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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 골관절염 환자의 슬관절 주위근의 근력비와 Q-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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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scle Strength Ratio and Q-angle in Patients With Osteoarthritis

of The Knee: A Comparative Study With Healthy Persons

Kim, Suhn-yeop. Ph.D., P.T.1)

Dept. of Physical Therapy, College of Health Science,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The quadriceps-angle (Q-angle) and the ratio of hamstring/quadriceps (H/Q) are important for the sta-

bility of the knee and for protection from excessive stres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Q-angle and H/Q ratio with and without knee osteoarthritis. We compared knee os-

teoarthritis patients with symptom-free women. The mean age of the patients in the arthritis group (25

women, osteoarthritis) was 59.7 years. The non-arthritis group consisted of 25 women with a mean age

of 55.2 years. Of the 25 women with osteoarthritis, 5 had the condition in their left knee, 5 had it in their

right knee, and 15 had it on both side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knee Q-angle of the

left and right knees of the arthritis group and the non-arthritis-group (p>.05). The strength of all the

muscles around the involved right knee in the arthritis group was significantly weaker than that of the

non-arthritis group (p<.05). However, in the left knee, only the strength of the knee extensors and in-

ternal rotators was significantly weaker than that of the non-arthritis group (p<.05). The Q-angle was

not associated with the H/Q ratio and internal rotators/external rotators ratio of the involved knee in the

arthritis group (p>.05). Neither was the Q-angle associated with the pain level of an involved knee in the

arthritis group (p>.05). The knee pain was not associated with the H/Q ratio of the involved knee in the

arthritis group (p>.05). The Q-angle was not associated with the ratio of H/Q and pain level of the in-

volved knee in the osteoarthritis women.

Key Words: Knee osteoarthritis; Pain; Quadriceps-angle; Ratio of Hamstring/Quadriceps.

Ⅰ. 서 론

슬관절은 인체의 많은 관절들 중 손상이나 질병, 발달

손상 등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관절 중 하나이다. 미국의

경우 노인들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슬관절 골관절염이다 (Guccione 등,

1994). 상지의 관절들과 달리 슬관절은 체중지지를 해야

하며 운동성도 동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슬관절은

고관절보다 구조가 더 복잡하며, 인체에서 가장 긴 두

개의 지렛대를 연결하는 관절이고, 고관절과 족관절보다

도 더 노출된 상태로 있다 (배성수 등, 2001). Ike 등

(1992)은 슬관절 골관절염 (osteoarthritis)의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아마도 연골의 점진적인 침식

(erosion)과 그로 인한 연골하골의 파괴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골관절염은 관절의 연골에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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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절 질환 중 가장 흔하며 만성 장애를 초래하는

대표적 질환이다. 65세 이상의 성인에 있어 50% 이상

이 방사선 소견상 골관절염의 소견을 보이고, 75세 이

상에 있어 적어도 한 관절 이상에서 퇴행성 변화가 관

찰된다. 골관절염은 방사선 소견과 함께 임상 증상이

동반되어야 진단되어지는데, 임상 증상은 관절주위의

통증, 강직 그리고 운동 장애로 대개 서서히 시작되며

손상된 관절을 과다 사용한 후 유발되는데 휴식에 의해

통증이 호전되는 특징이 있다. 가장 흔하게 침범되는

관절은 체중부하가 많은 하지의 슬관절과 고관절이며,

관절 경직(joint stiffness)은 초기부터 나타나고 후기에

강직(ankylosing)이 나타날 수 있다. 근육의 약화나 구

축으로 고관절 굴곡과 내전이, 슬관절의 굴곡과 내・외

반슬 기형이 발생할 수 있다. 골관절염 환자들은 일상

생활동작의 어려움과 통증이 증가되고, 신전과 굴곡을

위한 근력 즉 대퇴사두근과 슬괵근의 지구력 그리고 속

도가 유의하게 감소한다 (Fisher와 Pendergast, 1997).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들의 슬관절 신전근의 근력 약화

는 매우 흔한 증상 중 하나이며, 이는 통증으로 인한

근육의 무용성 위축의 결과라고 인식되어지고 있다

(Baker 등, 2004; Stevens 등, 2003; Slemenda 등,

1997). 그러나 이러한 근력 약화가 골관절염의 진행에

원인적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의문도 여전히 있다. 골

관절염은 관절의 고유수용성감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Hassan 등, 2001; Hortobagyi 등, 2004; Hurley

등, 1997; Pai 등, 1997) 이러한 고유수용 감각의 문제

는 특히 기능적 손상과 관계가 있다.

슬관절의 정렬과 관련된 평가는 몸 전체의 비정상적

구조적 변이를 알아내는데 유용하다. 슬관절의 올바른

배열은 대퇴 내측광근과 외측광근의 근균형에 의해 좌

우되며 이러한 근육간에 발생되는 힘은 대퇴사두근각

(quadriceps angle: Q-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Devan

등, 2004; Leveau와 Rogers, 1980). 슬관절부 주위근육

들의 불균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립자세나 보행

할 때, 체중지지의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관절인 슬

관절의 Q-각 측정은 매우 중요하다(Woodland와

Francis, 1992). Q-각의 이상과 관련된 요소로는 대퇴

골 전염각(anteversion), 경골의 외적 염전(external

tibial torsion), 경골 골절의 외측 전이(laterally dis-

placed) 그리고 슬내반(genu valgus) 등이 있다

(Huberti와 Hayes, 1984).

대퇴사두근과 슬괵근의 근강도의 비(hamstring/quad-

riceps ratio: H/Q비)는 과도한 스트레스로부터 슬관절

부를 보호하고 안정성에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강군순 등, 1991; Hayes와 Falconer, 1992; Tan

등, 1995). Hall 등(1993)은 역학적으로 슬관절의 H/Q비

는 골관절염이나 슬관절 질환 발생시 그 비가 변화되어

진다고 하였다. 골관절염환자에서 슬관절부의 두 근육의

강도는 대개 모두 약화되나 특히 대퇴사두근에 더 큰 약

화가 일어난다(Haywes와 Falconer, 1992). O'Reilly 등

(1998)은 대퇴사두근의 근력이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의

통증과 기능장애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한 바

있다. 골관절염 환자의 대퇴사두근의 근력은 특히 자신

의 체중에 대한 상대적 근력이 임상적 의미가 있다

(Slemenda 등, 1998).

본 연구는 슬관절 골관절염 진단을 받은 50대 연령

층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Q-각과 슬관절 주위근의 근력

균형상태, 통증 정도간에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같은 연

령층의 정상인과 비교해 보고자 실시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일부 병의원의 외래

환자 중 슬관절 골관절염 진단을 받은 50대 여성으로

연구의 참가에 동의한 25명(골관절염군)과 슬관절 부위

에 골관절염이 발생되지 않은 50대 여성 25명(비관절

염군)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비관절염군으로 선정한

대상자들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하지부위에 다른 질병

이나 병력이 없는 사람, 신경학적 문제로 인한 협응 능

력이 저하되거나 운동감각에 결손이 없는 사람, 엎드리

는 자세, 서기 자세가 가능한 사람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1) Q-각 측정법

본 연구에서는 Q-각 측정을 위하여 체중부하를 하는

바로 선 자세에서 측정하였다. 먼저 대상자들을 똑바로

서게 하고 고관절은 내회전과 외회전에 대하여 중간위

치에서 양 외측과 사이를 10 ㎝정도 벌리게 하여 측정

하였다. 먼저 전상장골극과 슬개골 중심점, 경골결절의

중심을 촉지하여 스티커를 부착하였고(그림 1), 그들을

잇는 선이 교차하는 곳에 생기는 각을 각도계로 측정하

였다. 이렇게 측정 후 의자에 앉히고 다시 일어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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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관절염군

(n1=25)

비관절염군

(n2=25)

계

(N=50)

연령(세)

체중(㎏)

신장(㎝)

발병 시기(개월 전)

물리치료 받은 기간(개월)

주당물리치료 받은 횟수(일)

59.68±7.15
a

58.20±6.81

155.04±2.95

46.18±71.08

31.69±58.43

3.60±1.80

55.20±7.15

57.04±4.49

156.56±3.65

-

-

-

57.44±7.43

57.62±5.74

155.80±3.37

-

-

-

a
평균±표준편차

그림 1. Q-각 측정 방법

고 다시 측정하는 것을 세 번 반복하여 그 평균값을 측

정치로 정하였다.

2) 근력측정 방법

근력측정은 연구대상자들을 엎드린 자세에서 슬관절

을 90도 굴곡한 자세로 시행하였다. 측정 전에 관절염

환자에 한해서는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

하도록 주의 시켰다. 근력에 대한 측정 항목은 슬관절

의 굴곡근, 신전근, 외회전 및 내회전근에 네 가지로 모

두 3회 시행하고 그 평균을 측정치로 하였다. 근력 측

정에는 Microfet Muscle Tester의 일종인 Hand

Evaluation kit1)를 사용하였다. 근력의 측정부위는 검

사하고자 하는 근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다. 굴곡근

의 측정은 아킬레스건 바로 위에서 측정하였다. 신전근

의 측정은 굴곡근 측정부위와 동일한 높이의 전면에서

측정하였다. 외회전근의 측정은 내측 복사뼈 바로 윗부

분에서 측정하였고, 내회전근은 외측 복사뼈 바로 위에

서 측정하였다. 측정 시에 검사하려는 동작을 미리 수

동으로 가르쳐준 뒤, 측정부위에 측정기를 대고 그 상

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검사자가 그와 반대방향으로 힘

을 주었다. 측정 바로 직전에 하나, 둘, 셋 구령으로 시

작을 알려주고 셋과 동시에 빠르고 강한 저항을 적용하

였다. 대상자가 버티려는 힘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시

점에서 기구를 떼고 기록자에게 확인시킨 후 기록하도

록 하였다. 근력의 측정 단위는 파운드(Ib)로 하였다.

3) 통증 측정 방법

관절염군의 통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시각상사척

도(Visual Analogue Scale)를 사용하였다. 10 ㎝의 직

선에 왼쪽 끝은 통증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오른쪽 끝

은 최고로 아픈 상태로 정하고, 환자가 현재 느끼는 통

증의 정도를 직접 표시하도록 하였다. 표시된 부위의

길이를 통증 정도로 정하였다.

4) 분석방법

실험전에 작성한 설문지와 측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

를 부호화 한 후 윈도용 SPSS version 10.0 통계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관절염군과 비관절염군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frequency) 분석과 기술

(descriptive) 분석으로 Q-각, 근력비, 통증 정도를 비

교하기 위해서는 t-검정을 이용하였고, Q-각과 근력비

그리고 통증 정도간에 각각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Pearson-correlation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통계

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유의 수준을 α=.05로 정하였다.

1) Model 5030kit, Presto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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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관절염군과 비관절염군의 슬관절 Q-각 비교

단위 : 각(°)

관절염

침범측

관절염군

(n1=25)

비관절염군

(n2=25)
t-값

우측 16.95±2.28
a

17.12±2.42 .721

좌측 18.05±2.70 17.12±2.80 1.123

a
평균±표준편차

그림 2. 슬관절 골관절염 침범 부위

표 3. 골관절염군과 비관절염군의 슬관절 주위근 근력 비교

단위 : 파운드(Ib)

관절염 침범측 측정 근육
관절염군

(n1=20)

비관절염군

n2=25)
t-값

우 측

굴곡근

신전근

내회전근

외회전근

15.15±2.83

19.91±3.31

14.43±2.53

16.23±2.37

17.83±2.63

23.99±3.81

17.78±1.98

19.96±3.30

-3.286*

-3.782*

-4.982*

-4.251*

좌 측

굴곡근

신전근

내회전근

외회전근

16.73±3.64

18.81±4.74

14.66±3.97

17.88±3.88

17.69±2.77

23.12±4.87

17.37±2.93

19.48±3.63

-1.007

-2.982*

-2.635*

-1.423*

*p<.05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관절염군의 평균 나이는 59.7세, 표준편차 7.15였고,

비관절염군은 55.2세, 표준편차 7.15였다. 두 군의 평균

신장은 155.8 ㎝, 표준편차 3.37이었고, 평균 체중은

57.62 kg, 표준편차 5.74였다. 관절염군의 발병 시기는

평균 46.18개월 전, 표준편차 71.08이었고, 물리치료를

받은 기간은 평균 31.69 개월, 표준편차 58.43이었다. 주

당 물리치료를 받은 회수는 평균 3.60회, 표준편차 1.80

이었다(표 1).

2. 골관절염이 발생된 슬관절 부위

골관절염이 발생된 슬관절 부위는 우측이 5명, 좌측이

5명, 양측 모두에 발생한 경우가 15명이었다(그림 2).

3. 대퇴사두근각 (Q-각)의 비교

골관절염이 침범된 관절염군의 좌측과 우측 슬관절의

Q-각을 각각 비관절염군의 같은 부위와 비교한 결과,

관절염군의 우측 슬관절이 16.95°, 좌측이 18.05°(표

2), 비관절염군의 슬관절은 좌우측 모두 17.12°나타났

다. 좌우측 모두 두 군간에 유의한 각도의 차이는 없었

다(p>.05).

4. 슬관절 주위근의 근력 비교

좌측과 우측 슬관절의 근력을 비교해 본 결과 (표

3), 우측의 굴곡근이 15.15 Ib, 신전근이 19.91 Ib, 내

회전근이 14.43 Ib, 외회전근이 16.23 Ib로 비관절염군

에 비해 모두 유의하게 작았다(p<.01). 좌측 슬관절의

신전근은 18.81 Ib, 내회전근이 14.66 Ib로 비관절염군

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05), 굴곡근과 외회전근

은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p>.05). 두 군의 슬관절 주

위근 근력을 비교한 그림에서 두 군 모두 슬관절 신전

근이 가장 강했으며 그 다음이 외회전근이었고, 굴곡근

과 내회전근은 비슷한 근력을 보였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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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Q-각과 근력비의 상관관계

침범된 슬관절의

Q-각

근력비

굴곡근/

신전근

내회전근/

외회전근

우측(n1=20) .295
a

.361

좌측(n2=20) .015 .209
a
상관계수

표 5. Q-각과 통증 정도와의 상관관계

침범된 슬관절의 Q-각 통증 정도†

우측 (n1=20) -0.295
a

좌측 (n2=20) 0.799
a
상관계수,

†
통증 범위: 1～10

표 6. 통증 정도와 근력비의 상관관계

침범된 슬관절 부위의

통증 정도†

근력비

굴곡근/

신전근

내회전근/

외회전근

우측 (n1=20) .314a .519

좌측 (n2=20) -.547 -.232
a
상관계수,

†
통증 범위: 1～10

그림 4. 슬관절 굴곡근/신전근 근력 비교

그림 3. 두 군간의 슬관절 주위근의 근력 비교

5. Q-각과 슬관절 근력비와의 상관관계

골관절염이 발생된 슬관절의 Q-각과 굴곡근/신전근

그리고 내회전근/외회전근 근력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표 4) 우측, 좌측 모두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

았다(p>.05).

6. Q-각과 통증 정도와의 상관관계

골관절염이 발생된 슬관절의 Q-각과 그 부위에 나타

나는 통증의 정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좌우 모

두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표 5)

(p>.05).

7. 슬관절의 굴곡근/신전근, 내회전근/외회전근

근력비 (H/Q ratio) 비교

골관절염 환자와 비관절염군의 슬관절 신전근과 굴

곡근, 내회전근과 외회전근의 근력비를 비교한 결과

(그림 4), 두 군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좌측과 우측 슬관절의 근력비도 차이가 없었다(p>.05).

8. 통증 정도와 슬관절 근력비와의 상관관계

슬관절의 골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의 정도와 근력비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표 6), 전반적으로 두 변

수 간에 상관관계가 없었다(p>.05).

Ⅳ. 고찰

슬관절의 구조는 복잡하며 통증이 일어나기 쉬운 부

위이다. 슬관절의 안정성과 기능은 슬관절 주위의 인대

및 강한 근육의 작용으로 일어나며 활액막 구조로서 골

관절염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절이다. 슬관절이

무게 하중을 받음으로 통증이 유발되며 그로 인해 장시

간 앉는 자세를 취한 후에는 강직이 동반되는 초기증상

들이 나타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자신의 체중에 대한

상대적인 대퇴사두근의 근력 약화는 슬관절 골관절염

발생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Slemenda 등,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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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각은 전상장골극에서 슬개골의 중심점을 연결한

선과 슬개골 중심점에서 경골 결절 사이를 연결한 선이

이루는 각을 의미하며(Messier와 Pittala, 1988) 비정상

적인 Q-각은 하지의 손상을 초래하여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상관성이 있다. 슬관절의 이상은 관절 조직의

느슨함(laxity)을 야기할 수 있고, 이 느슨함은 슬관절

주위근의 근력과 신체적 기능 정도에 영향을 주며

(Baker 등, 2004), 골관절염의 슬관절 주위근의 근력 강

화 치료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고 한다(Sharma 등,

1999). Q-각은 대퇴사두근의 작용선과 대퇴골이 이루는

각도이며 해부학적으로 전두면에서 측정한다(권혁철,

1998; Ando 등, 1993). Q-각 측정 시에 Schulthies 등

(1995)은 양발을 대전자 넓이만큼 벌리고 측정하도록

제안하였으며, Hsu 등(1990)은 양측 외측과 사이를 30

㎝ 띄우고 측정하도록 하였다. Q-각의 측정 자세에 따

라 각도에 차이가 날 수 있다. Woodland와

Francis(1992)는 바로 선 자세와 바로 누운 자세에서

Q-각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바로 누운 자세에서 여자는 15.8°, 남자는

12.7°였고, 바로 선 자세에서 여자는 17.0°, 남자는 13.6°

였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바로 선 자세에서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상 성인의

Q-각은 15o로 알려져 있으며(Ando 등, 1993;

Dehaven 등, 1980), 이 각이 커질수록 슬관절에 외반

력(valgus force)이 작용하게 되어 동통 등과 같은 비

정상적 증후가 발생하기 쉽다(D'amico와 Rubin, 1986).

Leveau와 Roger(1980)는 슬개골의 배열이 Q-각에 좌

우되며 이러한 Q-각은 슬관절의 외반 및 대퇴사두근의

역학적 힘과 관계된다고 하였다. 이는 Q-각 측정으로

근력 상태와의 상관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정상적인 Q-각은 연구들마다 약간은 다르게 보고

되고 있는데, Hvid 등(1981)은 남성은 15°, 여성은 20°

보다 크면 비정상이라 하였고, Hughston 등(1984)은

남성 8~10°, 여성은 12~16° 보다 크면 비정상적인 Q-

각이라 하였다. 본 연구는 골관절염으로 인한 슬관절

주위근의 근력 약화 증상과 구조적 배열이상을 결정하

는 Q-각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O'Reilly 등(1998)은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 300명과

슬관절 통증이 없는 정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대퇴사

두근의 근력과 작용(activation) 상태, 통증과 기능장애

수준 등을 조사 비교한 결과, 슬관절 통증이 없는 사람

에 비해 통증이 있는 사람의 슬관절 신전근의 근력이

유의하게 적었으며, 불안과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상태도

더 좋지 않았다고 하였다. Fisher와 Pendergast(1997)는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의 근육 기능과 기능적 능력이 감소

되어진다고 하면서, 슬관절 주위근의 근력강화가 지구력

과 속도 증가와 기능적 의존도 및 동통 감소에 효과가 있

을 것이라고 하였다. 역으로 슬관절 골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의 감소가 대퇴사두근의 최대수의수축력의 향상을 가

져올 수 있다(Hassan 등, 2002). 본 연구는 정상인과 골

관절염 환자의 근력을 비교해보고 그로서 Q-각에 초래

되는 영향을 확인하여 관절염 환자에 대한 근력강화의

치료적 중요성을 뒷받침하고자 연구가 시도되었다. 근

력비와 통증의 정도는 Q-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골관절염이 발생한 좌측과 우측 슬관절

을 구분하여 측정한 결과, 발생부위에 따라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비관절염군과 관

절염군의 슬관절 굴곡근과 신전근의 근력 차이와 외회

전근과 내회전근의 근력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p<.05). 이것은 발생된 통증에 의한 영향이었을 것이

라 사료된다.

여러 연구들에서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의 슬관절 신

전근이 정상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약화가 발생된다는

보고가 있었고(Lewek 등, 2004; Fisher와 Pendergast,

1997; Slemenda 등, 1997; Hall 등, 1993; Hayes와

Falconer, 1992), 근력강화 운동이 골관절염으로 인한

관절 통증과 관절 강직, 운동성(mobility) 등의 문제 해

결에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들이 있었다(O'Reilly 등,

1998; Schilke 등, 1996). 골관절염 환자의 근력 약화

는 관절 통증 발생으로 인한 반사적 억제(reflex in-

hibition)에 의한 결과로 여겨지고 있으며, 통증 정도와

슬관절 굴곡근/신전근의 근력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Hayes와 Falconer, 1992).

정상적인 슬관절의 H/Q비는 약 .6인데 비해

(Ostering, 1986; Wyatt와 Edwards, 1981) 골관절염

환자의 경우 그 수치가 증가되며 이는 관절의 기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Hall 등, 1993). H/Q

비의 증가는 슬관절 굴곡근의 작용이 상대적으로 증가

됨을 의미하며, 결국 슬관절에 가해지는 정상적인 부하

의 분배 상태가 변화되어 손상이나 질환의 진행을 촉진

하게 된다(Hortobagyi 등, 2005). Devan 등 (2004)은

여자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슬관절의 전

반슬과 H/Q 비의 감소가 과사용성 슬관절 손상 발생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슬관절부의 통증은 고관절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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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의 근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고관절 외전근

과 외회전근의 근력이 유의하게 약화된다고 한다

(Ireland 등, 2003). Tan 등(1995)은 슬관절 골관절염

으로 인해 슬관절 통증이 있는 군과 통증이 없는 군 그

리고 정상인 군을 대상으로 굴곡근과 신전근의 근력을

비교하여, 정상인에 비해 신전근/굴곡근의 근력비가 차

이가 없었다고 하였고 Yamada 등, 2001), 슬관절 굴곡

근의 근력 약화도 신전근과 차이가 없었다고 하면서,

재활 과정 중에 신전근과 함께 굴곡근의 근력 유지를

위한 운동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Pap 등(2004)은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의 물리치료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대퇴사두근의 운동 기능을 향상시

키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바이오피드백

(biofeedback)이나 신경근 전기자극치료기

(neuromuscular electrical stimulation)와 같은 치료

장비를 이용한 근력 강화와 근육 활성도(activation)의

향상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Stevens 등, 2003;

Talbot 등, 2003).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의 경우 체중

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Mangione 등(1996)은 골관

절염 환자에게 체중부하를 줄여준 상태에서 트레드밀

위 걷기 운동을 실시한 결과, 산소소모량과 심박동수는

감소되나, 통증 감소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고 하였

다. 또한 골관절염 환자의 관절 강직과 통증 조절을 위

해 임상에서 흔히 사용되어지고 있는 초음파 치료가 슬

관절 골관절염의 통증 감소와 관절가동범위의 증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보고가 있었다(Falconer 등,

1992). Foley 등(2003)은 골관절염 환자의 수중운동치

료와 지상에서의 체조(gym) 운동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무작위 대조 실험(randomized clinical trials)을

실시한 결과, 신체적 기능 수준과 대퇴사두근의 근력이

두 군 모두 비관절염군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이 전반적으로 굴곡근과 내

회전근의 근력이 좌우측 모두 신전근과 외회전근보다

약한 경향을 보였으며, 굴곡근과 신전근의 근력비와

Q-각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골

관절염 환자에 있어서 발생된 통증 정도와 Q-각과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Leveau와 Roger(1980)의 연구결과와 Karst와

Jewett(1993)의 연구결과인 근력이 Q-각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결론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Q-각

의 변화에 따라 슬관절에 통증이 야기될 수 있다는

D'amico와 Rubin(1986)의 연구결과와도 차이가 있었다.

환자의 Q-각의 변화가 약화된 근육의 강화 운동으로

인하여 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의 여부는 향후

실험에 의하여 더욱 정확하게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슬관절의 병변 중 골관절염에서의 조사

만을 시행하였으므로 일반적인 슬관절 병변에 대한 결

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느 정도 제한점이 있다고 판단

되어지며, 슬관절의 고유수용감각은 관절의 안정성과

기능 유지 및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Hassan 등,

2001; Hurley 등, 1997; Pai 등, 1997). 향후 골관절염

환자의 슬관절 주위근의 근력과 관절 고유수용감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중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슬관절 골관절염 진단을 받은 50~60대 여

성들을 대상으로 대퇴사두근각(Q-각)과 슬관절 주위근

의 근력상태, 통증 정도 간에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같

은 연령층의 정상인과 비교하였다. 대상자는 관절염군

25명과 슬관절부에 관절염이 발생되지 않은 같은 연령

층의 여성인 비관절염군 25명으로 구분하였다.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관절염군의 평균 나이는 59.7세였고, 비관절염군의

평균 나이는 58.2세였다. 관절염군의 발병 시기는 평균

46.2개월 전이었다.

2. 슬관절 골관절염이 발생된 부위는 우측과 좌측이

각각 5명, 양측 모두에 발생된 환자가 15명이었다.

3. 관절염군과 비관절염군의 슬관절 Q-각은 좌측과

우측 모두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4. 관절염군의 우측 슬관절 주위근의 근력은 굴곡근,

신전근, 내회전근, 외회전근이 모두 유의하게 비관절염

군에 비해 약했으나(p<.05), 좌측 슬관절의 근력은 신전

근과 내회전근만이 관절염군이 유의하게 더 약하였다

(p<.05).

5. 관절염군에서 관절염이 침범된 슬관절의 굴곡근/

신전근 근력비와 내회전근/외회전근 근력비는 Q-각의

크기와 좌우측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p>.05).

6. 관절염군에서 관절염이 침범된 슬관절의 통증 정

도는 좌우측 모두 Q-각의 크기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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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절염군에서 관절염이 침범된 슬관절의 굴곡근/

신전근 근력비와 내회전근/외회전근 근력비는 통증 정

도와 양측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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