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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Backward Walking Training on Knee Isokinetic Strength and Vasus Medialis Surface E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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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Purpose Backward walking exercise is being recommended for increasing lower extremity strength, 
especially vastus medialis strength. But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backward walking training to clarifying vastus 
medialis streng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backward walking training on knee muscle 
strength especially vastus medialis strength. Subjects and Methods Fourteen healthy male adul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backward walking (BW, n=7) and forward walking (FW, n=7) training groups. Each group took part in muscle strength 
tests of knee extension and flexion isokinetic peak torque (PT), total work (TW). Vastus medialis (VM) and vastus 
lateralis (VL) root mean square (RMS) of electromyographic (EMG) also measured during 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Each group took one week resting period and then, performed BW and FW training program for 6 weeks, 
consisting of 3 sessions per week for a total of 18 sessions. The training intensities applied to individual subjects were 
at 65% of their VO2max respectively. Results The BW training group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s in knee extension 
and flexion isokinetic PT (4.6%, 13.9%), isokinetic TW (17.34%), and isometric VM EMG RMS (48.5%). But FW 
training group did not show a significant increase in any of the items. Conclusion BW training has positive effectiveness 
on knee muscle strength, especially vastus medialis strength, which is acting as medial stabilizer of the pat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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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무릎을 펴는 주동근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서 있거나 걷는 

따위의 모든 동작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슬관절 신근은 

퇴직근, 외측광근, 중간광근, 내측광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골과 퇴골에서 기시하여 슬개골을 건으로 둘러싸고 내려와 

경골에서 정지한다(Farahmand et al., 1998). 

운동역학적으로 슬관절 신근을 구성하는 네 개의 근육은 기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된다. 

이 다양한 힘의 방향을 합쳐 하퇴를 신전시키는 지렛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슬개골이다(Hungerford & Barry, 1979). 슬개

골을 중심으로 안쪽과 바깥쪽에 위치한 내측광근과 외측광근은 

슬개골에 사선의 힘을 가하는 비스듬한 근육 섬유를 가지고 있

다(Farahmand et al., 1998). 이 두 근육은 서로 반 의 힘을 

가하기 때문에 슬개골의 규칙적인 움직임(tracking)과 안정성에 

기여한다(Sakai et al., 2000). 내측광근은 해부학적으로 퇴

골을 중심으로 약 52° 내측으로 기울어져 있어 다른 근육에 비

하여 가장 큰 경사각을 형성하며(Powers, 1998) 슬개골에 내

측 안정성을 제공하는 유일한 근육이다(Lin et al., 2008). 근 

수축 시 슬개골을 외측으로 잡아당기는 외측광근, 중간광근, 장경

인 와 비교할 때 내측광근에 기능 이상이 발생할 경우 슬개골의 

역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Huberti & Hayes, 1984). 

Naotaka 등(2000)은 카데바(cadaver)를 상으로 한 생체 내 

실험에서 정상 상태의 내측광근과 외측광근의 힘의 비율을 고려

하여, 외측광근에 50N의 힘을 가하고 내측광근에 40N의 힘을 

가하도록 하여 슬개골의 움직임을 분석하였다. 이 후 외측광근

에 가해진 힘은 그 로 유지하고 내측광근에 가해진 힘을 25% 

감소시킨 결과, 슬관절 완전 신전과 15° 굴곡자세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슬개골의 외측 이탈을 보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내측

광근의 근력이 감소하게 되면 외측광근, 중간광근, 장경인  등

에 의해 슬개골은 외측으로 이탈하여 주변 연부조직과 잦은 충

돌을 일으켜 다양한 만성 슬관절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Li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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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8). 내측광근의 근력 감소는 주로 전방 십자인  손상, 

슬개 퇴 통증 증후군 등 슬관절에 장해가 발생했을 때뿐만 아

니라 슬관절에 직접적인 손상이 가해지지 않았더라도 침상 안정

을 필요로 하여 장시간 동안 슬관절 신근을 사용하지 않는 편마

비 등의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Fox (1975)는 슬관절 신

근 중 내측광근이 계통발생학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발달하고, 

슬관절 신근 미사용 시 내측광근의 위축이 가장 빨리 나타나며, 

재활 운동 시 다른 슬관절 신근에 비하여 가장 늦게 근력 증가

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하였다. Souza와 Gross(1991)는 슬개

퇴 통증 증후군 환자의 표면 근전도(EMG) 연구에서 무릎을 펼 

때 외측광근에 비해 내측광근의 EMG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Mariani와 Caruso (1979)는 슬개골 탈구가 일어나는 환자들의 

내측광근 EMG가 일반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한다고 하였

다. 이와 같이 내측광근 근력 감소에 의한 슬개골 역학 변화는 

만성 슬관절 질환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Lin et al., 2008). 그

러므로 내측광근의 근력 감소에 의한 슬개골 역학 변화를 예방

하기 위해서는 내측광근 근력 훈련을 일상적 훈련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한다(Bentley et al., 2000; Lattier et al., 2004).

내측광근 근력 증가를 위해 추천되고 있는 다양한 훈련 프

로그램 중 후방보행 훈련은 1980년  초반부터 전방 십자인  

손상 환자의 재활 운동으로서 장점이 부각되면서 연구가 이루

어지기 시작하였다(Threlkeld et al., 1989; Winter et al., 

1989; Flynn and Soutas-Little, 1993). 같은 속도로 보행을 

할 경우, 슬관절에 가해지는 압박력은 전방보행 시 체중의 5～

6배에 이르지만 후방보행 시 체중의 3배 정도로 감소하며

(Flynn & Soutas-Little, 1991), 전방 십자인 에 가해지는 신

장력이 감소되고(Threlkeld et al., 1989), 최  산소 섭취량 

증  및 체지방 감소 등의 장점이 있다. 이러한 효과들과 더불

어 슬관절 신전 근력, 특히 내측광근의 근력 증가에 있어 후방

보행은 전방보행 보다 높은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한상완, 

2005; Cipriani et al., 1995). 이와 같은 후방보행의 운동학

적 특성을 고려한 훈련 효과에 해 연구자들은 에너지 사와 

유산소 운동 능력 향상 등에 해서는 일치된 연구 결과를 보

였으나(Terblanche et al., 2005), 하지의 등속성 근력 증가

에 해서는 일치되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Threlkeld 

등(1989)은 8주 훈련 후 75°, 120°/sec에서 등속성 최  근

력은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나 180°, 210°/sec에서는 유의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Terblanche 등(2005)은 6

주 훈련 후 슬관절 굴근의 등속성 최  근력은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나 슬관절 신근은 유의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며, 

그 원인으로 6주의 훈련 기간이 근력 증가를 보이기에는 다소 

짧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두 보행 훈련 후 슬관

절 등속성 근력을 분석한 선행 연구자들은 연구 상자 개인

별 체중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1회 20분, 주 3회, 6

주 이상 동안 진행된 유산소성 훈련 후의 연구 상자의 체중 

감소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슬관절 등속성 근력에 해서 

일치되지 못한 결과를 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연구 

상자 개인별 체중 차이에 의한 근력의 통계학적 표준 편차

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체중 1kg당 등속성 최  근력(Nm/kg)

으로 표준화할 필요가 있으며, 훈련 전과 후의 연구 상자 체

중 변화를 고려해서 등속성 근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방보행이 내측광근 근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부분의 

연구들은 1회성 운동을 통한 전방보행과 후방보행의 표면 근전

도 연구만 실시하였을 뿐(한상완, 2005; Cipriani et al., 

1995), 실제 훈련 전과 후의 내측광근 근력 증가를 증명한 연

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슬관절 질환, 편마비 등의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내측광근 근력 감소를 겪고 있는 환자들의 재활 

운동으로서 후방보행 훈련이 내측광근 근력 증가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 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Ⅱ. 연구방법

1. 실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가한 상자는 보행 훈련 전 6개월 이내에 체계적

인 하지 근력 증가를 위한 저항 운동이나 부상 경험이 없었던 

20  일반인 남성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상자는 Y 학 

병원에 근무하는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실험군인 후방보행 훈

련 그룹 7명과 조군인 전방보행 훈련 그룹 7명을 무작위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6주 동안의 훈련 프로그램에 

한 교육을 실시한 후 모든 상자들에게 훈련 참여에 한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전체 연구 기간 중 어느 누구도 훈련 전과 후

의 테스트에 영향을 줄만한 일상생활에서의 하지 손상 및 기능 

제한이 없었으며 보행 훈련 이외에 다른 운동을 하지 않도록 하

였다. 연구에 참가한 상자들의 신체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남성
후방보행 훈련 그룹 

(n=7)   
전방보행 훈련 그룹

(n=7)

나 이 (year) 26.14 ± 1.12 28.57 ± 3.61

신 장 (cm) 172.86 ± 3.04 177.29 ± 2.37

체 중 (kg) 67.8 ± 5.63 73.29 ± 5.9

BMI (score) 22.37 ± 1.84 23.35 ± 2.12

Mean±SD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측정 변인

1) 최대 산소 섭취량 

연구 상자의 최  산소 섭취량(VO2max)은 K 학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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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학 실험실에서 실시하였다. 최  산소 섭취량 측정은 연구 

상자의 훈련 속도 설정을 위한 것으로서 운동 부하 검사는 

Bruce protocol을 이용하였다. Bruce protocol은 매 3분마

다 경사도 2°, 속도는 시속 약 1.4 km씩 증가하는 탈진적 점

증 부하 전방 달리기 운동 방법이다. 연구 상자들은 실험실 

도착 후 30분 동안 휴식을 취한 후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준비 운동을 실시하였다. 점증 부하 운동을 하는 동안의 

심박수, 산소 섭취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의 변화는 매 3초 

마다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에 기록되었다. 최  산소 섭

취량 측정에 사용된 호흡 가스 분석기는 COSMED Srl Quark 

b2이며, 운동의 중단은 연구 상자가 더 이상 운동을 지속하

지 못할 때까지 진행하였다.

2) 표면 근전도 RMS(root mean square) 

EMG 측정은 LAXTHA사(한국)의 LXM 3208-RF를 이용하였

으며 전극은 20mm 크기의 NOROTRODE 20TM(bipolar 

silver/ silver chloride EMG electrodes)을 이용하였다. 최

 산소 섭취량 측정 후 최소 3일 이상의 휴식 기간을 가진 후, 

슬관절 신근 최  등척성 수축 동안의 내측광근과 외측광근의 

RMS를 측정하였다. RMS 측정을 위한 슬관절 각도는 슬개골에 

가해지는 압박력이 최소화되며(Hawkins et al., 2001), 내측

광근과 외측광근의 EMG 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30° 굴곡

자세로 정하였다(한상완, 2005). EMG 측정 부위는 전기 자극 

치료기(EST)를 이용하여 내측광근과 외측광근의 다양한 근복

(muscle belly) 부위에 전기적 자극을 준 후 근 수축 반응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motor point를 개인별로 선정하였다

(Chen et al., 2008). 연구 상자 별로 정해진 전극 부착 부

위는 훈련 전과 후의 표면 전극 부착 부위에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성 펜을 이용하여 표시하였다. EMG 측정 시 피부 저

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motor point 주변에 한 면도를 실시

한 후 가는 사포를 이용하여 3-4회 문질러 피부각질층을 제거

하고 70% 에탄올을 이용하여 소독하였다. EMG 측정 전 15분 

동안 온습포를 적용하여 모든 연구 상자들이 동일한 피부 온

도와 습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표면 전극은 슬관절 30° 굴곡

자세에서 부착하였으며 운동에 의한 전극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언더-랩(under-lap)을 이용하여 고정하였다. 내측광근

과 외측광근에서 측정된 EMG 분석은 시평면 상의 진폭

(amplitude)을 반영한 RMS(root mean square) 값을 이용

하였다. 분석에 이용할 자료는 최 의 노력으로 5초 수축과 5

초 이완을 3회 연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집하였다. 5초 동안의 

항정 상태의 RMS 중 1-4초(3초) 동안의 3회 평균값을 1초당 

RMS(a.u./sec)로 변환하여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주파수 역

폭은 20～500Hz로 설정하여 필터링(filtering) 과정을 거쳐 

자료를 분석하였다. 

3) 등속성 최대 근력 

연구 상자들의 슬관절 신근과 굴근의 등속성 최  근력 측정에 

사용한 기계는 BTE PRIMUS RS(Baltimore Therapeutic 

Equipment Company, Maryland, USA)이다. EMG 측정 

후 1분 동안 휴식을 취한 후 60°/sec에서 최 의 노력으로 슬

관절을 총 5회 굴곡-신전하도록 하여 슬관절 신근과 굴근의 등

속성 피크토크(Nm)를 측정하였다. 연구 상자들은 피크토크 

측정 후 1분 동안 휴식을 취하였으며 180°/sec에서 최 의 노

력으로 슬관절을 30회 굴곡-신전하도록 하여 등속성 총 일량(J)

을 측정하였다. 각 근력 측정 간 휴식 시간은 등속성 최  근력 

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최소의 휴식 시간인 1분으로 설정

하였다(Allen, 2004). 등속성 피크토크와 총 일량은 연구 상

자 간 개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중 1kg당 피크토크

(Nm/kg)와 총 일량(J/kg)으로 변환하여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3. 훈련 프로그램

1) 훈련 속도 선정

후방보행 훈련그룹과 전방보행 훈련그룹의 훈련 속도는 유산소 

심폐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하여 ACSM(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2000)에서 제시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연구 

상자 개인별 최  산소섭취량의 65%에 해당하는 훈련 목표 

심박수를 선정하였다. 연구 상자들의 개인별 훈련 속도 선정

은 트레드밀 위에서 polar를 착용하고 심박수를 측정하였다. 

후방보행 훈련 그룹은 polar 착용 후 트레드밀에서 후방 보행

을 실시하였으며 전방보행 훈련 그룹은 전방보행을 실시하였

다. Bruce protocol 1단계인 시속 2.7km에서 3분 동안 워밍

업을 실시한 후 본 운동에 해당하는 시속 4km의 속도로 3분 

동안 운동을 수행하면서 심박수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매 3분

이 경과할 때 마다 후방보행 훈련 그룹은 시속 0.2km씩, 전방

보행 훈련 그룹은 시속 0.5km씩 속도를 높여 나가며 훈련 목

표 심박수가 나타나는 속도를 개인별 훈련 속도로 설정하였다. 

2) 트레드밀 경사도 

후방보행 훈련 그룹과 전방보행 훈련 그룹의 훈련을 위한 트레

드밀 경사도는 0, 5, 10° 중 근력 증가에 가장 효과적인 10°로 

설정하였다(한상완, 2005; Cipriani et al., 1995). 

3) 훈련 시간 및 훈련 기간

후방보행 훈련 그룹과 전방보행 훈련 그룹의 1회당 훈련 시간

은 20분으로 하였다. 훈련은 주 3회로 구성하였으며, 6주 동안 

총 18회 실시하였다(Terblanche et al., 2005). 

4) 훈련 속도의 재설정

운동에 한 적응 현상 및 훈련 효과를 고려하여 2주마다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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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 신근

훈련 전 훈련 후 대응차 t P

후방보행 훈련
18.51

± 1.87

19.36

± 1.97
-0.86±0.78 -2.920 .027*

전방보행 훈련
18.48

± 1.28

18.49

± 1.91
-0.01±0.91 -0.033 .975

mean±SD
*p＜.05

표 2. 슬관절 신근 등속성 근력 (Nm/kg)

슬관절 굴근

훈련 전 훈련 후 대응차 t P

후방보행 훈련
14.19

± 1.42

16.17

± 1.58

-1.99

±1.53
-3.434 .014*

전방보행 훈련
15.17

± 0.86

15.66

± 0.96

-0.07

±0.92
-0.188 .857

mean±SD
*p＜.05

표 3. 슬관절 굴곡근 등속성 근력 (Nm/kg)

속도를 높였다. 연구 상자 개인별 훈련 속도에서 polar착용 

후 운동을 시작하여 매 3분이 경과할 때 마다 시속 0.1km씩 

속도를 높이며 훈련 목표 심박수가 나타나는 속도로 재설정하

였다. 

6.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된 모든 변인들 간의 결과에 한 기술적 통

계 처리는 SPSS 12.0(kor)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기술적 통

계 처리는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계산되었다. 연구 상자들의 

훈련 전과 후의 근력 변화는 응표본 t-검정을 이용하였으며 

후방보행 훈련 그룹과 전방보행 훈련 그룹의 그룹 간 비교는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등속성 근력

1) 60°/sec 등속성 근력

<표 2>는 후방보행 훈련 그룹과 전방보행 훈련 그룹의 슬관절 5

회 굴곡-신전 동안 측정된 체중 1kg당 슬관절 신근 등속성 피크

토크(Nm/kg)에 한 훈련 전과 후의 결과이다. 후방보행 훈련 

그룹의 슬관절 신근 등속성 피크토크는 훈련 전 18.51±1.87 

(Nm/kg)에서 훈련 후 19.36±1.97(Nm/kg)로 유의한 근력 증

가(p<.05)를 보였으며, 전방보행 훈련 그룹은 훈련 전 

18.48±1.28(Nm/kg)에서 훈련 후 18.49±1.91(Nm/ kg)로 유

의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한편, 후방보행 훈련 그룹과 전방보

행 훈련 그룹의 훈련 후 슬관절 신근 등속성 피크토크는 독립 표

본 t-검정 결과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그림 1).

  

그림 1. 슬관절 신전근, 굴곡근 등속성 최대 근력

<표 3>은 후방보행 훈련 그룹과 전방보행 훈련 그룹의 슬

관절 5회 굴곡-신전 동안 측정된 체중 1kg당 슬관절 굴근 등

속성 피크토크(Nm/kg)에 한 훈련 전과 후의 결과이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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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일량

훈련 전 훈련 후 대응차 t P

후방보행 훈련
206.9

± 22.47

242.78

± 23.53
-35.87±21.45 -4.424 .004**

전방보행 훈련
210.78

± 6.89

214.53

± 10.55

1.96

±15.92
0.326 .755

mean±SD
**p＜.01

표 4. 등속성 근 지구력 (J/kg)

내측광근

훈련 전 훈련 후 대응차 t P

후방보행 훈련
78.3

± 14.94

116.3

± 16.54
-113.99±64.57 -4.671 .003**

전방보행 훈련
77.43

± 23.69

96.93

± 7.66
-55.09±59.52 -2.449 .05

mean ± SD
**p＜.01

표 5. 내측광근 표면 근전도 RMS (a.u./sec)

방보행 훈련 그룹의 슬관절 굴근 등속성 피크토크는 훈련 전 

14.19±1.42(Nm/kg)에서 훈련 후 16.17±1.58(Nm/kg)로 유

의한 근력 증가(p<.05)를 보였으며, 전방보행 훈련 그룹은 훈

련 전 15.17±0.86(Nm/kg)에서 훈련 후 15.66±0.96(Nm/ 

kg)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편, 

후방보행 훈련 그룹과 전방보행 훈련 그룹의 훈련 후 슬관절 

굴근 등속성 피크토크는 독립 표본 t-검정 결과 그룹 간 유의

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그림 1). 

2) 180°/sec 등속성 근 지구력

<표 4>는 후방보행 훈련 그룹과 전방보행 훈련 그룹의 슬관절 

30회 굴곡-신전 동안 측정된 체중 1kg당 슬관절 신근과 굴근

의 등속성 총 일량(J/kg)에 한 훈련 전, 후의 결과이다. 후방

보행 훈련 그룹의 슬관절 신근, 굴근의 등속성 총 일량은 훈련 

전 206.9±22.47(J/kg)에서 훈련 후 242.78±23.53 (J/kg)으

로 유의한 증가(p<.01)를 보였으며, 전방보행 훈련 그룹은 훈

련 전 210.78±6.89(J/kg)에서 훈련 후 214.53± 10.55(J/kg)

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편, 후방보행 훈련 그룹과 전방보행 훈련 그룹의 훈련 후 

등속성 총 일량은 독립 표본 t-검정 결과 유의확률 .02로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그림 2).  

 

그림 2. 등속성 근 지구력

2. 표면 근전도

1) 내측광근 표면 근전도

<표 5>는 후방보행 훈련 그룹과 전방보행 훈련 그룹의 슬관절

30° 굴곡자세에서 슬관절 신근의 등척성 최  수축 시 측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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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측광근

훈련 전 훈련 후 대응차 t P

후방보행 훈련
99

± 37.59

122.18

± 43.23
-69.53±90.92 -2.023 .089

전방보행 훈련
116.64

± 28.86

112.8

± 24.07
-0.45±84.51 -0.014 .989

mean±SD

표 6. 외측광근 표면 근전도 RMS (a.u./sec)

그림 3. 내측광근, 외측광근 표면 근전도 RMS

내측광근 RMS(a.u./sec)에 한 훈련 전과 후의 결과이다.

후방보행 훈련 그룹의 슬관절 신근 등척성 최  수축 시 

측정된 내측광근 RMS는 훈련 전 78.3±14.94(a.u./sec)에서 

훈련 후 116.3±16.54(a.u./sec)로 유의한 증가(p<.01)를 보

였으며, 전방보행 훈련 그룹은 훈련 전 77.43±23.69(a.u./sec)

에서 훈련 후 96.93±7.66(a.u./sec)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컸

으나 유의수준 .05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표 5). 한

편, 후방보행 훈련 그룹과 전방보행 훈련 그룹의 훈련 후 내측

광근 RMS는 독립 표본 t-검정 결과 유의확률 .019로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그림 3). 

2) 외측광근 표면 근전도

<표 6>은 후방보행 훈련 그룹과 전방보행 훈련 그룹의 슬관

절 30° 굴곡자세에서 슬관절 신근의 등척성 최  수축 시 측

정된 외측광근 RMS(a.u./sec)에 한 훈련 전과 후의 결과

이다. 

후방보행 훈련 그룹의 슬관절 신근의 등척성 최  수축 시 

측정된 외측광근 RMS는 훈련 전 99±37.59(a.u./sec)에서 훈

련 후 122.18±43.23(a.u./sec)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전방보행 훈련 그룹은 훈련 전 116.64± 

28.86(a.u./sec)에서 훈련 후 112.8±24.07(a.u./sec)으로 오

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후방보행 훈련 그룹과 전

방보행 훈련 그룹의 훈련 후 외측광근 RMS는 독립 표본 t-검

정 결과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그림 3). 

Ⅳ. 고 찰 

두 보행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전방보행보다 후방보

행이 슬관절 신근과 굴근의 근력을 더욱 증가시키는 운동학적 

특성을 알 수 있다. 후방보행과 전방보행의 관절 운동학적 특

성을 비디오 분석한 Winter 등(1989)은 두 보행 운동 시 고

관절, 슬관절, 족관절의 운동 범위가 서로 높은 상관관계

(r=0.9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슬관절 신근력 증가에 미치는 

관절 운동 범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Devita와 Stribling(1990)은 두 보행 운동의 입각기(stance 

phase) 시간을 비교한 결과 후방보행과 전방보행에서 각각 

37%, 35%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연구 결

과로 미루어볼 때 입각기의 시간 차이 역시 두 보행에서 비슷

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근력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볼 

수 없다. 반면, Threlkeld 등(1989)은 전방보행에 비하여 후

방보행 시 약 30% 가량 지면 반발력(ground reaction 

force)이 감소된다고 하였다. 지면 반발력의 감소는 추진력 감

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폭 감소에 의한 전체 보행 빈도수 증

가의 원인이 된다. Devita와 Stribling(1990)도 후방보행 시 

지면 반발력이 14%정도 감소하며 보폭은 연구 상자 평균 

2.1m로 전방보행의 보폭 2.3m에 비하여 낮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같은 속도에서 훈련을 실시한다면 보다 많은 보행 빈

도수가 필요한 후방보행이 슬관절 신근과 굴근의 근력과 근지

구력 증가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Devita와 Stribling 

(1990)은 입각기 동안의 체중 지지에 한 고관절, 슬관절, 족

관절의 지지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방보행 시 족관절이 58% 

비율을 차지한 반면, 후방보행 시 슬관절이 74%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전방보행 시 족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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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근육의 주된 사용이 예상되며, 후방보행 시 슬관절 주변 

근육의 주된 사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후방보행은 전방보행에 

비하여 보행 빈도수 증가 및 입각기 시 슬관절 주변 근육의 주

된 사용에 의하여 높은 하지의 근력 증가 효과를 기 할 수 있

다. 본 연구는 후방보행의 운동학적 특성에 관한 선행 연구와 

달리 두 보행 속도를 최  산소섭취량의 65%에 해당하는 심박

수를 기준으로 훈련 속도를 달리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들의 65% 최  산소 섭취량에 해당하는 훈련 속도는 후방

보행 훈련 그룹의 경우 시속 약 3.8km～4.5km로 설정되었으

며 전방보행 훈련 그룹의 경우에는 약 4.8km～6km로 설정되

었다. 이와 같이 훈련 속도를 심박수 기준으로 설정하고 6주 

훈련을 실시한 결과 체중 1kg당 슬관절 신근과 굴근의 등속성 

피크토크는 6주 동안의 훈련 후 각각 4.6%, 13.9%씩 증가하

여 유의한 근력 증가 효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20  여성을 

상으로 10° 경사진 트레드밀에서 8주 훈련 후 슬관절 신근

과 굴근의 60°/sec 등속성 피크토크가 각각 3.61%, 10% 증

가했다는 조현정(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경사도 

0° 트레드밀에서 정상 여성을 상으로 6주 훈련 후 60°/sec

에서 슬관절 굴근의 등속성 피크토크가 7.95% (p=.006)로 유

의한 근력 증가를 보였다는 Terblanche 등(2005)의 연구 결

과와도 일치하였다. 그러나 Terblanche 등은 슬관절 신근의 

등속성 피크토크가 후방보행 훈련 후 약 1.79%로 유의한 증가

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슬

관절 신근이 후방보행 훈련 후 유의한 근력 증가를 보이지 못

한 것에 하여 연구자는 주 3회, 6주의 훈련 기간이 다소 짧

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6주 동안 10° 

경사진 트레드밀 후방보행 훈련을 실시한 후 체중 당 근력

(Nm/kg)으로 표준화하여 분석한 결과, 유의한 슬관절 신근력 

증가를 확인하였다. 후방보행 훈련 후, 슬관절 신근보다 굴근의 

등속성 근력 증가율이 컸던 본 연구 결과는 조현정(2008), 

Terblanche 등(200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선행 

연구와 본 연구에서 슬관절 굴근에 비해 신근의 근력 증가율이 

낮았던 이유는 정상 상태에서 슬관절 신근이 굴근보다 큰 근력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Greig, 2008) 근력 증가가 제한적이었

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근 섬유 구성 상 슬관절 신근은 지

근(slow twitch) 섬유가 많은 반면 슬관절 굴근은 속근(fast 

twitch) 섬유가 많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Barclay, 1996) 상

적으로 슬관절 굴근의 근력 증가가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전방보행 훈련 후 슬관절 등속성 피크토크는 유의한 증

가를 보이지 않았으며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후방보행 훈련 그룹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슬관절 굴근과 신근의 등속성 총 일량(J/kg)은 하지의 근

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근 지구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Oliveira et al., 2008). 지금까지의 후방보

행 훈련과 슬관절 신근과 굴근의 근력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등속성 피크토크의 측정(조현정, 2008; Threlkeld et al., 

1989)에 비하여 등속성 총 일량 측정(Terblanche et al., 

2005)에는 상당히 낮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Terblanche 등

(2005)은 60°/sec에서 총 일량을 측정하였으나, 하지의 근 지

구력을 평가할 경우에는 180°/sec 이상의 고속 운동에서 측정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Oliveira et al., 2008). 특히, 후방보행 

훈련은 1회 운동 시 20분 이상 소요되는 유산소성 근력 운동

임을 고려할 때 하지 근력보다는 근 지구력을 더욱 높일 것으

로 기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1회 운동 시간 20분, 주 3회, 

6주 동안 총 18회에 걸쳐 후방보행 훈련을 실시한 후의 등속

성 근 지구력을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체중 1kg당 슬관절의 

등속성 총 일량(J/kg)은 훈련 후 17.34%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Terblanche 등(2005)은 60°/sec에서 

슬관절 신근과 굴근의 총 일량을 분석한 결과 훈련 후 슬관절 

신근 총 일량은 4.76%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

지는 않았으며 굴근 총 일량은 8.31%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고 하였다. 본 연구는 180°/sec에서 슬관절 신근과 굴근의 총 

일량을 함께 측정하였기 때문에 어느 근육에서 주된 일량의 증

가를 보였는지 단정할 수는 없으나, 상 적으로 지근 섬유가 

풍부한 슬관절 신근의 근 지구력 증가 및 속근 섬유가 풍부한 

슬관절 굴근의 근력 증가에 의해 등속성 총 일량이 증가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전방보행 훈련 그룹은 훈련 전과 후의 

등속성 총 일량에 유의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으며, 후방보행 

훈련 그룹과 전방보행 훈련 그룹은 훈련 후 등속성 총 일량에

서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사면 보행 시 운동학적 

특성에 관한 Lay 등(2007)의 연구에서 21° 경사면 전방보행 

보다 후방보행에서 입각기 시간이 증가하였고, 입각기 시 슬관

절 신근의 EMG 활성이 증가하였다는 연구 결과는 전방보행에 

비하여 후방보행 훈련 후 슬관절 등속성 근 지구력 증가에 그

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해 준다. 그러

므로 후방보행 훈련이 전방보행 훈련보다 근 지구력 증가에 더

욱 효과적이며 슬관절 등속성 최  근력 증가율보다 근 지구력 

증가율이 더욱 높았다. 근 지구력의 증가는 보행 운동 중 슬관

절 연부조직에 가해지는 외력을 근육이 꾸준히 흡수해줄 수 있

기 때문에 장시간 안정적으로 운동을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

한 요소이다(Greig, 2008). 

6주 동안의 후방보행 훈련 전과 후의 내측광근 근력 변화

는 슬관절 30° 굴곡자세에서 등척성 최  수축을 하는 동안 

측정된 1초당 표면 근전도 RMS(a.u./sec)를 이용하였다. RMS

는 근력 증가와 함께 나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정적 근력 증가의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Gerdle et al., 

1998). 본 연구는 내측광근 근력 증가를 위하여 후방보행 훈련 

트레드밀 경사도를 10°로 설정하였다. 10° 경사진 트레드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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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보행은 평지 후방보행에 비하여 슬관절 신근의 운동 범위

가 약 31°에서 42°로 증가하며 내측광근의 EMG가 최 에 이

르기 때문이다(Cipriani et al., 1995). 6주 동안의 후방보행 

훈련 후 등척성 최  수축 시 내측광근 RMS를 측정한 결과, 

내측광근은 훈련 전에 비하여 약 48.5%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

다. Barak 등(2005)은 55명의 체육전공 여학생을 상으로 

슬관절 등속성 근력 훈련 범위를 30°에서 60°로 제한한 후 주 

3회, 6주 동안 훈련을 실시한 결과 슬관절 45° 굴곡자세에서 

등척성 최  수축 시 내측광근 EMG가 6.78%로 유의하게 증

가하였다고 하였다. Barak 등의 6주 등속성 근력 훈련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비교할 경우, 후방보행 훈련은 

내측광근 근력 증가 효과가 높았음은 물론, 유산소 운동 등의 

다양한 훈련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방보행 훈련 그룹은 훈련 후 내측광근 RMS가 훈련 후 

25.2%(P=.05)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후방보행 훈련 그룹과 전방보행 훈련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심박수를 기준으로 운동 강도를 동일하

게 적용하기 위해 훈련 속도를 다르게 설정하더라도 후방보행 

훈련이 전방보행에 비하여 내측광근의 근력 증가에 더욱 효과

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후방보행 훈련은 슬관절에 직접적

인 손상을 입은 환자는 물론, 장시간 침상 안정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내측광근 근력 감소에 의한 만성 슬관절 질환 예방 

및 재활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수중 후방보행 훈련이나 현수 트레드밀 후방보행 훈련 등의 안

전한 훈련 환경을 제공한 후 뇌혈관 질환 등을 겪고 있는 환자

들을 상으로 한 추가적인 후방보행 훈련에 관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2008년 12월 29일부터 2009년 4월 3일까지 20  

정상 남성을 상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후방보행 훈련 및 전

방보행 훈련 전과 후의 슬관절 등속성 근력과 내측광근 EMG

를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슬관절 신근과 굴근의 60°/sec 등속성 피크토크는 후방보

행 훈련 그룹에서 훈련 후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며, 전방보

행 훈련 그룹은 훈련 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하

지는 않았으며, 훈련 후 피크토크는 두 그룹 간 유의한 차

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후방보행 훈련 그룹에서 더욱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2. 슬관절 신근과 굴근의 180°/sec 등속성 총 일량은 후방보

행 훈련 그룹에서 훈련 후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나 전방보

행 훈련 그룹은 훈련 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하

지는 않았다. 또한 훈련 후 총 일량은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내측광근 RMS는 후방보행 훈련 그룹에서 훈련 후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며 전방보행 훈련 그룹은 훈련 후 증가하는 

경향이 컸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훈련 후 내측광근 

RMS는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외측광근 RMS는 후방보행 훈련 그룹 및 전방보행 훈련 그

룹 모두에서 훈련 전과 후,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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