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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monstrate its effectiveness by applying a systematic 
rehabilitation exercise program to patients after arthroscopic modified Brostrom operation.

METHODS The research subjects were 13 patients who had arthroscopic modified Brostrom operation, the 
60-minute rehabilitation exercise program was applied twice a week for six weeks, and then, subjective 
evaluation of ankle joint, and its dynamic stability and isokinetic muscle strength were measured.

RESULTS After application of the rehabilitation exercise program, subjective evaluation of the ankle 
joint(p<.001), its dynamic stability(p<.001) and strengths of the involved side for isokinetic muscle strength 
peak torque inversion(p<.001), eversion(p<.01), total work inversion(p<.001), eversion(p<.01) uninvolved 
side peak torque inversion(p<.001), eversion(p<.01), total work(p<.01), muscle endurance of the involved 
side peak torque inversion(p<.001), eversion(p<.01), total work inversion(p<.001), eversion(p<.01), 
uninvolved side peak torque inversion(p<.01), total work inversion(p<.01)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CONCLUSIONS It was confirmed that application of rehabilitation exercise program after arthroscopic 
modified Brostrom operation was effective for positive possibilities of its settlement as regular rehabilitation 
exercis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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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여가활동과 스포츠 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발목 염

좌(ankle sprain)는 스포츠 손상 중 가장 흔한 손상의 하

나가 되었으며, 전 연령의 분포는 활동력이 왕성한 청소

년과 청년층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1]. 또한, 발목관

절 염좌에서 85% 이상이 외측인대 손상으로 발생하고, 

한번 발목관절 손상이 있었던 환자의 약 80%는 재손상

이 나타난다. 그중 10~50%는 만성 통증이나 반복적인 

재손상 등의 발목 불안정성이 나타나며[2,3], 6개월 이

상 기능적 또는 기계적 발목 불안정성이 지속되면 만성 

발목불안정성이 된다[4]. 이러한 발목 관련 염좌의 치

료를 위해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며 비

수술적 치료 시 80%는 발목 관절에 보조기 착용과 비

골근 강화 운동을 통해 개선되지만, 나머지 20%는 수

술적 치료를 시행해야만 한다[5,6]. 

기존의 수술적 치료 방법은 발목관절 인대 재건술로 

Modified Brostrom Operation(MBO)이다. 이 수술의 

방법은 비골건을 보존하고 전거비 인대와 종비 인대를 

봉합한 후 신근지대의 근위부를 봉합하여 인대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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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5]. 그러나 MBO의 부작용으로는 광범위한 

절개, 관절가동범위, 비복신경 손상이 있고 재수술의 가

능성이 크고, 특히 (내번)동작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으

므로 수술 후 발목 관절가동범위의 움직임에 한계가 있

을 수 있다[7].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관절

경 MBO를 시행하고 있다. 관절경 MBO는 관절경으로 

관절내 최소 절개를 하여 병변을 처치한 뒤 외측에 추

가 절개를 시행하여 외측 발목관절 인대를 해부학적으

로 재건하는 방법으로 만성 발목불안정성 환자에게 이 

수술을 시행한 결과, 수술 시간을 단축하고 추가 절개로 

인한 통증을 감소시키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다[7]. 

이에 더해, 최소 절개 관절경만을 이용하여 MBO를 시

행하면 비골건과 비복신경 손상을 줄여주며 수술 시간 

단축 및 수술 반흔을 줄일 수 있으며 수술 후 발목 통증 

조절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7].

 그러나 수술 후 더 빠르고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스

포츠 활동으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발목 주변의 근력 강

화와 고유수용성 감각의 회복이 필요하며[8], 근력 회

복 및 증가를 위한 방법으로는 등척성(isometric), 등장

성(isotonic) 및 등속성(isokinetic) 운동이 있다[3]. 더

불어 재활운동프로그램 시 저측굴곡(plantar flexion)이

나 배측굴곡(dorsi flexion)처럼 강한 근육 위주의 트레

이닝보다 좌, 우의 평형 및 균형을 조절하기 위한 내번

(inversion)과 외번(eversion) 동작의 근육 트레이닝이 

필요하다[9].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재활

운동프로그램은 유연성, 등척성, 등장성기능성, 평형성 

운동으로 구성하였고, 근기능 향상에 프로그램의 비중

을 두었다.

최근 본 연구와 같은 수술인 관절경 MBO 후 재활운

동프로그램을 적용한 선행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관절

경 MBO 후 선수들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수술 6주 뒤 

걷기, 조깅, 달리기 등을 훈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연

구에 참여한 모든 선수들이 평상시보다 빠른 운동 현장

으로의 복귀가 가능하였다[10].

위의 연구 결과로부터 관절경 MBO 후 재활운동프로

그램이 수술 후 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근력

운동을 포함한 적절한 재활운동프로그램이 제시된 연구

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관절

경 MBO를 시술한 환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재활운동프

로그램을 적용 및 그 결과를 분석하여 재활운동프로그램 

구성의 기반이 되는 기초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인천지역에 소재한 D병원에서 2020년 1

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척추관절센터 전문의로부터 

만성 발목불안정성 진단을 받고, 관절경 MBO를 시행

한 환자로 재활운동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13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또한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의 목적을 이

해하고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자이다. 연구 대상자

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Baseline data of study subjects

Age (year) Height (cm) Weight (kg)

n=13 26.54±7.00 169.77±10.75 66.31±18.06

Values are M±SD.

실험절차 및 설계

본 연구의 실험 절차는 수술 후 연구 참여자의 관절

에 4주간 석고 및 공기 부목으로 환부를 고정한 후 2주 

동안 발목 관절가동범위 회복을 위해 유연성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실험 절차는 수술 후 연구 참

여자의 관절에 4주간 석고 및 공기 부목으로 환부를 고

정한 후, 2주 동안 발목 관절가동범위 회복을 위해 유

연성 재활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그 후(수술 6주 

후)에 American Orthopaedic Foot and Ankle Society 

(AOFAS), 동적 안정성, 등속성 근기능의 차례로 측정

방법에 제시된 설명에 따라 사전 측정을 하였고, 6주 동

안 재활운동프로그램을 적용 후(수술 12주 후)에 동일

한 순서와 방법으로 사후 측정을 진행하였다.

재활운동프로그램

재활운동프로그램은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

으며, Brotzman et al.가 제시한 재활운동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적용하였다[11]. 재활운동프로그램 적

용은 수술 후 환부를 고정한 4주 후에 시작되었다. 환

부 고정 직후 4~6주까지는 환측 관절가동범위 확보를 

목적으로 유연성 운동프로그램과 동시에 근육의 길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통증 없는 범위로 수행 가능

한 발목 운동인 등척성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수

술 6~8주에는 근육의 길이 변화가 일어나는 등장성 운

동프로그램을 환측 또는 환측과 건측 모두에 적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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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6~12주에는 환측과 건측의 근력 향상과 근기

능을 높이기 위해 기능성, 평형성 운동프로그램도 같이 

적용하였다. 

재활운동프로그램은 주 2회 총 60분간 운동전문가

의 지도하에 진행하였다. 단계가 바뀌는 시점에서는 발

목 관절가동범위의 확보와 환자 개인의 상황(통증), 운

동 강도 조절을 확인하였으며, 세트의 중간에 1~2분의 

휴식 시간을 제공하였다. 운동 직후 환부에는 얼음을 처

치하여 염증을 예방하였다.

측정항목 및 방법

American Orthopaedic Foot and Ankle Society 

(AOFAS) ankle-hind foot

AOFAS는 수술 전과 수술 후 치료의 주관적인 효과

를 평가하기 위한 수집 도구로 의사의 도움 없이 환자

가 발목 관절의 통증, 기능, 정렬을 직접 기재하였다. 이

는 치료 전·후의 주관적인 상태를 수치화하여 객관적으

로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12]. 검사 방법은 발목 관절

의 통증 1문항, 기능 7문항, 정렬 1문항 총 9문항에 해

당하는 질문에 점수를 선택해 점수가 높을수록 발목 관

절의 발목 손상을 입기 전 상태로 돌아가며 총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였다.

동적 안정성(Y-Balance test)

Y-Balance test는 발목 관절의 고유수용성감각과 

동적균형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로서 전방, 후내측, 후외

측의 세가지 방향을 측정하였다[13]. 발목 관절의 동적 

안정성은 환측과 건측 모두 측정하며 사전 대비 사후의 

증가 여부를 알 수 있고, 양측의 발목 안정성도 비교할 

수 있다. 검사 방법은 중앙선에서 대상자의 다리가 전

방, 후내측, 후외측 방향의 선으로 다리를 뻗은 지점까

지의 거리를 cm단위로 측정하였으며, 5번의 연습 후 5

번을 측정하여 제일 잘 나온 값을 사용하였다. 다리 길

이의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표준화 공식을 활용하였고, 

그 공식은 다음 <Figure 1>과 같다.

Composite reach 
distance

x 100=
anterior + posterolateral + posteromedial

leg length x 3

 Figure 1. Y-Balance test

등속성 근기능

등속성 근기능 측정기는 biodex system 4 

model(Biodex Medical Systems, Inc., N.Y., USA)를 

사용하였다. 측정 항목은 환측과 건측의 근력 근지구력, 

근력 및 근지구력의 근비율이다. 발목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 전 대상자에게 항목별로 3회의 예비 연습을 

Table 2. Rehabilitation exercise program

Index Exercise Intensity Side

Warm-up Flexibility Begin gentle ROM exercises of the ankle (DF, PF, IV, EV) 4-6week
(10sec×10reps)×3sets Involved

Intensive
muscle
exercise

Isometric Ankle towel isometric exercise (DF, PF, IV, EV) 4-6week
(10sec×10reps)×3sets Involved

Isotonic

Towel pulling with toe 
Ankle tubing exercise (DF, PF, IV, EV)

6-8week
10reps×3sets Involved

Toe raise
Calf raise

6-8week
 10reps×3sets Both

Functional

Squat
Lunge
Single step up(Box)
Jump (jump: pain free jump in place)
Hop(hop : one leg jump hop)

6-12week
10reps×3sets Both

Balance
Single stand hip flex
One leg squat
One leg Y squat

6-12week
(5sec×10reps)×3sets
   

Both

Cool-down Stretching   

ROM: Range Of Motion, DF: Dorsi Flexion, PF: Plantar Flexion, IV: Inversion, EV: E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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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발목 근력을 확인하기 위해 저속도 60°/sec 5회, 

발목 근지구력을 확인하고자 고속도 120°/sec 10회 내

번과 외번을 반복 실시하였다. 각각의 가속도 사이의 휴

식 시간은 30초로 하고, 발목 관절가동범위는 통증이 없

는 범위 내에서 수행하였다[2]. 측정된 근력값과 근비율

은 biodex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어 산출되었으며, 근비

율은 환측과 건측의 측정값의 비율(deficit)이다.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Window SPSS version 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실험 처치를 

통해 얻은 변인 값을 기술통계분석인 평균(M)과 표준

편차(SD)를 사용하여 산출하였고, 주관적인 변화와 동

적 안정성, 등속성 근기능 전위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서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하였다. 유의수

준은 a= .05이다.

연구결과

AOFAS의 변화

AOFAS의 변화는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으며, 

관절경 MBO 후 재활운동프로그램 적용 전과 비교해서 

적용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

동적 안정성의 변화

동적 안정성의 변화는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

으며, 관절경 MBO 후 재활운동프로그램 적용 전과 비

교해서 적용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

등속성 근기능의 변화

관절경 MBO 후 재활운동프로그램을 적용 전과 비

교해서 적용 후에 발목관절 등속성 근기능의 측정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재활운동프로그램 적용 전 · 후 근력 변화 

등속성 근기능의 근력(60°/sec) 변화는 <Table 5>

에 제시한 바와 같다. 환측 peak torque의 내번(p<.001)

과 외번(p<.01), total work의 내번(p<.001) 및 외번

(p<.01)은 관절경 MBO 후 재활운동프로그램 적용 전

과 비교해서 적용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건

측 peak torque의 내번(p<.001)과 외번(p<.01), total 

work의 내번(p<.01)은 관절경 MBO 후 재활운동프로그

램 적용 전과 비교해서 적용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재활운동프로그램 적용 전·후 근지구력 변화

등속성 근기능의 근지구력(120°/sec) 변화는 

<Table 6>에 제시한 바와 같다. 환측의 peak torque

Table 5. Isokinetic muscle strength variation of involved, uninvolved side

Pre Post t df p-value

Involved 

Peak torque 
60°/sec

Inversion 13.74±8.75 24.25±11.92 -4.935 12 .000***

Eversion 12.38±5.98 18.51±7.39 -4.064 12 .002**

Total work
60°/sec

Inversion 29.22±21.31 62.40±32.05 -4.942 12 .000***

Eversion 29.23±16.77 50.92±19.95 -4.444 12 .001**

Uninvolved 

Peak torque 
60°/sec

Inversion 23.52±7.06 29.20±7.25 -6.046 12 .000***

Eversion 15.11±5.46 18.98±5.64 -2.692 12 .020*

Total work
60°/sec

Inversion 69.33±20.59 82.18±21.15 -3.512 12 .004**

Eversion 49.60±14.68 57.02±14.70 -1.714 12 .112

Values are M±SD, *p<.05, **p<.01, ***p<.001

Table 3. AOFAS score

Pre Post t df p-value

n=13 66.92±8.38 91.62±7.02 -8.679 12 .000***

Values are M±SD, ***p<.001

Table 4. Dynamic stability

Pre Post t df p-value

n=13 80.98±8.15 93.28±5.59 -6.763 12 .000***

Values are M±SD,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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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번(p<.001), 외번(p<.01), 환측의 total work의 내

번(p<.001) 및 외번(p<.01)의 근지구력은 관절경 MBO 

후 재활운동프로그램 적용 전과 비교하여 적용 후에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Table 6>. 또한 건측 peak torque

의 내번(p<.01), total work의 내번(p<.01)의 근지구력

도 재활운동프로그램 적용 전과 비교해서 적용 후에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

재활운동프로그램 적용 전·후 근비율 변화

등속성 근기능의 근력·근지구력의 근비율 (60°/sec), 

(120°/sec) 변화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60°/sec

변화는 peak torque의 내번(p<.01), total work의 내

번(p<.01) 및 외번(p<.001)의 근력 근비율이 재활운동

프로그램 적용 전보다 적용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120°/sec변화는 peak torque의 내번 및 외번 (p<.05), 

total work의 내번(p<.01)과 외번(p<.001)의 근지구력 

근비율이 재활운동프로그램 전보다 적용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Table 7>.

논의

현재 관절경 MBO는 발목 염좌 수술의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수술 방법으로 많은 환자에게 시행되고 있으

며, 발목 관련 수술 후 빠르고 안정적인 회복을 위하여 수행하

는 재활운동프로그램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

하여 재활운동프로그램의 효과를 증명하는 여러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관절경 MBO 수술 후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절경 MBO를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유

연성, 등척성, 등장성, 기능성 및 평형성 향상을 위한 재활운동프로

그램을 적용하여 AOFAS, 발목 관절의 동적 안정성 및 등속성 근기

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Table 6. Isokinetic muscle endurance variation of involved, uninvolved side

Pre Post t df p-value

Involved 

Peak torque 
120°/sec

Inversion 12.86±8.22 21.32±10.80 -5.361 12 .000***

Eversion 10.78±5.04 14.63±5.73 -3.742 12 .003**

Total work
120°/sec

Inversion 52.07±41.13 104.33±59.64 -5.343 12 .000***

Eversion 46.38±28.85 74.65±32.83 -3.998 12 .002**

Uninvolved 

Peak torque 
120°/sec

Inversion 19.58±5.45 24.55±7.73 -3.971 12 .002**

Eversion 11.94±3.90 13.52±4.22 -1.776 12 .101

Total work
120°/sec

Inversion 115.82±40.31 141.72±45.94 -3.118 12 .009**

Eversion 71.15±24.08 75.56±25.75 0.802 12 .438

Values are M±SD, **p<.01, ***p<.001

Table 7. Isokinetic muscle deficit between involved and uninvolved

Pre Post t df p-value

Peak torque
60°/sec

Inversion 44.86±26.71 18.52±27.12 3.942 12 .002**

Eversion 17.01±29.30 4.64±18.99 2.112 12 .056

Total work
60°/sec

Inversion 59.00±26.80 22.71±29.08 4.707 12 .001**

Eversion 41.10±26.05 9.78±20.01 5.686 12 .000***

Peak torque
120°/sec

Inversion 38.03±32.24 15.68±24.39 2.977 12 .012*

Eversion 9.90±30.70 -8.17±27.72 2.883 12 .014*

Total work
120°/sec

Inversion 56.97±31.74 25.08±28.25 3.962 12 .002**

Eversion 36.61±31.19 2.24±28.81 6.095 12 .000***

Values are M±SD,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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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AOFAS의 선행 연구에서는 60명의 엘리트 선

수가 MBO 후 재활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 참여

자 모두의 발목 관절가동범위, 근력이 향상되어 AOFAS 

평가 항목인 발목 통증, 기능, 정렬의 점수가 높아졌다

[10]. 본 연구에서도 AOFAS의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

하여 선행 연구와 일치하였으나 선행 연구에서는 스트

레칭과 달리기만 적용한 결과였으며, 연구 대상자가 선

수라는 제한점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재활운동프

로그램은 발목 관절가동범위 향상을 위한 유연성 운동, 

등장성, 기능성, 평형성 운동을 별도로 구성하였기 때

문에 일반 환자에게 적용하면 더 나은 효과가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동적 안정성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MBO 후 재활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한 선행 연구를 살펴

보았다. 만성 발목 불안정성 발목 기능의 회복을 위해 6

주간 가속재활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발목 

관절의 동적 안정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8], 본 연

구에서도 재활운동프로그램을 적용 후 발목 관절의 동

적 안정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선행 연구와 동일한 결

과를 보였다. 선행 연구에서 적용된 수술은 관절경 MBO

가 아니었으나, 이와 유사한 수술을 시행한 후 재활운

동프로그램을 적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같은 연구 결과

로 해석 할 수 있다.

특히 선행 연구에서는 발목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

해 체중 부하를 하였으며, 조기 체중 부하를 포함한 가

속재활운동이 통증을 감소시켜 일상생활과 스포츠활동

으로의 복귀를 앞당길 수 있다고 하였고[8], 본 연구의 

재활운동프로그램에서도 발목의 동작 안정성을 증가시

키기 위하여 등척성, 등장성 운동을 구성하였으며, Choi 

et al.의 선행 연구에서도 동일한 재활운동프로그램운동

으로 동적 안정성을 향상시켰다[8]. 

발목 염좌의 회복을 강화하기 위해 내번·외번 동작

과 같은 발목 안정성에 기여하는 근육의 향상이 필요하

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속성 근기능(근력, 근지구

력, 근비율)을 측정하였다.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인 재

활운동프로그램이 발목 근육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는 발목 관절의 내번·외번의 근력과 근지구력

이 증가하였으며[4], 본 연구의 등속성 근기능(근력, 근

지구력) 측정 결과는 환측과 건측의 내번과 외번 근력 

그리고 환측의 내번·외번 근지구력, 건측의 내번 근지

구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 이유를 분석하면 발목의 내번 및 외번의 동작에서 

가장 크게 사용하는 근육은 비골근과 후경골근(tibialis 

posterior muscle)이며, 내번과 외번의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은 비골근이다. 내번 동작에서의 비골근의 

가장 큰 기능은 발목 관절이 내번 할 때 발목이 과내번

(hyperinversion) 하지 못하도록 조절과 통제하는 것이

나 외번에서의 비골근은 발목의 외번 동작을 만들어내

는 근육이어서[3] 비골근의 강화로 환측의 근력과 근지

구력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등속성 근기능 중 근비율의 분석결과, 환측과 건측

의 근력 근비율은 외번 peak torque를 제외하고 유의

하게 감소하였으며, 근지구력 근비율도 유의하게 감소

하였다. 이는 Shin et al.의 6주간 운동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에서 나타난 환측의 내·외번 근력이 증가하

고, 근비율이 개선되었다[2]. Choi et al.의 연구에서도 

MBO 후 조기재활운동프로그램을 6주간 시행한 연구

에서도 근력과 근지구력이 향상되어 환측과 건측의 근

비율이 감소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였다[8]. 근

비율은 근결손율을 의미하기에 근결손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곧 재활운동프로그램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본 재활운동프로그램에서는 발목 회복에 주된 역할

을 하는 근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등장성, 기능성, 평

형성 운동을 집중적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발목 주변 

근육의 근력 강화 운동이 발목 불안정성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한 Choi et al.의 의견과 일

치한다[8]. Shin et al.의 재활운동프로그램에서는 등장

성 운동과 평형성 운동을 제시하였고[2], Choi et al.의 

연구에서는 등장성 운동 외 별도의 다양한 개인 운동을 

구성하여 근력을 강화하였다[8].

 이렇듯 AOFAS, 동적 안정성, 등속성 근기능의 근

력, 근지구력, 근비율의 분석 결과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

는 부분이 많았으나, 등속성 근기능의 근력과 근지구력

의 일부분은 선행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그 예로 Cha 

et al.의 연구에서는 발목 재활 훈련으로 원판 운동과 트

램폴린 운동을 적용한 결과 두 그룹 모두 좌측과 우측의 

내번과 외번 근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건측의 외번 일부인 60°/sec total work의 

근력과 근지구력이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

러한 이유는 수술 후 초기에는 환측의 유연성 확보와 근

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 환측 부위의 운동을 주로 하였

고, 그 후 기능적인 운동을 환측과 건측에 같이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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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측에 적용된 운동량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여 추후, 건측의 

부분 운동도 수술 후 초기부터 시행하거나 건측 부분의 

운동량을 늘리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재활운동프로그램이 관

절경 MBO 후 적용되었을 때 적절한 효과가 있다고 판

단되어 추후 관절경 MBO 수술 후 재활운동프로그램 도

입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최근 표준

화된 수술인 관절경 MBO 후 재활운동프로그램의 최초

의 적용 사례이기 때문에 재활운동프로그램의 구성은 

전문가가 제시한 내용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므

로 본 연구의 재활운동프로그램에 관하여 운동전문가, 

물리치료사, 의료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재구성하는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생각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관절경 MBO 후 1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유연성, 등척성, 등장성, 기능성 및 평형성 향상을 위한 

6주간의 재활운동프로그램을 수행한 결과, AOFAS, 동

적 안정성 및 등속성 근기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관절경 MBO 후 환자의 재활운동프로그램 

구성에 필요한 기초 연구 자료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다

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연구의 참여자가 D병원

의 수술 후 재활운동프로그램의 대상자로 한정되었다. 

둘째, 본 연구는 기초 연구로서 참여자가 13명이기에 양

적으로 충분하지 않아 연구 측정 결과의 일반화가 어려

울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재활운동프로그램에 참여

하지 않는 대조군이 없이 연구되어 재활운동프로그램

의 완전한 효과성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재활운동프로그램 적용을 6주로만 하였

기에 장기적 기간의 적용 결과를 추론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 연구 자료로 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재활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포함 및 연구 대상자의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고, 6주 이

상의 장기적 기간을 적용하는 등의 구체적인 연구를 수

행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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