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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rehabilitation exercising program for using the 
tools  After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Park yu-ra
Advisor: Prof. Seo, Young-Hwan Ph. D. 

Department in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Chosun University

  This research is that students who was registered athlete students after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 among students, 5 students quited 
athlete because of anterior cruciate ligament injury, when I directly leaded 
them to use same tools and followed them exercise, also I saw them using 
the tools of the rehabilitation program 8 weeks and analyzed how to change 
this research results such as Femoral muscle strength change of knee joint, 
Lysholm knee score, Femoral around, Safety(balancing), Body Composition 
change(the part of muscle(Right leg), Skeletal muscle mass, fat mass, Abasal 
metabolic rate).

  First, knee joint of Femoral muscle strength change compared to both side. 
left side, which didn’t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wasn’t 
siginificantly increased than before experiment and after experiment, right 
side which did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was siginificantly 
increased than before experiment and after experiment.(p<.01)

  Second, Lysholm knee score before experiment was statistically 
increased than after experiment.(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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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d, Femoral around before experiment was increased than after 
experiment.(p<.01)

  Fourth, Safety(balancing) before experiment was increased than after 
experiment.(p<.05)

  Fifth, Body Composition change means that Extracellular water costs before 
experiment was increased than after experiment.(p<.05) skeletal muscles 
before experiment was increased than after experiment.(p<.05) fat mass  
before experiment of loosing fat mass was increased than and after experiment. 
(p<.05) abasal metabolic rate before experiment was statistically increased than 
after experiment.(p<.05)

  Follow this conclusions, this research say that the rehabilitation program of 
using tools is good impact on right knee joint of Femoral muscle strength 
change, which was done by reconstruction, normal left knee joint didn't large 
impact, but both knee joint of Femoral muscle balanced well. Lysholm knee 
score, students(experimenters) felt that Femoral muscle seemed like better, 
As a result, change of Femoral around was not big differences, if students 
(experimenters) keep rehabilitation program, Femoral around will be 
increasing, Safety(balancing) change means that safety of the knee joint had 
been increasing, Body Composition change means that skeletal muscle mass, 
fat mass, abasal metabolic rate had been changing, For damaged by anterior 
cruciate ligament injury patients, the result of research means that 
rehabilitation program of using tools is continue to do, patients can easily 
recover their body and patients get a great effect for improving Muscle 
function, I think that this research improvingly use to the rehabilitation 
program of using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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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최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주 5일제 근무로 변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므로 운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이전에 참여해왔던 레크리에이션의 개념보다 전문적인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격렬한 스포츠 활동이나 과도하게 
경쟁적인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잘못된 기술의 습득이나 충분한 준비운동의 미흡 또는 
근육이나 자세의 불균형 등과 같은 원인, 숙련도 미숙 등의 이유로 스포츠 선수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손상이 늘어가고 부상과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많은 손상과 부상이 따르는 슬관절(Knee joint)은 선수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있어 일상생활이나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 중요한 
관절이다. 슬관절은 체중부하를 담당하며 많은 운동 범위를 가진 관절로 인대와 
근육으로 싸여있으며(김신근, 권강우, 이상욱, 윤기현, 1993), 스트레스나 좌상을 
입기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외력에 의해 또는 외력에 저항하지 못해 상해가 
일어날 수 있다(Daniel, 1982) 

슬관절 손상 중에서도 전방십자인대 손상이 최근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Daniel 등(1994)의 연구를 살펴보면 15-44세의 연령에서 10,000명 중에 8명이 
전방십자인대 손상이 있었으며, Childs 등(2002)은 미국에서는 해마다 150,000명 
정도가 손상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reconstruction)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전방십자 인대 손상은 점프, 회전등의 동작을 요구하는 축구, 농구, 배구, 미식
축구, 핸드볼, 태권도 시범 등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Garrick, 2001) 감속, 외번 
긴장 그리고 내측 회전에 의해 내측 인대와 내측 반월판이 동반 손상당하는 경우도 
있다. 전방십자인대는 경골의 전방전위를 막는 1차적 지지 구조물로 파열이 될 경우 
슬관절(Knee joint)의 불안정성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이차적인 문제인 
퇴행성관절염(degenerative arthritis), 대퇴근육의 위축 등의 손상 후유증을 유발
시킨다.(Feagin, 1998; Anold, 1979; Clancy, 1998).

경골의 전방전위를 막아주는 전방십자 인대의 기능이 소실되면, 스포츠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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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반월상 연골의 
손상이나, 대퇴 경골간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이 조기에 유발될 수 있다(Butler et 
al., 1980; Frank & Jackson, 1997).

10년간 조사에서 17,397명의 환자에게서 발생한 19,530건의 스포츠 손상사례를 
분석한 결과 슬관절 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6,434명의 환자(37%)에서, 7,769건의 
손상(39.8%)이며, 이중 전방십자인대 손상이 20.3%로 가장 높았다(조용진, 
최중혁, 김종현, 정형기, 2007). 또한 15~44세 연령에서 10,000명 중에 8명이 
전방십자인대 손상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포츠로 인한 
손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신영, 민병현, 
김상훈, 2000; Mesfar, Shirazi-Adl, 2006).

전방십자인대 손상은 비교적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흔하면서도 심각한 슬관절 
손상 중 하나이며,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슬관절
(Knee joint)의 불안정성, 골관절염, 슬관절(kneejoint) 주변의 근육 위축 및 근력의 
약화 등 손상 후유증이 발생한다(Arnold, Coker, Heaton, Park, Harris, 1979; 
Clabcy, Ray, Zoltan, 1988; Fetto, Mashall, 1980).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해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에서는 매년 3000명 당 1명씩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발생, 그 결과 매년 150,000건 
이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Anterior cruciate ligamant reconstruction)을 시행하고 
있다(Bruce, Beynnon, 2005).

전방십자인대는 무릎 관절의 운동성을 유지시키고(Muller, 1993)안정성을 
유지시키는 매우 중요한 구조물로써(Butler, Noyes, Grood, 1980) 부상은 운동선수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치명적이다. 이러한 많은 이유들로 학자들은 전방
십자인대 손상 후 효과적인 재건술(reconstruction)방법과 치료를 위한 연구들을 
활발하게 연구하며, 점차적으로 진행되어왔다(Neitzel, Kernozek, Davis, 2002; 
Birmingham, Kramer, kirkley, 2002; Doorenbosch, Harlaar, 2003; Herrington, 2004).

슬관절(Knee joint) 전방 불안정성을 예방하는 중요한 구조물 중에 하나인 전방
십자인대가 손상 될 경우 퇴행성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전방십자인대는 경골의 
내회전에 의한 뒤틀림으로 인해 쉽게 파열이 되며 근력이 떨어지는 일반인이나 
특히 여자, 그리고 무릎에 직접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는 운동선수가 부상 빈도수가 
가장 높으며, 경골의 전방 전위를 막아주는 전방십자인대의 기능이 소실되면 스포츠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반월상 연골판 



- 3 -

손상 또는 경골 간 관절의 퇴행성관절염이 조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Butler 
et al, 1980).

손상된 전방십자인대 수술 후 약화된 대퇴 사두근의 근력으로 인해 마지막 신전 
15~20°에서 능동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전근
(Extensor leg)이 지연 될 경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불충분한 보행과 더불어 
과도한 슬관절 연골(Knee joint cartilage)의 마찰이 계속해서 발생되어 나타난다
（Keays, Bullok-saxton, New combe, Keay, 2003).

손상된 전방십자인대의 경우 슬관절의 안정성 유지와 퇴행성 변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슬관절 손상 후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와 재활운동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전방십자
인대 손상 후 속근 섬유의 크기가 작아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체계적인 재활운동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시간이 지나도 계속된 근위축이 올 수 있다(Baugher, Warren, 
1984).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환자들의 임상적 합병증으로는 일정기간의 부목고정
(Immobilization)과 보조기 사용 등으로 관절의 가동범위를 제한하게 되어 슬관절의 
정상적인 신전 및 굴곡운동의 더딘 회복이나 대퇴사두근(Quadriceps femoris) 및 
슬괴건(Hamstrings muscle)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Giove, Miller, Kent, Sanford, 
Garrick, 1983).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의 재활운동은 지난 30 여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30도 
이상의 신전시에 하중이 증가되는 이유로 과거에는 인대 재건술 후 신전을 억제하며 
슬관절 굴곡상태로 석고 고정 및 체중부하를 금지하였다(Paulos, Noves, Grood, 
Butler, 1981). 1980년대에는 관절경 기술의 발달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자체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재활체료의 방법은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방 슬부 
통증, 슬개 대퇴 염발음, 대퇴사두근 약화, 슬관절굴곡 구축 및 강직 등의 합병증이 
빈발하였다(이한준, 박치우, 2011).

최근 관절경에 의한 수술로 인해 수술 후 빠른 회복과 조기 관절가동범위 확보, 
체중부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수술 후 재활운동프로그램이 일반화됨에 따라 손상 
전으로의 복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이학송, 임인수, 2009).

본 연구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전직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도구를 
이용한 재활운동프로그램이 슬관절 근기능, 무릎의 안정성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하며, 또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도구를 이용한 재활운동
방법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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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손상된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하여 재건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도구를 이용한 재활운동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했을 때 나타나는 운동효과를 

살펴보고 도구를 이용한 재활운동프로그램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C. 연구문제

본 연구는 전방십자인대 수술 후 8주간의 도구를 이용한 재활운동프로그램이 

대퇴 근력, 대퇴 둘레, 안정성(평형성), 신체 구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8주간 도구를 이용한 재활운동프로그램이 대퇴 근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8주간 도구를 이용한 재활운동프로그램이 대퇴부 둘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8주간 도구를 이용한 재활운동프로그램이 안정성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 8주간 도구를 이용한 재활운동프로그램이 신체구성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D. 연구가설

본 연구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8주간 도구를 이용한 재활운동프로그램이 

대퇴 근력, 대퇴 둘레, 안정성(평형성), 신체 구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1) 재활운동 실시 전·후 대퇴 근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재활운동 실시 전·후 대퇴 둘레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재활운동 실시 전·후 안정성(평형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재활운동 실시 전·후 신체 구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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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용어 정의

1. 전방십자인대의 손상

전방십자인대의 손상은 접촉성외상과 비접촉성 외상으로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방십자인대의 손상은 80%정도이며 비접촉성외상은 
비틀림, 감속손상, 내전, 외전, 과신전, 과굴곡, 점프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2.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최근 현대인들의 여가 운동의 증가로 인해 스포츠 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해 슬관절의 상해 중 하나인 전방십자인대 손상이 점차 
증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치료로 보전적 치료, 봉합술 그리고 재건술 등이 
있다. 이 중 힘줄과 건을 이용해서 전방십자인대를 연결해주고 만들어 주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은 각각의 수술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약 70-90%의 
성공률을 나타내는 전방십자인대 치료방법 중 가장 중요한 하나로 알려져 있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자신의 인대가 아닌 다른 인대나 인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완전 파열 된 후 재건술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지고 있는 이식건은 골-슬개건-골과 슬근건이 있으며, 슬개건은 슬개골과 경골 
일부 또 슬개건을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슬근건은 대부분 무릎을 과도하게 
사용되어지는 운동을 하는 근육의 일부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3. 슬관절의 근기능

등속성 운동(Isokineticexercise)
등속성 운동이란 근육의 힘이 운동을 하는 과정에 걸쳐 최대가 되고, 운동 

속도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운동형태이다. 근육생리학적으로 등장성(Isotonic)및 
등척성(Isometric)운동과 결합된 형태로써 힘이 가해진 회전력(Peaktoqu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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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인위적으로 저항을 변화시켜 고정된 속도를 유지하는 운동방법이며, 등장성 
운동에서 볼 수 있는 관성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관절운동의 구간을 통하여 
설정된 모든 관절 각도범위에서도 근육의 최대 수축 힘을 발현시킬 수 있다 
(김장규,2009). 

4. CKC(closedkineticchain)
운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하체를 움직일 때 발이 지면에 안정되거나 고정

되어지는 것을 말하며, 움직일 때 여러 관절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전방십자
인대에 미치는 압력의 영향이 작게 나타나고, 관절가동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재활운동 시 초기에 크게 효과가 나타난다.

5. OKC(openkineticchain)
운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하체를 움직일 때 발이 지면에서 떨어져 있으며, 

움직일 때 하나의 관절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방십자인대에 미치는 압력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관절가동범위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재활운동초기에는 인대의 
손상이 유발된다. 

F.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범위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운동 종목은 동일하지 않다.
2) 본 연구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시기가 동일하지 않다. 
3) 본 연구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도구를 이용한 재활운동프로그램 이외에 
   실시하는 운동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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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A. 전방십자인대 해부학적 구조와 손상기전

슬관절은 <그림-1>에서 보는바와 같이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방
십자인대는 경골 고평부의 앞쪽과 간영역에 있는 약30mm 정도의 함요부를 따라 
부착되며 이 부착 부위에서 외측 대퇴과의 내측면에 부착하기위해 후방 약간 상방, 
그리고 외측방향으로 하여 사선으로 주행한(ChristKramed,1999).

그림1. 슬관절(kneejoint) 해부학적 구조

Shen등(2007)의 연구를 살펴보면 전방십자인대 길이(length) 31±3mm ,넓이
(Width) 10± 2mm, 두께(wall thickness) 5±1mm, 부피(volume) 2.3±0.4mm로 
알려져 있다. 전방십자인대는 대퇴골에 대한 경골의 전방전위를 억제하는데 필요한 
힘의 75%를 담당하며, 슬관절 굴곡각도 30도, 90도 상태에서는 85%의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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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한다(piziali,1980). 또한 내ㆍ외측회전을 제한하고, 슬관절(kneejoint)의 과신전
(hyperextension)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며, 슬관절의 외반(valgus), 내반(varus)의 
변형력에 대하여 2차적인 억제력을 가지고 회전축을 이루어 슬관절(kneejoint)의 안전성 
유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손상된 전방십자인대를 치료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슬관절(kneejoint)의 
회전불안정성, 반월판연골(meniscus)의 손상과 관절 연골(articularcartilag)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될 것이라 나타난다. 전방십자인대는 2-3개의 다발로 구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지만 기능적인 개념에 따라서 전내측다발(anterior 
medial bundle), 후외측다발(Posterolateral bundle) 두 개의 다발로 구분되어 
나누어진다(Amoczky SP, 1988). 각각의 섬유들은 기시부와 부착부가 다르며, 
평행 주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슬관절(kneejoint)의 자세에 따라 긴장상태가 
다르게 된다. 꼬여있는 전방십자인대의 방향은 슬관절(kneejoint)이 회전함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전방십자인대의 몇몇 섬유들은 전체가 동일한 범위 내내 팽팽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지만, 특히 대부분 섬유들은 후 외측다발에 있는 섬유들은 
슬관절(kneejoint)이 완전한 신전에 다다를 때 좀 더 팽팽해진다. 후 관절낭(關
節囊)과 함께, 전방십자인대는 신전되어진 또는 거의 신전된 슬관절(kneejoint)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장력을 생산한다.

<표-1>은 슬관절(kneejoint) 움직임에 따른 전방십자인대 변화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즉 전방십자인대는 관절의 각도에 따라 인대의 긴장과 느슨함이 다르게 
유지가 된다.

  표1. 슬관절(kneejoint) 움직임에 따른 전방십자인대 변화
Full Extension/대퇴경골 관절External Rotati 팽팽하게 긴장

5~20° Flexion 팽팽하나 그 이후 느슨하게 이완

40~50° Flrxion 가장 느슨

70~90° Flexion 최대 긴장

40~50° Flexion/External Rotation 긴장도 증가

External Rotation/abduction 긴장 증가

Anterior shear force 5mm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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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체역학적인 관점에서 전방십자인대 역할은 경골의 전방전위를 억제하는데 
필요한 힘의 75%를 담당하며, 슬관절(kneejoint) 굴곡각도 30°, 90° 상채에서는 
85%의 힘을 담당한다(Piziali,19SO). 전방십자인대는 과신전(hyperextension)을 
예방과 함께 경골의 내회전을 억제시키고 내반(varus), 외반(valgus)의 변형력에 
대하여 2차적 억제력을 가지고 회전축을 이루어 슬관절(kneejoint)의 안전성을 
유지하려는 기능도 담당한다.
  전방십자인대 손상은 슬관절(kneejoint) 손상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인대
이며, 축구, 농구, 미식축구, 그리고 활강스키경기와 같은 스포츠 활동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다. 전방십자인대 손상은 접촉 손상이나 비접촉손상 또 근력의 불균형
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하며 구분 할 수 있다. 접촉손상이란 다른 사람이나 또는 
물체에 부딪쳐 발생하는 손상을 뜻하는 말이다. 축구나 농구경기에서 다른 사람
이나 또는 물체에 부딪치게 되면서 외전(valgus)에서 많이 발생하고, 다른 구조
물의 손상을 많이 동반하고 있다. 비접촉손상이란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부딪치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전방십자인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윤성원,2002). 스포츠 
활동 중에 하강손상 즉발을 지면에 고정함과 함께 비틀림(twisting), 감속(deceleration), 
과신전(hyperextension)으로 발생한다(Shelbourne,1999). 무릎 근력의 불균형으로는 
불균형적인 근력 발달 및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근육, 인대, 건 등의 높은 
상해가 나타 날 가능성을 지적하고 슬관절(kneejoint)의 경우 신근, 굴근의 불균형
적 발달과 좌과 우측의 근력차를 주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퇴사 두근과 슬괵
근(膝膕筋)에서 발휘되어지는 근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때 해부학적으로 약하
게 이루어진 슬괵근은 슬관절(kneejoint) 손상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양쪽 하지근력차가 10%이하 일 때 약한 부위에 좌상의 발생 빈도가 높다고 보
고 하였다(Nicholas,1976). 대퇴 신근에 대한 대퇴 굴근력의 비율이 60%이하 
일 때 근육통, 슬관절 주변 인대 및 연골파열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부하속도에 
따라 그 비율이 50%에서 75%이하로까지 다양하게 보고하였다(Burdett, 1987). 
또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선수의 경우에는 슬관절(kneejoint)  손상 확률이 각신 
근력과 굴 근력의 비율 정도가 7:3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선수일 때 슬관절
(kneejoint) 손상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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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전방십자인대 운동 손상 빈도
전방십자인대의 손상은 두 가지로 크게 비접촉성 손상(non-contact injuty)과 

접촉성 손상(confact injuty)으로 나누어진다. 비접촉성 손상은 대퇴골에 대하여 
경골에 작용되어지는 회전력에 의하여 전방십자인대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야기
되므로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며, 그 이외에 발을 바닥에 착지한 상태에서 무릎을 
신전할 때에도 손상이 되어 배구나 체조, 농구 등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접촉성 손상(thigmotropism impairment)은 무릎의 후 외측부에 충격을 받으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 충격은 무릎의 외반력 즉,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는 힘이 걸리
면서 무릎내측인대, 내측 반월상 연골과 함께 전방십자인대손상이 발생되고, 
전방십자인대 손상의 80% 정도가 비접촉성 손상이며, 20% 정도가 접촉성 손상
으로 알려져 있다(Noyes & Mooar, 1983). 전방십자인대가 손상 받게 되면 관절의 
불안정성(insrability) 및 퇴행성 관절염(osteoarthritis) 등의 후유증이 나타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다(Yu & Garrett, 2007).

점프나 비폿(pivot)을 하는 축구, 핸드볼과 같은 스포츠에서 3~5배 이상의 손상이 
다른 스포츠에 비해 많이 일어난다고 하였고(Caraffa et al. 1996; Myklebust et 
al, 1998), 이러한 손상들은 다친 선수들에게 치료비용의 증가와 스포츠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시간을 길게 할 뿐만 아니라 초기 관절염의 위험이 증가되고 10년 
후에 손상을 당한 선수들 중 절반 이상이 골관절염의 방사선학적 증상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어떤 치료를 받았던지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15년이나 20년 후에는 
골관절염으로부터 고생 할 것이라는 것을 추측 할 수 있다고 하였다(Myklebust et 
al, 1998).

현재 현역 선수와 비교해서, 사춘기 전 선수들에게 발생하게 되는 전방십자인대 
손상 발생률을 살펴보면 낮게 나타난다(Clanton et al, 1979; Gallagher et al, 1984; 
Buehler-Yund, 1999; Andrish, 2001). 6~12세의 아동들에게 발생되는 무릎 손상의 
63%는 염좌로(Gallagher et al, 1984), 전방십자인대 파열 빈도와 비슷하게 
나타났다(Clanton et al, 1979; Buehler-Yund, 1999; Andrish, 2001). 비록 사춘기 
전 남자와 여자의 전방십자인대 손상 발생 비율은 비슷하지만, 여자들은 성장
하면서 더 높게 나타났다(Tursz & Crosr,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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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재활 운동
스포츠 활동 중에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 슬관절(kneejoint) 손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특히 구기종목인 축구, 야구, 농구 등에서 나타나며, 스키 경기 중에 
주로 발생한다. 슬관절의 손상은 전ㆍ후방 십자인대와 반월상 연골판, 측부인대, 
슬개골 등에서 발생하지만, 그 중 가장 빈번한 부위가 전방십자인대이다(김용권, 
2002). 전방십자인대는 경골의 전방전위를 막는 1차적 지지 구조물로 파열이 될 
경우 슬관절(kneejoint)의 불안정성을 유발시킨다. 따라서 전방십자인대 치료 목표
는 슬관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슬관절의 운동 범위 및 근력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
시켜 슬관절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Feagin, 1998). 

D. 슬관절 주관적 기능 평가 방법
슬관절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평가지로 대중적으로 Lysholm 

score이 있다. 이런 슬관절 주관적 기능 평가는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활동능력
이나 불편함, 통증, 부종 등의 정도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 Lysholm 무릎 점수는 일상생활에 대한 슬관절의 통증과 기능 동작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지다. 환자의 주관적 판단을 기준으로 문항별 점수를 기록한 
후 모든 점수를 합산하여 전방십자인대 손상 환자의 슬관절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
으로 알려져 있다. 무릎의 기능 동작과 무력감, 잠김(locking), 부종, 근 위축
(atrophy)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Lysholm, 2007). 100점 만점 중에 
95-100점은 상태우수, 84-94점은 상태양호, 65-83점은 상태보통, 64점 이하는 
상태불량으로 분류했다. 

이 방법은 이미 임상에서 보편화된 검사방법일 뿐만 아니라 슬관절 기능 관련 
연구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Lysholm, 2007). 국내에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조우신 등(1997)은 손상된 전방십자인대의 보존적 필요에 있어서 손상 1년 후 
시행한 Lysholm score는 평균 71.8점으로 나타났으며, MRI 검사로는 전방십자 
인대의 연속성을 회복한 환자의 경우에는 평균 84.4점으로 나타났으므로 운동 
범위가 거의 정상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었
으며, 만성 파열을 보이는 환자의 경우에는 57.4점으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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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A.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운동선수로 등록 되었던 학생 중 전방십자인대 손상
으로 인해 운동을 그만둔 학생 5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하였으며, 도구를 이용한 재활운동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며, 의학상 특별한 
질병이 없고 특정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자 5명을 선정하였으며, 대상자들은 실험의 
내용과 실험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동의한 자로 
제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표 2>과 같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M±SD
        항목
집단     

나이(yr) 신장(cm) 체중(kg) BMI(kg/㎡)

운동군 23.8±1.09 176.6±6.36 72.24±9.59 21.98±3.87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BMI :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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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절차

 

그림 2.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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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측정 항목 및 방법

1. 근력 검사
검사는 각근력계(BS-LS)기구로 이용하여 실시하며, 측정항목은 근력(하지근력)을 

측정한다. 하지 근력을 측정을 위하여 실험 대상자는 편한 복장을 한 상태에서 
검사대에 앉은 후 다른 부위의 근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정벨트로 흉부, 
복부, 대퇴부를 고정시켜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중 무릎에 통증을 느끼기 전까지의 
하지근력을 측정하였고, 무릎에 통증이 올시 검사를 중단하였다. 오른다리와 왼쪽
다리 모두 2번씩 측정하였다.

2. 슬관절 주관적 기능 점수 (Lysholm knee score)
슬관절 기능 지수는 Lysholm의 점수 척도 <부록1>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움직이거나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무릎에서 느껴지는 최소한의 불안정 정도를 
절뚝거림(Limp), 지지(Support), 계단 오르기(Stair-climbing), 쪼그려 앉기
(Squatting), 걷기(Walk), 달리기(Run)와 점프(Jump)시 불안정성(Instability), 
통증(pain), 총장(Swelling), 대퇴부의 위축(Thigh hypotrophy) 등으로 나누어 
지수화 한 것으로 Lysholm Scoring Scale을 실시하였다.

3. 대퇴부 둘레 검사
대퇴부 둘레 측정은 매주, 매회 도구를 이용한 재활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시행되며, 

준비운동 및 스트레칭 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를 평평한 매트에 편안하게 눕게 
한 뒤 다리를 신전 시킨 후, 무릎 관절선(joint line)에서 10cm 정도에 해당되는 
대퇴부위에 표시를 한 뒤, 표시한 그 부분의 지름을 줄자를 이용하여 2회 측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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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정성(평형성) 측정
안정성(평형성)검사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매주, 매회 재활운동을 시작하기 전 

눈을 감고 외발서기 검사를 실시하였다. 피험자는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눈을 감고 
외발로 얼마나 오래 서 있는지 시간을 측정 할 것이고, 양팔을 벌리고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고관절과 무릎관절을 90도 각도로 유지하도록 하며, 검사시간 간에 
휴식시간은 30초로 하였고, 검사는 총 2회를 실시하였으며, 우수한 기록을 기재
하도록 하였다.

5. 신체 구성 검사
신체 구성 검사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신장을 먼저 측정하였다. 신장을 측정

하기 위해 신장계 위에 맨발로 정자세로 서게 한 후, 양 발끝을 30°-40°정도 
벌린 뒤, 무릎을 곧게 펴고, 발뒤꿈치부터 엉덩이와 등을 가볍게 신장계에 기댄 
자세에서 두 정점까지의 거리를 인체 시상면과 평행하게 되도록 측정하였으며, 
또 Inbody 770을 이용하여 근육량, 골격근량, 체지방량, 기초대사율을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실시하였다. 피험자는 검사를 실기하기 위해 먼저 금속 액세서리를 
모두 제거한 후, 가장 가벼운 옷차림을 착용하고, Inbody 위에 맨발로 발판 위에 
서게 한 다음 양 발바닥이 Inbody 위에 발바닥 모양에 일치하도록 올린 뒤, 나이와 
신장 그리고 성별을 입력한다. 측정을 할 때에는 정면을 바라보고 정자세로 서서 
양손으로 Inbody의 그립을 잡고 겨드랑이 사이 간격을 떨어뜨려 주고, 기계가 
몸을 스캔하게 되면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 측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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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표 3>와 같다.

  표 3. 측정도구
측정항목 도구명 용도

근력 측정 BS-LS 하지근력

대퇴 둘레 측정 줄 자 대퇴 둘레

안정성(평형성)측정 BS-FS 안정성(평형성)

신체구성 측정 InBody 770 신장측정

    

       <그림 3> 근력 측정기              <그림 4> 대퇴 둘레 측정도구

  

    <그림 5> 안정성(평형성)측정기           <그림 6> InBody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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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운동프로그램

본 연구의 운동프로그램은 기존에 존재하는 도구(베게, 세라밴드, 짐볼, 밸런스 
쿠션, 밸런스 보드, 스텝박스, 트램펄린 등)를 이용한 재활운동으로써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하여 재활운동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운동 프로그램은 총 
8주간 시행이 되며, 운동유형은 준비운동과 관절가동운동, 본 운동, 정리운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운동시간은 60분으로 구성하였다. 각 단계(주)별 재활운동프로
그램 시행 시 환자의 통증 정도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자체적으로 보완하여 운동을 
주 5회 실시 할 것이다.

  표 4. 1단계(1주) 운동프로그램
유 형 프로그램 방법 목표

준비운동 상하체 스트레칭 10분 부상예방

관절가동운동
무릎접기 당기기

월 스라이드

10초/10세트

10초/10세트
관절가동범위확보

본운동

- 무릎 밑에 베게 놓고 누르기 

- 세라밴드 무릎 굽힘과 폄 운동

- 짐볼 월 스쿼트

- 밸런스쿠션 위에서 중심잡기

10초/10회/5세트

10초/10회/3세트

10회/5세트

10초/10회/3세트

도구를 이용한

근력강화 및 안정성

정리운동 상하체 스트레칭 10분 부상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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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단계(2주) 운동프로그램

유 형 프로그램 방법 목표

준비운동 상하체 스트레칭 10분 부상예방

관절가동

운동

무릎접기 당기기

월 스라이드

10초/10세트

10초/10세트
관절가동범위확보

본운동

- 무릎 밑에 베게 놓고 누르기 

- 무릎 굽혀, 사이, 밑 볼 짜기

- 짐볼 월 스쿼트

- 밸런스쿠션 위에서 중심잡기

10초/10회/5세트

10초/10회/3세트

10회/5세트

10초/10회/3세트

도구를 이용한

근력강화 및 안정성

정리운동 상하체 스트레칭 10분 부상예방

표 6. 3단계(3주) 운동프로그램

유 형 프로그램 방법 목표

준비운동 상하체 스트레칭 10분 부상예방

관절가동

운동

- 무릎접기 당기기

- 월 스라이드

10초/10세트

10초/10세트
관절가동범위확보

본운동

- 무릎 펴고 밴드로 발끝 당기기

- 스텝박스 측면계단 오르기

- 스텝박스 정면계단 오르기

- 짐볼 월 스쿼트

- 에어쿠션 위에서 중심잡기

10초/10회

5초/10회/3세트

5초/10회/3세트

10회/5세트

10초/10회/3세트

도구를 이용한

근력강화 및 안정성

정리운동 상하체 스트레칭 10분 부상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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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4단계(4주) 운동프로그램

유 형 프로그램 방법 목표

준비운동 상하체 스트레칭 10분 부상예방

관절가동

운동

무릎접기 당기기

월 스라이드

10초/10세트

10초/10세트
관절가동범위확보

본운동

- 무릎 밑에 베게 놓고 누르기 

- 세라밴드 무릎 굽힘과 폄 운동

- 밸런스 쿠션 런지

- 에어쿠션 위에서 중심잡기

10초/10회/5세트

10초/10회/3세트

10회/5세트

10초/10회/3세트

도구를 이용한

근력강화 및 안정성

정리운동 상하체 스트레칭 10분 부상예방

표 8. 5단계(5주) 운동프로그램

유 형 프로그램 방법 목표

준비운동 상하체 스트레칭 10분 부상예방

관절가동

운동

- 무릎접기 당기기

- 월 스라이드

10초/10세트

10초/10세트
관절가동범위확보

본운동

- 무릎 펴고 밴드로 발끝 당기기

- 스텝박스 측면계단 오르기

- 스텝박스 정면계단 오르기

- 무릎 굽혀, 사이, 밑 볼 짜기

- 에어쿠션 위에서 중심잡기

10초/10회

5초/10회/3세트

5초/10회/3세트

10회/5세트

10초/10회/3세트

도구를 이용한

근력강화 및 안정성

정리운동 상하체 스트레칭 10분 부상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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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6단계(6주) 운동프로그램

유 형 프로그램 방법 목표

준비운동 상하체 스트레칭 10분 부상예방

관절가동

운동

- 무릎접기 당기기

- 월 스라이드

10초/10세트

10초/10세트
관절가동범위확보

본운동

- 무릎 펴고 밴드로 발끝 당기기

- 짐볼에 앉아 무릎 들어올리기

- 스텝박스 측면, 정면계단 오르기

- 무릎 굽혀, 사이, 밑 볼 짜기

- 에어쿠션 위에서 중심잡기

10초/10회

5초/10회/3세트

5초/10회/3세트

10회/5세트

10초/10회/3세트

도구를 이용한

근력강화 및 안정성

정리운동 상하체 스트레칭 10분 부상예방

표 10. 7단계(7주) 운동프로그램

유 형 프로그램 방법 목표

준비운동 상하체 스트레칭 10분 부상예방

관절가동

운동

무릎접기 당기기

월 스라이드

10초/10세트

10초/10세트
관절가동범위확보

본운동

- 무릎 밑에 베게 놓고 누르기 

- 무릎 펴고 밴드로 발끝 당기기

- 짐볼 월 스쿼트

- 밸런스 쿠션 런지

- 에어쿠션 위에서 중심잡기

- 밸런스쿠션 위에서 변형중심잡기

10초/10회/5세트

10초/10회

10회/5세트

10회/5세트

10초/10회/3세트

10초/10회/3세트

도구를 이용한

근력강화 및 안정성

정리운동 상하체 스트레칭 10분 부상예방



- 21 -

표 11. 8단계(8주) 운동프로그램

유 형 프로그램 방법 목표

준비운동 상하체 스트레칭 10분 부상예방

관절가동

운동

무릎접기 당기기

월 스라이드

10초/10세트

10초/10세트
관절가동범위확보

본운동

- 무릎 밑에 베게 놓고 누르기 

- 무릎 펴고 밴드로 발끝 당기기

- 짐볼 월 스쿼트

- 무릎 굽혀, 사이, 밑 볼 짜기

- 트램펄린 위에서 변형 중심잡기

10초/10회/5세트

10초/10회

10회/5세트

10회/5세트

10초/10회/3세트

도구를 이용한

근력강화 및 안정성

정리운동 상하체 스트레칭 10분 부상예방

E. 통계 처리

본 연구에서 얻은 자료를 Window ver. SPSS 23.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
으며, 모든 결과는 모든 변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제시 하였고, 
실험 전 과 후 비교 paired t-test 실시하였으며,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 
전 과 후 차이 independent t-test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통계적 검정을 위한 가설의 
유의수준은 ɑ=.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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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본 연구는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8주간 도구를 이용한 재활프로그램을 
실시 한 후, 대퇴근력(좌·우)과 평형성, 대퇴 둘레, 대상자의 근육, 슬관절 기능지수
(Lysholm knee score, 슬관절 기능평가), 신체 구성(부위별 근육(오른다리), 골격근량, 
체지방량, 기초대사율)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 실험 전·후 슬관절 주변 근육의 변화

대퇴 근력의 변화는 <표 12> 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2. 대상자의 대퇴근력(좌·우)의 변화                                  M±SD

변  수 pre-test post-test t p

근력(좌) E.G(n=5) 52.24±2.56 55.26±0.98 -2.241 .088*

근력(우) E.G(n=5) 42.80±4.02 47.52±3.43 -6.581 .003**

 p<.05*, p<.01**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자들의 대퇴 근력을 측정한 결과 대퇴 근력
(좌)의 변화는 실험 전 52.24±2.56에서 실험 후 55.26±0.98 으로 증가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대퇴 근력(우)의 
변화는 실험 전 42.80±4.02에서 실험 후 47.52±3.43으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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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험 전·후 슬관절 주관적 기능 점수의 변화
슬관절 주관적 기능 점수를 측정하는  Lysholm Knee score를 측정한 결과의 변화

는 <표 13> 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3. 대상자의 Lysholm Knee score의 변화                 M±SD  

변  수 pre-test post-test t p

Lysholm 
Knee score

E.G(n=5) 66±3.39 76.6±3.50 -12.159 .001*

p<.05*, p<.01**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슬관절 주관적 기능 점수의 변화는 실험 전 66±3.39점
에서 실험 후 76.6±3.50점으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C. 실험 전·후 대퇴 둘레의 변화
대퇴 둘레 변화는 <표 14> 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4. 대상자의 대퇴둘레의 변화                                   M±SD

변  수 pre-test post-test t p

대퇴둘레(cm) E.G(n=5) 47.8±3.56 49.6±4.54 -2.794 .049*

 p<.05*, p<.01**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퇴 둘레를 측정한 결과 실험 전 47.8±3.56(cm)에서 
실험 후 49.6±4.54(cm)으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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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실험 전·후 안정성(평형성)의 변화
안정성(평형성) 변화는 <표 15> 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5. 대상자의 안정성(평형성)의 변화                                 M±SD

변  수 pre-test post-test t p

안정성(s) E.G(n=5) 6.60±1.94 14.4±2.88 -3.881 .018*

 p<.05*, p<.01**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정성(평형성)의 변화는 실험 전 6.60±1.94에서 
실험 후 14.4±2.88으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E. 실험 전·후 신체구성의 변화

1. 부위별 근육 세포외수분비 (오른다리)

근육 변화는 <표 16>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6. 대상자의 부위별 근육 세포외수분비 (오른다리)의 변화              M±SD 
변  수 pre-test post-test t p

세포외

수분비
E.G(n=5) 0.3684±0.002 0.3696±0.001 -3.207 .033*

 p<.05*, p<.01**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육의 변화는 실험 전 0.3684±0.002에서 
실험 후 0.3696±0.001으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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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격근량

골격근량 변화는 <표 17>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7. 대상자의 골격근량의 변화                                     M±SD 

변  수 pre-test post-test t p

골격근량 E.G(n=5) 34.82±2.43 35.32±4.91 -3.043 .038*

 p<.05*, p<.01**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골격근량의 변화는 실험 전 34.82±2.43(kg)에서 
실험 후 35.32±4.91(kg)으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3. 체지방량

체지방량 변화는 <표 18>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8. 대상자의 체지방량의 변화                                   M±SD

변  수 pre-test post-test t p

체지방량 E.G(n=5) 12.56±5.19 11.98±4.91 3.570 .023*

 p<.05*, p<.01**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지방량의 변화는 실험 전 12.56±5.19에서 
실험 후 11.98±4.91으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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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대사율

기초대사율 변화는 <표 19> 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9. 대상자의 기초대사율의 변화                                  M±SD  

변  수 pre-test post-test t p

기초대사율 E.G(n=5) 1696.6±89.3 1710.6±98.2 -2.945 .042*

 p<.05*, p<.01**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초대사율의 변화는 실험 전 1696.6±89.3에서 
실험 후 1710.6±98.2으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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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본 연구는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운동을 그만둔 전직 운동선수들이 재건술 
후 8주간 도구를 이용한 재활운동이 대퇴근력(좌·우)과 평형성, 대퇴 둘레, 
대상자의 근육, 슬관절 기능지수(Lysholm knee score, 슬관절 기능평가), 신체 
조성(골격근량, 체지방량, 기초대사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활운동 전·후 
시점으로 나누어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 효과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토대로 항목별 연구결과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A. 슬관절 주변 근육의 변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스포츠 활동 및 일상생활로의 복귀는 중요한 요소

이다. 일상생활로의 복귀는 기본적으로 근력이 수술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Henry, Jeniffer, Elizabeth, 2010). 

슬관절 재활의 1차 목표는 대퇴근육의 정상 회복이며, 근지구력, 근파워 또한 
중요하다(Ryan, Magidow, Duncan, 1991). 대퇴 사두근과 햄스트링은 활동적인 
안정성의 역할과 전방십자인대의 주동근으로 작용하여 슬관절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결과적으로 전방십자인대 손상 후 스포츠 활동에 빨리 복귀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을 강화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진욱, 2010). 슬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인대와 관절 주위의 근육이다. 전방십자인대 손상 환자들은 재건술 후 대퇴 
사두근과 햄스트링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쉽게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러한 부분을 일상생활에서 도구를 이용해 재활을 하는 것에 집중 하였고 
도구를 이용한 재활을 통해 잘 쓰지 않는 근육 또한 강화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복귀 기준은 의사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완전 복귀를 위한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더 많은 의견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보편적인 시점으로는 4-6개월 후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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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재활 운동을 통해 재활 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고, 쉽게 일상
생활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쉽게 재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목표였다. 

슬관절 근기능을 발달시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미루어 볼 때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전방십자인대 재활이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 등 슬관절 주변 근육을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기존의 여러 연구들은 대상자나 운동방법, 운동강도에는 각각 차이가 났지만 
재활운동을 통해 슬관절 근기능 향상에 대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어 재활운동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들을 살펴보면 슬관절 근기능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림 7> 대퇴근력의 변화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에서 도구를 이용한 
재활운동을 전방십자인대 환자들에게 적용하였을 때 슬관절 근기능 향상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대퇴근력
(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고 반면 대퇴근력(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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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회복 단계에서 수술 한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수술 하지 않은 다른 한 쪽의 다리와 지지대에 지탱하여 보행하였기 
때문에 다른 한 쪽의 다리의 근력이 더 발달 할 수밖에 없었다. 도구를 이용한 
재활을 통해 손상된 다른 한쪽의 다리의 근력이 발달하므로 양쪽 다리의 근력의 
균형이 맞춰졌기 때문에 대퇴근력(좌)의 결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
이라고 본다. 전방십자인대 손상 환자들에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도구를 이용한 
재활운동을 다양한 루트에서 진행한다면 슬관절 근기능에 필요한 대 근육
(gross motor) 뿐만 아니라 소 근육(fine motor)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 사료된다.

B. 슬관절 주관적 기능 점수의 변화
슬관절의 손상은 전방십자인대의 손상 뿐만 아니라 후방십자인대, 반월판연골 등 

많은 손상이 있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반월판연골 수술, 
인공관절 치환술 등 슬관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술이 있다. 슬관절 수술 후 슬관절
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검사로 Kujala score, Lysholm score, 
Clincinnati 슬관절 평점, 슬개- 대퇴관절 평가 척도(Patellafemoral joint evaluation 
scale)등이 있다. 이러한 슬관절 평가지는 일상 생활을 할 때 활동 능력의 불편함 
정도와 슬관절 통증 정도, 부종 정도를 포함하여 나타나고 있다. 여러 가지 슬관절 
평가지 중 Lysholm knee score는 슬관절의 불안정성을 중점으로 일상생활에서 
움직이거나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무릎에서 느껴지는 최소한의 불안정 정도를 
절뚝거림(Limp), 지지(Support), 계단 오르기(Stair-climbing), 쪼그려 앉기
(Squatting), 걷기(Walk), 달리기(Run)와 점프(Jump)시 불안정성(Instability), 통증
(pain), 부기(Swelling), 대퇴부의 위축(Thigh hypotrophy) 등으로 나누어 지수화한 
것으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수치화 한 것이다. 만점이 100점을 기준으로 95점 이상 
우수, 84점 이상 95점 이하 양호, 65점 이상 83점 이하 보통, 64점 이하는 불량
으로 분류된다. 김용권(2002)선행 연구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12주간 재활
운동 후에 91점이라는 높은 점수가 나타났으며, 장지웅 등(2008)은 재활운동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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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적용한 12 주후에 슬관절 기능 점수는 79.7에서 16주 후 95.5점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고 제시하였다. 

<그림 8> Lysholm Knee Score의 변화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선행 연구와 본 연구는 
유사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의 Lysholm knee score에서 도구를 이용한 재활운동 후 슬관절 기능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재활 운동 전·후를 살펴보면 유의하게 나타나 효과적
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운동 전 점수는 66점으로 보통으로 나타났으나 운동 후 점수가 
76.6으로 운동전과 같은 보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신뢰 할 수준은 아니었다. 8주간 
재활운동이 아닌 12주 이상의 재활운동으로 이루어진다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점수로 유의하게 나타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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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대퇴 둘레의 변화
전방십자인대 손상 환자들은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 강화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방십자인대 손상 후 재활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대퇴 
사두근과 슬괵근은 위축과 약화가 나타난다. 재활을 하기전 재건술을 하지 않은 
다리의 대퇴 사두근은 많이 발달되어 재건술을 한 쪽과 확연한 차이를 나타나게 
된다. 

전방십자인대 손상 후 속근 섬유의 크기가 작아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전방
십자인대 재활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적인 근 위축이 
올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Baugher, Warren1984).

또한, MRI를 이용하여 검사한 연구에 의하면 대퇴 둘레가 11.2% 감소하였으며,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환측 대퇴 둘레가 건측 대퇴 둘레에 비하여 10.8% 감소 
하였다고 나타나고 있다(Kariya,vKurosawa 1989). 이러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골격근은 부하상태의 변화에 따라 근육의 크기와 수축 특성의 변화를 일으켜 적응
하는 가소성 조직으로(Haddad, Adams, 2002), 정상골격근에 적당한 강도, 기간, 
빈도로 훈련을 가할 경우, 변화된 활동과 부하, 증가된 에너지 대사로 근육의 기능적 
요구가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려는 항상성 기전으로 그 세포는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근원섬유의 직경이 커지게 되며 근비대가 일어나는 것
(Rommel et al, 2001)으로 설명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움직임이나 재활운동을 하지 
않고, 슬관절 고정은 대퇴부 근육을 감소시키고 그로인해 대퇴 둘레가 감소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재건술 후 재활운동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수술 후 적극적인 재활운동을 시행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용권(2002)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12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재활운동
전과 재활운동 후 대퇴둘레의 변화는 향상되었고, 이홍재와 임길병(2005)은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후 가속재활운동을 실시한 결과 재건술 전 대퇴둘레 44.4cm에서 
12주 후에 대퇴 둘레 48.4cm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 정현(2013)은 12주간 
가속재활운동으로도 대퇴 둘레의 감소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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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대퇴 둘레의 변화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선행 연구들과 본 
연구는 유사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8주간 도구를 이용한 재활운동을 통해 크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재활운동 전 47.8cm에서 재활운동 후 49.6cm로 대퇴 둘레의 증가가 
나타났다. 정현(2013)의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대퇴둘레가 감소되지 않았다는 
결과와 유의하게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퇴 둘레가 증가하였으며 약 2cm 
정도의 증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재활운동을 
통해 대퇴둘레 감소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으며, 양쪽 다리의 대퇴 둘레의 
균형이 맞춰졌기 때문에 따라서 도구를 이용한 재활운동프로그램을 대퇴 둘레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려 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며, 재활
운동프로그램의 기간을 8주간이 아닌 12주 이상으로 늘려 재활운동이 이루어진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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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안정성(평형성)의 변화

전방십자인대 손상은 대퇴 근육의 위축 및 근력 약화, 관절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여 
고유수용감각을 저하시켜 신경근 조절 부전으로 인한 기능적인 불안정성을 초래한다 
(Dye 1988). Georgoulis(2001)도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기계적인 안정성 
(평형성) 뿐만 아니라 인대 고유수용성 감각의 회복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최근에 수술 후 보행 패턴과 회복된 근육 뿐 아니라 자세조절 능력을 평가하는 
연구가 보고 되고 있다. 자세조절과 움직임의 다섯가지 요소는 머리조절, 요부조절, 
체중이동, 중심지향, 또 사지조절이 있으며, 다른 요소들이 확립되기 이전에 정상적인 
요부 조정능력이 발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이며 근위부의 안정성(평형성)이 
사지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장한신, 윤정규 2006). 

인체는 갑작스러운 부하에 노출될 때 근육이 자세와 인체의 균형를 유지하기 위해 
빠르게 대응하여야 하는데 체간 안정성(평형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반응시간이 
지연되고 자세와 균형 등의 불안정 문제로 운동수행에 있어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정영조, 배성수 2007). 따라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대퇴 근육의 위축 및 근력 
약화로 인한 슬관절의 불안정성을 체간 안정화 운동으로 인해 체간의 안정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박병재(2011)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 외발 서기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ARG는 
검사에서 18.8±3.38에서 32.75±7.31로 72%향상 되었고, CRG는 검사에서 
71.38±5.04에서 39.50±3.38로 안정성이 127%향상이 되었다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일반적인 재활운동 이외에도 체간 안정화 운동을 통해 
재건술 후 나타나는 신체의 전체적인 근육의 약화, 체간 불안정성에 대하여 기능 
및 감각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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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안정성(평형성)의 변화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선행 연구들과 
본 연구는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도구를 이용한 재활운동을 통해 재활운동 
전 · 후로 나누어 안정성(평형성) 및 안정성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재활운동 
전 외발 서기 검사에서는 6.60±1.94으로 나타났으므로 재활운동 후 외발서기 
검사에서는 14.4±2.88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전방십자인대 손상 환자들에게 대퇴 근력 강화 운동뿐만 아니라 고유수용성 감각 
향상을 위해 운동을 통한 하지근력 및 균형과 체간 안정화는 재활운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 하다고 판단되고, 도구를 이용한 재활운동이 슬관절과 체간 안정화를 증진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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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신체구성의 변화
전방십자인대 손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재활운동을 통해 나타나는 신체구성 변화의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트레이닝 실시에 따른 인체 내에 변화는 어떠한 
것이든 발생하여 나타나게 된다. 인체 내에 발생하는 중요한 변화를 살펴보면 
근육의 비대로 볼 수 있으며, 근력 저하로 인해 나타나는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인체의 체지방증가와 무릎관절 손상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Verbuntet 
al,2001).

근육은 적당한 자극을 가해 운동이 실시되면 근육 수축의 반복으로 근육이 
형태적으로 굵어지며 근비대가 일어난다. 적당한 운동을 반복해서 실시하게 되면 
근육이 발달되어 근비대와 함께 근육에 분포되는 혈관이나 신경에도 많이 발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육의 기능이 향상되어 나타난다고 한다(백광현, 2000). 

현광석(2000)은 가속재활운동은 체지방을 감소, 제지방율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인 
형태임을 보고하고 있으며, 연구에서는 체중, 근육량은 훈련경과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지만, 체지방량과 체지방율, 복부 지방율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Wilmore(1974)도 8종목의 동적인 저항성 운동을 7-9RM으로 2세트씩 
주당 3일의 빈도로 10주간 실시한 결과 신체조성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비록 총 체중이 
현상유지 될지라도 이들의 체지방량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선행 연구들과 본 연구는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도구를 이용한 재활운동을 통해 재활운동 
전·후로 나누어 신체 구성을 비교하였다. 부위별 근육 세포외수분비(오른다리), 
골격근량, 체지방량, 기초대사율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도구를 이용한 재활운동은 트레이닝 방법 중에 하나이며 도구를 이용한 재활운동은 
재수술 부위에 통증을 줄이고 근력 증가와 에너지 소비량 증가가 나타나며 골격근
량의 증가, 체지방 감소, 기초대사율의 향상에 효과적이며, 적당한 강도의 재활운동
이기 때문에 재건술 후 바로 강도 조절을 하여 재활운동을 실시하여도 슬관절에 
큰 무리는 없으며, 재건술 후 재활운동을 하지 않고 경과 된 경우에도 강도 조절이 
가능한 운동이기 때문에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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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오른다리 근육의 변화   

     

<그림 12> 골격근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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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체지방량의 변화

<그림 14> 기초대사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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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A. 결 론
본 연구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운동선수로 등록 되었던 학생 중 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인해 운동을 그만둔 학생 5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8주간 도구를 이용한 
재활운동프로그램을 본 연구자가 직접 지도하고 5명에게 똑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운동을 실시하게 한 후 슬관절의 주변 근육인 대퇴 근력의 변화, 슬관절 주관적 기능
지수(Lysholm knee score), 대퇴 둘레, 안정성(평형성),신체 구성(부위별 근육(오른
다리), 골격근량, 체지방량, 기초대사율)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1) 대퇴 근력의 변화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하지 않은 대퇴 근력(좌)의 경우 실험 
전 보다 실험 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p<.05), 재건술을 한 대퇴 근력(우)의 
경우 실험 전보다 실험 후 유의하게 나타났다(p<.01).

2) 슬관절 주관적 기능 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실험 전 보다 실험 후 증가하였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3) 대퇴둘레의 변화는 측정한 결과 실험 전 보다 실험 후 비교에서 증가하였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4) 안정성(평형성)의 변화는 실험 전 보다 실험 후 비교에서 증가하였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5) 신체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부위별 근육 세포외수분비의 변화는 실험 전 보다 
실험 후 비교에서 증가하였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골격근량의 변화는 실험 전 보다 실험 후 비교에서 증가하였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p<.05), 체지방량의 변화는 실험 전 보다 실험 후 체지방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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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기초대사율의 변화는 실험 전 보다 실험 후 기초
대사율이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위와 같은 결론을 보면, 본 연구는 도구를 이용한 재활운동프로그램이 재건술을 
실시 한 슬관절의 대퇴 근력(우)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상 슬관절의 대퇴 근력(좌) 변화에는 큰 영향을 받지 못하였으나 양쪽 슬관절의 
대퇴 근력의 균형이 맞춰졌다는 것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  슬관절 주관적 기능 점수의 변화에서는 실험자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슬관절의 
상태가 점점 호전되어지는 것 같다고 느꼈으며, 대퇴 둘레의 변화에서는 결과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으나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꾸준한 재활을 
실시한다면 대퇴 둘레는 점차 증가 할 것으로 보이며, 안정성(평형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재활을 통해 점차 슬관절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며, 
신체구성을 살펴보면 부위별 근육 세포외수분비, 골격근량, 체지방량, 기초대사율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볼 때 도구를 이용한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전방십자인대 손상 환자들에게 빠른 회복과 
근기능 향상에 도움을 줌으로써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 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도구를 이용한 재활운동에 관련된 연구가 향상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
된다. 

B. 제 언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슬관절의 기능을 되찾게 해주며, 재건술 후 재활운동은 

이식건과 슬관절의 회복을 도와줌으로써 슬관절의 안정성(평형성)을 유지하면서 
관절가동범위, 관절운동과 힘을 회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방십자인대 손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재건술 후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현재 연구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재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질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도구를 이용한 재활운동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의 
제한점을 통제시켜 실시하고, 도구를 이용한 재활 운동 동작을 세분화하여 더 강화시키고, 
연구 기간을 12주 이상으로 늘려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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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Lysholm knee score

문 항 점수 문 항 점수
쩔뚝거림 5 보행 시 보조수단 5

전혀없음 5 보조 없이 정상보행 5
약간 또는 가끔 3 지팡이나 목발 3
심하게 향상 0 체중부하를 못함 0

쪼그려 앉기 5 계단 오르기 10
전혀 문제없다 5 전혀 문제없다 10
약간 지장을 느낀다 4 약간 지장을 느낀다 6
90도 이상 관절을 굽힐 수 없다 2 한 번에 한계단씩만 오른다 2
불가능하다 0 오르지 못 한다 0

무릎 관절 붓기 (부종) 10
무릎관절 붓기가 전혀 없다 10
과도한 운동을 한 후 붓는다 6
일상 생활에서도 붓는다 2
무릎관절이 항상 부어있다 0

무릎관절의 불안정성 25
전혀 없다 25
운동이나 과도한 일을 할 경우에 가끔 느낀다 20
운동이나 과도한 일을 할 경우만 자주 느낀다 15
일상생활에서도 가끔 느낀다 10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느낀다 5
걸을 때마다 느낀다 0

관절의 걸림 증상 (Locking) 15
전혀 없다 15
덜컹하는 느낌이 들지만 관절에서 걸리지는 않는다 10
무릎이 구부려진 상태로 가끔 펴지지 않는다 6
무릎이 구부려진 상태로 자주 펴지지 않는다 2
무릎 검사를 실시할 때 관절의 걸림 증상이 나타난다 0

통 증 25
전혀 없다 25
과도한 운동을 했을 경우만 약간 아프다 20
과도한 운동을 했을 경우 아프다 15
2km 이상 걷기 운동이나 걸을 때 아프다 10
2km 이하 걷기 운동이나 걸을 때도 아프다 5
항상(자주) 아프다 0



- 46 -

부록 2. 

<도구를 이용한 재활운동프로그램>

무릎 밑에 베게 놓고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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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밴드 무릎 굽힘 

세라밴드 무릎 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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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볼 월 스쿼트

밸런스쿠션 위에서 중심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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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스쿠션 위에서 변형 중심잡기(1) 

밸런스쿠션 위에서 변형 중심잡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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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굽혀 볼짜기

무릎 사이 볼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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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밑 볼짜기

무릎 펴고 밴드로 발끝 당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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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박스 측면 계단 오르기

    

스텝박스 정면 계단 오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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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볼에 앉아 무릎 들어올리기

에어쿠션 위에서 중심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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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쿠션 위에서 변형 중심잡기(1) 

에어쿠션 위에서 변형 중심잡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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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스 쿠션 런지 

트램펄린 위에서 중심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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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펄린 위에서 변형 중심잡기(1)

트램펄린 위에서 변형 중심잡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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