p Between
grouppre post

Ankle

ROM

SSE 56.11±7.27 62.44±5.72 0.01*

0.67SEC 58.25±4.93 64.74±6.66 0.01*

FEC 60.35±6.10 63.96±5.90 0.01*

Plantar

Strength

SSE 30.23±13.76 31.38±15.18 0.75

0.05SEC 29.59±11.84 41.89±9.91 0.03*

FEC 28.42±12.56 33.82±12.39 0.03*

Dorsi

Strength

SSE 12.07±2.55 11.73±2.01 0.46

0.54SEC 12.76±2.10 12.97±2.70 0.82

FEC 11.38±2.37 11.12±2.66 0.70

*p＜.05

속도는 통제하지 않았다. 느린 체중부하 편심성 신장 운동 그

룹은 발바닥의 1/2 만 지지한 상태로 계단에 서서 난간을 한 

손으로 지지 한 상태에서 최 한 발바닥 굽힘 후 5초간 유지한 

후, 발등 굽힘을 5초간 유지하였다. 운동의 속도는 메트로놈을 

이용하여 발바닥쪽 굽힘과 발등 굽힘을 각각 2초에 걸쳐 하도

록 하였다. 10회 반복하는 것을 1set로 하여 하루에 3set씩 3

회 실시하였다.빠른 체중부하 편심성 신장 운동 그룹은 발바닥

의 1/2 만 지지한 상태로 계단에 서서 난간을 한손으로 지지

한 상태에서 최 한 발바닥 굽힘 후 5초간 유지한 후, 발등 굽

힘을 5초간 유지하였다. 운동의 속도는 메트로놈을 이용하여 

발바닥쪽 굽힘과 발등 굽힘을 각각 1초에 걸쳐 하도록 하였다. 

배측 굴곡상태에 다다르면 2초간 유지하고 다시 족저굴곡 하기 

위해 뒤꿈치를 빠르게 내린다. 10회 반복하는 것을 1set로 하

여 하루에 3set씩 3회 실시하였다. 등속성 측정장비인 Biodex 

system(Biodex medical system, USA)를 이용하여 발목관

절의 관절가동범위와 발바닥쪽 굽힘근과 발등굽힘근의 근력을 

각속도 60°/sec 에서 측정하였다. 관절가동범위는 발바닥쪽 굽

힘에서 발등 굽힘 까지의 능동 운동 전 범위를 취하였으며, 모

든 값은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위한 모든 통계분석은 SPSS for Windows version 20.0을 

사용하였다. 정규성 검정결과 모든 변수가 정규분포에 만족하

여(p>.05) 응표본 t 검정(paired t test)방법을 이용하여 운

동 전후 값을 비교하였으며, 그룹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의 통계학적 유의수준 

α는 0.05로 하였다.

III. 결 과

자가신장운동그룹, 느린 체중부하 편심성 신장 운동 그룹, 빠른 

체중부하 편심성 신장 운동 그룹 등 모든 그룹에서 운동 전과 

후의 발목 관절가동범위가 각속도 60°/sec 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p<.05) 그룹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느린 체중부하 편심성 운동 그룹과 빠른 체중부하 편심

성 운동 그룹에서 각속도 60°/sec 에서 발바닥쪽 굽힘 근력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p<.05), 그룹 간의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 각속도 60°/sec 에서 자가 신장 운동 그

룹에서는 평균값이 약간 감소하였으며, 체중부하를 이용한 편

심성 신장 운동 그룹에서는 모두 평균값의 증가를 나타내었으

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Table 1)(Figure 2). 

Ⅳ. 고 찰 

편심성 신장운동은 근육과 힘줄 복합체의 생체역학적 특성과 장

력 발생에 한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통증 수용기의 민감도 

변화를 주어 신장에 한 고유감각계가 자극되어 신장 내성이 

증가하고 수동적 신장 후 근육과 힘줄의 수동적 장력과 근긴장

이 감소된다. 이러한 편심성 신장운동의 효과는 신장 운동 후 

즉각 나타난다.19-21) 선행연구에 따르면20  남녀 45명을 상

으로 넙다리뒤근육의 신장을 위해 무릎관절의 수동 신장, 무릎

관절과 발목관절의 수동 신장, 능동 신장 등을 실시한 결과 즉

각적 효과를 나타났다.19) 본 연구 결과 20  여성의 장딴지근

과 가자미근의 신장을 위해 체중부하를 이용한 편심성 신장 운

동을 3주간 실시 한 결과 발목관절의 관절가동범위 증가되었고, 

발바닥쪽 굽힘근 근력 증가하였으나 발등 굽힘근의 근력은 증가

하지 않았다. 45명의 건강한 남녀 상으로 무릎관절 신장을 위

해 정적, 동적,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적용 후 속도에 따른 

무릎관절의 최 토크 측정 결과 관절운동속도가 60°/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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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comparisons of range of motion, muscle 
strength in each groups

180°/sec일 때 동적 신장 운동과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을 이

용한 신장 운동 군에서 등속성 최 토크가 증가하였다.22) 16명

의 건강한 성인을 상으로 계단 가장 자리에서 편측 다리 서기

를 통하여 체중부하를 이용한 편심성 수축으로 발목관절의 발바

닥 굽힘과 발등 굽힘을 반복하여 실시한 후 다리 근육의 근활성

도가 증가하였다.23) 
본 연구에서는 자가신장운동그룹, 체중부하

를 이용한 느린 편심성 신장 운동그룹, 체중부하를 이용한 빠른 

편심성 신장 운동 그룹으로 나누어 발목관절에 적용한 결과 모

든 그룹에서 관절운동범위가 증가하였으며, 편심성 신장운동그

룹에서 발바닥 굽힘 근력이 증가하였다. 체중부하 운동 방법에 

따른 다리 근육의 근활성도 연구에서 편측 다리 서기자세에서 

중간볼기근의 근활성도가 가장 많았으며, 편측 스커트 자세에서 

무릎관절 폄근의 근활성이 증가하였고 편심성 운동 방법에 따른 

발목관절의 근육에 미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24) 26세

의 남녀 24명을 상으로 60초 동안 발등 굽힘을 지속하는 능

동 신장운동, 30초씩 유지하면서 2회 반복하는 능동신장운동, 

15초씩 유지하면서 4회 반복하는 능동신장운동, 60초를 수동적

으로 유지시키는 4가지 형태의 신장 운동을 실시한 결과, 수동

적으로 60초 동안 발등 굽힘을 유지한 그룹에서 발목관절의 뻣

뻣함이 감소 하였다
21). 본 연구에서는 자가신장운동 그룹 및 체

중부하를 이용한 편심성 신장 운동 그룹의 운동 형태는 5초간

의 유지를 10회 반복하여 선행연구와 다른 운동을 실시하였다. 

신장 운동의 방법, 유지 시간, 능동과 수동 운동 방법에 따라서 

발목 관절운동범위 증가에 차이가 있었으며, 신장 운동방법에 

따른 발목 관절운동범위에 미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KinCom(Chattanooga Group, Hixson, Tennessee, USA) 

등속성 기기를 이용하여 18명의 상자들에게 발목관절의 운동 

속도를 5°/sec, 25°/sec 두 그룹으로 나누고, 반복 시간을 2분

을 기준으로 최 근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25°/sec 

속도로 2분 이내 반복한 그룹에서 최  근력이 증가하였다.25) 

본 연구에서는 메트로놈을 이용하여 운동속도를 2초와 1초로 

구분하여 느린 체중부하 편심성 신장운동 그룹과 빠른 체중부하 

편심성 신장운동 그룹으로 구분하였으나 발목관절의 운동속도를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하지 않아 결과 분석에 제

한점이 있었다. 너무 느리거나 빠른 운동속도 보다는 적절한 속

도 25°/sec 정도의 속도에서 근력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선행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체중부하를 이용한 

편심성 신장운동은 발목관절의 가동범위 증가를 통해 발목관절

의 유연성을 증가시켰으며, 발바닥 굽힘근 근력의 증가가 나타

났다. 따라서 체중부하를 이용한 편심성 신장운동은 관절의 가

동범위 증가와 근력 증가에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 상자의 제한점이 있었으며, 체중부하를 이용한 편심성 

신장 운동 방법에서 각속도에 따른 변수를 위한 연구방법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발목관절뿐만 아니라 다른 관절의 

근육과 힘줄의 정상적 생체역학적 구조를 유지하여 관절의 유연

성과 근력 유지를 위한 신장 운동은 매우 중요하며, 환자 질환

에 따른 신장운동 방법이 적절히 처방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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