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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십자인대 손상 유무에 따른 태권도 시범단원의
하지근 기능 및 고유수용감각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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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Lower Extremity Muscle Function and Proprioception According to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in Taekwondo Demonstration Players
Sang Il H an, Jae Keun O h, Ki Jae Song
Laboratory of Sports Medicine,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for injury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program
development of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by comparing lower extremity muscles function and proprioceptive
senses of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with or without anterior cruciate ligament (ACL) injury. The subjects were
ACL injured Taekwondo demonstration player group (ATD, n=13) who underwent ACL reconstruction and Kukkiwon
Taekwondo demonstration player group (KTD, n=13) without injury history.
Methods: To evaluate the lower extremity muscles function, we measured the flexor-extensor muscle strength ratio
and isokinetic muscle strength of the knee joint using a isokinetic muscle strength measuring device. In order to
investigate the proprioceptive sensory function, position sense, and threshold to detection of passive motion was
using a isokinetic muscle strength measuring device.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on average 26 months after
surgery.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knee joint flexor-extensor ratio. Bu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Knee joint flexion and extension strength
between two groups at an angular velocity of 60°/sec, 180°/sec, and 300°/sec. and KTD group was higher than
ATD groups (p=0.014, p=0.001, p=0.029, p=0.005, p=0.043, p=0.041, respectivel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proprioceptive sensory test.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normal flexor to extensor ratio (50%–70%), But it was close
to the injury risk level. Therefore, the training program for the improvement of the muscle strength and the imbalance
of the strength of the lower extremity muscle function should be performed in both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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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6,17

부재로 재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

론

.그

동안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방십자인대 부상 후 재활운동
1

태권도는 겨루기, 품새, 시범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 2000년

프로그램이 주로 연구되었으나18-22,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에 따른

시드니 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209개국 8,000만명

현역 태권도 시범단 선수의 근 기능, 고유수용성감각에 대한

2

이상이 수련하며 세계화를 이루고 있다 . 이 중 시범은 품새,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태권도 시범단원의

겨루기, 기본동작, 호신술, 격파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전방십자인대 손상에 따른 슬관절의 기능적 상태를 확인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격파이다. 격파는 공중으로 도약하여 연속

태권도 시범단원의 부상 후 재손상 예방과 수술 후 재활프로그램

적인 동작으로 회전, 방향 전환을 통해 높은 위치의 목표물을

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3

타격하는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 태권도의 고난도 격파 기술들
이 급진적으로 발전하면서 과도한 동작으로 인해 부상의 빈도
또한 늘어났다. 무리한 기술시도 혹은 착지하는 과정에서 주로
부상이 발생하며3,4, 특히 하지의 부상 빈도가 가장 빈번하다고
하였다. 하지 부상의 원인은 점프 동작이나 착지 과정에서의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과부하 및 상해 후 불완전한 회복이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

5

본 연구의 대상은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소속 선수 26명을

전방십자인대는 대퇴골과 경골을 연결하여 슬관절의 굴곡,

대상으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경험이 있는 시범단원(anterior

6

신전, 회전 운동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 스포츠 현장
7

cruciate ligament injured Taekwondo demonstration player [ATD])

에서 부상빈도가 가장 높은 부위이다 . 전방십자인대 부상의 원인

과 슬관절의 근골격계 질환이나 전방십자인대 상해 경험이 없는

은 점프 후 착지하는 동안 발이 고정된 상태에서 대퇴골의 과도한

시범단원(Kukkiwon Taekwondo demonstration player [KTD])으

8

외회전, 후방 병진운동, 과신전 등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70%

로 집단을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ATD 집단은 남자 10명, 여자

이상이 비접촉성 부상이다.

3명으로 수술 후 실험까지의 기간은 평균 26개월이었으며, 수술은

전방십자인대 부상 후에는 기능적 불안정성과 관절운동의 제

타가건 10명, 자가와 타가건 2명, 자가건 1명이었다. KTD 집단은

한, 하지 근력의 약화, 관절위치 감각을 포함한 고유수용감각의

남자 11명, 여자 2명이었다. 태권도 경력 10년 이상, 시범 경력

9,10

저하 등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슬괵근(hamstring

3년 이상의 단원으로 연구 참여를 제한하였으며, 자발적 참여의사

muscle)의 근력이 대퇴사두근의 근력보다 50% 이하일 경우 부상

를 밝힌 대상자에 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신체적

발생율이 높다고 하였으며, 슬관절 굴곡근의 비율이 신전근에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비해 50% –70%가 이상적이고, 50% 미만일 경우 굴곡근의 약화로
전방십자인대가 손상되고 70%가 초과하면 신전근의 약화로 무릎

2. 측정 항목 및 방법

11-13

관절 부상의 위험이 있다고 하였다

. 이와 같은 이유로 전방십

자인대 재건술 후에는 무릎관절의 안정화를 위해 대퇴의 근력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14.

1) 신체 조성
신장은 자동 신장계(DS-102; Jenix,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슬관절의 안정성을 위해 필수로 요구되어지는 고유수용성 감

측정하였으며, 신체구성은 In-body 770 (InBody, Seoul, Korea)을

각은 상해 및 수술로 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며, 고도의 순발력이

이용하여 체중(kg), 골격근량(kg), 체지방률(%), 체질량 지수

요구되는 태권도 시범 동작에서 고유수용감각의 결여는 상해의

(kg/m2)를 측정하였다.

15

원인이 된다 . 따라서 고유수용감각의 저하는 기능적 안정성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Group

Height (cm)

Weight (kg)

SMM (kg)

BMI (kg/m2)

%BF

ATD (n=13)
KTD (n=13)

169.52±6.62
172.47±7.14

63.93±7.08
67.02±9.26

29.48±3.92
32.55±5.38

22.21±1.66
22.48±2.16

17.65±5.91
13.96±4.4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SMM: skeletal muscle mass, BMI: body mass index, %BF: percent body fat, ATD: anterior cruciate ligament injured
Taekwondo demonstration player, KTD: Kukkiwon Taekwondo demonstration 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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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2) 하지근 기능
(1) 슬관절 굴곡-신전 근력 비: 슬관절 굴곡-신전 근력 비의
측정은 등속성 근력측정 장비인 Humac NORM (CSMi,
o

Stoughton, MA, USA)를 이용하여 각속도 60 /sec에서 5회 반복값
의 평균값을 굴근-신근 비율 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CSMi)을 이용하여 슬관절 굴곡ㆍ신전근의 근력을 측정하였다.
피험자의 하퇴부가 평행이 되도록 검사대에 앉힌 후 슬관절 중심
점을 동력계의 회전축과 일치시켰으며, 근력 측정 시 외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대퇴부와 가슴을 고정하고 스트랩으로 발목을
고정시켜 슬관절의 굴곡ㆍ신전을 부하별로 측정하였다. 각속도
o

1. 슬관절 굴근-신근 비율의 차이
집단 간 슬관절 굴곡근-신전근 비율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Table 2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등속성 근력: 등속성 근력측정 장비인 Humac NORM

o

과

o

2. 슬관절 등속성 근력의 차이
o

1) 60 /sec에서의 슬관절 등속성 굴곡 및 신전의
최대우력의 차이
집단 간 60o/sec에서 슬관절 굴곡 및 신전의 체중에 대한 최대우

60 /sec에서 5회, 180 /sec에서 10회, 300 /sec에서 25회를 실시하

력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Table 3과 같이 굴곡에서 KTD 집단

여 체중에 대한 최대우력(peak torque, %BW)과 총 일량(total

(149.46±37.55)이 ATD 집단(115.31±27.74)보다 통계적으로 유

10,23

work, %BW)을 측정하였다

.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4), 신전에서 KTD 집단
(301.23±64.40)이 ATD 집단(223.38±43.91)에 비해 통계적으로

3) 고유수용성 감각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1).
o

o

(1) 관절위치감각: 피험자의 무릎 각도는 신전 0 와 굴곡 90
o

o

범위까지로 제한하고 90 굴곡에서 인지된 각도인 신전 45 범위
o

를 재현하도록 하였다. 검사 전 목표각 45 에서 5초 동안 유지하여

o

2) 180 /sec에서의 슬관절 등속성 굴곡 및 신전의
최대우력의 차이

목표각을 인지시키고 대상자가 목표각을 능동적ㆍ수동적으로

집단 간 180o/sec에서 슬관절 등속성 굴곡 및 신전의 체중에

재현하도록 하였다. 각 3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목표각에서 벗어

대한 최대우력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Table 3과 같이 굴곡에서

24

난 오차각도의 평균값을 검사 결과로 채택하였다 .

KTD 집단(122.54±33.69)이 ATD 집단(97.77± 18.67)보다 통계적

(2) 수동운동역치: 수동운동역치 검사는 등속성 장비인 Humac

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29), 신전에서 KTD

NORM (CSMi)의 passive motion mode를 이용하였다. 피험자의

집단(201.62±33.60)이 ATD 집단(161.69±31.92)에 비해 통계적

o

o

슬관절을 45 에 고정시켜 놓은 후 0.25 /sec의 속도로 슬관절이
신전하도록 하여 피험자가 슬관절의 움직임을 인지하는 순간
스스로 정지버튼을 누르게 하였다. 2번의 연습 후 3회 반복 측정하
25

여 오차값의 평균을 결과값으로 사용하였다 .
3. 자료 분석

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5).
o

3) 300 /sec에서의 슬관절 등속성 굴곡 및 신전의
최대우력의 차이
집단 간 300o/sec에서의 슬관절 등속성 굴곡 및 신전의 체중에
대한 최대우력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Table 3과 같이 굴곡에서

본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들은 IBM SPSS ver. 21.0 (IBM

KTD집단(115.15±31.10)이 ATD집단(93.77±18.22)보다 통계적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치(mean±stan-

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43), 신전에서 KTD

dard deviation)를 산출하였으며, 집단 간 슬관절의 굴곡근-신전근
비율, 근력, 고유수용감각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였다. 이때 모든 통계의 유의 수준은
α=0.05로 설정하였다.

Table 2. Difference in the ratio of the muscle strength of
the knee
Group

Mean±SD

F

p-value

ATD
KTD

51.65±6.52
50.85±11.64

0.041

0.830

SD: standard deviation, ATD: anterior cruciate ligament
injured Taekwondo demonstration player, KTD: Kukkiwon
Taekwondo demonstration 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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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168.15±29.18)이 ATD집단(143.46±29.06)에 비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41).

5) 180 o/sec에서의 슬관절 등속성 굴곡 및 신전의 총
일량의 차이

o

4) 60 /sec에서의 슬관절 등속성 굴곡 및 신전의 총
일량의 차이

o

집단 간 180 /sec에서의 슬관절 등속성 굴곡 및 신전의 체중에
대한 총 일량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Table 4와 같이 신전에서

o

집단 간 60 /sec에서 슬관절 등속성 굴곡 및 신전의 체중에

KTD 집단(2,060.46±261.05)이 ATD 집단(1,757.46± 308.99)보다

대한 총 일량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Table 4와 같이 굴곡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p=0.012), 굴곡에서는 차

KTD 집단(806.92±212.90)이 ATD 집단(635.31± 151.98)보다 통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26), 신전에서
KTD 집단(1,494.77±217.30)이 ATD 집단(1,149.31±275.78)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2).

Table 3. Difference in the peak torque of the knee extension-flexion muscle strength between groups
Angular velocity
o

60 /sec

Motion

Group

Mean±SD

F

Flx

ATD
KTD
ATD
KTD
ATD
KTD
ATD
KTD
ATD
KTD
ATD
KTD

115.31±27.74
149.46±37.55
223.38±43.91
301.23±64.40
97.77±18.67
122.54±33.69
161.69±31.92
201.62±33.60
93.7±18.22
115.15±31.10
143.46±29.06
168.15±29.18

−2.638

0.014*

−3.601

0.001***

−2.319

0.029*

−3.106

0.005**

−2.139

0.043*

−2.162

0.041*

Ex
180o/sec

Flx
Ex

300o/sec

Flx
Ex

p-value

SD: standard deviation, Flx: flexor, Ex: extensor, ATD: anterior cruciate ligament injured Taekwondo demonstration player,
KTD: Kukkiwon Taekwondo demonstration player.
*p＜0.05, **p＜0.01, ***p＜0.001.

Table 4. Difference in the total work of the knee extension-flexion muscle strength between groups
Angular velocity

Motion

Group

Mean±SD

F

p-value

Flx

ATD
KTD
ATD
KTD
ATD
KTD
ATD
KTD
ATD
KTD
ATD
KTD

635.31±151.98
806.92±212.90
1,149.31±275.78
1,494.77±217.30
937.00±223.32
1,132.54±364.19
1,757.46±308.99
2,060.46±261.05
1,663.85±432.19
1,779.77±541.02
143.46±29.06
168.15±29.18

−2.366

0.026*

−3.548

0.002**

−1.650

0.112

−2.701

0.012*

−0.604

0.552

−1.986

0.059

o

60 /sec

Ex
180o/sec

Flx
Ex

300o/sec

Flx
Ex

SD: standard deviation, Flx: flexor, Ex: extensor, ATD: anterior cruciate ligament injured Taekwondo demonstration player,
KTD: Kukkiwon Taekwondo demonstration player.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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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fference of the joint position sense between
groups

Table 6. Difference of the threshold to detection of
passive motion between groups

Motion

Group

Mean±SD

F

p-value

Group

Mean±SD

F

p-value

AJPS

ATD
KTD
ATD
KTD

3.42±2.77
3.36±2.79
10.16±6.23
7.58±4.45

0.056

0.955

ATD
KTD

1.39±0.94
2.06±1.14

−1.628

0.117

1.218

0.235

PJPS

SD: standard deviation, AJPS: active joint position sense,
ATD: anterior cruciate ligament injured Taekwondo demonstration player, KTD: Kukkiwon Taekwondo demonstration player, PJPS: passive joint position sense.
o

6) 300 /sec에서의 슬관절 등속성 굴곡 및 신전의 총
일량의 차이
o

SD: standard deviation, ATD: anterior cruciate ligament
injured Taekwondo demonstration player, KTD: Kukkiwon
Taekwondo demonstration player.

1. 슬관절 굴곡근-신전근 비율
Lee와 Shin3은 태권도 시범단 단원들에게 있어서 슬관절 부상
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보고하였으며, 전방십자인대 수술
후 근육의 불균형으로 인해 슬관절의 굴곡근과 신전근의 비율이

집단 간 300 /sec에서의 슬관절 등속성 굴곡 및 신전의 체중에

현저히 낮아진다고 하였다. 정상적인 슬관절의 굴곡근과 신전근

대한 총 일량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Table 4와 같이 굴곡과 신전

의 비율은 50% –70%으로13, 50% 미만일 경우 굴곡근의 약화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해 전방십자인대의 부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70% 초과인

3. 고유수용성 감각의 차이
1) 관절위치감각의 차이

경우 신전근의 약화로 무릎 내부의 부상을 동반한다고 하였다11-13.
본 연구결과 전방십자인대 손상 경험이 있는 ATD 집단은
51.65%, 경험이 없는 KTD 집단에서는 50.85%로 두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 집단 모두 정상

집단 간 슬관절 능동적ㆍ수동적 관절위치감각의 차이를 확인

범위의 슬관절 굴곡근-신전근 비율을 나타냈으나, 그 비율이 50%

한 결과 Table 5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에 가까워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않았다.

태권도의 특성상 슬관절의 신전동작이 발차기 및 격파의 주된

2) 수동운동역치의 차이
집단 간 슬관절 수동운동역치를 확인한 결과 Table 6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

찰

동작으로 반복적인 기술훈련으로 인해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재손상 및 부상예방을 위해서는 슬관절
굴곡근과 신전근의 이상적인 근력 비율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등속성 근력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슬관절 신전근과 굴곡근의 근력은

태권도 시범은 기술격파의 비중이 커지면서 회전, 점프 후

감소하며, 특히 대퇴 근력의 약화로 인해 슬관절의 불안정성이

착지 등 고난이도 동작으로 부상에 노출되어 있으며, 환부의

증가하게 된다26. 이처럼 스포츠 활동 중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후에도 재활이 불완전한 상태로 스포츠 현장에 복귀하여

외력에 견딜 수 있는 근력이 필요하며, 선수들의 부상의 발생의

재손상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특히 근력의 보강 위주의

빈도는 근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 따라서 현장으로

훈련이 아닌 기술위주의 반복 치중한 훈련을 지속할 경우 특히

복귀 이전에 충분한 재활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절의 불안

더 위험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실시한

정성, 슬관절의 이차적인 손상을 유발하고 근력의 부족으로 다시

시범단원과 전방십자인대 손상 경험이 없는 시범단원을 대상으로

전방십자인대의 재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

23

27

슬관절 굴곡근-신전근의 비율, 등속성 근력, 고유수용성 감각을

본 연구결과 체중 당 최대우력에서 각속도 60o/sec, 180o/sec,

비교 분석하여 태권도 시범 단원들의 전방십자인대 부상 후 재손

300o/sec의 신전근, 굴곡근에서 모두 KTD 집단이 ATD 집단보다

상 예방과 수술 후 재활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체중 당 총 일량에서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KTD 집단이 ATD 집단보다 각속도 60o/sec에서는 신전근, 굴곡근
이 각속도 180o/sec에서 신전근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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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대퇴근력 결손율은 환측이 건측과

판단된다.

28

비교해 6개월 경과 시 24% –40.5%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
따라서 전방십자인대 부상 후 복귀한 시범단원들이 수술을 하지
않은 시범단원에 비해 하지의 근력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확인하
였으며, 굴곡근과 신전근의 이상적인 근력비율을 맞춤과 동시에
전체적인 근력의 향상과 스포츠현장으로의 복귀 기준에 부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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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십자인대 손상 후 성공적인

복귀를 위해서 근력의 향상과 함께 슬관절의 기능적인 안정성을
17

제공하는 고유수용감각의 회복이 재손상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 .
본 연구에서 고유수용감각을 측정한 결과 능동적ㆍ수동적
관절위치검사, 수동 운동 역치 검사에서 모두 두 집단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전방십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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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정도로 회복하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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