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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학 학술지, 2012, 14(1): 57-65. 방십자인  재건술  가정 재활운동이 슬  근력과 고유수용감각에 미치는 향. [서

론] 본 연구의 목 은 방십자인  재건술  6주간의 가정 재활운동이 슬  근력과 고유수용감각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

기 한 것이다. [방법] 방십자인  열로 인해 재건술이 필요한 남자 40명을 상으로 하여, 수술  운동군(PEG, n=20)과 

수술  비운동군(PNEG, n=20) 2집단으로 나 었다. 수술  운동군은 수술  6주간의 가정운동과 수술 후 12주간의 재활운동

에 참여하 고, 수술  비운동군은 수술 후 12주간의 재활운동에만 참여하 다. 측정은 운동 참여 인 수술 6주 과 수술 후 

12주간의 재활이 시행된 후 각각 시행하여 슬  근력과 고유수용감각기능을 비교하 다. 슬  근력은 등속성 장비를 사용

하여 각속도 60°/sec, 180°/sec에서 측정하 으며, 고유수용감각은 치감각 검사와  동 자세유지능력 검사을 시행하 다. 

[결과] 분석결과 각속도 60°/sec에서 수술  운동군의 건측에 한 환측의 신 근 결손율이 36.19%에서 22.58%로 유의한 변화

를 보 으며(p=0.018), 180°/sec의 각속도에서도 수술  운동군은 29.67%에서 18.65%로 유의하게 감소된 변화를 보여 두 집단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42). 한 동 자세유지능력에서도 수술  운동군이 30.25%에서  12.62%로 수술 

 비운동군 보다 더욱 향상된 동 자세유지능력을 보 다(p=0.0231). 하지만 치감각 검사결과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 방십자인  재건술 환자에 있어서 수술  운동은 퇴근 축을 효과 으로 억제시키고 빠른 근력의 

회복을 가져왔다. 한 동 자세유지능력도 향상시키기 때문에 슬 의 안정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방십자인  재건술, 수술  운동, 고유수용감각, 슬  근력

서론

슬  손상에 있어 방십자인 (Anterior cruciate 

ligament. ACL) 손상은 가장 빈번한 손상 에 하나

이다. 방십자인  손상 시 다양한 수술법, 비수술  

치료 그리고 손상 정도에 따른 재활 운동방법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방십

자인 의 완  열의 경우에는 슬 의 불안정성

(knee joint instability)과 퇴행성 변화를 감소시키기 

해 방십자인  재건술을 통한 기계 , 구조  결

함을 해결하는 것이 임상 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Childs & Sharon, 2002). 하지만 수술을 통해 구

조  결함을 해결해도 근력의 약화와 기능의 하는 

필연 으로 나타난다(Herrington & Fowler, 2006). 이

러한 근력의 약화와 기능의 하를 개선하기 해 

방십자인  수술 후의 재활과 련된 연구들이 80년  

후반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Marty & Peter, 

1988), Shelbourne와 Nitz(1990)는 방십자인  재건

술을 시행한 환자를 상으로 수술 후 첫 날부터 정

상보행을 하도록 하고 2주째 무릎의 가동범

(Range of motion)를 100도까지 회복하는 가속화 로

그램을 용하 다. 이처럼 최근 방십자인  재건술 

후 재활방법이 더욱 빨라지고 다양하게 발 하 지만, 

재활운동의 목 이 슬 의 불안정성을 감소시켜 손

상 이 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임에는 변함이 없

으며, 이를 해서는 근력강화 주의 재활이 일반  

원칙으로 여겨져 왔다(Mattacola & Perrin, 2002).

하지만 재의 재활운동과 련된 부분의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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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Categroy

Exericse
Repetitions 

and Set

ROM
Seat flexion/extension
Passive knee extension 
Wall Slides

10min

Open chain 
strengthening

Short arc extension
Multi-plane SLR

10×3
10×2

Close chain 
strengthening

Half squat, Step-ups
Small lunges
Single leg calf raises

10×3
10×3
10×3

Balance Single-leg standing 30s×3

Stretches
Routine stretch for 
quadriceps, hamstring

30s hold×3

SLR= Straight leg raises

Table 2. Pre-op exercise program

수술 후 재활에만 치 되어 왔고 수술  재활운동이 

무릎상태를 회복시키는데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임상에서는 수술을 하기 한 조건

으로 염증이나 부종을 가라앉히는 정도만으로 수술 

 재활을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아무리 수술 

후부터 빠른 재활을 시작한다고 하여도 수술로 인한 

통증과 부종 그리고 심리  불안감 등으로 원활한 운

동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수술 

부터 안 하고 한 운동을 통해 퇴근의 근육억

제와 축을 방하고, 수술 후 시행될 재활 운동에 

익숙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수술 후에 보다 빠르게 재

활의 참여와 회복을 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수술 부터 체계 으로 재활운

동을 시행을 하면 빠른 기능  회복을 가져 올 것이라

는 가정하에 염증이나 부종이 가라앉고 수술을 기다리

는 시기인 6주간 home-based 재활운동을 구성하여 참여 

시켰다. 특히 빠른 복귀가 요구되며, 운동에 참여빈도가 

높은 20~30 의 남성을 상으로 하여 수술  운동의 

효과를 측정하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방십자

인  재건수술  6주간의 가정재활운동을 시행하 을 

때 슬 의 근력과 고유수용감각과 같은 슬  기능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 방법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은 슬  방십자인  열로 수

술을 요하는 20~30  성인 남자 40명을 상으로 하

다<Table 1>. 방십자인  재건술은 경을 이용

한 자가 슬괵근 이식 재건술(A/S autograft-hamstring 

tendon)로 시행하 다. 피험자들은 무작 로 20명씩 두 

그룹으로, 수술 6주 부터 가정(home-based)재활운동

에 참여하고 수술 후에도 12주간 재활운동 로그램에 

참여한 집단(pre-op exercise group, PEG)과 수술  

재활운동은 참여하지 않고 수술 후 12주간 재활운동 

로그램에 참여한 집단(pre-op non exercise group, 

PNEG)으로 구분 하 다.

PEG PNEG p

Age 25.20±5.27 24.35±7.41 0.701

Height(cm) 171.52±6.24 172.27±4.51 0.352

Weight(kg) 73.32±5.34 73.57±8.62 0.621

BMI(kg/m2) 24.90±3.21 24.79±3.90 0.152
PEG= Pre-op Exercise Group
PNEG= Pre-op Non Exercise Group
BMI=Body Mass Index

Table 1. Characteristic of study subject        (Mean±SD)

실험설계

본 연구의 실험은 수술 6주 과 수술 12주 후 시

에 측정하 다. 실험은 슬  근력검사와 고유수용감

각을 측정 하 다. 피험자들은 모두 재건술 후 12주 

동안 수술 후 추천되는 재활 운동 로그램을 실시하

도록 하 으며, 이  실험군인 수술  운동군(PEG)

만 추가 으로 수술  6주간의 재활 운동에 참여 하

도록 하 다. 수술 후 12주간의 운동에 있어서는 두 

집단 모두 동일한 로그램으로 시행 하 다.

수술  가정재활운동 로그램은 환측(involved 

side)의 약해진 근력을 보강하기 한 목 으로 운동을 

통해 슬 의 기능  안정성과 근력개선을 기 할 수 

있다. 운동패턴은 주로 방 단력과 경골의 방

를 일 수 있으며 내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

으면서 근력을 강화하는 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수술 기에 진행되는 운동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

인 운동 로그램은 <Table. 2>와 같이 시행하 다.

수술 후 시행되는 재활 운동은 수술 후 환자의 상

태에 따라 약간씩은 차이나 날 수 있으나 략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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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Joint position sense test

시간 흐름별 운동진행순서는 <Table. 3>과 같다. 이러

한 로그램은 2000년 이후부터 S병원에서 시행되어

온 수술 후 재활 로토콜로 Shelbourne와 Nitz(1990)

가 제시한 가속화 로그램을 기 로 하여 사용하고 

있다. 수술 후 8주차부터 가정 뿐만 아니라 병원을 직

방문하여 등속성 장비를 사용한 재활에 참여하도록 

하 으며, 두 그룹 모두 주 2회 병원에 방문하여 지도

하에 재활 운동을 시행하 다.

Exericse Time to after operation

Ankle pump , Multi-plane SLR
Quadriceps setting
Short arc extension
Passive knee flexion and extension

With 1 week

Partial weight bearing
SLR with 1kg load
Passive knee full extension

2 weeks

Sedentary Bicycle for ROM stimulus
Hip abduction and adduction

3 weeks

Leg Press, 30 degree wall squat
Knee extension 90-40 degrees
Lateral step-up, Toe calf raise
Sedentary Bicycle

4 weeks

Stair stepper, Lateral Lunge
Front step-downs
Balance on tilt boards
Isokinetic Close chain exercise

6 weeks

Isokinetic exercise(90-40 degrees)
120-210deg/sec

8 weeks

Plyometric training 10 weeks
SLR= Straight leg raises

Table 3. Post-op exercise program

측정방법

등속성 근력평가

근력측정은 등속성 장비인 Isokinetic rehabilitation 

and testing system(CSMI, Norwood, MA, USA)을 사

용하여 슬 의 신 근과 굴곡근의 최 우력(peak 

torque)을 측정하여 평가하 다. 모든 피검자는 검사  

비운동(warm-up)으로 5분간의 자 거타기를 시행하

고 등속성 검사 방법에 하여 설명 하 다. 등속성 

검사는 각속도 60˚/sec에서 4회, 180˚/sec에서 20회 실

시하 다. 모든 검사에 앞서 각각 3회의 연습을 실시하

여 피험자들에게 검사에 한 응성을 향상시켰다. 

한 연습 후 휴식시간은 1분으로 하 다. 검사 의 동

기 유발을 해 일정한 톤으로 구령을 붙여 주어 자연

스러운 검사가 되도록 하 다. 측정된 슬  근력은 

건측에 한 환측의 결손율(injury side/uninjured side 

x 100)을 계산하여 근력을 평가하 다. 이러한 방법이 

방십자인  재건술 후 근력의 기능  평가방법으로 

합리 이고 스포츠로의 복귀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 다(Moisala & Kannus, 2007., Risberg 

& Holm, 2007).

고유수용감각 검사

슬 의 고유수용감각을 평가하기 해 주어진 각

도를 능동 으로 움직여 찾아가는 치감각(Joint 

position sense, JPS) 검사와 심 안정성능력을 측정하

는 동 자세유지능력 검사(Dynamic postural stability)

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치감각검사

치감각을 검사하기 해 등속성 장비인 

Biodex System III(Biodex Medical systems Inc., NY, 

USA)를 이용하여 치감각 검사를 시행하 다.

피험자를 퇴근력 검사방법과 동일하게 고 이 

90∘ 되도록 하고, 고정 벨트를 이용하여 상체와 골반 

 퇴부와 발목의 내측과골 직상방부 를 각각 고정

하여 앉힌다. 두 을 가린 상태에서 정해진 15∘에서 

10 간 유지시켜 슬 의 치를 인식시킨다. 이후 다

시 피험자의 다리를 90∘굴곡 되도록 하여 편안한 상

태로 10 간 유지시킨 이후 피험자 스스로 인식시켰던 

15∘각도의 치를 찾아가도록 한다. 측정은 제시된 15

∘각도에 실제로 구 한 각도와의 오차를 측정한다. 데

이터는 3회씩 반복 측정하여 평균치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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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ocity Time PEG PNEG p

60°/s
Pre-op 36.19±16.91 34.35±15.73 Group 

Time
Group×Time

1.000
0.001**
0.018*Post-op 22.58±5.09 26.50±8.76

180°/s
pre-op 29.67±20.62 27.59±19.93 Group 

Time
Group×Time

1.000
0.001**
0.042*Post-op 18.65±6.05 21.93±12.64

PEG= Pre-op Exercise Group  PNEG= Pre-op Non Exercise Group
*p<0.05., **p<0.01

Table 4. Change of extensor muscle deficit(%)   (Mean±SD)

동 자세유지능력 검사

자세균형조 능력은 Biodex stability system(BSS)을 

용하여 측정하 다<Fig 2>. BBS의 발 (platform)의 

움직임은 8단계로 구분되며 가장 안정 인 단계인 8단

계에서 시작하여 가장 불안정한 단계인 1단계로 서서

히 진행된다. 발 은 모든 방향으로 최  20˚까지 움

직이도록 되어 있다. 측정법은 <Fig 2>와 같이 외발서

기 자세로 30 간 자세를 유지하며, 건측의 검사를 마

친 후 3분의 휴식 후 환측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

다. 각 검사  5 간의 외발로 심잡기 한 응 

시간을 허용 하 다. 외발서기로 심을 잡으려고 노

력하는 사이 컴퓨터상의 신체 압력 심(center of 

pressure)의 이동에 따라 -후방(anterior-posterior), 

내-외측(medial-lateral)의 안정성수치(stability indexes)

로 측정된다. 측정된 흔들림 정도의 수치는 건측과 환

측의 차이 정도를 percent로 분석하여 사용하 다. 불

안정성이 심할수록 측정된 %수치가 커지게 되고 이

와 반 로 좋은 동  자세유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의 움직임만이 있기 때문에 건측과 환측의 차

이가 어들어 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Fig 2. Dynamic postural stability test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에서 측정된 모든 자료는 SAS Package 통

계program을 이용하여 하 다.

1) 모든 변인에 한 평균(Mean)과 표 편차(SD)를 

산출하 다.

2) 수술 , 후로 수술  운동군(PEG)과 수술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비운동군(PNEG)의 고유수용감

각의 변화와 슬  근력 향상 정도를 알아보기 해 

Repeated measures two-way ANOVA로 검증하 다.  

모든 검정에서 통계  유의수 은 α= .05로 설정하

다.

결과

슬  근력의 변화

건측에 한 환측의 신 근 결손율 변화

60°/sec와 180°/sec에서 건측에 한 환측의 신 근 

결손율을 알아본 결과 두 집단 모두 수술 , 후 시  

간에 유의한 변화를 보 다. 60°/sec의 각속도에서 수

술  운동군이 36.19±16.91%에서 22.58±5.09%로 유의

한 변화를 보 으며, 수술  비운동군도 34.35±15.73%

에서 26.50±8.76%로 유의한 변화를 보 다(p=0.0012). 

한 두 집단 간 수술 , 후 시  간에서도 유의한 차

이를 보여 수술  운동군에서 더 유의한 결손율의 변

화가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p<0.0180).

180°/sec의 각속도에서는 수술  운동군은 29.67 

±20.62%에서 18.65±6.05%로 유의하게 감소된 변화를 

보 으며, 수술  비운동군도 27.59±19.93%에서 

21.93±12.64%로 감소하여 두 집단 내에서 모두 유의

한 변화를 보 다. 한 두 집단 간 수술 , 후 시  

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421). 이러한 결과

는 수술  운동에 따른 환측의 신 근력이 보다 향

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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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PEG PNEG p

Pre-op 5.43±1.12 5.12±1.69   Group      1.000
   Time       0.030*
Group×Time  1.000Post-op 3.85±1.65 4.01±1.03

PEG= Pre-op Exercise Group  PNEG= Pre-op Non Exercise Group
*p<0.05., **p<0.01

Table 6. Change of joint position sense ( °)   (Mean±SD)

건측에 한 환측의 굴곡근 결손율 변화

60°/sec와 180°/sec에서 건측에 한 환측의 굴곡근 

결손율을 알아본 결과 두 집단 모두에 있어 수술 , 

후로 유의한 변화를 보 다. 60°/sec의 각속도에서 수

술  운동군이 23.18±16.09%에서 10.78±5.53%로 유의

한 변화를 보 으며, 수술  비운동군도 23.92±16.45%

에서 13.22±6.30%로 유의한 변화를 보 다(p=0.0012). 하

지만 두 집단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180°/sec의 각속도에서는 수술  운동군은 28.45±18.28%

에서 9.18±7.13%로 유의하게 감소된 변화를 보 으며, 수

술  비운동군도 27.57±17.88%에서 12.74±7.60%로 감소

하여 두 집단 내에서 모두 유의한 변화가 있었지만,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Table 5>.

Velocity Time PEG PNEG p

60°/s
Pre-op 23.18±16.09 23.92±16.45 Group

Time
Group×Time  

1.000   
0.001**
1.000Post-op 10.78±5.53 13.22±6.30

180°/s
pre-op 28.45±18.28 27.57±17.88 Group

Time
Group×Time  

1.000
0.001**
1.000Post-op 9.18±7.13 12.74±7.60

PEG= Pre-op exercise group   PNEG= Pre-op non exercise group
* p<0.05., ** p<0.01

Table 5. Change of flexor muscle deficit(%)    (Mean±SD)

고유수용감각의 변화

치감각 검사 (Joint position sense test)

고유수용감각을 평가하기 해 사용한 치감각

의 변화를 측정하 으며 환측의 각도 재생능력의 차이를 

의미한다. 수술  운동군에 5.43±1.12°에서 수술 후 12

주차에는 3.85±1.65°로 유의한 향상된 변화를 보 으며, 

한 수술  비운동군의 각도의 차이도 5.12±1.69°에서 

수술 후 4.01±1.03°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두 집단 간 수술 , 후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동 자세유지검사(Dynamic postural stability test)

압력감각  평형감각과 련된 고유수용감각을 평

가하기 한 동 자세유지검사를 시행하 고 결과는 

건측에 한 환측의 동 자세유지능력의 차이를 %로 

변환하여 평균과 표 편차로 처리하여 사용하 으며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수술  운동군에 30.25±12.71%에서 수술 후 12주

차에는 12.62±7.95%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변화를 보

으며(p=0.006), 수술  비운동군의 29.11±13.23%에

서 수술 후 12주차에 23.31±8.80%로 시  간에 유의

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두 집단 간 수

술 , 후의 시  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고 수술 

 재활운동집단에서 더욱 향상된 동 자세유지능력

의 변화가 나타났다(p=0.0231).

Time PEG PNEG p

Pre-op 30.25±12.71 29.11±13.23 Group      1.0000
  Time       0.0060**
Group×Time  0.0231*Post-op 12.62±7.95 23.31±8.80

PEG= Pre-op Exercise Group PNEG= Pre-op Non Exercise Group
*p<0.05., **p<0.01

Table 7. Change of dynamic postural stability(%)  (Mean±SD)

논의

방십자인  재건술 후 일정기간 동안 고정이 필

요하며, 보조기(Brace) 사용으로 의 가동범 를 

제한하게 되어, 퇴근과 슬괵근이 약화가 나타난다.

하지의 근력을 측정하기 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등속성 장비를 이용하여 건측에 

한 환측의 결손율(injury side/uninjured side x 100)

을 사용하 다. 등속성 장비를 이용한 슬  련연

구들을 살펴보면 개별 인 근력도 의미가 있지만 스포

츠로의 복귀와 이를 정확히 평가하기 방법으로는 건측

에 한 환측의 결손율이 보다 가치 있는 자료라고 

하고 있다(Moisala et., 2007; Risberg et al., 2007). 이

러한 연구들에서 무릎 의 굴근력과 신근력에 있어

서 건측에 한 환측의 결손율 변화는 10% 이내가 정

상범 로 보고되고 있다. 한 Zeevi(1995)는 결손율의 

차이가 20% 이내일 경우 스포츠로 복귀가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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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내일 경우 정상으로 평가한다고 하 다. Yasuda 

등(1992)의 연구를 보면 방십자인  재건술 후 1년 

후 등속성 검사 결과 결손율이 남자의 경우 22%의 차

이를 보이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 30% 이상 차이를 

보 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  운동군의 결손율이 

36.1%에서 22.5%로 13.6% 개선되었으며, 수술  비운

동군은 34.3%에서 26.5%로 7.8% 개선된 것으로 나타

났다. 이처럼 수술  운동군에 있어 신 근력의 개선

이 더 크게 나타났고, 이는 결과 으로 수술  운동

이 퇴근의 근력의 감소(Quadriceps weakness)를 효

과 으로 방할 할 뿐만 아니라 빠른 근력의 회복을 

보여 수술 후 운동에도 효과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능의 회복을 도운 것으로 사료된다.

한 굴곡근의 결손율 변화는 60°/sec에서 수술  

운동군이 10.7%, 수술  비운동군이 13.2%로 두 그

룹 모두 유의하게 어드는 변화를 보 지만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처럼 굴곡

근의 결손율에서 차이가 10%와 13%로 거의 정상수

에 도달된 것처럼 굴곡근이 신 근보다 회복이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Huegel(1988)등의 연구에서와 

같이 방십자인  손상 후 퇴사두근이 슬괵근보다 

축이 더 심하며 회복도 늦다는 이론과 비슷한 결과

로 이해할 수 있다.

Nyland 등(2003)은 방십자인  재건술 2년 후의 

등속성 검사를 통해 건측과 환측의 차이를 비교한 결

과 건측의 72% 수 의 근력회복이 되었다고 한 것처

럼 방십자인  재건술 후 특별한 재활운동에 참여

하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도 근력이 완 하게 회복되

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술 후 운동도 효

과 이지만 수술  운동을 통해 다양한 수술 후 운

동을 이해하고 익숙해지면 수술 후 보다 쉽게 운동에 

응할 수 있으며, 심리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결과 으로 12주 후 환측의 퇴신 근

력 회복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방십자인  재건술 후 고유수용감각 변화에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Reider 등(2003)은 재건술을 

시행한 26명 환자에서 고유수용감각 기능이 수술 후 

진 인 향상을 가져왔다고 보고하 다. Ochi 등

(1999)은 감각 신경 재지배는 재건된 방십자인 에

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슬 의 기능과 한 련

이 있다고 하 다.

반면 Valeriani 등(1999)은 방십자인  재건술은 

슬 의 고유수용감각의 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

다. 이처럼 재건술이 고유수용감각에 향을 미치는 지

에 한 불분명한 결과가 나온 원인 의 하나가 슬

의 신  각도에 따라 고유수용감각 기능이나 능력이 

차이가 난다고 주장한 연구도 있다. Borsa 등(1997)의 

연구를 살펴보면, 슬  15°와 45°에서 각각 치

감각 검사를 시행한 결과 45°에서보다 15°에서 통계

으로 더 의미있는 결과를 보 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 Friden 등(1996)에 의하면 신 에 가까울수록 무릎

을 보호하기 한 보호기 으로 인해 고유수용감각의 

민감도가 향상된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

으로 본 연구에서의 치감각 검사는 15°의 신

된 각도를 설정하여 실험하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치감각 검사결과 두 집단 간에는 통계 인 차이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방

십자인 가 손상된 상태에서도 치감각 검사 시 

1~2°의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의 기계  

수용체가 방십자인  뿐만 아니라 낭, 내측부 인

, 반월  연골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큰 오차 없이 

의 각도를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사료

되어 진다. 한 측정방법 인 문제에 있어서도 단순 

각도를 재생하는 방법만으로 고유수용감각기능의 모든 

것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 이 실린 상태에서의 근수

축을 요하며, 밸런스를 잡는 능력을 측정하기 해 동

 자세유지능력 검사를 시행하 다. 동  자세유지능

력 검사(Dynamic postural stability test)는 단순 각도

를 찾아가는 치감각검사 보다 본인의 체 이 

실린 상태에서의 심을 유지하는 능력을 측정하게 

된다. 동  자세유지능력의 검사결과 수술  운동군

이 11%로 어 수술  비운동군의 26%와 비교했을 

때 유의하게 향상된 변화를 보 다. 일반 인 신체활

동은 정 인 상태가 아닌 동 인 상태이며 이러한 동

인 안정성은 수술 후 환자들이 느끼는 슬 의 불

안정성(Knee instability)을 감소시켜 슬 의 안정성

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상되기 때문에 동  자

세유지능력 개선은 수술  운동의 효과로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고유수용감각이 부상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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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손상된 운동감각을 되살려 주기 때문에 재활

과정에서 요시 되며, 조기에 시작하라고 권유되고 

있다(Cooper et al., 2005). 특히 슬  손상이나 수술 

후 슬  주 의 근육과 인 , 건의 고유수용감각이 

둔화되기 때문에 재활운동을 통해 근력 뿐만이 아니

라 고유수용감각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는 로그램으

로 구성되어야 한다.

결론  제언

본 연구의 목 은 방십장인  재건술  6주간의 

가정 재활운동이 슬  근력과 고유수용감각에 미치

는 향을 알아보기 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방십자인  열로 재건술이 필요한 

남성을 상으로 수술  6주간의 가정 재활운동은 

슬  신 근력에 빠른 회복을 가져와 신 근의 결

손율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한 고유수용감각을 측

정한 동 자세유지능력에서도 수술  운동군에 있어 

유의한 향상이 있었다. 이러한 결론을 종합해 보면 

방십자인  수술  운동은 빠른 회복을 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유수용감각을 회복

시키기 한 다양한 운동법과 정 하게 고유수용감각

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등이 개발 되어야 하며, 이를 

해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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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Pre-operative Home-based Exercise on Knee Strength and 
Proprioceptive Functions after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Kim, Do-Kyung

Sungkyunkwan University

KINESIOLOGY, 2012, 14(1): 57-65. Effect of Pre-operative Home-based Exercise on Knee Strength and Proprioceptive Functions after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INTROD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6 week 

pre-operative home based exercise on muscle strength and proprioceptive functions after anterior cruciate ligament(ACL) 

reconstruction. [METHOD] Forth ACL reconstruction patients were randomly assigned into two groups; Pre-op Exercise Group 

(PEG, n=20) and Pre-op Non-Exercise Group (PNEG, n=20). PEG participated in 6weeks of home-based pre-op and 12 weeks 

of post-op exercise while PNEG participated only in the 12 weeks of post-op exercise. They were tested on muscle strength 

and proprioceptive functions 6 weeks before operations and 3 months after operations. Knee strength measurements at 60°/sec 

and 180°/sec on an isokinetic dynamometry were analyzed to compare their muscle strength. proprioceptive functions have 

been assessed using joint position sense and dynamic postural stability. [RESULT] The deficit of the knee extensor peak torque 

of uninvolved/involved at 60°/sec and 180°/sec wer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EG and PNEG. In PEG, deficit of the 

knee extensor peak torque of uninvolved/involved was reduced by 36.19% to 22.58% and 29.67% to 18.65%, respectively.  In 

dynamic postural stability index test, PEG showed a significantly improved instability of 12.6% whereas PNEG resulted that 

of 23.3%(p=0.0231).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PEG and PNEG in joint position sense test . 

[CONCLUSION] The 6 week home-based pre-op exercise may encourage many positive changes for ACLR patients by re-

ducing the deficit between uninvolved and involved knees and improving proprioceptive functions.

Key words : Anterior cruciate ligament, Pre-operative exercise, Strength, Postur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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