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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에서는 무릎 보조도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와 착용한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동작 시의 무릎 근육의 활성도 차이를 

비교하여, 착용형 무릎 보조도구가 무릎 뼈관절염을 가진 노인들의 하지 근육의 근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

과, 무릎 보조도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 비해 보조도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안쪽넓은근과 가쪽넓은근의 근 활성도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무릎 보조도구가 앉았다 일어서기 동작 시 하지 근육을 보조하여 근 활성도를 

감소시키는 등 무릎의 뼈관절염을 가진 노인들의 일상생활 보조에 유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I. 서론

  근골격계의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인 뼈관절염은 관절

과 관절 주변의 조직 및 근력 손실 등을 발생시키는 관

절 질환으로 무릎 관절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앉았다 일어서기 동작은 하지의 닫힌 사슬에서 무릎을 

굽힌 상태를 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넙다리네갈래근의 

근력이 약화된 뼈관절염 환자는 이러한 동작을 수행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

  파워렉은 무릎 착용형 보조도구로, 착용 시 무릎 뒤쪽 

편에 위치되는 6개의 특수 스프링을 통해 무릎 굽힘 상

태에서 반발력을 발생시켜 사용자의 무릎 폄 동작을 보

조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착용형 무릎 보조도구인 파워

렉이 무릎의 폄 동작 시 실제로 하지의 근력을 보조하는

지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가진 노

인을 대상으로 무릎 보조도구인 파워렉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와 착용한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에서의 근 

활성도를 비교하여, 착용형 무릎 보조도구인 파워렉이 

무릎의 뼈관절염을 가진 노인들의 하지 근육의 근 활성

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무릎 관절염을 가진 노인 8명을 대상으

로 하였다.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65세 

이상 노인, 2) 무릎의 뼈관절염을 진단 받은 지 6개월 이

상 된 자, 3)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자, 4) 최근 6개월

간 하지에 정형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은 자로 하였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68.5세(±3.38

세), 평균 신장은 163.88cm(±6.62cm), 평균 체중은 

62.75kg(± 5.39kg)이었다.

2. 연구절차

  본 연구 대상자들에게 무릎 보조도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의자에서 일어서기 동작을 3번 반복하도록 하였

다. 이 후 무릎 보조도구를 양쪽 무릎에 착용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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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의자에서 일어서기 동작을 3번 반복하도록 지시

하였다. 동작을 시행하는 동안 오른쪽 다리의 넙다리네

갈래근 중 안쪽넓은근, 넙다리곧은근, 가쪽넓은근에 근전

도 센서를 부착한 다음, 앉았다 일어서기 동작을 수행하

는 동안 발생하는 근 신호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시작 

자세는 의자에 앉았을 때 무릎 관절과 엉덩 관절이 90도 

굽힘 되도록 하였다.

3. 표면 근전도

  하지의 근 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표면 근전도

(sEMG, TringoTM Wireless, Delsys, Boston, MA, USA)

를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software Ver. 18.0 

(SPSS Software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앉았다 일어서기 동작 시 무릎 보조도구의 착

용 유무에 따른 안쪽넓은근, 넙다리곧은근, 가쪽넓은근의 

근 활성도 차이는 대응표본 T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Ⅲ. 결과

  가쪽넓은근의 근 활성도는 무릎 보조도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50.43%에서, 착용하였을 때 39.18%로 11.25%

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0.05). 안쪽넓은근의 근 활성도는 착용하였

을 때 57.15%에서, 착용하였을 때 40.93%로 16.22%가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하지만, 넙다리곧은근의 근 활성도는 무릎 보

조도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29.49%, 착용하였을 때 

24.32%로 5.17%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05).

Ⅳ. 논의

  본 연구에서는 무릎 보조도구인 파워렉을 착용하지 않

은 상태와 착용한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동작 시 하

지의 근 활성도의 차이를 비교하여 무릎 보조도구가 무

릎 뼈관절염을 가진 노인들의 하지 근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고, 그 결과, 무릎 보조도구를 착

용하지 않았을때에 비해 무릎 보조도구를 착용하였을 때, 

안쪽 넓은근과 바깥쪽 넓은근의 근 활성도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앉았다 일어서기 동작 시, 무릎 폄근이 다른 하지 근육

들보다 높은 비율로 활성화되기 때문에[1], 무릎의 뼈관

절염으로 인해 넙다리네갈래근의 근력이 약화되고 무릎 

관절의 안정성이 감소한 노인은 이러한 동작에 어려움을 

겪는다[2].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무릎의 뼈관절염을 가진 노인

들에게 보조도구를 적용하였을 때, 뼈관절염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넙다리네갈래근의 높은 피로도 및 

활성도가 감소되고 근력이 보조되어 뼈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무릎 보조도

구 또한 사용 시 넙다리네갈래근의 근 활성도가 감소되

어 근력이 보조될 수 있었고, 더불어 무릎 관절의 안정성 

증가와 함께 뼈관절염 질환의 진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다.

  최근, 노인 및 장애인의 일상 생활 보조나 재활 훈련을 

위한 장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3]. 하지만, 부피가 큰 장비의 경우 주변 환경에 따라 사

용이 어렵거나 사용자가 직접 조작 및 휴대하기 힘들다

는 제한점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파워렉이라는 

착용형 무릎 보조도구는 착용 및 사용 방법이 간단하면

서도,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며, 

무릎 관절에 직접 착용되는 방식으로 무릎의 폄 동작 시 

무릎 폄근을 효율적으로 보조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릎 뼈

관절염을 가진 노인들이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할 때 

유용한 보조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착용형 무릎 보조도구인 파워렉의 

영향에 대해 조사한 첫 논문이라는 점에서 임상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나, 대상자의 수가 적고, 넙다리네갈

래근의 근 활성도만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진

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한 질 높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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