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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e scientific according to period of rehabilitation training of ACL patients. ACL patients

seven subjec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Gait (1.58 m/sec) analysis was performed by using a 3-D Cinematography, a Zebris sys-

tem and a electromyograph system. The data were analyzed by paired t-test. The joint angles were recorded from the ankle, knee,

hip joints. Peak max dorsi-flexion and peak max plantar-flexion identified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Another angles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Vertical force (Fz) and max pressure variables improved 6 month RTP better than 3 month RTP. EMG

were collected from 4 muscles (rectus femoris, biceps femoris, gastrocnemius, tibialis anterior) with surface electrides in gait system.

EMG signals were rectified and smoothed data. EMG signas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but they also improved 6 month RTP

better than 3 month RTP. More research is necessary to determine exactly what constitutes optimal rehabilitation training period

for ACL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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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무릎관절은 인체 내에서 가장 큰 관절이지만 뼈 구조상

으로는 불안정한 관절이므로 주위의 인대나 근육들에 의

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무릎관절을 구성하는 뼈는 대퇴골과 하지에 경골, 비골

각각 1개씩으로 이루어져 있고 관절의 가운데 작고 거의

동그란 모양의 뼈인 슬개골로 모두 4개의 뼈로 되어 있다

(Susan, 2003). 구조적인 특성은 관절가동범위가 경첩관절

(hinge joint)로 자유도가 2가지 방향으로 굴곡과 신전 운

동을 하며 하체를 지지하는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무릎 관절에는 전방십자인대(anterior cruciate ligament

[ACL]), 후방십자인대(posterior cruciate ligament [PCL]),

내측부인대(tibial collateral ligament) 그리고 외측부인대

(fibular collateral ligament)의 4가지 인대가 있어 안정성

을 유지해 준다. 이중에서 전방십자인대는 무릎관절의 속

에 위치하며 대퇴골과 경골을 연결하며 경골이 전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고 경골회전을 제한하여 관절 안정

성에 기여한다. 후방십자인대는 전방십자인대의 뒤쪽에 있

으며 무릎이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 해 주고 회전의 축을

이루고 있으며 전방십자인대 보다 두껍고 약 두 배의 힘

을 가지고 있다(Robert John, & Charles, 1992). 

운동 중에 무릎에서 인대의 파열은 대부분 전방십자인

대가 외부충격에 의해 슬관절이 뒤틀리거나 그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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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측 또는 전방으로 심하게 꺽이게 되어 끊어지는 것을 전

방십자인대 파열이라고 한다(Bulgheroni, P., Bulgheroni,

M. V., Andrini, Guffanti, & Castelli, 1997). 이 전방십

자인대가 파열된 상태에서 치료를 하지 않고 오랜 시간동

안 방치를 하게 되면 반복되는 관절의 비정상적인 전방전

위에 의해 관절사이에 위치하는 반월상연골판이 파열되고,

관절 연골이 비정상적으로 마모되어 퇴행성관절염이 발생

하게 되므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전방십자인대

의 손상은 운동중에 직접적으로 슬관절 주위를 부딪칠 때

여러 인대와 더불어 동반 손상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착지동작이나 착지를 위한 감속동작, 갑작스런 방향 전환

을 할 때 다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헛발질을 할 때처

럼 무릎이 과 신전될 때도 상해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

다. 이러한 상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로의 전환은 재활

훈련을 올바르게 가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학자들은

재활훈련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Andriacchi (1993)는 십자인대 상해 재활 치료 전후 계

단오르내리기 동작을 비교분석하여 각관절의 각도변화와

모멘트를 분석하였다. Berchuck, Andriacchi, Bach와

Reider (1990)는 전방십자인대 수술환자들의 걷기동작의 관

찰 연구에서 강한 대퇴사두근 수축을 피하므로서 무릎의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고, 불안정으로 인한 무릎의 작은

외전모멘트를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Barrack, Bruckner, Kneisl, Inman과 Alexander (1990)

는 활동적인 젊은 남자 전방십자인대 상해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하지 않고 체계적인 근력강화훈련을 통하여 무릎

주위 근력들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Noyes, Matthews와

Mooar (1983)은 일정기간 관찰하여 전방십자인대 상해의

징후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근력강화운동을

실시하여 가벼운 달리기를 통한 영상분석실험을 실시하여

재활운동의 중요성을 밝혔다. Ciccotti, Kerlan, Perry와

Pink (1994)는 왼쪽무릎 전방십자인대 수술후 정상적인 오

른쪽 무릎과 EMG를 통하여 무릎주위 근활성도를 차이를

밝혀 재활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Lass, Kaalund와

LeFevre (1991)는 전방십자인대 파열환자들을 대상으로 무

릎주위 근육들의 쓰임새를 통하여 서로 어떻게 보완적으

로 활동하는가를 분석하였다. Rudolph와 Snyder-Mackler

(2004)는 정상인집단과 전방십자인대 환자집단 두집단을

통하여 근활성도를 비교분석하여 근력강화훈련의 중요성

을 밝혔다. Berchuck 등 (1990)은 전방십자인대 수술환자

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걷기속도를 달리하여 대퇴사두근의

활성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바깥쪽 굴곡 모멘트가 많은 차

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무릎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Hamill과 Knutzen (2003)은 전방십

자인대 수술 후 재활훈련과정에서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

목관절의 관절각도 변화를 율러의 각 공식(Euler's angles

equation)을 가지고 인버스 다이나믹스(inverse dynamics)방

법을 사용하여 각속도, 각가속도, 관절모멘트 등을 계산하

여 운동역학적인 변인들을 밝혔다. Branch, Hunter와

Donath (1989)는 전방십자인대 수술환자로서 재활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환자의 일부는 걷기 동작 시 움직임의

균형을 깨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하였다. 

Houck, Wilding, Gupta, De Haven과 Maloney (2006)

는 6개월간 걷기훈련을 비롯한 재활훈련프로그램에 꾸준

히 참가한 통제그룹과 통제하지 않은 그룹의 하지근 활성

도의 비교연구에서 6개월간 통제를 받으며 재활훈련에 참

가한 그룹은 통제를 받지 않은 그룹 보다 무릎의 굴곡과

신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 그리고 비

복근의 근력이 뚜렷하게 향상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또한 재활훈련의 기간에 따른 근력 향상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수술환자들에게 지속적이고 꾸준한 재활훈련의

참가 중요성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대부분 선행연구들은 재활훈련기간의 중요

성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지만 일부는 재활훈련기간 참가

8주 혹은 12주쯤에 실험하여 운동역학적변인인 모멘트, 근

활성도 그리고 운동학적변인인 관절의 가동범위 등을 연구

하였다.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서와 같이 재활훈련은 수술만

큼이나 중요하며 올바른 재활훈련은 빠른 회복을 도와준다.

재활훈련 시작 후 8주, 12주, 6개월 등 체계적인 연구의 데

이터는 환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리라 사료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재활훈련에 꾸준히 참가한 전방십

자인대 수술자를 대상으로 재활훈련 기간의 차이에 따른

운동학적 및 운동역학적변인을 연구하여 재활훈련의 중요

성을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D 재활병원 재활실에서 재활트레이닝을 받은 대학엘리

트선수 7명(축구 4명, 유도 3명)이었다. 모두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수술자이며, 신체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실험장비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 장비는 Table 2와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lassification Height (cm) weight (kg) career (yrs)

Soccer 178±4.7 76±4.1 11±1.8

Judo 175±5.1 91±9.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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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절차 및 자료분석

재활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초기수술을 하고나면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는데 염증과 통증을 조절하고 관절의 가

동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단계로 약 6-8주의 관절가동범위

회복단계를 1단계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관절가동범위 회

복단계는 무릎관절의 가동성검사를 통하여 대퇴근육과 하

퇴근육의 유연성을 길러주게 하는 일반적인 물리치료단계

를 말한다. 2단계는 거의 정상적인 관절가동범위가 만들어

진 후 근력운동을 통해 기존 근력이 줄어들지 않도록 예

방하고 이후 일정기간이 되면 동적인 형태의 근력운동을

하여 근육량과 근력을 증가시키는 재활트레이닝단계 였다.

무릎에 적당한 부하를 주면서 대퇴근육과 하퇴근육을 강

화시키는 웨이트트레이닝 단계를 말한다. 3단계는 재활트

레이닝 시작 후 3개월 지나면서 스포츠 활동으로의 복귀

전 단계로서 실제 경기나 스포츠 활동에서 쓰이는 여러 가

지 기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작들의 기초인 세밀한

동작을 만드는 단계를 거쳤다. 이때는 축구와 유도에 맞는

순발력운동과 민첩성운동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재

활트레이닝에 꾸준히 참가한 전방십자인대 수술자를 대상

자으로 수술 후 3개월 지난시점에서 1차 실험, 6개월 지난

시점에서 2차 실험하였다. 대상자 모두 수술시점이 달랐으

므로 각자의 시점에 맞추어 실험하였다. Vicon 사의 적외

선 카메라 8대가 설치된 motion capture system을 통하여

3차원 영상분석으로 운동학적 자료를 계산하였다. 이때 샘

플링 비율(sampling rate)은 100 Hz로 설정하였다. 속도를

일정하게 콘트롤 할 수 있는 Zebris system은 족저압과

지면반력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서 선행연구

(Marnix 등, 2007)를 통하여 걷기속도를 1.58 m/sec로 설

정하여 수직방향 평균지면반력값과 최대압력평균값을 구

하였다(Figure 2). 

EMG 실험은 일반적으로 걷거나 달릴 때 하지관절들의

굴곡과 신전에 주동근으로 사용되어지는 대퇴직근(rectus

femoris [RF]), 대퇴이두근(biceps femoris [BF]), 비복근

(gastrocnemius [GN]) 그리고 전경골근(tibialis anterior

[TA])을 선택하여 근육의 활성도를 비교하였다(Figure 1).

근육의 활성도는 Guidetti, Rivellini와 Figura (1996)의 연

구를 참조하여 첫 번째 peak값, 최대 peak값 그리고

frenquency 의 흐름을 통하여 비교분석하였다. EMG 데이

터는 정류되어지고 평활화 되어진(rectified & smoothed)값

을 엑셀파일로 전환하여 처리하였다. 

걷기동작의 과정은 오른쪽 뒷꿈치가 닿는 순간부터 떨어

져서 다음 닿는 순간까지를 한 걸음(1 stride)으로, 오른쪽

뒷꿈치가 닿는 순간부터 오른쪽 발가락이 떨어지는 순간

까지를 한 스텝(1 step)으로 정의 하여 데이터를 정리하였

다. 결과들의 그림은 대표적인 한 사람의 그림이며 전체적

인 값들은 표에 나타내었다. 두 기간의 훈련효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WIN (ver.18.0, IBM, USA)을 이

용하여 유의수준 p<.05에서 paired t-test에 의해 통계처리

하였다.

Table 2. Experimental equipment

Classification Model

EMG Telemyo 2400GT 4chanel

Motion capture
The Mx Control system (Vicon, UK)

Million pixels
Motion capture camera

Zebris Emed 
sensor platform

Zebris Medical GmbH
FDM-T System

Figure 1. Positioning of ACL medical treatment

Figure 2. An experi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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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관절각도 비교

<Figure 3>, <Table 3> 에서와 같이 재활수술자의 일반

적인 걷기동작의 비교는 배측굴곡(p<.05, t=2.573)과 저측굴

곡(p<.05, t=2.50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무릎의 굴곡과 신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재활기간이 긴 6개월 재활트레이닝 기간

이 3개월 참가한 기간 보다 굴곡값(78.5±7.2o, 70.7±6.8o)은

크게 나타났고 신전값(15.5±3.4o, 16.3±3.2o)은 작게 나타났다.

엉덩관절의 굴곡(55.4±5.6o, 52.8±4.1o)과 신전(−8.8±1.7o,

−5.7±2.1o) 비교에서는 재활트레이닝에 참가한 기간이 긴쪽

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엉덩관절의 내전(6.4±1.3o,

8.2o±2.2o)과 외전(−6.1±2.0o, −7.8±2.8o)의 비교에서는 재활

트레이닝 6개월 참가기간이 3개월 참가기간 보다 각도변

화가 작게 나타났다.

2. 수직 지면반력 차이

수직방향 지면반력과 최대압력비교에서는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igure 4, 5;

Table 4).

걷기동작 시 오른발의 수직지면반력 값의 비교에서 첫

번째 피크 값(1108±21 N, 982±20 N)과 두 번째 피크

값(1035±15 N, 919±18 N) 모두 재활트레이닝 기간 3개

월 참가 보다 6개월 동안 꾸준하게 참가한 대상자가 크

게 나타났다. 왼발의 수직지면반력 값의 비교 역시 첫 번

째 피크 값(948±52 N, 757±32 N)과 두 번째 피크 값

(977±41 N, 720±38 N) 모두 재활트레이닝 기간이 긴 쪽

에서 크게 나타났다. 오른쪽발의 최대족저압력과 왼쪽발

의 최대족저압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으나 재활트레이닝을 꾸준하게 오래 받은 경

우에 환측 오른발과 정상적인 왼쪽 발 모두 더욱더 크게

나타났다.

Figure 3. Angle of joint

Table 3. Angle of joint

Classification 6month 3month t-value 

Peak max dorsiflexion (deg)
Peak max plantarflexion (deg)
Peak max knee flexion (deg)
Peak max knee extension (deg)
Peak max hip flexion (deg)
Peak max hip extension (deg)
Peak max hip adduction (deg)
Peak max hip abduction (deg)

18.2 (2.3)
-17.6(1.7)
78.5(7.2)
15.5(3.4)
55.4(5.6)
-8.8(1.7)
6.4(1.3)

-6.1(2.0)

11.7 (1.8)
-25.1(3.1)
70.7(6.8)
16.3(3.2)
52.8(4.1)
-5.7(2.1)
8.2(2.2)

-7.8(2.8)

2.573*
2.501*
1.528
0.831
1.351
1.473
1.638
0.783

*p<.05, df=6, t=2.485, (−) direction of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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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verage max pressure

Figure 5. Averaged vertical force 

Table 4. Averaged force and average max pressure 

Classification 6month 3month t-value 

1st peak of right foot(N)
2nd peak of right foot(N)
1st peak of left foot(N)
2nd peak of left foot(N)
Right max pressure(N/cm^2)
Left max pressure(N/cm^2)

1108±21
1035±15
948±52
977±41
38.2±5.7
27.8±3.7

982±20
919±18
757±32
720±38
37.4±10.2
26.2±4.8

1.734
1.210
1.683
1.839
0.783
0.841

*p<.05, df=6, t=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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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활성도 차이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의 굴곡과 신전에 관여하는 대퇴부

위 앞쪽의 대표적인 근육인 대퇴직근과 뒤쪽 햄스트링의

대표적인 근육인 대퇴이두근의 첫 번째 피크 값이 나타난

시점, 최대피크 값 그리고 활성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시

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세 변인 모

두 3개월 재활트레이닝 보다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재활

트레이닝에 참여한 경우가 값들이 크게 나타났다(Figure 6,

Table 5).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신전과 굴곡에 관여하는 대표적

인 하퇴의 근육인 비복근과 전경골근의 첫 번째 최대 피

크 값이 나타난 시점, 최대피크 값 그리고 활성도가 지속

적으로 유지된 시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으나 세 변인 모두 3개월 재활트레이닝 보다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재활트레이닝에 참여한 경우가 값들이 크게 나

타났다(Table 6, Figure 6).

Figure 6. EMG value of lower limb

Table 5. EMG value of Thigh 

Classification
RF BF

6month 3month t-value 6month 3month t-value

1st max peak(%)
Max peak(uV)
Frequency of occurrence(%)

10.1(0.2)
160.7(21.1)

99.9(0.5)

10.1(0.7)
140.7(18.6)

99.5(0.5)

0.253
1.892
0.164

74.3(1.5)
130.6(15.8)

98.6(0.6)

74.2(2.1)
119.9(10.5)

99.1(0.4)

0.174
1.284
0.305

*p<.05, df=6, t=2.172 

Table 6. EMG value of Leg 

Classification
GN TA

6month 3month t-value 6month 3month t-value

1st max peak (%)
Max peak (uV)
Frequency of occurrence (%)

 14.3(2.3)
120.7(11.3)
99.6(0.5)

14.8(1.8)
118.4(8.3)
99.1(0.3)

0.521
0.952
0.217

10.3(3.9)
198.5(32.7)
99.2(0.4)

  9.7(2.4)
183.8(26.8)
98.1(0.5)

0.867
1.084
0.309

*p<.05, df=6, t=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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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논 의

본 연구는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수술자를 대상으로 재

활트레이닝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재활트레이닝 참

가시점 3개월에 1차 실험, 참가시점 6개월에 2차 실험하였

다. 기간의 설정은 여러 선행 연구와 본 연구자의 다른 연

구를 통하여 적당한 시점을 선정하였다. 대상자들의 전방

십자인대 수술의 시점은 약간씩의 차이는 있었지만 개개

인에 맞추어 재활기간 3개월 시점과 6개월 시점에서 데이

터를 수집하였다. 걷기동작 동안 발목관절의 움직임을 보

면 배측굴곡과 저측굴곡은 재활기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다. 재활트레이닝 기간이 긴 경우 근력의 증가와 걷기

동작의 자신감으로 이것은 더욱 활기찬 걷기동작을 실행

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Gary (1997)는 무릎

상해자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재활전과 재활 후의 걷기동

작과 달리기동작을 통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들의 배측굴곡

과 저측굴곡값들의 변화는 관절의 가동범위가 약 10%이

상 커졌다고 발표하였으며, 발목관절 모멘트의 변화도 10%

이상 증가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Timothy와 Noakes (2003)

는 걷기나 달리기 상해의 일반적인 10가지 종류를 설명하

면서 적절한 재활 치료가 늦어지면 관절의 가동범위가 줄

어들고 심지어는 다리의 길이도 짧아져서 좌우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Bulgheroni 등 (1997)은 20대 후반의 무릎십자인대에 이상

이 있는 사람들과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약 20 m의 거리

를 정상적인 걷기동작을 하게 하여 걷기동작을 분석한 결

과, p<0.05 수준의 유의수준에서 걸음걸이 빈도, 보폭의

길이, 발목관절의 굴곡과 신전의 모멘트 그리고 배측굴곡,

저측굴곡의 값들은 많은 차이를 보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와 같은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본 연구의 발목관절 가동범

위의 결과는 재활훈련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무릎관

절과 엉덩관절의 가동범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지만 대부분 재활트레이닝 기간이 긴 쪽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Rudolph와 Snyder-Mackler (2003)는 전방십자

인대 환자를 대상으로 가벼운 뛰기동작을 실시하여 무릎

의 안정성을 평가한 연구에서 무릎관절과 엉덩관절의 가

동범위는 한걸음의 경과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

지만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무릎의 안정성에 문제

가 있었으며, 무릎관절(p=0.068)의 굴곡과 신전, 엉덩관절

(p=0.122)의 굴곡과 신전 모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고 하

였다. 본 연구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였다. 엉덩관절의 내

전과 외전각도의 차이도 무릎관절의 십자인대 수술로 인

하여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오히려 본 연

구에서는 재활트레이닝 기간이 긴 경우에 오히려 움직임

의 범위가 줄어들었다. Gary (1997)의 십자인대 수술 후

가벼운 달리기 동작의 연구에서 엉덩관절의 내전과 외전

은 재활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무릎관절과 엉덩관절 주

위의 근력향상으로 인해 뛰기동작이 안정성을 찾아 부드

러운 동작을 하게 되며 이러한 동작의 결과로 엉덩관절에

서 자연스럽게 충격을 흡수하게 되며 이러한 결과 내전과

외전동작도 안정성을 찾아서 범위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

과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수직지면반력의 연구에서 첫 번째 피크는 최초 발뒤꿈

치가 닿는 것으로 최초충격력(impact force)을 나타내는 것

으로 이것을 최소화 시켜야 부상을 방지 할 수 있으며, 두

번째 피크는 능동적인 힘(active force)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힘은 추진력에 활용되고 자의적으로 발현되는 힘으로

근육, 인대 그리고 건 등의 발달과 형성을 평가하는데 고

려되어지는 것이다(Nigg, Bahlsen, Luethi, & Stoke,

1987). 첫 번째 피크, 두 번째 피크 모두 재활트레이닝 기

간 6개월 시점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

행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로서 재활트레이닝 3개월 시점

에서는 걷기동작을 조심해서 걷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재

활트레이닝 6개월 시점에서는 자신있게 보행하여 최초충

격력이 크게 나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Bulgheroni 등 (1997)의 연구에서 무릎십자인대 수술환

자들 보다 정상인들의 걷기동작에서 수직지면반력 값이 상

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고 하였다(p<.05). 이는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본 연구에서는 재활트레이닝 기간이 긴

경우에 더욱 자신 있고 힘차게 걷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걷기동작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위해서는 객관적인 변인

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족저압력분석 방법은 압력

센서를 이용한 방법으로 발의 생체역학적 움직임을 연구

하는데 필요한 방법이다(Cavanagh, 1980). 본 연구에서는

무릎 수술을 받은 오른쪽 발과 정상적인 왼쪽발의 족저압

력을 재활트레이닝 6개월 시점과 3개월 시점에서 비교하

였는데 양쪽 발 모두 족저압력 최대피크 값은 재활트레이

닝 기간이 긴 경우에 크게 나타났다. Cavanagh (1980)는

무릎인대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가벼운 달리기 동작을 실

시한 후 족저압력을 분석하였는데 수술로 인한 예민한 심

리적인 현상 대문에 환측발이 건측발 보다 2 m/sec 정도

더 바닥에 머무르고 있으며 발의 압력 또한 환측 발이 건

측 발 보다 크게 나타난 것으로 재미있는 결과를 발표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는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었

는데 걷기동작과 달리기 동작으로 실험조건의 차이로 생

각되어진다.

근전도(EMG) 연구는 근육이 움직이는 동안 근육의 활

성정도와 활성유형을 양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근육의

움직임을 전기적인 신호와 양으로 나타내는 것이다(Houck

et al., 2006). 십자인대 수술 후 관절의 가동범위 그리고

여러 힘들의 근원인 하지근육들 중에서 대퇴의 앞쪽에 위

치하고 엉덩관절의 굴곡과 무릎관절의 신전에 관여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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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근을 선택하였으며 엉덩관절의 신전과 무릎관절의 굴

곡에 관여하는 햄스트링의 근육중에서 대퇴이두근을 선택

하였다(Robert et al., 1992). 대퇴직근과 대퇴이두근 모두

첫 번째 최대 피크값은 비슷한 시점에서 나타났으며 최대

피크값 또한 많은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운동학적 결

과인 각각의 관절각도의 차이를 만드는데 기여한 것과 일

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uidetti 등 (1996)은 근골격계의

부상이 없는 건강한 달리기 선수들을 대상으로 트레이드

밀에서 15 km/h의 속도로 달리게하여 하지근육들의 활성

도를 연구하였는데 첫 번째 최대 피크값은 대퇴직근, 대퇴

이두근 모두 약간 느리게(rf=33.5%, bf=32.8%)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상적인 사람 보다 무릎십자인대 수술자

의 근육의 활성도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

체적인 근활성빈도의 지속시간은 재활트레이닝 기간이 긴

경우에 약간 더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uidetti

등(1996)은 일반적인 달리기 동작에서 하지근육의 근활성

빈도 지속시간의 중간광근이 가장길며 외측광근, 대퇴직근

의 순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걷기나 달리기를 할 때 하지의 대퇴근육들이 동작을 수행

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어 주고 있다. 하퇴의

근육연구는 무릎관절의 굴곡과 발목관절의 저측굴곡에 주

로 쓰이는 비복근과 무릎관절의 신전과 발목관절의 배측

굴곡에 주로 쓰이는 전경골근을 선택하여 연구 하였다. 두

근육의 첫 번째 피크 값, 최대피크 값 그리고 전체적인 근

활성빈도의 지속시간은 3개월 재활트레이닝 재활기간 보

다 지속적으로 참가한 6개월 재활기간에서 더욱더 큰 값

을 나타내었다. 

Gazandam과 Hof (2007)는 속도(2.25 m/sec, 4.5 m/

sec)를 달리게한 연구에서 하퇴의 근육들은 속도가 빨라지

면 근육의 활성도가 오래 동안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p<.05). 본 연구에서 재활기간이 긴 경우에 근

활성도가 큰 값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상황은 차이가

있지만 건강한 근육의 활성도가 좋고 달리기의 속도가 빨

라지면 활성도가 커진다는 다른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

를 보였다. 이러한 하퇴의 근육은 무릎관절의 굴곡과 신전,

발목관절 배측굴곡과 저측굴곡의 움직에도 영향을 미쳐 관

절의 움직임 범위를 크게 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겠다.

V. 결 론

전방십자인대 수술 후 걷기동작을 통하여 재활트레이닝

기간의 차이에 따른 운동학적 및 운동역확적 변인의 차이

를 연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각관절들의 가동범위와 직결되는 관절의 각도변화는

발목관절의 저측굴곡과 배측굴곡 값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무릎의 굴곡과 신전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6개월 재활트

레이닝에 참가한 집단이 3개월 참가한 집단 보다 굴곡값

은 크게 나타났고 신전값은 작게 나타났다. 엉덩관절의 굴

곡과 신전비교에서는 재활트레이닝에 참가한 기간이 긴쪽

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엉덩관절의 내전과 외전의 비교

에서는 재활트레이닝 6개월 참가집단이 3개월 참가집단 보

다 각도변화가 작게 나타났다. 

2. 수직방향 지면반력과 최대압력비교에서는 모든 변인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걷기동

작시 오른발의 수직지면반력 값의 비교에서 첫 번째 피크

값과 두 번째 피크 값 모두 재활트레이닝 기간 3개월 참

가 보다 6개월 동안 꾸준하게 참가한 대상자가 크게 나타

났다. 왼발의 수직지면반력 값의 비교 역시 첫 번째 피크

값과 두 번째 피크 값 모두 재활트레이닝 기간이 긴쪽에

서 크게 나타났다. 오른쪽발의 최대족저압력과 왼쪽발의 최

대족저압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재활트레이닝을 꾸준하게 오래 받은 경우에 환측

오른발과 정상적인 왼쪽발 모두 더욱더 크게 나타났다.

3.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의 굴곡과 신전에 관여하는 대퇴

부위 앞쪽의 대표적인 근육인 대퇴직근과 뒤쪽 햄스트링

의 대표적인 근육인 대퇴이두근의 첫 번째 최대 피크 값

이 나타난 시점, 최대피크 값 그리고 활성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시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세

변인 모두 3개월 재활트레이닝 보다 6개월 동안 지속적으

로 재활트레이닝에 참여한 경우가 값들이 크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무릎전방십자인대 수술 후

6개월 정도 꾸준한 재활트레이닝에 참가한 사람은 3개월

시점 보다 모든 기능이 항상 된 결과를 보였다. 특히 일반

동호인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엘리트 선수들 까지도 재활

트레이닝을 가볍게 여기고 3개월 정도 참가하고 그만 두

는 경우가 많다. 6개월 이상의 꾸준한 재활트레이닝에 참

가 하여야 무릎주위의 대퇴부위와 하퇴부위의 전체 근력

을 향상시킨다. 그리하여 무릎관절의 움직임시에 근육의

활성도를 증가 시키고 각관절의 가동범위를 증가 시켜 자

신 있는 걷기 동작을 통하여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크게 기

여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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