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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근중족관절이 탈구된 환자에서 원심성 등속성운동의 효과: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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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Eccentric Isokinetic Exercise in Dislocation of the Tarsometatarsal

(Lisfranc's) Joint: A Case Study

Jong-im Won, Ph.D., P.T.
Dept. of Physical Therapy, Daewon Science College

Eccentric muscle contraction is more effective than concentric and iosmetric muscle contraction in in-

creasing muscle strength. Also, eccentric or concentric-eccentric training has greater effective in neural

activation and muscle hypertrophy than concentric training. In some study, eccentric exercises have been

shown to reduce pain and improve function on Achilles tendinopath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eccentric isokinetic exercise in a patient with dislocation of the tarsometatarsal joint

by traffic accident. After eccentric isokinetic training, peak torque, average work, and average power were

increased. Also, the patient was fully weightbearing with a pain free normal gait thus making good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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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족근중족관절에 대한 외상은 흔치 않으며, 고도의 에

너지 외상에 의해 발생된다. 이는 부적절한 치료로 인

해 장기간의 불구를 가져오는 외상이므로 조기에 진단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초기 방사선판독에서

판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족근중족관절 외상의 20%에

달해 조기진단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족근중족관절

손상의 기전은 자동차 사고와 같은 직접적 외상, 저측

굴곡에서 고정된 발에 대한 종축 부하의 작용, 또는 앞

발의 외전 비틀림과 같은 간접적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다(Callaghan과 Jane, 2000). 발과 발목의 동적 운동 중

구심성 수축은 걷기, 달리기, 점핑, 던지기, 들어올리기

등과 같은 동작에 필요한 추진력을 제공하지만 일반적

으로 인간은 신장-수축 연속(stretch-shorten cycle)으

로 알려진 원심성 수축과 구심성 수축이 결합된 움직임

전략을 가지고 있다(Porter 등, 2002). 원심성 수축은

매일 일상적인 활동에서 그리고 운동 경기에서 자주 발

생되며, 높은 근력을 성취하는 능력과 근 통증과 결합

된 조직 손상을 촉발시키며, 중추신경계에 의한 유일한

조절 전략을 요구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Enoka, 1996). 일반적으로 같은 속도의 등속성 운

동을 할 때 원심성운동이 구심성 운동 보다 더 큰 장력

을 나타내며, 근장력은 원심성운동이 가장 크고 그 다

음 등척성 운동 그리고 구심성 운동이 가장 작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Kellis와 Baltzopoulos, 1995; Kisner와

Colby, 2002). 따라서 고도의 저항훈련시 등척성 수축이

나 구심성 수축을 사용하는 훈련 보다 원심성 수축을

이용한 훈련이 제안되어지고 있다(Colliander와 Tesch,

1990). 구심성 수축은 움직이는 속도가 빠를수록 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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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감소하나 원심성 수축은 속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Enoka, 1996; Kisner와 Colby, 2002). 더군

다나 원심성수축은 주어진 근력을 성취하기 위해 신경

계에 의한 수의적 활성도에서 낮은 수준을 요구한다

(Aagaard 등, 2000; Enoka, 1996).

한편, 등속성 운동은 근수행의 속도를 조절하는 운동

으로, 참여하는 근육에 의해 발생되는 힘의 크기에 상

관없이 일정하게 신체 운동의 속도를 유지하는 방법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등속성 운동 기구는 가속을 허락

하지 않고 관절가동 범위를 통해 신체 부분의 최대 가

능한 근력을 발휘하도록 고안된 역학적 방법을 제공한

다(Hislop과 Perrine, 1967). 등속성 저항운동은 통증과

피로를 조절하며, 등장성 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

성이 있다(Davies, 1987; Kisner와 Colby, 2002). 또한

객관성이 높고 정확도가 크며, 각 각도에 따른 토크 값

을 알 수 있으며 시간과 관련된 변수들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등속성운동의 또 다른 장점으로

근육의 기능적 수축 속도인 빠른 속도에서도 훈련이 가

능하다. 따라서 기능적 속도와 움직임을 위해 신경생리

학적 모방(patterning)이 가능하다(Davies, 1987). 재활

의 말기에 일상생활 시 어느 정도 기능은 가능하나 근

력과 지구력 감소로 환자가 불편을 호소할 때 등속성운

동이 필요하다.

위의 원심성 운동의 특성과 등속성 운동의 특성을

가진 원심성 등속운동은 말기 재활에 맞는 저항과 속도

를 임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운동으로 병원에서 퇴원

후 환자의 기능적 동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이다.

최근 원심성등속 운동에 대한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

으나, 슬관절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발과 발목관절

은 슬관절과 함께 체중지지 관절이나 재활후기에 기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

히, 족근중족관절 탈구 환자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으

므로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족근중족관절이 탈구된 중년의 여

자 환자에게 원심성 등속운동을 시행한 후 최대 우력,

평균 일, 평균 일률을 분석하고, 발목의 배측굴곡, 저측

굴곡, 내반, 외반에 있어 원심성 우력의 변화 정도를 비

교하는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환자는 43세의 여자로 신장은 158 ㎝이며, 체중은 57

㎏이었다. 2002년 2월 4일 교통사고로 우측 족근중족관

절 탈구와 우측 제 4 중족골의 골절, 좌측 슬관절과 고

관절 염좌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다가 2004년 4월

부터 오른쪽 발목관절에 주 2회에 걸쳐 등속성 운동을

받았다. 2004년 4월 19일 등속성 운동 전 환자는 좌측

슬관절과 고관절 그리고 우측 발목관절에 통증을 호소

하고 있었으며 하지에서 도수근력검사 시 고관절과 슬

관절에서 G-, 발목관절에서 G-～G0로 근력이 약간 감소

된 양상을 보였다. 관절가동범위는 발목관절의 배측굴

곡이 15°였고 나머지 관절은 정상적인 관절가동범위를

보였다. 기능적으로 보조도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을 하

였으나 동통으로 인한 병적 보행을 하였다.

2. 검사 및 훈련방법2)

등속성 운동을 위해 Cybex NormTM system1)을 이

용하였다. 환자는 검사대 위에 똑바로 누워 발을 발판

에 두고, 골반 주위를 벨트로 묶어 상체를 고정하고 슬

관절을 70°로 굴곡시킨 상태에서 슬관절 바로 위의 대

퇴를 벨크로로 고정시켰다. 발은 발판에 벨크로로 고정

시켜 기계의 운동축과 발목관절의 운동축이 일치하도록

하고 발목관절을 70° 내반에서 50° 외반 하도록 하였다.

운동강도는 30°/sec로 3회, 120°/sec로 3회 반복하여 시

행하였다. 발목관절의 배측굴곡과 저측굴곡을 위해 환

자를 검사대 위에 똑바로 눕게 하여 골반 주위를 벨트

로 묶어 상체를 고정하고 슬관절을 90°로 굴곡하여 슬

관절 바로 위의 대퇴를 벨크로로 고정시킨다. 발은 발

판에 벨크로로 고정시켜 발목관절을 척측굴곡 50°와 배

측굴곡 20°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운동강도는 30°/sec와

120°/sec로 각각 3회 반복하였다. 환자에게 등속성 훈련

의 목적을 설명하고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가기 전 약

4～5회 연습시켜 익숙해지도록 하였다. 또한 등속성 훈

련 경험이 많은 치료사에 의해 가능한 최대로 빨리 그

리고 최대의 힘을 주도록 청각피드백을 받았다. 내반근

과 외반근에 대한 원심성수축 훈련은 2004년 4월 1일

시작하여 동년 10월 11일 종료하였고, 이 때 배측굴곡과

저측굴곡은 운동 시 통증이 심하여 실시하지 못하다가

2004년 10월 11일부터 2005년 1월 6일까지 실시하였다.

1) Cybex Inc.,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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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변수 근육

훈련 전 훈련 후

비손상측

평균값(%BW)

손상측

평균값(%BW)

손상측

평균값(%BW)

30°/sec

최대 우력

(ft-lb)

배측굴곡근 8(6) 8(6) 9(7)

저측굴곡근 43(33) 22(17) 28(22)

내반근 13(10) 3(2) 19(15)

외반근 17(14) 5(4) 12(10)

평균 일

(ft-lb)

배측굴곡근 - - -

저측굴곡근 - - -

내반근 14(11) 1(1) 15(12)

외반근 15(12) 2(2) 13(10)

평균 일률

(w)

배측굴곡근 - - -

저측굴곡근 - - -

내반근 6(5) 1(1) 6(5)

외반근 6(5) 1(1) 5(4)

표 1. 원심성 등속성운동 후 최대 역치, 평균 일, 평균 일률

 

그림 1. 훈련 전 30°/sec에서배측굴곡근의

최대 우력(위-비손상측, 아래-손상측)

 

그림 2. 훈련 후 30°/sec에서 배측굴곡근의

최대 우력(손상측)

Ⅲ. 결과

환자의 최대 우력, 평균 일, 평균 일률은 표 1과 같

으며, 훈련 후 손상측은 훈련 전 비손상측 수준으로 회

복되었음을 보여준다(표 1). 환자의 훈련 전 손상측과

비손상측의 30°/sec에서 배측굴곡근 우력 그래프와 훈

련 후 손상측의 우력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그림 1)(그

림 2).

훈련 전 손상측과 비손상측의 30°/sec에서 저측굴곡

근의 우력 그래프와 훈련 후 손상측의 저측굴곡근 우력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그림 3)(그림 4). 훈련 전 손상측

과 비손상측의 내반근의 30°/sec에서 우력 그래프와 훈

련 후 손상측 내반근의 우력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그

림 5)(그림 6). 훈련 후 손상측과 비손상측의 30°/sec에

서 외반근의 역치 그래프와 훈련 후 손상측의 역치 그

래프는 다음과 같다(그림 7)(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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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훈련 후 30°/sec에서

저측굴곡근의 최대우력 손상측

 

그림 7. 훈련 전 30°/sec에서 외반근의

최대 우력 위-비손상측,

아래-손상측

 

그림 8. 훈련 후 30°/sec에서 외반근의

최대 우력 손상측

 

그림 3. 훈련 전 30°/sec에서

저측굴곡근의 최대 우력

위-비손상측, 아래-손상측

 

그림 6. 훈련 후 30°/sec에서 내반근의

최대 우력 손상측

 

그림 5. 훈련 전 30°/sec에서 내반근의

최대 우력 위-비손상측, 아래-손상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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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 저항운동을 통해 근력을 향상

시키는데 있어 구심성 저항운동과 등척성 운동 보다 원

심성 저항운동이 더 효과적이다(Colliander와 Tesch,

1990). 즉 원심성 운동은 구심성 운동에 비해 근육에

강한 장력을 유발하여 근력강화와 근비대에 있어 효과

가 크고(Hather 등, 1991; Higbie 등, 1996), 산소소모량

이 적어 환자의 재활치료에 적절하며, 또한 대부분 재

활의 후반기에 적용하는 운동이다(Davies, 1987). 원심

성 수축은 구심성 수축에 비해 근수축에 소모되는

ATP가 1/13정도로 소모되는 반면, 수축으로 인해 발생

되는 장력은 구심성 수축에 비해 70%나 강한 장력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ratow 등, 1993). 원

심성 운동이 구심성 운동 보다 더 높은 우력을 발생시

키는 기전은 원심성 운동에서 결합팔의 분리(crossbrige

detachment)를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 근 수축

시 결합팔이 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며, 또한 건과

같은 결합조직의 탄성섬유들의 작용이 부가적으로 근력

에 추가되기 때문이다(Higbie 등, 1996; Kellis와

Baltzpoulos, 1995).

Roos 등(2004)의 연구에서 아킬레스 건 병변이 있는

환자의 저측굴곡근에 원심성 운동을 시행한 결과 통증

이 감소하고 발목기능의 호전을 보였다. 한동수(2003)

는 12명의 발목관절의 만성 염좌인 운동선수들을 대상

으로 6명은 구심성 훈련을 6명은 원심성 훈련을 시행한

결과 배측굴곡근의 경우 구심성 훈련에서 최대 우력의

증가를 그리고 원심성 훈련에서 현저한 증가를 보인 반

면 저측굴곡근의 경우 구심성훈련에서 변화가 없었고

원심성 훈련에서 최대 우력이 현저하게 증가했음을 보

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원심성 등속성 훈련 후 족근중

족관절이 탈구된측의 내반근이 19 ft-lb, 외반근이 12

ft-lb로 훈련전 보다 많은 향상을 보였으며, 환자가 계

단 오르내리기, 오래 걷기 등 기능적 동작 시 많이 호

전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구심성 등속운동에서 각속도의 증가에 따라 최대 우

력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나(김상범과 김진

호, 1997) 원심성 운동의 경우 중등도의 각속도에서는

각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우력이 증가하다가 고속

도에서는 다시 감소하거나(Kellis와 Baltzopoulos, 1995)

또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김성규 등, 1997). Amaral

De Noronha와 Borges(2004)는 원심성 운동 시 30°/sec

에 비해 120°/sec에서 최대 우력이 감소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원심성 수축은 등척성 수축과 구심성 수축과 비교해

신경계에 의한 독특한 활성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최대로 원심

성수축시 근활성도의 감소, 최대하로 원심성 수축을 하

는 동안 운동단위들의 흥분 순서의 변화, 원심성수축

동안 경피적 그리고 말초신경 자극에 의해 발생되는 활

성도 크기의 감소, 반복된 수축 동안 피로에 대한 저항

이 더 크다는 점이다(Enoka, 1996). 원심성 수축과 관

련된 신경 명령은 흥분 순서(recruitment order), 흥분

율(discharge rate)을 변화시키며, 근육내의 운동단위의

역치와 협력근에 있는 운동단위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

친다(Schieppati 등, 1991). 대뇌 피질의 흥분성에 있어

미묘한 변화가 시냅스 입력(synaptic input)에 대한 운

동신경의 반응을 변화시킬 수 있고, 따라서 운동단위

작용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심성 수축에

대한 내림신경 신호는 운동신경의 흥분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입력 신호는 운동신경

집단으로 가서 구심성 수축 때와는 다른 운동 단위들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아마도 원심성 수축시 작은 운동단

위들의 흥분성이 감소되는 것 같다(Abbruzzese 등,

1994).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피로할 때까지

원심성 수축을 했을 때 구심성 수축에 비해 근력이 덜

감소된다(Binder-Macleod와 Lee, 1996; Tesch 등,

1990). 예를 들어 Binder-Macleod와 Lee(1996)는 등속

성 운동을 하는 동안 대퇴사두근의 피로도를 검사하였

는데, 구심성 수축에서 처음 40회 수축하는 동안 처음

에 비해 40% 감소된 힘을 보인 반면 원심성 수축 동안

힘이 직선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따라서 최대

의 원심성 수축을 하는 동안 근육은 지속적인 피로를

경험할 수 있다.

한편 원심성 수축은 구심적 수축에 비해 근육의 미

세 손상을 일으키기 쉬운데(Newham 등, 1983), 원심성

수축으로 인해 발생되는 증상들은 지연된 근육통, 근력

의 감소, 근건 부위의 경직, 그리고 근육의 부종이다

(Newham 등, 1983). 원심성 수축으로 인한 미세 손상

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대사 또는 역학적 과로로 보고

있다. 근미세 손상의 대사적 원인으로는 요구되는 ATP

에 비해 불충분한 ATP가 생산되거나 젖산과 같은 유

해물질의 형성 등을 들 수 있다. 후자의 역학적 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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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에 의하면 수축하는 동안 역학적 힘이 결합조직과

함께 근섬유를 초기에 파열시키고, 그 다음 근섬유의

부분적 변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Armstrong, 1990).

이러한 원심성수축의 근 미세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미

리 점차적인 원심성수축을 적용하여 적응시키는 방법이

요구된다(Ebbeling과 Clarkson, 1990). 그 외 원심성 수

축을 포함하는 운동 후 나타나는 많은 구조적 이상들은

근초의 파열(sarcolemmal disruption), 운반 세관 체계

(transverse tubule system)의 확장, 근원섬유 구성요소

(myofibrillar components)의 비틀림, 근장내 그물

(sarcoplasmic reticulum)의 분열, 세포질 막(plasma

membrane)의 손상, 근섬유의 세포외 간질(extracellular

myofiber matrix)의 변화, 미토콘드리아의 부종 등이다

(Friden과 Lieber, 1992). 이들 변화들과 동반해서 근육

통은 점차 증가해서 운동 후 24～48시간에 최고에 달하

는데 이는 지연성 근육통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원

심성 수축을 이용한 운동 프로그램은 근육의 구조적 적

응과 움직임을 조절하기 위해 이용되는 신경 명령을 변

화시키며, 염증 반응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Enoka, 1996).

최대 원심성 부하가 포함된 훈련은 오직 구심성 훈

련만 하는 것보다 구심성과 원심성 수축을 포함한 운동

프로그램에서 더 유익한 운동신경 활성 패턴을 만들고,

신경근 활동의 감소를 제어할 수 있다(Hortobagyi 등,

1996).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원심성 운동 효과를 증명

하기 위해 다른 대상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연구

가 필요하며, 또한 원심성 수축과 구심성 수축이 포함

된 발과 발목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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