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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릎의 굽힘(flexion)과 폄(extension)에 대하여 측정을 한다. 무릎과 엉덩이를 펴고 

골반을 중립상태로 두고 엎드려 무릎을 구부리고 편다. 일반인의 도수 측정 각도는 구부렸을 때 110°에서 135° 사이의 값이 

나온다. 여기서 구부렸을 때 고통을 호소하면 무릎 관절 및 근육에 이상이 있는 것이다.

키워드: 굽힘(flexion)), 폄(extension), 무릎(Knee)

I. Introduction

무릎관절은 넙다리뼈의 먼쪽과 정강뼈의 몸쪽, 넙다리뼈의 먼쪽과 

무릎뼈가 이루는 관절이며 그 주변을 무릎관절 주머니가 싸고 있는 

윤활 관절이다. 넙다리뼈의 먼쪽과 정강뼈의 몸쪽 사이에는 반월상연

골이 있어 체중 전달, 외력 분산, 관절연골 보호, 관절의 안정성 

및 윤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릎관절의 내부 및 주변부에는 여러 

인대와 근육, 힘줄들이 있어 무릎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1]에서는 ACL(Anterior Cruciate 

Ligament) force에 대하여 설명하는 논문이다.

II. Flexion

지속적으로 무릎이 자극을 받으면 무릎연골손상 된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 무릎이 아프다. 붓기가 올라오기도 하고 누르면 더욱 고통스럽

다. 이로 인해 보행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매트리스 위에서 사람은 반듯하게 엎드린다. 이때 무릎과 엉덩이를 

펴고 골반을 중립상태로 둔다. 이 상태에서 무릎을 반듯한 방향으로 

구부리는 것이 굽힘이다. 일반인의 굽힘의 각도는 약 110°내지 135°가 

된다. 무릎의 굽힘은 그림 1과 같다.

Fig. 1. Flexion of knees

III. Extension

무릎의 굽힘과 같이 매트리스 위에서 사람은 반듯하게 엎드린다. 

이때 무릎과 엉덩이를 펴고 골반을 중립상태로 둔다. 이 상태에서 

무릎을 반듯한 방향으로 쫙 펴준다. 일반인의 폄의 각도는 보통 0°이다. 

무릎의 폄은 그림 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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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tension of knees

IV. Therapy

일상에서의 부상방지를 위해서는 아침에는 발목돌리기로 시작한

다. 그리고 점심에는 가볍게 식사를 한 후 산책할 때 무릎을 조금 

높게 들어 걷는다. 아니면  계단을 천천히 오르는 습관을 기르면 

매우 좋다. 저녁에는 아침보다 몸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이다. 이때는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 된다. 반드시 운동전에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고 운동을 한다. 그리고 본인의 체력을 고려하여 운동량

을 조절해야 한다.

V. Experiment

실험은 일반은 20명을 대상으로 무릎의 굽힘과 폄을 측정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를 표 1과 같이 나타냈다.

구분 측정 후 치료 후

굽힘 이상 5 2

폄 이상 5 2

양쪽 모두 이상 4 1

Table 1. Experimental Results

Ⅵ. Conclusion

무릎과 엉덩이를 펴고 골반을 중립상태로 두고 엎드려 무릎을 

구부리고 편다. 정상적인 사람의 구부렸을 때 측정 각도는 110°에서 

135° 사이였다. 굽힙과 폄에서 통증을 호소하면 무릎 관절 및 근육에 

이상이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환자에게 적당한 치료 및 예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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