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통합의학회지 제1권 제2호, 2013년 06월
Vol.1, No.2, June 2013. p.47~57

ISSN : 2288-1174

- 47 -

다양한 지지면에서의 스쿼트 운동이 무릎관절 근력 및 

위치감각 향상에 미치는 영향

강동훈 ž 유일영 ž 이건철ǂ

좋은삼선병원 물리치료실 ž ǂ경남정보대학교

The Effects of Knee Extensor, Flexor Muscle Strength and 

Joint Position Sense in Squat Exercise on Variety Surface

Kang Donghun, PT ž Yu Ilyeong, PT ž Lee Geoncheol, PT, PhDǂ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Good Samsun Hospital 
ǂDept. of Physical Therapy,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Effects of Knee Extensor, Flexor 

Muscle Strength and Joint Position Sense in Squat Exercise on Variety Surface.

 Method : Subjuects were consisit of 30 male and female who had non disorder knee joint. 

we had devided 3 group(control group, balance pad group, and togu group) and we measured 

that knee joint 15°/45°proprioception(position sense) and Peak Torque of knee extensor, 

flexor muslce at 60°/sec, 180°/sec angular velocity. 

 Result : First, knee joint 15°proprioception(position sense) of balance pad and togu group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fter exercise(p<.05), but only balance pad group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t knee joint 45°. Second, knee extensor Peak Torque of balance pad and togu 

group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t 60°/sec, 180°/sec angular velocity(p<.05). Third, knee 

flexor Peak Torque of balance pad and togu group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t 60°/sec, 

180°/sec angular velocity(p<.05). 

Conclusion  : Squat exercises on the balance pad and togu were affects knee joint 

proprioception and muscle strength improvem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squat exercise 

on the unstable surface is effective for prevention of knee joint injury and function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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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오늘날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운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

대되어 직접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

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스

포츠 손상도 늘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손상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새로이 

인식되면서 운동 상해의 예방뿐만 아니라 

빠른 회복과 적극적인 재활의 필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Cowan 등, 2001).

다양한 스포츠 손상이 있지만 무릎관절 

손상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늘어나고 있으

며, 보고에 의하면 무릎관절 손상은 전체 

근골격계 상해 중 약 14~16%를 차지하며 

전체 상해에서 발목관절 손상에 이어 두 번

째로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였다. 무릎관

절은 구조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관절로 강

력한 연부조직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외부

에 노출되어 있어 손상받기 쉬우며, 무릎관

절 손상 후 결과적으로 대퇴 근력의 근육약

화를 더욱 심화시키며 특별한 처치가 없으

면 무릎관절의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나타

나 활동에 많은 제한을 주어 재손상의 위험

도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무릎관절의 근력 약화와 기능 저

하를 개선하기 위해 무릎관절 손상 후 재활

과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무릎관절 재활운동의 목적은 무릎관절의 불

안정성을 감소시켜 손상이전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무릎관절의 일반적

인 재활운동 원칙은 초기 관절가동범위 확

보와 점진적 체중부하 그리고 등척성, 등장

성, 등속성 운동을 통한 무릎관절 근력강화 

운동 등 근력운동 중심의 치료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 원칙으로 여겨져 왔다(Major & 

Woodfin, 1996). 하지만 근력이 회복된다고 

해서 무릎관절 치료에 대한 성공의 지표인 

기능적 활동 및 스포츠 활동의 복귀여부는 

불투명한데 이는 정지상태의 정적인 무릎관

절의 안정성보다도 활동 중의 동적 무릎관

절의 안정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릎관절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

른 요인으로 고유수용 감각 이라는 것이 밝

혀졌다(Wojtys & Huston 1994).

고유수용 감각은 동작 감각, 건과 근육의 

감각, 압력감각, 평행감각과 같은 특수감각

에 대한 신체의 물리적 상태를 나타내며 여

기에는 관절의 위치감각과 운동감각도 해당

된다. 무릎관절 굴곡과 신전 동작 시 인대 

및 관절에 위치한 기계적 수용기를 자극하

면 이 신호가 척수 반사(Spinal reflex)를 

통하여 그 운동에 상반되는 근육 수축을 촉

발하여 무릎관절의 손상을 예방한다는 것이

다(Gardner, 1950). 하지만 무릎관절 손상 

시 인대와 관절의 이완으로 고유수용감각의 

피드백 억제(feedback)기전의 상실을 초래

하여 결국은 무릎관절의 불안정성이 증가하

게 된다(Kennedy 등, 1982). 이러한 이론

에 근거하여 무릎관절의 동적 안정성과 관

련된 고유수용감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

었으며, 특히 체중부하 또는 운동 중 관절 

주변의 근수축이 고유수용 감각을 효과적으

로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Clark 

등, 2007).

이상에서와 같이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

면 고유수용감각은 자세조절과 관련하여 지

지면과 접촉하고 있는 발목관절로부터 체성

감각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결과로 불안

정한 지지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Shumway-Cook 등, 2007). 

한편 Schiling 등(2009)은 불안정한 지지

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고유수용성 

감각을 증진시키기 위해 효과적이라고 보고

하였다. 특히 환경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자

세조절을 요구하는 불안정한 지지면 에서의 

치료적 접근이 노인 환자를 포함한 스포츠 

손상 환자 등 다양한 질환에서 적용되고 있

으며, 특히 Na 등(1999)는 만성적 족관절 

불안정성을 가진 환자에게 6주간 발목 원판

을 이용해 감각증진 운동을 실시한 후에 장

비골근의 반응시간 단축을 보고하였다. 고

유수용성 감각과 관련하여, 불안정한 지지

면에서의 균형운동과 근력강화 운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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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진행되어왔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무

릎관절 손상 후 재활에만 치중되어 왔고 손

상 전 재활운동이 무릎상태를 회복시키는데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

다. 또한 과제 지향적 치료와 관련한 

Balance pad나 Togu 등을 이용한 불안정 

지지면 차이에 따른 고유수용성 감각에 대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무릎관절 손상 전부터 무릎관절 

안정성을 증가시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운동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지면에서 고유수용감

각을 자극시키는 동시에 무릎관절 근력향상

을 위한 닫힌사슬(close kinetic chain)운동

과 등척성(isometric)수축 형태인 스쿼트 

운동이 무릎관절의 근력 향상 및 고유수용 

감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

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무릎관절 손상을 받

지 않은 20~30대 성인 남ž여 30명을 대상

으로 사전 질문을 통해 본 연구의 의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여 

하는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1) 20~30세 이상 건강한 성인 남ž여

 2) 최근 6개월간 무릎관절 문제로 병원 치

료를 받은 적이 없는 자

 3) 무릎관절 및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하여 

수술을 받지 않은 자

 4) 최근 6개월간 건강과 관련하여 주기적

으로 체력운동을 하지 않은 자

대상자들은 스쿼트 운동을 수행하는 지지

면에 따라 무작위 선별을 통하여 총 세 그

룹으로 나누어 편평한 지지면 에서의 운동

그룹(대조군) 10명, balance pad를 이용한 

운동그룹(실험군 A) 10명, togu를 이용한 

운동그룹(실험군 B) 10명 총 30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2. 실험 설계

 본 연구의 실험절차는 Fig 1과 같다.

Fig 1. Study Protocol

2. 측정도구 및 측정방법

 

 1) 측정 도구

 가. 전자각도계(electrogoniometer) 

무릎 관절 위치감각(고유수용감각)을 평

가하기 위한 측정 장비는 물리치료, 작업치

료, 정형외과, 스포츠의학 등에서 관절가동

범위를 측정하기 위해 널리 사용하고 있는 

전자각도계(Biometrics, USA)를 사용하였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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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lectrogoniometer 

  

  

 나. 등속성 측정장비(CON-TREX MJ)

무릎 관절 근력을 평가하기 위한 등속성 

측정 장비는 물리치료, 정형외과, 스포츠의

학 등에서 생체역학 실험 및 교육, 평가 및 

운동조절이 가능한 CON-TREX MJ 

(Physiomed, Germany)등속성 장비를 사용

하였다(Fig 3). 

Fig 3. CON-TREX MJ 

   

 2) 측정 방법

 가. 관절위치감각(고유수용감각) 측정

무릎관절의 고유수용감각을 평가하기 위해 

주어진 각도를 능동적으로 움직여 찾아가는 

관절위치 감각(joint position sense, JPS)검

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바로누운 자세로 

두 눈을 가린 상태에서 우세측 무릎관절에 검

사자가 먼저 임의의 각도를 설정하여 대상자

에게 인식시킨 후 대상자에게 10초간 그 각

도를 유지하면서 각도를 기억하게 하고 10초 

경과 후 대상자가 능동적으로 무릎관절 굴곡 

각도 15°, 45°를 찾도록 하여 각각의 오차각

도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측정방법으로 15°, 

45° 각각 3회씩 반복 실시하여 평균값를 구

하였으며, 운동 전, 운동 4주 후에 우세 측 

무릎관절의 위치감각 차이를 측정하였다(Fig 

4)(Fig 5). 

Fig 4. Knee joint Flexion 

15° 

Fig 5. Knee joint Flexion 

45°

       

 나. 무릎관절 근력 평가

대상자들의 무릎관절 근력은 등속성 기구 

CON-TREX MJ(Physiomed,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Maffiuletti 등, 2007). 

검사 전 모든 대상자는 10분간 준비운동을 

한 후 검사 시 고관절이 90° 굴곡 되도록 

하고 고정 벨트를 이용하여 상체와 골반 및 

대퇴부와 발목의 내측과 직상방 부위를 각

각 고정하였다. 또한 하지의 무게가 무릎관

절 최대 우력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

해 Gravity effect torque를 측정하였으며, 

무릎각도 0°~90°에서 검사하였다. 모든 대

상자들은 측정 전에 각각 2회 연습 후 우세

측 무릎관절에 대한 근력을 측정하였으며, 

검사 프로토콜은 각속도 60°/sec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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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sec에서 각각 3회, 15회 반복하여 무

릎관절 굴곡, 신전근에 대한 최대 Peak 

Torque값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각속도 

60°/sec 와 180°/sec 측정 사이에 30초의 

휴식 시간을 주었으며 이러한 측정방법으로 

운동 전, 스쿼트 운동 4주 후 무릎관절 굴

곡ž신전근의 Peak Torque값 차이를 측정

하였다(Fig 6). 

Fig 6. Knee joint Strength 

measurement 

3. 실험방법

 1) 대조군(편평한 지지면)

대상자는 편평한 지지면에서 양 발의 간

격은 어깨 넓이로 벌리게 하고, 팔은 전방

으로 뻗은 자세에서 스쿼트 운동을 시작하

게 하였다. 스쿼트 동작 시 무릎관절 굽힘 

시에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은 전방으로 향

하게 하였으며 무릎이 발 앞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교육시킨 후 일반각도기(goniometer)

를 이용하여 무릎관절 60°에서 무릎관절 

신전근에 5초간 등척성 수축을 유도한 후 

다시 시작자세로 돌아와 5초간 휴식을 취하

게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세트 당 

스쿼트 동작을 10회 반복하여 총 3세트를 

실시하였고 각 세트 사이에 1분의 휴식시간

을 주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주 5회씩 총 4

주간 스쿼트 운동을 실시하였다(Fig 7).

Fig 7. Control group 

Intervention 

 2) 실험군 A(balance pad)

대상자는 balance pad 위에서 양 발의 

간격은 어깨 넓이로 벌리게 하고, 팔은 전

방으로 뻗은 자세에서 스쿼트 운동을 시작

하게 하였다. 스쿼트 동작 시 무릎관절 굽

힘 시에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은 전방으로 

향하게 하였으며 무릎이 발 앞쪽으로 나가

지 않도록 교육시킨 후 일반각도기

(goniometer)를 이용하여 무릎관절 60°에

서 무릎관절 신전근에 5초간 등척성 수축을 

유도한 후 다시 시작자세로 돌아와 5초간 

휴식을 취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세트 당 스쿼트 동작을 10회 반복하여 

총 3세트를 실시하였고 각 세트 사이에 1

분의 휴식시간을 주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주 5회씩 총 4주간 스쿼트 운동을 실시하

였다(Fig 8). 

Fig 8. Experimental group 

A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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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군 B(togu)

대상자는 togu 위에서 양 발의 간격은 어

깨 넓이로 벌리게 하고, 팔은 전방으로 뻗

은 자세에서 스쿼트 운동을 시작하게 하였

다. 스쿼트 동작 시 무릎관절 굽힘 시에 허

리를 곧게 펴고 시선은 전방으로 향하게 하

였으며 무릎이 발 앞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교육시킨 후 일반각도기(goniometer)를 이

용하여 무릎관절 60°에서 무릎관절 신전근

에 5초간 등척성 수축 을 유도한 후 다시 

시작자세로 돌아와 5초간 휴식을 취하게 하

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세트 당 스쿼

트 동작을 10회 반복하여 총 3세트를 실시

하였고 각 세트 사이에 1분의 휴식시간을 

주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주 5회씩 총 4주

간 스쿼트 운동을 실시하였다. 실험군 B 운

동방법은 Fig 9와 같다. 

Fig 9. Experimental group A 

Intervention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 방법은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항목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도표화 하였

고, 집단-간 무릎관절 위치감각과 근력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하였고, 모든 변인에 대한 통계학적 유

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20, 30대 성

인 남ž여를 대상으로 각 그룹별로 대조군 

10명, 실험군 A 10명, 실험군 B 10명씩 총 

30명을 무작위로 나누었으며, 연구대상자들

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Variables
Subjects

M±SD Range

Age(y)  26.6±3.5a 21.0∼34.0

Height(cm) 168.1±6.6 156.0∼182.0

Body 

Weight(Kg)
  60.7±11.8 48.0∼90.0

BMI(kg/㎡)  21.3±2.7 18.0∼28.7
a평균±표준편차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0)

 

2. 연구결과

 1) 4 주간의 스쿼트 운동에 따른 각 그룹

별 무릎관절 굴곡 각도 15°위치감각 차이

연구결과 Table 2에서 각 그룹별 15°위

치감각 차이는 대조군은 운동 전 25.7±4.6

에서 운동 후 24.8±4.2로 나타났지만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p=.625). 실험군 A는 운동 전 27.4±4.7에

서 운동 후 19.0±2.0로 나타났으며

(p=.001), 실험군 B는 운동 전 26.3±4.1에

서 운동 후 15.7±1.3로 나타났으며

(p=.000), 각각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각 그룹 간 무릎관절 위치감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 검정으로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조군과 실험군 

A, 대조군과 실험군 B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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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position sense (°) P 

valuepre 15° post 15°

Control 25.7±4.6 24.8±4.2 .625

Exp A 27.4±4.7 19.0±2.0 .001**

Exp B 26.3±4.1 15.7±1.3 .000***

Table 2. Comparison of position sense  

in three groups – 15° flexion

(unit : degree)

 ** : p<.01, *** : p<.001

 2) 4 주간의 스쿼트 운동에 따른 각 그룹

별 무릎관절 굴곡 각도 45° 위치감각 차이

연구결과 Table 3에서 각 그룹별 45°위

치감각 차이를 살펴보면 대조군은 운동 전 

33.2±12.0에서 운동 후 36.3±12.5로 나타

났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실험군 A는 운동 전 34.0±7.7

에서 운동 후 40.8±5.2로 나타났으며,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6). 

실험군 B는 운동 전 38.0±11.3에서 운동 

후 44.5±2.7로 나타났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Group
position sense (°) P 

valuepre 15° post 15°

Control 33.2±12.0  36.3±12.5 .208

Exp A 34.0±7.7 40.8±5.2 .006**

Exp B  8.0±11.3 44.5±2.7 .108

Table 3. Comparison of position sense  

in three groups – 45° flexion

(unit : degree)

 ** : p<.01

 3) 4 주간의 스쿼트 운동에 따른 각 그

룹별 각속도 60°/sec 에서의 신전근 최

대 Peak Torque값 차이

연구결과 Table 4에서 각 그룹별 각속도 

60°/s에서의 신전근 최대 Peak Torque값 

차이를 살펴보면 대조군은 운동 전 

96.4±47.7에서 운동 후 101.7±48.4 

(p=.001), 실험군 A는 운동 전 88.4±36.1

에서 운동 후 126.0±35.5(p=.000), 실험군 

B는 운동 전 120.3±33.4에서 운동 후 

168.7±41.4(p=.000)로 나타났으며, 각각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각 그

룹 간 신전근 최대 Peak Torque값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 검정을 실시하여 

사후분석한 결과 대조군과 실험군 B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Group
Peak Torque (Nm) P 

valuepre 60°/s post 60°/s 

Control 96.4±47.7 101.7±48.4 .001
** 

Exp A  88.4±36.1 126.0±35.5 .000
***

Exp B 120.3±33.4 168.7±41.4 .000
***

Table 4. Comparison of peak torque  

in three groups –60°/sec extension       

                           (unit : degree)

 ** : p<.01, *** : p<.001

 4) 4 주간의 스쿼트 운동에 따른 각 그룹

별 각속도 180°/s 에서의 신전근 최대 Peak  

Torque값 차이

연구결과 Table 5에서 각 그룹별 각속도 

180°/s에서의 신전근 최대 Peak Torque값 

차이는 대조군은 운동 전 73.5±29.5에서 

운동 후 74.8±22.2로 나타났으나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707). 실험군 A는 운동 전 72.0±22.2

에서 운동 후 98.5±21.6로, 실험군 B는 운

동 전 87.9±32.1에서 운동 후 129.2±36.8

로 나타났으며, 각각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 각 그룹 간 신전근 

최대 Peak Torque값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하여 scheffe 검정을 실시한 결과 대조군과 

실험군 B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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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Peak Torque (Nm) P 

valuepre 180°/s post 180°/s 

Control 73.5±29.5  74.8±22.2 .707

Exp A 72.0±22.2  98.5±21.6 .000
***

Exp B 87.9±32.1 129.2±36.8 .000
***

Table 5. Comparison of peak torque  in 

three groups – 180°/sec extension        

                           (unit : degree)

 

 *** : p<.001

 5) 4 주간의 스쿼트 운동에 따른 각 그룹

별 각속도 60°/s 에서의 굴곡근 최대 Peak  

Torque값 차이

연구결과 Table 6에서 각 그룹별 각속도 

60°/s에서의 굴곡근 최대 Peak Torque값 

차이는 대조군은 운동 전 79.2±34.5에서 

운동 후 88.9±31.7로(p=.007), 실험군 A는 

운동 전 72.3±25.9에서 운동 후 106.4± 

25.4로(p=.000), 실험군 B는 운동 전 91.3± 

29.3에서 운동 후 142.2±38.4로(p=.000) 나

타났으며, 세 집단 모두에서 각각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각 그룹 간 굴

곡근 최대 Peak Torque값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하여 scheffe 검정을 실시한 결과 대

조군과 실험군 B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Group
Peak Torque (Nm)

P value
pre 60°/s post 60°/s 

Control 79.2±34.5 88.9±31.7 .007
**

Exp A 72.3±25.9 106.4±25.4 .000
***

Exp B 91.3±29.3 142.2±38.4 .000
***

Table 6. Comparison of peak torque  

in three groups – 60°/sec flexion

(unit : degree)

 ** : p<.01, *** : p<.001

 6) 4 주간의 스쿼트 운동에 따른 세 그룹

별 각속도 180°/s 에서의 굴곡근 최대 Peak  

Torque값 차이

연구결과 Table 7에서 각 그룹별 각속도 

180°/s에서의 굴곡근 최대 Peak Torque값 

차이는 대조군은 운동 전 69.4±32.0에서 

운동 후 69.5±23.0로 나타났으며,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

면 실험군 A는 운동 전 61.5±21.4에서 운

동 후 85.6±19.2로, 실험군 B는 운동 전 

77.7±24.2에서 운동 후 113.7±32.1로 나

타났으며, 각각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000). 각 그룹 간 굴곡근 최

대 Peak Torque값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

여 scheffe 검정을 실시한 결과 대조군과 

실험군 B 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Group
Peak Torque (Nm) P 

valuepre 60°/s post 60°/s 

Control 69.4±32.0 69.5±23.0 .986

Exp A 61.5±21.4 85.6±19.2 .000
***

Exp B 77.7±24.2 113.7±32.1 .000
***

Table 7. Comparison of peak torque  

in three groups – 180°/sec flexion       

                           (unit : degree)

 *** : p<.001

Ⅳ. 고찰

무릎관절 치료에 대한 성공의 지표인 기

능적 활동 및 스포츠 활동은 동적 무릎관절

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동적 

안정성을 위해 무릎관절 주위 근육의 근력

증진운동(Cho 등, 1997)과 함께 고유수수

용 감각증진운동이 강조되고 있다(Wojtys 

& Huston 1994). 

이에 본 연구는 고유수용감각과 근력향상

을 통해 무릎관절 안정성을 증가시켜 손상

을 예방하고 기능 활동의 개선을 위한 보다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운동방법을 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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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지면에서 닫힌사슬

(close kinetic chain)운동과 등척성

(isometric)수축 형태의 스쿼트 운동이 무

릎관절의 근력 향상 및 고유수용 감각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고유수용감각 및 근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무릎관절 굴곡 각도 15°, 45°를 찾아

가는 관절 위치감각(JPS) 검사와 CON- 

TREX 등속성 장비를 이용하여 각속도 

60°/sec, 180°/sec 에서의 신전근, 굴곡근

의 최대 Peak Torque값 차이를 각각 측정

하였다. 

본 연구결과 무릎관절 위치감각의 경우 

무릎관절 굴곡 각도 15°에서의 각 그룹별 

위치감각 차이는 대조군, 실험군 A, 실험군 

B 세 그룹 모두에서 운동 후 관절위치 감

각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무릎관절 굴곡 각도 45°에서의 각 

그룹별 위치감각 차이는 실험군 A 에서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대조

군, 실험군 B 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미루어 볼 때 무릎관

절 굴곡 각도 15°에서의 위치감각 차이는 

Schiling 등(2009)이 제시한 불안정한 지지

면 에서의 균형운동이 고유수용 감각을 증

진시킨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또한 

Pincivero 등(2001)이 제시한 무릎관절 

15°/45°/60° 등 다양한 각도에서 관절위치

를 찾도록 하는 관절 위치검사는 고유수용 

감각이 각도를 재생시키는 것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Yun 

(2007)이 제시한 6주간의 슬관절 저항운동

이 동적 고유수용 감각을 증가시켰다는 연

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무릎관절 각도 45°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무릎관절 굴

곡 각도 45°는 상대적으로 이완 위치에 있

기 때문에 인대와 관절의 이완으로 고유수

용 감각의 피드백 억제기전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Kennedy 등, 1982). 또한 

각 그룹간 고유수용 감각 차이의 경우, 무

릎관절 15°에서 대조군과 실험군 A, 대조

군과 실험군 B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편평한 지지면 에서

의 운동보다 불안정한 지지면 에서의 운동

(Shumway-Cook 등, 2007)이 고유수용 감

각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 해준다.

본 연구결과 근력 차이의 경우 먼저 각속

도 60°/sec, 180°/sec에서 각 그룹별 신전

근 최대 Peak Torque 값 차이는 60°/sec 

에서는 세 그룹 모두 운동 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각속도 180°/sec 

에서는 대조군을 제외한 실험군 A, 실험군 

B에서 운동 후 최대 Peak Torque값의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각속도 60°/sec, 180°/sec에서 각 그룹

별 굴곡근 최대 Peak Torque 값 차이는 

60°/sec, 180°/sec 모두 각 그룹별로 대조

군을 제외한 실험군 A, 실험군 B에서 운동 

후 최대 Peak Torque값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미루어 볼 때 본 연구

결과는 밸런스 증진운동을 통하여 고유수용 

감각 뿐만 아니라 근력에서도 호전이 있었

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며(Hoffman과 

Payne, 1995), 또한 닫힌사슬 운동 시 주

동근과 길항근의 근력강화로 관절의 안정성

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

한다(Voight & Cook, 1995). 그리고 12주

간의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운동군이 

그렇지 않은 비운동군에 비해 무릎관절 근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

다. 하지만 Lee(2009)가 보고한 8주간의 

재활운동이 각속도 180°/sec에서 무릎관절 

신전근, 굴곡근의 최대 Peak Torque 값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선행 연구와 본 연

구의 운동방법과 운동환경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각 그룹간의 최대 

Peak Torque 값 차이에서 대조군과 실험

군 B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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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이는 환경의 변화를 통한 더 많은 

효과를 위한 불안정한 지지면에서의 운동

(Shumway-Cook 등, 2007)이 신전근과 굴

곡근의 동시수축을 유발하여 관절내 기계수

용기를 자극하여 고유수용감각 및 근력향상

에 영향을 미쳐 관절의 안정성을 증가시킨

다(Prentice, 2011)는 이론을 뒷받침 한다.

 본 연구는 무릎관절의 병리적 소견이 없는 

건강한 2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으

며, 개인 간의 근력을 고려하지 않아서 실

험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렵다는 제한점

이 있다. 향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가 지속되어야 

하고 보다 다양한 환경과 저항형태에 따른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

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다양한 지지면 에서의 4주간 

스쿼트 운동이 무릎관절 고유수용감각 과 

근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해 무릎관절 손상을 받지 않은 

20~30대 성인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무작

위 선별을 통하여 편평한 지지면에서의 운

동그룹(대조군) 10명, balance pad를 이용

한 운동그룹(실험군 A) 10명, togu를 이용

한 운동그룹(실험군 B) 10명으로 나누어 4

주간의 스쿼트 운동을 실시 한 후 무릎관절 

고유수용 감각(무릎관절 15°/45° 위치감각)

과 무릎관절 근력(각속도 60°/sec, 180° 

/sec 에 대한 무릎관절 신전근, 굴골극 

Peak Torque 차이)변화를 분석한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각 그룹별 무릎관절 굴곡 각도 15° 위

치감각 차이에 대한 결과 실험군 A와 실험

군 B에서 운동 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2. 각 그룹별 무릎관절 굴곡 각도 45° 위

치감각 차이에 대한 결과 실험군 A는 운동 

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대조군과 실험군 B는 운동 후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각 그룹별 각속도 60°/sec 에 대한 무

릎관절 신전근 근력변화에 대한 결과 실험

군 A와 실험군 B는 운동 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각 그룹별 각속도 180°/sec 에 대한 

무릎관절 신전근 근력변화에 대한 결과 실

험군 A와 실험군 B는 운동 후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5. 각 그룹별 각속도 60°/sec 에 대한 무

릎관절 굴곡근 근력변화에 대한 결과 대조

군, 실험군 A와 실험군 B 모두 운동 후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6. 각 그룹별 각속도 180°/sec 에 대한 

무릎관절 굴곡근 근력변화에 대한 결과 실

험군 A와 실험군 B는 운동 후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불안정한 지지면 에서

의 스쿼트 운동이 무릎관절 안정성과 관련

하여 무릎관절 고유수용 감각 및 무릎관절 

근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러

한 연구결과를 통해 무릎관절 안정성을 증

가시키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운동방법으로 

불안정한 지지면에서의 스쿼트 운동을 제언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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