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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joint position sense at the knee joint at 3 different sur-

face conditions by using the active knee joint angle reproduction test in the standing position. Twenty

healthy volunteers (10 males and 10 females) age 20～29 years were recruited for this study. The knee

joint position senses were assessed at three different surface conditions: on the floor (stable condition),

TOGU (soft condition), and seat fit (unstable condition) in a closed kinetic chain. Testing orders were

selected randomly. The absolute angle error was defined as the absolute difference between target angles

(30°～45° knee flexion) and subject perceived angle of the knee flexion. One way ANOVA was used to

compare the absolute angle of error among 3 different conditions. The Independent t-test was used to

compare the absolute angle of error between male and female. The error angles were significantly differ-

ent among surface conditions (1.3°±1.2° for the floor, 2.1°±0.9° for the TOGU, and 4.4°±1.8° for the seat

fit, p<.05).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error angle between male and female. In conclusion, the

joint position sense of the knee joint in the closed kinetic chain decreased at unstable surface condit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s that surface conditions should be considered when assessing and train-

ing the joint position sense of the knee joint in clinical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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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스포츠 인구가 늘어나면서 운동손상으로 인한

무릎 손상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Thomas와 David,

1996), 무릎 손상 후 재활 과정에서 균형과 협응 능력

증진을 위한 고유수용성 감각(proprioception) 증진 프

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다. 고유수용성 감각은 속도와 크

기, 방향을 포함한 관절운동과 관절의 위치를 식별하여

정상적인 운동조절을 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Shumway-Cook과 Woollacott, 2001). 또한 고유수용성

감각은 일상생활동작(activities of daily living) 시, 관절

이나 근육 수용기에서 받은 감각 정보를 통합하여 인체

각 부분의 위치와 움직임을 인식하고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Cohen 등, 1993; Kavounoudias 등, 2001;

Riemann과 Lephart, 2002). 이러한 고유수용성 감각은

운동감각과 위치감각의 두 가지로 구성되며, 관절의 움

직임과 위치를 알려주어 관절의 안정성에 도움을 준다

(Riemann과 Lephart, 2002). 그 중 위치감각(position

sense)은 관절 내 또는 근육 내의 감각 수용기에 입력된

위치감각 정보를 통해 시각 및 전정계와 통합하여 운동

을 인식하고, 관절의 위치를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담

당한다(Lord 등, 1991; Marks, 1994; Matthews, 1982).

Hassan 등(2002)은 관절의 손상으로 위치감각이 손

상되면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능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관절의 안정성이 감소되면 관절의 위치를 인식

하지 못하여 관절 손상이 재발 될 위험이 높아지며, 이

러한 관절의 반복적인 손상은 자세조절, 보호반사 능력,

자세 동요(perturbation)에 대처하는 균형조절 능력을

감소시켜,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김도균

등, 2005; Barrack 등, 1989; Riemann과 Lephart ,

2002). 무릎관절 손상 후 관절의 안정성과 정적(static)

및 동적(dynamic) 균형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임상

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점진적인 고유수용성 감각 운

동 프로그램이다. 고유수용성 감각 증진 프로그램의 난

이도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법으로는 시각을 차단하는

방법과 지지면의 조건을 변화 시키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Blackburn 등, 2003: Day 등, 1993).

무릎관절의 기능 증진을 위한 운동은 흔히 열린 고

리(open chain) 또는 닫힌 고리 운동형상학(closed

chain kinematic)으로 구분되어 실시한다. 열린 고리 운

동은 말단 분절이 공간에서 자유롭고, 움직임이 관절의

말단부분에서 일어난다. 전형적으로 열린 고리 자세는

체중지지를 하지 않은 자세에서 무릎관절 손상 후 초기

치료에 수행된다(Fitzgerald, 1997). 반면 무릎관절의 닫

힌 고리 자세에서의 운동은 발이 지지면에 닿은 상태에

서 안정성(stabilization)을 유지하면서 무릎관절에 체중

을 지지하고 실시하는 운동이다. 닫힌 고리 자세에서는

관절 움직임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면서 실시하는 운동으

로 체중지지가 가능한 단계에서 기능적 동작의 신경근

육 조절을 필요로 하는 운동학습의 기초중 하나이다.

보행, 달리기, 회전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과 일상생활

시 무릎관절은 체중을 지지한 상태에서 정적 및 동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대부분의 무릎관절 손상은 체중이

지지된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닫힌 고리 운동이 기

능 증진을 위해 강조되고 있다.

닫힌 고리 운동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한 재활 프로그

램으로 안정적인 지지면에서의 훈련에서부터, 불안정한

지지면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을 통해 감소된 관절 위치

감각을 정상적인 단계로 회복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Ashton-Mille 등, 2001; Verhagen 등, 2004). 또한

Waddington과 Adams(2004)는 불안정한 지지면이 하지

의 근력 증가 및 위치감각을 위한 재활치료적 훈련에

사용되는 효과적인 도구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재활 프

로그램을 통해서 관절의 기능적 불안정이나 재 손상의

위험이 감소되고 고유수용성 감각이나 운동감각, 위치감

각이 개선되므로 손상 후 재활훈련 시 고유수용성 감각

의 재교육은 관절 손상 환자들의 임상 치료에 흔히 사

용되고 있다(Mark, 1994; Thomas와 David, 1996).

그러나 무릎관절 손상 환자들에게 고유수용성 감각

의 증진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의 난이도 조절을 위해

조건이 다른 운동 도구를 사용했을 때 무릎관절의 고유

수용성 감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며, 지지면의 안정성에 따른 무릎관절의 관

절위치감각 재현 비교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안정성이 서로 다른 세 지지면인 안정한 지지면

(stable condition), 푹신한 지지면(soft condition), 불안

정한 지지면(unstable condition)에서 무릎관절에서의

관절위치감각의 재현(angle reproduction)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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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
대상자(N=20) 여자(n1=10) 남자(n2=10)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나이(세) 24.3±2.5 23.7±1.9 24.8±2.9

키(㎝) 168.0±7.7 161.7±2.9 174.2±5.3

체중(㎏) 63.2±12.1 52.0±2.4 74.3±5.3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재학 중인 신체

건강한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4.3세, 평균 신장은 168.0 ㎝, 평균체중은

63.2 ㎏이었다(표 1).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신경외과적인 질환이 없는 자

나. 하지와 체간에 정형 외과적 장애가 없는 자

다. 세 가지 다른 지지면 위에 서 있는 동안 현기증

이 유발되지 않는 자

라. 전정계 손상이 없는 자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는 연구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실험 전에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고 자발적으로 실험에 동의하였다.

2. 측정방법 및 측정도구

가. 동작분석 시스템2)

무릎관절의 고유수용성 감각에 대한 위치 재현의 각

도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간 삼차원 동작분석 시

스템인 CMS-HS1)를 사용하였다. 무릎관절의 재현 각

도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2개의 삼중 표식자(triple

marker)의 부착 부위는 우세측인 오른쪽 다리 대퇴골

외측상과(lateral epicondyle)에서 대전자(greater tro-

chanter)를 잇는 넓적다리(thigh)와 외과(lateral malleo-

lus)와 비골(fibula)의 중앙을 연결한 정강이(shank)였다

(Leardini 등, 2005). 윈도용 WinData 2.19 프로그램

(Zebris Medizintechnik, GmbH, Insy, Germany)을 이

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였으며, 표본추출률(sampling

rate)은 20 ㎐로 하였다.

나. 측정방법3)4)

고유수용성 감각의 위치감각 측정 시 피부를 통한

표재 입력(cutaneous input)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

자는 무릎 위까지 오는 짧은 바지를 착의하고, 양말을

벗게 한 후 측정하였다. 무릎관절 위치감각 재현의 차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양 발은 바르게 선 자세에서 어

깨 너비로 벌리고, 상지는 팔짱을 끼고 팔을 앞으로 당

긴 자세를 취하였다. 시선은 정면의 한 점을 향하게 고

정시켰다. 안정성이 다른 세 지지면은 단단한 바닥, 푹

신한 지지면을 제공하기 위한 TOGU2), 불안정한 지지

면을 제공하기 위하여 seat fit3)을 사용하였다.

무릎관절의 관절위치 재현 검사는 각 지지면 위에서

실험 대상자가 원하는 편안한 속도로 무릎관절을 천천

히 굽혀 무릎관절의 각도가 30°〜45° 사이인 한 지점을

5초간 유지하여 기억하도록 하였다. 이때의 각도를 목

표 각도(target angle)로 측정하였다. 5초 후, 무릎관절

을 다시 시작자세로 위치시키고 10초간 유지하게 하였

다. 그 다음 대상자가 무릎관절을 능동적으로 굽혀 기

억하고 있던 목표 각도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때, 측정

자에게 ‘네’ 하고 보고하도록 하였다. 재현한 각도를 측

정하여 목표 각도에서 재현 각도의 차이 각을 절대값으

로 측정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3회씩 반복 측정하였으

며 매 회 측정 후, 30초간의 휴식을 취하게 하였다. 각

지지면에서 시행 후, 3분간의 휴식을 취하였다. 대상자

의 학습 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세 지지면과

무릎관절의 각도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3. 분석방법

세 가지 조건의 지지면에서의 무릎관절의 고유수용

성 감각에 따른 관절위치감각 재현의 오차각도를 알아

1) Zebris Medizintechnik, GmbH, Insy, Germany.

2) Static AIR BallKISSEN, Germany.

3) DYN AIR BALLKISSE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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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측정 지지면에 따른 고유수용성감각 차이(*p<.05).

측정 지지면 오차각도(남) 오차각도(여) t p

안정한 지지면 1.79±1.46
a

.75±.58 2.09 .515

푹신한 지지면 2.35±.81 1.87±.87 1.275 .629

불안정한 지지면 4.85±2.24 3.84±1.11 1.281 .366
a평균±표준편차

표 3. 남녀 간의 오차각도 비교 (N=20)

측정 지지면 안정한 지지면 푹신한 지지면 불안정한 지지면 F p

오차 각도 1.27±1.21a 2.11±.86 4.35±1.80 28.04 .000
a평균±표준편차

표 2. 지지면에 따른 각도 재현 시 오차 각도 (N=20)

보기 위하여 반복 측정된 일요인 분산분석(repeated

one 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지지면에 따른 차

이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페로니 수정법

(Bonferroni's correction)을 사용하였다. 남녀 간에 관

절 위치감각 재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해 상용 통계

프로그램인 윈도용 SPSS version 12.0 프로그램을 사

용하였고 유의수준 ⍺=.05로 하였다.

Ⅲ. 결과

안정성이 다른 세 조건의 지지면에서 처음 인지된

무릎관절의 위치에 대한 재현을 실시하여 고유수용성

감각에 따른 관절위치감각의 오차각도를 비교하였다.

안정한 지지면, 푹신한 지지면, 불안정한 지지면에서

실시한 무릎관절의 위치 재현 오차각도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5). 안정한 지지면에서 오차각도가 가

장 적었으며, 불안정한 지지면에서의 재현 오차각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표 2).

사후검정을 통해서 안정한 지지면, 푹신한 지지면과

불안정한 지지면 사이에서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

지지면의 안정성에 따른 남녀 간의 무릎관절의 위치

재현 오차각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본 결과,

안정한 지지면에서 오차각도가 남자는 1.79±1.46, 여자

는 .75±.58였으며, 푹신한 지지면에서는 남자 2.35±.81,

여자 1.87±.87이었고, 불안정한 지지면에서 남자는

4.85±2.24, 여자는 3.84±1.11로 나타나 남녀 간에 오차각

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3).

Ⅳ. 고찰

운동은 흔히 열린 고리 또는 닫힌 고리 운동(open or

closed kinetic chain)으로 분류된다(Fitzgerald, 1997).

Marks(1994)는 운동 고리에 따라 근육 회복과 관절 운

동이 다르다고 하였고, 이러한 차이는 닫힌 고리 훈련

이 열린 고리 훈련보다 고유수용성 및 운동감각 되먹임

을 더 많이 제공한다는 연구에서 구체화되고 있다(이정

아 등, 2003; Marks, 1994; Thomas와 David, 1996). 이

에 따라 본 연구는 고유수용성 감각의 관절 위치감각의

재현 능력을 알아보고자 닫힌 고리 운동에서 실시하였다.

고유수용성 감각은 크게 운동학적인(kinematic) 위치

감각(joint position sense) 재현과 역학적(kinetic)인 힘

의 재현(force reproduction)으로 측정된다(Dover와

Powers, 2003). 그 중 근육 건 관절수용기에서 들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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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학적인 정보는 관절의 움직임과 위치를 유지하고

조절한다(Riemann과 Lephart, 2002). 이러한 운동학적

위치감각 요소의 평가는 검사자가 표재감각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관절을 움직여 반대쪽 사지로 동

작을 재현하여 검사하거나(Barrack 등, 1984; Chu 등,

2002), 선행적으로 움직였던 관절위치를 다시 찾아가

재현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권오윤 등,

1998).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선행적으로 움직였던 관절위치를 재현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Stillman과 McMeeken(2001)은

정상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무릎관절의 고유수용성 위

치감각을 비교하기 위하여 안정된 지지면에서 재현 오

차각도를 측정한 결과 오차각도 값은 1.3°±.7°였다. 이

는 안정한 지지면의 조건에서 실시한 본 연구결과와 비

슷한 오차 정도였다. Horak과 Hlavacka(2001)의 서로

다른 지지면에서 균형감각을 측정하여 고유수용성감각

의 정확성을 본 연구에서 불안정한 지지면에서 정확도

가 떨어진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들 연구와 본 연구는

연구방법이나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결과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안정한 지지면에서의 오차

각도가 유사하고, 불안정한 지지면에서는 고유수용성

감각의 정확성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지지할 수 있다.

Shumway Cook과 Woollacott(2001)는 안정성이 다른

지지면에서 균형감각을 측정하여 고유수용성 감각이 균

형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지지면이 불안

정 할수록 균형능력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그에 따른

위치감각 재현 능력도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

구에서도 안정성이 다른 세 지지면 위에서 무릎관절 위

치 재현의 오차각도를 측정한 결과 안정한 지지면, 푹신

한 지지면, 불안정한 지지면의 순서(1.3°±1.2° 단단한 바

닥, 2.1°±.9° TOGU, 4.4°±1.8° seat fit)로 오차각도의 값

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이는 불안정한 지지면

에서의 관절 위치 감각의 재현 시 고유수용성 감각이 상

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정상성인 남녀

각각 10명을 대상으로 위치감각 재현 오차각도를 측정한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오차각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Barrack 등(1984)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Horak과 Hlavacka(2001)은 체성감각이 감소되었을

때 균형조절을 위한 감각작용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서 불안정한 지지면 위에서 정상성인과 당뇨병 환자 각

각 8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안정된 지지면에서는

자세조절을 위해서 체성감각이 주로 작용하고, 불안정

한 지지면일 경우 전정계의 작용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인체의 균형조절은 전정계, 시각계, 고유수용성 감각의

적절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이한숙, 1996; Willemas

등, 2002). 이와 같은 균형조절은 체성감각에 대한 의존

도가 가장 크며, 시각정보, 전정계 순으로 작용하고, 중추

신경계에서 이들 감각정보를 비교, 분석하여 운동명령을

내린다(Shumway Cook과 Woollacott, 2001). 세 가지 감

각정보 중 어느 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용이 불가능

하면, 나머지 감각의 의존율이 높아진다(Horak과

Hlavacka, 2001). Shumway Cook과 Horak(2006)은 지지

면의 조건이 전정계, 시각계, 체성감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한 결과 지지면이 불안

정 할수록 체성감각의 작용이 감소하여 균형조절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 지지면 일

수록 발에서 올라가는 고유수용성 감각이 지지면이 안

정될 때보다 방해를 받아 균형능력이 감소되어 나타난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안정한 지지면인 바닥에서는 무

릎관절의 위치 재현의 오차각도 값이 1.3°±1.2°를 보였

으나, seat fit의 불안정한 지지면에서는 고유수용성 관

절 위치감각의 재현에 오차각도가 4.4°±1.8°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이는 안정한 지지면에서는 정상적인

체성감각 정보의 입력이 가능하지만 지지면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균형 능력의 상실을 예방하기 위

한 전정계의 작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올바

른 체성감각 입력을 상쇄시켜 무릎관절의 위치재현 능

력이 감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TOGU나 seat fit

과 같이 지지면이 불안정한 경우 발바닥으로부터 입력

되는 압박(pressure), 촉각(touch)과 같은 체성감각이 지

속적으로 변화하여 체성감각 정보의 왜곡으로 오차각도

가 유의하게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무릎 손상 후 초기 재활단계의 환자

에게는 다른 정보의 입력이나 방해가 없는 순수한 위치

감각의 제공으로 혼란 없이 감각증진을 성취할 수 있는

안정한 지지면에서의 고유수용성 감각 증진 운동이 효

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안정한 지지면에서 위치감각

훈련이 잘 완료되면 불안정한 지지면에서 균형 및 위치

감각 훈련을 실시하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

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단계로의 점진적인 훈련 프

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Liebenson, 2001).

본 연구는 신체 건강한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

였으므로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

다. 또한 측정한 지지면에 따른 관절위치감각의 재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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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훈련 없이 일회성으로 측정하였으므로 고유

수용성 감각 증진 훈련 프로그램으로써의 효과를 알 수

는 없었다. 또한 고유수용성 감각은 운동 속도에 민감

하기 때문에 운동 속도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제한점도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고유수용성 감각 증진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유용한

뒷받침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안정성이 다른 세 지지면에서 고유수용성

감각의 관절 위치감각 재현의 각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건강한 성인 남녀 각

각 1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무릎관절 위치 재현 시

삼차원 동작분석 시스템인 CMS-HS를 이용하여 오차

각도 값을 구하였다. 안정성이 다른 세 지지면은 단단

한 바닥(안정한 지지면), TOGU(푹신한 지지면), seat

fit(불안정한 지지면)으로 하였으며 무릎관절의 각도가

30°〜45° 사이인 한 지점에서 위치를 인지시키고 재현

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무릎관절의 위치각도 재현 시 오차각도는 단단한 바

닥 1.3°±1.2°, TOGU 2.1°±.9°, seat fit 4.4°±1.8°로 오차

각도의 값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이상의 결과로 관절의 위치감각 재현 시 지지면의

안정성이 떨어지면 무릎관절의 위치감각 재현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릎관절 손상 후 고유

수용성 감각 평가나 치료 시 지지면의 안정성 정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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