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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운동학 학술지, 2012, 14(3): 93-101. 발목내번에 의한 만성 염좌가 있는 여성의 하지 등속성 근력 비교. [서론] 이 연구는 만성

 내번 염좌를 가지고 있는 여성의 건측과 환측 하지 등속성 근력 차이를 비교하여 만성  발목 염좌 환자의 재활 로그램에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 이 있다. [방법] 최근 6개월 이내 2회 이상 반복 으로 한쪽 발목에 내번 염좌를 치료한 병력이 

있는 20  여성 26명을 상으로 건측 하지와 환측 하지의 등속성 근력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 다. [결과] 분석결과 발목

의 외번력 30°/sec 에서 환측의 피크토크, 단 체 당 피크토크  체 일량 그리고 180°/sec에서 환측의 단 체 당 피크

토크가 건측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 으로 나타났다. 한, 엉덩 의 외 력 30°/sec 에서 환측의 피크토크, 단 체 당 

피크토크  체 일량 그리고 180°/sec에서 환측의 단 체 당 피크토크가 건측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 으로 나타났다. 

[결론] 만성  내번 염좌가 발생되는 발목  외번력과 엉덩  외 력의 근력 약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발목  근력 강

화와 함께 엉덩  근력 강화 운동도 재활 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만성  내번 염좌, 하지 등속성 근력, 발목 손상, 재활

서론

사람은 일생동안 수백만 번 걷거나 달리면서 발이 

가장 먼  지면과 하게 되며, 일차 으로 발목 

이 충격을 흡수하고 체 을 지탱하여 신체를 이동

시키는 기능을 한다(Neumann, 2002). 임상 으로 발

목 은 거퇴 과 근 와 원 의 경비 을 포

함하며, 구조 으로 장력이 강한 인 들과 근육들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방향 환이

나 정지 는 상치 못한 지면에 발이 닿을 때 발

목 손상이 발생하게 된다(Peter et al., 1991).

발목 손상  성 발목 염좌(acute ankle sprain)의 

비율은 75%로 거의 부분을 차지하며, 이  발이 

내번(inversion)된 상태에서 발생되는 내번 염좌가 

85%라고 보고되었다(Garrick, 1977; O’Donoghue, 

1976). 높은 내번 염좌의 원인은 해부학 으로 발목의 

가쪽복사 길이가 안쪽복사 길이 보다 길며, 외측인

가 상 으로 내측인  보다 약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번 염좌가 쉽게 발생한다. 한, 발목 

염좌를 경험한 환자의 70%에서 재 손상이 발생하며

(McKay et al., 2001), 40% 이상이 발목 의 기능  

불안정성이 있는 만성  발목 염좌를 가지고 있다

(Karlsson & Lansinger, 1992; Peter et al, 1991; 

Verhagen et al., 1995). 이러한 만성  발목 염좌는 과

도한 내번에 의한 외측인  손상으로 발생된 기계  

불안정성, 고유수용성 감각 하, 발목 외번근 약화  

균형감각 하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반복 인 악

순환이 일어난다(Hertel, 2000; Kaminski & Hartsell, 

2002; Lentell et al., 1995; Osborne et al., 2001).

만성  발목 염좌를 발생 시키는 요인에 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Nicholas 등(1976)은 발목 염좌 환자의 엉덩  벌림과 

모음의 근력 약화가 동시에 나타났다고 보고 하 으며, 

Bullock-saxton(1995)은 한쪽 발목의 심한 부상을 경험 

했다면 구나 간볼기근(gluteus medius)의 한쪽 기

능이 결핍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 다. 한, 

Beckman과 Buchanan(1995)은 내번에 의한 만성  발목 

염좌를 가진 사람들은 간볼기근의 낮은 동원 패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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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있다고 보고 하 고, Friel 등(2006)은 내번으로 인

한 만성  발목 염좌 후 동일한 측 엉덩  벌림근의 

근력 약화를 보고하 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발목  근력 변화와 함께 엉덩  근력 변화가 만

성  발목 염좌와 련 될 가능성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행 시 하지 근육들  엉덩 의 간볼기

근이 상면에서 골반이 아래로 떨어지는 움직임을 

방하는 기능을 하며(Cutter & Kervorkian, 1999; Earl, 

2005), 보행의 폭 조 과 함께 하지 안정성에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최원호와 김명종, 2003).

그러나 만성  발목 염좌에 한 다른 선행 연구들

에서는 이와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고

등학교 운동선수를 상으로 실시한 McHugh 등(2006)

의 연구에서는 약화된 엉덩  벌림의 힘이 만성  

발목 염좌의 험 요소가 아니라고 보고하 다. 한,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 있는 태권도 선수를 상으로 

하지 등속성 근력의 차이를 검사한 임미  등(2010)의 

연구에서도 건강한 측과 손상된 측의 발목  외번력 

차이는 나타나지만 엉덩  벌림의 힘과 모음의 힘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하 다. 이와 같이 만성  발목 

염좌에 한 해부학  요소와 운동학  요소의 상

계에 한 것은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Denegar & 

Miller, 2002), 일부 사람들에게서 엉덩  벌림근의 

약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  재활 

운동 시 엉덩  벌림근 약화에 한 평가가 선행되

어야 한다고 제언하 다(임미  등, 2010).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과는 달리 유행과 디자인에 

치우쳐 굽이 높은 구두를 선호하며, 부분의 시간을 

높은 굽 신발을 착용한 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오랜 시

간 보행을 한다(Franklin et al., 1995). 이러한 높은 굽 

구두 보행은 인체의 무게 심을 높아지게 하며, 발의 

과도한 발바닥 굽힘 증가와 함께 발이 지면에 닿는 면

이 좁아지면서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발목의 불

안정성을 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만성  발목 염

좌를 가진 여성을 상으로 발목내번에 의한 재 손상

을 방지하는데 하지 안정성이 요한 역할을 할 것으

로 생각되며, 임상 으로 의 기능  차이를 평가하

기 하여 하지 등속성 근력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발목내번에 의한 만성  염좌를 가지고 있

는 여성을 상으로 건측과 환측 하지의 근력 차이를 

비교하여 만성  발목 염좌 환자의 효과 인 재활

로그램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 상

이 연구의 상자는 S여 에 재학 인 20  여

생을 상으로 발목내번에 의해 발목 염좌 진단을 받

았고 최근 6개월 이내 2회 이상의 반복된 손상을 가

지고 있으며, 발목 염좌와 동일한 엉덩 에서 

Trendelenburg's test 양성 반응이 있는 상자를 모

집하 다. 오른발이 우세측인 상자의 우세측과 비우

세측에 따른 근력 차이를 배제하기 하여 오른쪽과 

왼쪽 손상 부 에 따라 각각 13명씩, 총 26명을 연구 

상자로 최종 선정하 다. 연구 상자의 환측 하지

를 실험 집단으로 건측 하지를 비교 집단으로 구분하

으며, 신체  특성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변인 평균  표 편차

나이 (yrs) 21.77 ± 2.42

신장 (cm) 161.08 ± 4.92

체  (kg) 56.69 ± 7.59

근육량 (kg) 20.64 ± 1.84

BMI (kg/m²) 21.89 ± 3.03

표 1. 상자 신체  특성                   (Mean±SD)

Trendelenburg's test

엉덩  간볼기근의 근력 약화를 측정하기 한 

검사 방법으로 주로 엉덩 과 골반의 균형  안정

성을 평가하기 한 방법이다. 임상 으로 양성반응의 

경우, 보행 시 골반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여 한발지

지기 시 상면에서 골반 하강이 나타나는 ‘ 간볼기

근 행’의 보행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정확한 검사

를 하여 경력 10년 이상의 임상 문가가 평가 하

다. 검사 방법은 연구 상자의 좌·우측 뒤엉덩 가

시(PSIS) 에 엄지손가락을 올려두고 한쪽 하지로 무

게 심을 이동하면서 천천히 반 측 하지 엉덩 과 

무릎  각각 90° 굴곡 되도록 들어 올리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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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  등, 2010). 이때 들어 올린 하지의 골반이 하

강하거나 체간을 반 쪽으로 기울이는 보상  기 이 

나타나면 이를 양성으로 정하 다(Neumann, 2002).

실험 차  측정변인

이 연구의 등속성 근력 검사 장비는 Biodex system 

3 model(U.S.A)을 이용 하 다. 간단한 스트 칭을 

비 운동으로 실시 한 후 등속성 근력 검사에 익숙하게 

하기 해서 최 근력의 50%, 70%, 100%로 각 1회씩 

총 3회 연습하게 하 고, 연습과 검사 간의 간격은 1분

으로 용하 다. 등속성 근력 검사는 30°/sec와 

180°/sec에서 각각 5회 반복 실시하 으며 검사 간 휴

식 시간은 1분으로 용하 다. 측정 순서는 우선 

30°/sec을 측정한 후 180°/sec에서 측정하 고, 건측 

하지를 먼  측정한 후 환측 하지를 측정하 다. 등속

성 근력 검사의 측정 변인은  근력을 나타내는 

피크토크(peak torque), 체 을 고려하여 상  근력

을 나타내는 단 체 당 피크토크(peak torque/body 

weight) 그리고 수행된 일의 양을 나타내는 체일량

(total work)으로 제시하 다. 정확한 등속성 근력 검사

를 한 각 의 측정 자세는 Biodex 매뉴얼에 제시

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하 다(임미  등, 2010).

첫째, 발목  근력을 측정하기 한 자세는 의자

는 각도는 70°, 역량계는 65° 그리고 무릎은 45° 굴곡

하여 맨발로 발 에 올린 자세로 발목 의 운동 

축과 역량계의 운동 축이 일치하도록 하 다. 발목

의 발바닥굽힘(plantar flexion)과 발등굽힘(dorsi 

flexion)은 발의 발바닥굽힘 치에서 시작하여 근력

을 측정하 고 외번(eversion)과 내번(inversion)은 발

의 내번 치에서 시작하여 근력을 측정하 다.

둘째, 엉덩  근력을 측정하기 한 자세는 우선 

의자를 180° 눕  상자가 으로 눕게 하여 엉덩  

운동 축과 역량계(dynamometer)의 운동 축이 일치하도

록 하 다. 엉덩  벌림 시 굽힘근의 작용을 배제시

키기 하여 엉덩 은 폄시키고 무릎 은 굽힘 시

킨 상태로 유지하 다. 엉덩 의 벌림(abduction)과 

모음(adduction)은 엉덩 의 모음 치로부터 근력

을 측정하 다.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는 SPSS 12.0(KOR) 

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 다. 만성  내번 

염좌를 가진 여 생의 건측과 환측의 하지 등속성 근

력 차이 검증은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모든 통계  유의수 (α)은 

0.05로 설정하 다.

결과

발목 의 외번력과 내번력 차이

발목 의 건측과 환측 외번력과 내번력을 비교한 

결과는 아래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발목  

외번력의 30°/sec에서 피크토크(peak torque), 단 체

당 피크토크(peak torque/body weight), 체 일량(total 

work)의 모든 변인들에서 환측이 건측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p<.05), 180°/sec에서는 

단 체 당 피크토크(peak torque/body weight) 변인

에서만 환측이 건측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32). 그러나 발목  내번력에 

한 30°/sec와 180°/sec의 모든 변인들에서는 건측과 환

측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발목 의 측굴곡력과 배측굴곡력 차이

발목 의 건측과 환측 측굴곡력과 배측굴곡력

을 비교한 결과는 아래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

다. 30°/sec 와 180°/sec에 한 모든 변인들에서 건

측과 환측의 측굴곡력과 배측굴곡력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엉덩 의 외 력과 내 력 차이

엉덩 의 건측과 환측 외 력과 내 력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엉덩  

외 력의 각속도 30°/sec에서 피크토크(peak torque), 

단 체 당 피크토크(peak torque/body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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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부
30°/sec 180°/sec

평균±표 편차 t df Sig. 평균±표 편차 t df Sig.

외
번
력

피크토크
(Nm)

건측 15.66±3.40
2.319 50 0.025

9.45±2.33
0.811 50 0.421

환측 13.46±3.43 8.79±3.42

단 체 당
피크토크(%)

건측 28.65±5.21
3.006 50 0.004

17.64±4.33
2.206 50 0.032

환측 24.47±4.80 15.20±3.64

체일량
(J)

건측 37.35±12.10
2.049 50 0.046

15.15±4.55
1.559 50 0.125

환측 31.34±8.80 13.07±5.04

내
번
력

피크토크
(Nm)

건측 13.89±4.35
0.529 50 0.599

8.63±2.56
-0.080 50 0.937

환측 13.31±3.59 8.69±2.66

단 체 당
피크토크(%)

건측 25.65±8.74
0.516 50 0.608

15.83±4.69
-0.054 50 0.957

환측 24.52±7.02 15.90±4.57

체일량
(J)

건측 31.43±10.61
0.435 50 0.665

14.05±5.43
-0.409 50 0.685

환측 30.26±8.59 14.69±5.83

표 2. 발목 의 외번력과 내번력 차이                                                                     (Mean±SD)

측정변인 부
30°/sec 180°/sec

평균±표 편차 t df Sig. 평균±표 편차 t df Sig.

측
굴
곡
력

피크토크
(Nm)

건측 37.10±17.05
0.499 50 0.620

21.30±10.96
-0.106 50 0.916

환측 34.87±15.04 21.62±10.74

단 체 당
피크토크(%)

건측 68.38±32.61
0.407 50 0.686

38.90±19.12
-0.076 50 0.940

환측 64.79±31.07 39.30±18.85

체일량
(J)

건측 105.38±52.67
0.195 50 0.846

61.49±34.00
-0.144 50 0.886

환측 102.70±42.03 62.85±34.11

배
측
굴
곡
력

피크토크
(Nm)

건측 18.27±9.20
-0.121 50 0.904

6.73±5.40
-0.457 50 0.649

환측 18.62±11.34 7.47±6.21

단 체 당
피크토크(%)

건측 34.04±19.69
-0.074 50 0.941

12.48±10.79
-0.393 50 0.696

환측 34.48±23.72 13.72±11.75

체일량
(J)

건측 50.83±29.69
-0.075 50 0.940

15.28±19.46
-0.292 50 0.772

환측 51.53±37.66 16.85±19.54

표 3. 발목 의 측굴곡력과 배측굴곡력 차이                                                             (Mean±SD)

측정변인 부
30°/sec 180°/sec

평균±표 편차 t df Sig. 평균±표 편차 t df Sig.

외

력

피크토크
(Nm)

건측 47.20±9.88
2.617 50 0.012

20.07±10.25
1.889 50 0.065

환측 38.58±13.56 14.83±9.73

단 체 당
피크토크(%)

건측 86.66±17.07
2.985 50 0.004

34.83±17.02
2.016 50 0.049

환측 70.02±22.71 25.58±16.06

체일량
(J)

건측 77.31±19.27
2.438 50 0.018

20.51±13.81
1.291 50 0.203

환측 61.70±26.37 15.42±14.65

내

력

피크토크
(Nm)

건측 43.99±14.60
0.192 50 0.849

19.99±8.35
0.274 50 0.785

환측 43.23±13.72 19.25±11.03

단 체 당
피크토크(%)

건측 80.81±25.90
0.026 50 0.979

36.14±14.19
0.218 50 0.828

환측 80.63±25.43 35.13±19.01

체일량
(J)

건측 72.48±27.33
-0.234 50 0.816

20.07±11.93
0.360 50 0.721

환측 74.37±30.55 18.68±15.80

표 4. 엉덩 의 외 력과 내 력 차이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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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일량(total work)의 모든 변인들에서 환측이 건측

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05). 180°/sec에서는 단 체 당 피크토크(peak 

torque/body weight) 변인에서만 환측이 건측 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49). 

그러나 엉덩  내 력에 한 30°/sec와 180°/sec의 

모든 변인들에서는 건측과 환측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논의

발목은 일반인과 선수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

는  상해 부 로서 내번 형태의 내번 염좌가 발

생된다. 한 성 발목 염좌 후 부 한 리로 발

목의 기능  불안정성을 래하고 만성  발목 염좌

가 반복된다(Wolfe et al., 2001). 이러한 만성  발목 

염좌는 발목 의 해부학  요인 뿐 아니라 운동학

 요인과의 상 계도 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만성  내번 염좌를 가진 여성의 건측과 환측 하지 

근력을 비교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발은 지면 사이에 있는 수많은 공간  형태에 합

하게 응하기 해 하지 과 련된 근육들의 상

호 작용을 통하여 하지 안정성을 제공하는 수단이다

(Newmann, 2002). 특히, 반복 으로 가해지는 비정상

인 내번력에 의한 발목  손상으로 통증을 포함

한 기계  불안정성, 근육 약화, 근육 반응시간 지연 

등과 같은 기능  발목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이로 인

하여 만성  발목 염좌가 쉽게 발생하게 된다(Hertel, 

2002). 따라서 내번 염좌 발생 시 발목 외측 인 를 

보조하는 근육의 기능은 만성  발목 손상 환자에게 

있어서 매우 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만성  내번 염좌를 가진 상자의 

발목  외번력 30°/sec에서 피크토크, 단 체 당 

피크토크  체일량의 모든 변인들에서 환측이 건측

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 으로 나타났고, 180°/sec

에서는 단 체 당 피크토크 변인에서만 환측이 건측

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 있는 태권도 

선수를 상으로 발목 외번력의 약화를 보고한 임미  

등(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한, 한쪽에만 

발목 염좌가 있는 환자의 발목 피크토크는 약 5-18% 

결핍된다고 보고한 Wilkerson 등(1997)의 연구와 내번 

상해 후 약화된 외번근  굽힘근 근력, 외번 근력의 

불균형, 동원능력 약화 등이 발목의 재 손상을 유발하

는 원인(Hubbard et al., 2007; Van Cingel et al., 

2006; Willems et al., 2002)이라는 선행 연구들이 우리

의 결과를 강력하게 지지해 다. 그러나 Lentell 등

(1995)의 연구에서는 만성 발목 염좌 환자의 발목 등

척성 근력과 등속성 근력의 내번  외번력의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 하 고, Kaminski 등(1999)의 연

구에서도 발목 등척성 근력과 등속성 근력을 외번력 

약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이와 같은 결

과들은 만성  발목 염좌 환자의 발목 외 력의 차이

가 안정성에 요한 역할을 하지만, 명백한 발목 

의 외 력 차이가 없다면 근력강화운동이 필요하지 않

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만성  내번 염좌를 가진 

상자에 한 재활 로그램은 먼  발목 외번력에 

한 근력 차이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근력 강화훈련

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본 연구 결과 만성  내번 염좌를 가진 상

자의 엉덩  외 력 30°/sec에서 피크토크, 단 체

당 피크토크  체일량의 모든 변인들에서 환측

이 건측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 으로 나타났고, 

180°/sec에서는 단 체 당 피크토크 변인에서만 환

측이 건측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련된 선행연구가 매우 부

족하여 선행연구와 비교 분석하기에는 제한이 있지만, 

만성  발목 염좌를 가진 환자의 경우 발목 염좌를 

경험한 쪽에서 엉덩  벌림근 약화  간볼기근 

결핍 그리고 하된 간볼기근 동원 변화를 보고한 

선행 연구들(Beckman & Buchanan, 1995; Bullock–

saxton, 1995; Friel et al., 2006; Nicholas et al., 1976)

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골반의 균형과 

하지 안정성 제공을 해 엉덩  근육이 지속 으

로 변화하며 상호작용(MacKinnon & Winter, 1993) 

해야 하지만 약화된 엉덩  벌림근이 올바르지 못

한 보행 메커니즘과 발뒤꿈치 딛기 시 발의 치를 

잘못 놓이게 할 가능성이 있다. 한 이러한 환측 엉

덩  벌림근의 힘 차이는 발목의 과도한 내번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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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발목  주  앞정강근, 뒤정강근, 긴종아리

근, 짧은종아리근 등의 근력 약화  발목 통증이 발

생됨으로서, 보행의 단하지 지지기 동안 충분한 체

지지가 없는 보행 패턴 변화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된

다. 그러나 태권도 선수를 상으로 환측 발목  외

번력은 유의하게 낮았지만 엉덩  외 력은 건측과 

환측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임미  

등(2010)의 연구 결과와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엉덩

 벌림 근력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엉덩  

벌림의 힘이 만성  발목 손상의 요인이 아니라고 보

고한 McHugh 등(2006)의 연구들과 상반된 결과이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규칙 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

는 운동선수의 경우 엉덩  벌림근에 한 운동을 

반복 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제한 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한, 발목 염좌의 경우 발바닥 굽힘근의 약화가 만

성  발목 불안정성을 측 할 수 있는 주요요인  

하나 이다(Hubbard et al., 2007). Friel 등(2006)의 연

구에서는 만성  발목 염좌 환자의 환측 발바닥 굽힘

근의 등척성 근력 약화를 보고 하 지만 본 연구에서

는 유의한 차이가 발생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완

한 체 지지가 가능한 상자들이 일상생활  정상 

보행을 지속 으로 수행하는 활동 수 과 피험자의 나

이, 연구 상자 수, 근력 측정방법 등과 같은 복합

인 요소가 작용되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등속성 장비에 의한 하지 근력 

차이만을 비교했기 때문에 만성  발목 염좌 환자의 

불안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하지의 기계  불안

정성, 염좌 정도에 따른 구분, 그리고 발목과 무릎, 고

의 역학 기 과 련된 근육들의 상호작용, 발목 

근육의 반응시간과 균형감각 하등과 같은 련 요인

들에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높은 굽 구두 보행은 발의 과도한 발바닥 

굽힘 증가  짧은 걸음 길이와 많은 걸음수로 빠른 

보행속도의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만성  내번 염좌

의 병력을 가진 여성을 상으로 확인된 본 연구 결

과는 주목할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보행의 유

각기 때 발목 은 약 2-3도 내번 되었다가 간 

입각기 동안 외번 된 후 다시 약간 내번된 치로 돌

아오는 것이 반복된다(Newmann, 2002). 만약 보행의 

발꿈치 닿기 시 약화된 엉덩  벌림 근육의 힘에 

의해 발과 지면 사이의 공간에 합하게 응 할 수 

없는 치로 발이 놓여 진다면 내번에 의한 발목 염

좌가 쉽게 재 손상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약화

된 엉덩  근력 회복을 한 재활 로그램이 하지 

안정성 회복에 도움을 주고 만성  발목 염좌에 향

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만성  발목 염좌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들이 하지 근력 외에 다양

하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가 설득력 있게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제언

본 연구는 발목내번에 의한 만성 염좌를 가진 여성

을 상으로 건측과 환측의 하지 등속성 근력을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발목  외번력 30°/sec에서 환측의 피크토크, 단

체 당 피크토크  체 일량에서, 180°/sec에서는 

단 체 당 피크토크에서 건측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

으로 나타났다(p<.05). 한, 엉덩  외 력 30°/sec

에서 환측의 피크토크, 단 체 당 피크토크  체일

량에서, 180°/sec에서 단 체 당 피크토크에서 건측보

다 유의하게 낮은 수 으로 나타났다(p<.05).

결론 으로 발목의 만성 염좌를 가진 사람은 발목

 외번력과 엉덩  벌림근의 약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발목의 만성염좌를 방하기 하여 발목의 

외번력 강화 운동 로그램과 함께 엉덩 의 벌림근 

강화를 한 운동 로그램이 재활 로그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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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sokinetic Strength of Lower Extremities in Women 
with Chronic Inversion Ankle Sprain

Park, Sung-Kyu․Yoon, Sung-Jin

Korea University

KINESIOLOGY, 2012, 14(3): 93-101. Isokinetic Strength of Lower Extremities in Women with Chronic Inversion Ankle Sprain [INTROD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isokinetic strength of ankle and hip joint between involved and non-involved side 

in women with chronic inversion ankle sprain. [METHOD] A total of 26 subjects with unilateral chronic inversion ankle sprain 

were recruited. We measured hip abductor muscle weakness with Trendelenburg's test and isokinetic strength of ankle and hip 

joint. [RESULT]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involve and non-involve side in ankle evertor isokinetic strength 

such as peak torque, peak torque/body weight, total work at 30°/sec and peak torque/body weight at 180°/sec.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involve and non-involve side in hip abductor isokinetic strength such as peak torque, peak 

torque/body weight, total work at 30°/sec and peak torque/body weight at 180°/sec. [CONCLUSION] It shown that chronic 

inversion ankle sprain cause ankle evertor and hip abductor weakness therefore, muscle strength training should be included 

around ankle and hip joint for rehabilitation.

Key words : Chronic ankle sprain, Lower extremities isokinetic strength, Ankle injuries,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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