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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복합 운동재활이 무릎넙다리통증증후군 태권도 선수들의 하지 근기능  사이토카인에 

미치는 융합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릎넙다리통증증후군 학 태권도 선수 20명(복합 운동재

활 집단 n=10, 통제집단 n=10)을 상으로 복합 운동재활(수 운동 주 3회, 항운동 주2회)을 8주 간 실시하 고, 

통계  유의성 검증은 SPSS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혼합 설계로써 반복측정에 의한 이원변량 분석을 실시 하

으며, 모든 유의성 검증은 α=.05 수 으로 설정하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복합 운동재활 집단이 각속도 

60°/sec의 피크토크(peak torque)는 처치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신근(p<.001)과 굴근(p<.01)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

다. 복합 운동재활 집단이 각속도 180°/sec의 평균 워(average power)는 처치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신근이 유

의하게 증가하 다(p<.001). 복합 운동재활 집단의 TNF-α 변화는 처치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하 다. 

따라서, 복합 운동재활 로그램이 무릎넙다리통증증후군 환자의 하지 근기능과 TNF-a의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

으로 사료된다.

• 주제어 : 태권도, 복합 운동재활, 무릎넙다리통증증후군, 하지 근기능, 인터루킨-6, 종양괴사인자-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d the converge effects of combined exercise 
rehabilitation on lower limb muscular function and cytokines in taekwondo player with patellofemoral pain 
syndrome. In this study, combined exercise rehabilitation(aquatic exercise 3 times a week, resistance 
exercise 2 times a week) was performed and 20 collegiate taekwondo player with patellofemoral pain 
syndrome(control group: n=10, combined exercise rehabilitation  group: n=10) were participated for 8 
weeks. Statistical significance verification was carried out by a two - way ANOVA repeated measures 
design as a mixture using the SPSS 18.0 program.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was set at 0.05.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ing. Peak torque was higher significantly in extensor(p<.001) and 
flexor(p<.01) at 60°/sec in the combined exercise rehabilitation group than the control group over combined 
exercise treatment period. Average power was higher significantly in extensor muscles at 180°/sec in the 
combined exercise rehabilitation group than the control group over combined exercise treatment period.(p 
<.01). The variable of TNF-a was higher significantly in the combined exercise rehabilitation group than 
the control group as over combined exercise treatment period.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a 
combined exercise rehabilitation program is effective in improving the  lower limb muscular function and 
TNF-a in Patellofemoral Pain Syndrome patient.

• Key Words : Taekwondo, Combined Exercise Rehabilitatio, Patellofemoral Pain Syndrome, Lower limb 
Muscular function, IL-6, TN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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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의 스포츠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선수들

의 경기력 향상을 한 효율 이고 안 한 트 이닝 방

법에 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노력

은 선수들의 운동수행 능력의 극 화와 함께 과도한 훈

련에 따른 운동상해의 험성도 차 증가되며, 수행력 

하와 선수생활의 지와 같은 매우 한 상황이 발

생하기도 한다[1,2]. 따라서, 선수생활에 치명 인 향을 

 수 있는 운동상해에 한 의학 인 치료뿐만 아니라 

효율 인 신체 , 정신  재활훈련을 실시하여 안 하고 

빠른 장 복귀를 한 노력이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

다[3]. 

태권도는 다른 스포츠 종목과 달리 격투기 종목으로

서 상해의 험이 상 으로 높고, 많은 태권도 선수들

이 훈련과 경기  크고 작은 부상을 경험한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한 과사용으로 인한 운동상

해 이후, 회복이 불완 한 상태로 운동을 재개함으로써 

완  회복을 기 하는 것이 실 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4].

태권도는 종목 특성상 하지 부 의 과사용으로 인한 

상해 빈도가 매우 높고, 다양한 발차기와 술훈련을 

한 동작으로 인해 무릎 과 주변 근육의 잦은 손상에 

의한 무릎 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나타난다. 과사용으로 인한 무릎 의 통증은 근육의 

불균형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며[5,6], 이러한 

원인에 의한 증상들은 무릎넙다리통증증후군(patellofemoral 

pain syndrome), 슬개 퇴배열 이상(patellofemoral malalignment), 

방연골연화증(chondromalacia patella), 오스굿슐라터 

병 (Osgood schlatter's disease), 추벽증후군(plica syndrome), 

슬개건 염(patellar tendonitis) 등 여러 가지의 진단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7,8,9]. 

그  무릎넙다리통증증후군(patellofemoral pain syndrome)

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릎넙다

리통증증후군은 과도한 운동과 연부 조직의 긴장  하

지의 부정렬, 그리고 근력의 약화, 근육의 유연성 부족 등

의 여러 요인들에 의해 슬개 퇴  방에 통증  불

안정성, 는 슬개골 후방의 만성 무릎  통증 등과 같

은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10,11].

다양한 운동을 통한 근 조직의 손상  근육의 통증은 

염증을 유발하며[12,13], 이 게 유발된 체내의 염증은 다

양한 형태의 통증과 만성피로로 나타나게 된다[14]. 

Well, Polkey 등[15]은 근육의 비 와 근조직의 강화

는 면역체계와 히 연 이 있으며, 이는 운동을 통한 

근기능의 증강이 체내 면역력을 높여주고 인체의 염증 

유발 인자의 증감에 향을 미칠수 있다고 하 다.

사이토카인(Cytokine)은 면역 조 성 수송단백질로 

면역세포에 의해 분비되며, 일반 으로 체내의 염증반응

에 여하는 펩타이드이다[16]. 

이  Interleukin-6(IL-6)와 TNF(tumor necrosis factor)-a

는 표 인 염증 진성 사이토카인으로 체내의 염증반

응과 면역체계에 한 매우 요한 지표로 보고되고 있

다[17,18]. 

Ostrowski 등[19]은 운동강도, 빈도, 형태에 의해서 

IL-6의 농도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고하 고, Kohut 등

[20]은 유산소성 운동집단과 근력운동집단의 실험 연구

에서 장기간의 운동 지속은 양 집단 모두 운동 형태에 

계없이 TNF-a의 농도가 감소되었다고 보고하 다. 운동

이 사이토카인의 증감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다

각 으로 진행되어왔고 근기능 개선에 효과 인 항성 

운동이 IL-6와 TNF-a의 감소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21,22].

무릎넙다리통증증후군의 치료는 수술  방법이 아닌 

물리치료와 재활운동과 같은 보존  방법을 통한 근력 

강화를 우선 인 치료 방법으로    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23,24], 근기능 증강을 통하여 무릎 의 연부조직의 안

정성 확보에 따른 통증의 경감과 IL-6와 TNF-a와 같은 

염증 인자의 감소도 기  할 수 있다.

무릎넙다리통증증후군 환자들에게는 무릎  손상

으로 인한  가동범 의 제한 등, 퇴부 의 근 기능

의 하가 래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한 재활운동으

로 워  최 근력 강화를 통한 하지의 교정과 통증 감

소효과를 기  할 수 있는 항운동을 시행해 왔다.

항운동을 통해 근기능 개선 효과를 기 할 수 있는 

재활운동 방법으로는 능동  도수 항 운동과[25] 재활

치료 분야에서 높은 치료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수  재

활운동 등이 보편 으로 시행되고 있다.

Devita 등[26]은 무릎 통증, 장경근막증후군, 요통이 

있는 환자들의 기 근력 평가와 재활을 해 도수 근력 

평가를 사용한다고 하 고, 능동 항운동은 재활의 

기 단계에서 근력과 근지구력의 회복이나 증진을 해 

이루어지는 아주 효과 인 운동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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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Group Age
(yrs)

Height
(cm)

Weight
(kg)

training period 
(yrs)

Medical history 
(M)

C.E.R.G 
(n=10)

20.9±1.10 177.5±7.52 78.8±11.81 8.1±1.74 10.8±3.11

C.G
(n=10)

21.1±1.37 176.7±6.52 75.8±7.16 8.0±1.83 10.3±2.62

Mean±SD. M; month. C･E･R･G; combined exercise rehabilitation group. C･G; control group.

수  재활운동은 무릎  통증 환자들이 지상에서 

체  부하 운동시 무릎 의 압박에 의한 지속 인 통

증 발생으로 효과 인 재활을 이 지기 어려울때 수 운

동을 통한 재활치료의 효과를 기 할 수 있다[29]. 

능동  수  운동의 효과는 근육의 유연성을 증가시

키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다. 한 근육을 이완시키며 

말  액순환 기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30,31]. 

수 운동을 통한 근력과 근기능의 개선 효과에 해

서는 여러 선행 연구들[32,33]이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수 에서 항 운동시 에 지나친 운동 부하를 제한

하면서 부력이 의 가동범 를 보조하기도 하고 여러 

방향의 움직임에 항을 제공하므로 근력 향상에 정  

효과를 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34].

최근 무릎  손상으로 인한 무릎넙다리통증증후군 

재활운동 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으며 회복력 평가를 

해 등속성 근력검사가 보편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5,36]. 등속성(isokinetic)근력 기기의 활용은 능동 운동

과  가동범 (ROM; range of movement)의 정확한 

설정이 가능하며 최고의 부하를  수 있으므로 객  

정량화가 가능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37].

안환필[38]은 무릎넙다리통증을 호소하는 태권도 선

수들을 상으로 능동  도수 항운동으로 이루어진 운

동재활 로그램을 용하여 GH와 IGF-1의 증가와 일

부 근기능의 개선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 으나, 

근지구력의 향상에는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릎넙다리통증증후군 태권도 선수

들에게 수  재활운동과 능동  도수 항 운동을 병합한 

복합 운동재활 로그램을 8주간 용한 후, 하지 근기능

과 사이토카인의 변화를 찰함으로써 무릎  통증과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 신뢰성 있는 운동재활 

로그램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 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J도에 소재한 4개 학에 재학

인 남자 태권도 선수로, 본 연구의 목 과 차에 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자발  참여를 밝힌 운동 경력이 5년 이

상이며 J시 소재 D 재활병원에서 무릎넙다리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은 24명을 표집하 다. G*power 3.0 로그램

을 이용하여 최소 연구 상자 인원을 확인한 결과, 선정

된 상자 수에 의해 결과의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

인되었다(효과크기:72, p<.05, 통계  검증력:95). 실험 

상자  설문조사와 의학 검사를 통하여 특이한 질병을 

갖고 있거나 6개월 이 부터 재활치료  수술치료를 받

았던 2명은 제외시켰다. 최종 선정된 22명  통제집단 

11명, 수  재활운동과 도수 항운동이 병합된 복합 운

동재활 집단 11명으로 무선배정 하 다. 

연구기간  복합 운동재활 집단과 통제집단에서 불

성실 실험 상자 각 1명씩, 2명을 제외한 20명이 실험을 

끝마쳤으며, 이들 연구 상자의 신체 인 특징은 

<Table 1>과 같다.

2.2 실험절차 및 이학 검사

본 연구 상자를 선정하기 해 문의의 진찰  문

진 후, X-ray와 이학  검사를 실시하여 무릎넙다리통증

증후군 진단을 하 다. 진단을 받은 상자는 장경인

의 긴장성 검사를 한 무릎 의 가동범 를 확인하고, 

연부조직의 불안정성 검사를 해 국소 진을 통해 발

통 을 확인하 다. Nijs 등[39]이 제시한 무릎넙다리통

증증후군의 진단방법으로 신뢰성 있는 임상평가를 제시

하고 있는 원심성 스텝 테스트(Eccentric step test)와 클

라크 테스트(Clark's test)를 실시한 후, 두 가지 검사  

한 가지 이상 양성인 경우 무릎넙다리통증증후군으로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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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aquatic exercise  program

items
contents

time
(min)

1∼4weeks 5∼8weeks 
score sets and 

repetition score sets and 
repetition

warm up Stretching & Walking 10

 Aquatic 

rehabilitation 

exercise

30

1 Squat & One leg squat (p; standing.)

RPE

12~14

2×15

RPE

15+

2×20

2 Ankel panter flexion (p; standing.) 2×15 2×20

3 One leg extention (p; standing.) 2×15 2×20

4 Leg extention (p; short sitting) 2×15 2×20

5 One leg abduction (p; standing.) 2×15 2×20

6 One leg adduction (p; standing.) 2×15 2×20

7 One leg exteral rotation (p; standing.) 2×15 2×20

8 One leg lateral rotationan (p; standing.) 2×15 2×20

9 Abduction (p; short sitting) 2×15 2×20

10 Adduction (p; short sitting) 2×15 2×20

cool-down Stretching & Walking  10

p; position                                                                         

2.2.1 클라크 테스트(Clark's test)
이 검사는 Nijs 등[39]을 통하여 실시된 무릎넙다리통

증증후군의 임상검사로 무릎넙다리통증증후군 환자 

48.4%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신뢰성이 입증

된 검사방법  하나이다.

피험자를 앙와  자세로 반듯이 눕게한다. 피험자의 

슬개골을 아래쪽으로 면서 퇴사두근을  강하게 수축

하라고 지시를 내린다. 이 동작을 수행시 압박 강도에 변

화를 주거나 건측과 비교해서 통증의 발  유무를 확인

하 다. 피험자가 통증을 느끼면 양성으로 정하 다. 

2.2.2 원심성 스텝 테스트(Eccentric step test)
원심성 스텝 검사는 무릎넙다리통증증후군 환자들은 

근육의 약화와 단축으로 인해 원심성 근육 조  기능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먼  피험자는 맨발로 15cm 높이의 

보드 에 바르게 선 상태에서 지시에 따라 한쪽 다리를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는 동작을 수행한다. 반 쪽 다리

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시행하고, 이 동작의 수행시 

무릎 에 통증을 느끼면 양성으로 정하 다.

2.3 복합 운동재활 프로그램

복합 운동재활 로그램을 수행함에 있어서 총 8주간

에 걸쳐 수 운동 주 3회(월요일, 수요일, 요일), 항

운동 주2회(화요일, 목요일)씩, 총 주 5회 교차로 병행 실

시하 다.

2.3.1 수중운동 프로그램
수 운동 로그램은 수  운동치료 로그램[30]을 

보완하여, 하지 심의 능동  수  항운동으로 구성

하 다. 수 장 실내온도는 28∼30°C, 습도 60∼70%, 수

심 1.1∼1.4m, 수  수압은 1기압에 해당되며 수온은 28

∼30°C를 유지하 다. 수  운동은 비운동(warm up) 

10분, 수  재활운동(aquatic rehabilitation exercise) 30

분, 정리운동(cool-down) 10분 실시하 다. 운동강도는 

Borg[40]의 운동자각도(RPE: Rating of Perceived Exertion)

를 용하여 강도 수 으로 하 다. 1∼4주는 RPE 지

수 12∼14 수 으로 15회 2세트 실시하고, 5∼8주는 RPE 

지수 15이상의 수 을 유지하며 20회 2세트 주 3회 실시

하 으며 구체 인 로그램은<Table 2>과 같다.

2.3.2 저항운동 프로그램
항운동 로그램은 능동  도수 항운동으로 구성

된, 안환필[38]의 운동재활 로그램을 용하 다. 항

운동 로그램은 비운동(warm up) 10분, 능동  도수 

항운동(manual resistance exercise) 30분, 정리운동

(cool-down) 10분 실시하 다. 항운동 로그램의 운

동강도는 Daniels & Worthingham[41]의 MT(muscle 

testing)에 의해 6단계(Normal, Good, Fair, Poor, Trace, 

Zero)로 용하 고, 4단계 Good 이상의 강도 수 으

로 실시하 다.

 무릎넙다리통증증후군의 퇴사두근 강화와 슬굴곡

근과 아킬 스건의 유연성  불안정성 회복을 해, 모

든 로그램에 1∼4주에는 정상근육의 75% 수 의 

Good-(4+) 강도로 도수 항운동을 20회 2세트로 실시

하 으며, 5∼8주에는 도수 항을 Good+(4++) 이상의 강

도로 25회 2세트로 주 2회 실시하 다. 능동  도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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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sistance exercise program, [38].

items
contents

time
(min)

 1～4weeks       5~8 weeks       
score sets and 

repetition score sets and 
repetition

warm up Stretching 10

manual 
resistance 
exercise 

1 hip flextion (p; short sitting) good-(4+) 2×20 good+(4++) 2×25

30

2 hip abduction (p; sidelying ) good-(4+) 2×20 normal 2×25

3 hip extention (p; prone) good-(4+) 2×20 normal 2×25

4 hip adduction (p; sidelying ) good-(4+) 2×20 good+(4++) 2×25

5 hip lateral rotation (p; short sitting) good-(4+) 2×20 normal 2×25

6 knee flextion (p; prone) good-(4+) 2×20 good+(4++) 2×25

7 knee extentiion (p; short sitting) good-(4+) 2×20 good+(4++) 2×25

8 ankle plantar flextion (p; standing.) good-(4+) 2×20 good+(4++) 2×25

cool-down Stretching 10

p; position

운동의 구체 인 로그램은<Table 3>과 같다.

 

2.4 하지 근기능 측정방법

하지 근기능의 측정은 Biodex3(Biodex System 3 

PRO, USA)를 사용하여 퇴부  무릎 (Knee joint)

의 신근과 굴근의 근력을 측정하 으며 세부사항은 다음

과 같다. 근력(muscle strength)의 측정은 각속도 60°/sec

에서 3회 반복 수행 후 그 최고치를 측정하 다. 근 워

(muscle strength)의 측정은 각속도 180°/sec에서 5회 실

시 후 그  최고치를 측정하 다.

근지구력(muscle endurance)의 측정은 각속도 240°/sec

에서 25회 반복 수행으로 총일량을 측정하 다. 각 세트 

사이에 30 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 으며, 피험자들이 

각근력 측정시 최상의 근력발휘가 이 질 수 있도록 2회

의 반복 수행 실시 후 5분간의 휴식을 갖고 다음 측정을 

하 다.

측정시 효율 인 근력 발휘가 될 수 있도록 회 축은 

상자의 무릎 축과 일치하도록 조정하 으며, 반복

운동 시 퇴부 외에  신체 다른 부 의 힘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력제거를 해 가슴, 복부  퇴부 를 조

정띠(strap)를 이용하여 고정시켰다. 

측정 과정은 모니터를 통하여 자신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해서 피험자에게 피드백이 되도록 하고 실제 측

정시 모든 피험자가 최  수행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험자가 에서 큰 소리로 독려하며 최 운동을 유도하

다.

2.5 사이토카인의 측정 및 분석

본 실험의  사이토카인의 측정을 해 처치 , 처

치 8주 후에 12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 실시 

하 다. 측정 당일 오  9시에 D 재활병원 임상 병리실에 

도착 후 30분간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피험자들의 완

정맥에서 10㎖의 정맥 을 채 하 다. 채취한 정맥 은 

원심분리기(Han Sin Medical Co, Inchun Korea)를 이용

하여 2500rpm으로 5분간 operating 하 다. 분리된 청

은 -100°C로 냉동 보  후, E 의학연구소에 분석을 의뢰

하 다. TNF-a와 IL-6의 분석은 R&D system ( 

Minneapolis, Minnesota, USA)을 이용하여 효소면역 분

석법(ELISA)으로 분석하 다. 

2.6 자료처리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win(version 18.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 다.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하 으

며, 사   사후의 Delta score를 산출 하여 표기하 다. 

찰된 종속변인은 처치유무(2수 ) × 처치기간(2수 )

의 혼합설계로 반복측정에 의한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s)을 실시하 다. 처치기

간 간, 집단 간 유의한 상호 작용이 나타날 경우 각각 

Delta score에 의한 독립(independent) t 검증  상

(paired) t검증을 실시하 다. 모든  통계치의 유의수 은 

α= .05로 설정하 다.

3. 결과
3.1 하지 근기능의 변화

3.1.1 각속도 60°/sec의 근기능의 변화
8주간의 복합 운동재활 로그램 처치에 따른 각속도 

60°/sec에서의 변화는<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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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 of the muscle isokinetic exercise at 60°/sec according to the treatment of combined exercise 

rehabilitation

Variable Group Pre
0week(a)

Post 
8weeks(b) contrast Delta score F

60°/sec
 Extension

(N/m)

C.E.R.G 179.1±13.37 192.9±16.11
†

a<b 13.8 G 2.87
T 35.97 *** 

G×T 29.00
***C.G. 173.7±17.63 174.5±16.23 a<b .8

60°/sec
Flexion
(N/m)

C.E.R.G 98.0±15.42 107.7±13.7
†

a<b 9.7 G .36
T 17.39**

G×T 12.29
**C.G. 98.7±14.18 99.5±13.62 a>b .8

C.E.R.G ; Combined exercise rehabilitation group, C.G ; Control group. 
Value are M±SD, ‡;paired t,  **p<.01,  ***p<.001.
T ; Within subjects  was significantly difference 

**
p<.01,  

***
p<.001.

G×T ; Significantly difference interaction effect between group and treatment duration in 2-way ANOVA with repeated **p<.01,  
***p<.001.

<Table 5> Change of the muscle isokinetic exercise at 180°/sec according to the treatment of combined exercise 

rehabilitation

Variabie Group Pre
0week(a)

Post 
8weeks(b) contrast Delta score F

180°/sec
 Extension

(N/m)

C.E.R.G 259.4±16.09 270.0±16.07‡ a<b 10.6 G .72
T 11.46** 

G×T 7.36
*C.G 257.6±17.43 258.8±20.04 a<b 1.2

180°/sec
Flexion
(N/m)

C.E.R.G 116.6±10.13 121.7±6.96 † a<b 5.1 G .8.21
T 2.30

G×T 3.54C.G 137.8±21.42 137.3±16.15 a>b -.5

C.E.R.G ; Combined exercise rehabilitation group, C.G ; Control group. 
Value are M±SD, †;Independent t  *p<.05, ‡;paired t **p<.01.
T ; Within subjects  was significantly difference 

**
p<.01.

G×T ; Significantly difference interaction effect between group and treatment duration in 2-way ANOVA with repeated  *p<.05.

각속도 60°/sec 조건에서 신 근 최 근력 변화는 처

치경과기간(p〈.001)  집단과 처치경과기간의 상호작

용효과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복합 운동재활 집단의 상 (paired) t 검증 결과 처치 

 179.1±13.37N/m에서 8주 후 192.9±16.11N/m으로 약 

13.8N/m 증가하 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p〈.001). 각속도 60°/sec 조건에서 굴곡근 최 근력 변

화는 처치경과기간(p〈.01)  집단과 처치경과기간의 

상호작용효과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1).

복합 운동재활 집단의 상 (paired) t 검증 결과 처치 

 98.0±15.42N/m에서 8주 후 107.7±13.7N/m으로 약 

9.7N/m 증가하 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p〈.01).

3.1.2 각속도 180°/sec의 근기능의 변화
8주간의 복합 운동재활 로그램 처치에 따른 각속도 

180°/sec에서의 변화는<Table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각속도 180°/sec 조건에서 신 근 평균 워의 변화는 

처치경과기간(p〈.01)  집단과 처치경과기간의 상호작

용효과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복합 운동재활 집단의 상 (paired) t 검증 결과 처치  

259.4±16.09N/m에서 8주 후 270.0±16.07N/m으로 약 

10.6N/m 증가하 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p〈.01). 각속도 180°/sec 조건에서 굴곡근은 처치 8주 

경과 후 집단 간 효과에서 독립(Independent) t 검증 결

과 복합 운동재활 집단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p〈.05).

3.1.3 각속도 240°/sec의 근기능의 변화
8주간의 복합 운동재활 로그램 처치에 따른 각속도 

240°/sec에서의 변화는<Table 6>에 제시한 바와 같다. 

각속도 240°/sec 조건에서 신 근과 굴곡근은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2 사이토카인의 변화

8주간의 복합 운동재활 로그램 처치에 따른 사이토

카인의 변화는 <Table 7>에 제시한 바와 같다.

TNF-a의 농도 변화는 피험자간(p〈.001), 처치경과기

간(p〈.01)  집단과 처치경과기간의 상호작용효과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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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ange of the muscle isokinetic exercise at 240°/sec according to the treatment of combined exercise 

rehabilitation

Variabie Group Pre
0week(a)

Post 
8weeks(b) contrast Delta score F

240°/sec
 Extension

(N/m)

C.E.R.G 97.9±15.32 96.0±18.09 a>b -1.90 G .19
T 2.68

 

G×T .46C.G 102.4±18.57 98.0±14.59 a>b -4.4

240°/sec
Flexion
(N/m)

C.E.R.G
61.6±11.42 64.7±10.53 a<b 3.1

G .29
T .47

G×T 2.47C.G. 61.6±11.42 63.1±11.18 a<b 1.5

C.E.R.G ; Combined exercise rehabilitation group, C.G ; Control group. 
Value are M±SD

<Table 7> Change of cytokine according to the treatment of combined exercise rehabilitation

Variabie Group Pre
0week(a)

Post 
8weeks(b) contrast Delta score F

IL-6
(pg/㎖)

C.E.R.G
2.51±.75 2.55±.58 a>b .04

G .47
T .02

G×T .95C.G 2.36±.64 2.34±.48 a>b -.02

TNF-α
(ng/㎖)

C.E.R.G
6.42±1.17     3.64±1.38†‡ a<b -2.78

G 27.60***

T 14.12
**

G×T 18.55***C.G. 6.93±1.07 7.12±.89 a<b 019

C.E.R.G ; Combined exercise rehabilitation group, C.G ; Control group. 
Value are M±SD, 

†
;Independent t  

***
p<.001, 

‡
;paired t 

**
p<.01.

G ; Between subjects was significantly difference ***p<.001.
T ; Within subjects  was significantly difference **p<.01.
G×T ; Significantly difference interaction effect between group and treatment duration in 2-way ANOVA with repeated 

***
p<.001.

복합 운동재활 집단의 상  t 검증 결과 처치  

6.42±1.17N/m에서 8주 후 3.64±1.38N/m으로 약 -2.78 감

소하 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p〈.01). 처

치 8주 경과후 집단 간 효과에서는 독립(Independent) t 

검증 결과 복합 운동재활 집단이 통제집단 보다 통계

으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p〈.001).

IL-6의 농도 변화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4. 논의
무릎넙다리통증 후군은 무릎 의 과사용으로 인

한 질환  하나로 운동재활 역에서 많은 연구가 이

지고 있다. 지 까지의 알려진 무릎넙다리통증증후군의 

원인은 고   퇴사두근의 약화, 근육의 유연성 부

족  연부조직의 과긴장 등으로 밝 져 있으며[10], 지

까지의 재활 로그램 역시 근기능 개선에 따른 통증 

감소  무릎  안정성 확보에 이 맞춰져 있는게 

사실이다. 여러 선행 연구들이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

동, 는 두가지 운동을 병합한 복합 트 이닝을 통한 근

기능의 변화와 무릎  통증의 개선을 보고해왔다

[41,42]. 하지만, 무릎넙다리통증증후군은 질병 특성상 무

릎 의 과도한 굴곡과 신 , 체  부하에 의한 무릎

 가동범 의 제한 등을 동반하므로, 최근의 실험연구

에는 자유로운 자세로 근 항운동이 가능한 능동  도

수 항운동이나, 수 에서 부력 효과를 통해 무릎

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수  재활운동이 안으로 제시되

고 있는 추세이다[43].  

본 연구는 수  재활운동과 운동재활이 병합된 8주간

의 복합 운동재활 로그램 처치를 통하여 일부 근기능

의 개선과 통증 유발 인자인 사이토카인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등속성 운동은 회 력을 통해 근력 강화를 한 훈련 

뿐 아니라 객 성있는 측정치를 제시할 수 있어 근기능

의 변화를 비교할 때 리 이용되고 있다. 

Callaghan & Oldham[44]은 무릎넙다리통증증후군 환

자의 90°/sec 등속도 각근력의 신  근력이 22.4% 감소

하는 것으로 보고하 고, Thomee 등[45]는 무릎넙다리

통증증후군 그룹과 조군과의 비교시 무릎넙다리통증

증후군 그룹의 신  근력이 17%나 감소 하 으며, 이는 

퇴사두근의 약화가 원인이라 하 다.

일반 으로 등속도 각근력 60°/sec은 근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46], 본 연구에서 8주간의 복합 운동재활의 

용이 각속도 60°/sec의 신  근력과 굴곡 근력 모두 유의

한 증가를 가져왔다. 선행 연구에서 박미희 등[47]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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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의 항운동 후 환측 부 의 신  근력 증가를 보고

하 고, 여성 축구선수들을 상으로한 김태수 등[48]은 

도수치료가 포함된 8주간의 재활 로그램 용 후 각속

도 60°/sec 신  근력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고하 다. 이

는 항성 운동이 근기능 개선에 향을 미친다 할 수 있

으며, 특히 김태수 등[48]이 용한 재활 로그램은 도

수치료가 병합된 재활 로그램으로 능동  도수 항운

동이 포함된 본 연구와 같이 여러 제한이 많은 무릎  

련 질병의 재활 로그램으로 효과를 기 할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수 운동을 통한 신 근의 개선 효과에 하여 정정

욱과 김종호[43]는 무릎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

서 수 운동 집단의 평균일량과 평균 워가 모두 유의한 

증가를 보 다고 하 으며, 이는 퇴사두근에 작용하는 

근력이 힘과 효율성을 포함한 신장근의 구심성 수축 기

능의 유의한 증가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평균 워를 나타내는 지표인 등속성 각근력 180°/sec의 

신 근의 유의한 증가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

과는 수 운동이 근기능 개선에 미치는 향이 크다는 

선행연구[32]와 일치한다. 수  재활운동은 체  부하시 

지지에 필요한 힘의 감소를 통하여 근기능 개선은 기

할 수 있으며, 한 수  부력 효과로 인하여 운동 수행

시 에 달되는 부하을 덜 수 있어서, 이로 인한 

력의 압축힘(compression forces)없이도 무릎   하

지 근력의 강화를 기  할 수 있다[34]. 물의 항은 수  

운동재활시 운동 수행 방향의 반 편의 항을 유발하여 

신근과 굴근의 균형있는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49]. 하

지만 본 연구의 등속성 근력 평가에서 근지구력의 지표

로 리 사용되어지는 240°/sec에서의 Total work 측정

에서는 근기능의 유의한 개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수 운동이 근지구력의 향상에 향을 미

친다는 최종운[33]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근지구력의 증가를 한 개선 요인으로는 수 운동시 

스트 칭과 근력향상,  가동범 의 회복, 그리고 정

, 동  균형능력이 근지구력의  향상에 도움을  수 

있다[49]. 

근지구력은 오랜 시간 항을 이겨내며 반복된 운동

을 수행할 수 있는 근육의 능력을 말한다. 이는 반복된 

운동 수행을 제한하는 요소인 피로를 견뎌내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무릎넙다리통증증후군의 질환 특성상 용

되는 운동 로그램이 과사용으로 인한 재활운동이라는 

을 생각하면 장시간의 무리한 운동수행에 의한 피로 

유발은 성공 인 재활을 해 기해야 할 사항  하나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근지구력의 향상을 한 로그램

으로 운동 강도  수  재활운동 처치기간의 세심한 분

석이 필요하며 수심의 차이에 따른 물의 항  수압에 

한 단계  연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최근 운동면역학 분야에서는 과사용으로 인한 피로 

 통증의 발 은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한 련이 

있는 것으로 주목하고 있으며, 운동을 통한 근육의 비  

 근기능의 강화는 인체 내 염증 유발과 련해서 면역

체계에 정정인 향을 미칠 수 있다[15]. 재 무릎넙

다리통증후군의 만성 인 통증은 반월상 연골의 열  

이차 인 인 의 이완 등 류마티스 염이나 퇴행성

염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고[50], 여기에는 다양한 염

증 유발 인자 사이토카인이 련되어 있다.  근본 으로 

근기능 개선을 통하여 사이토카인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용한 복합 운동재활 로그램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인 IL-6는 변화를 확인 할 수 없었으며, TNF-a의 수치

는 8주간의 처치 후 유의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신

체활동은  내 염증의 수치를 변화시키고[51], 규칙

인 운동은 항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6와 TNF-a의 분

비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면

역  염증반응이 운동과 련하여 향을 미치는 변인

으로 운동강도와 운동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Pedersen 

등[52]은 최 산소섭취량 60% 미만의 운동강도에서 1시

간 이하의 운동은 IL-6와 TNF-a를 증가 시키지 않는다

고 하 다. 그러나 장시간 고강도의 운동인 마라톤의 경

우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Das[53]는 강도 운동과 고강도 운동을 실시한 결과 

강도 운동은 사이토카인의 증감에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고강도 운동에서는 TNF-a의 증가를 확인하 으

며, 이는 고강도의 운동과 TNF-a의 농도 증가의 한 

연 성을 확인 할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운동강도와 

련해서 일회성 강도의 운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감소를 통한 면역력의 증가를 기 할 수 있지만, 장시간

의 고강도의 운동은 면역기능의 감소를 일으킨다[54,55]. 

한 고강도의 운동  부 한 운동강도에 의해 유발

된 산화스트 스는 각종 사물질과 면역계, 그리고  내

부기계에 의한 활성산소의 증가를 진하는데[56,57], 이

는 고강도의 운동이 체내 면역 체계에 여러 부작용을 유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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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양상훈[58]의 선행연구에서는 엘리트 유도 선

수들을 상으로한 고강도의 훈련이 사이토카인 TNF-a

의 감소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

과를 보고하 다. 하지만, 인는 운동 상해에 따른 재활 

로그램을 용 인 본 연구 상자들의 근 수행력과 

문 선수 집단의 고강도 훈련 수 을 일반화하기엔 무리

가 있으며, 추후 집단 특성  조건을 고려한 로그램의 

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이토카인은 일반 으로 안정시에는 매우 소량의 수

이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IL-6와 

TNF-a 등이 검출되면 이것은 상자의 만성  염증 상

태와 고강도의 운동이 지속되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5,59]. 무릎넙다리통증증후군 태권도 선

수들은 과사용으로 인한 무릎 의 만성 통증이 염증과

는 한 련이 있으며, 근기능 증강을 통한 염증 지표

의 감소와 무릎  기능과 통증 개선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무릎넙다리통증증후군 환자들의 

재활 로그램으로서 수  재활운동과 능동  도수 항

운동을 병합한 복합 운동재활 로그램이 근본 인 하지 

근기능 증강 효과를 통하여 무릎  안정성을 회복과 

만성 통증을 개선하고, 사이토카인의 감소를 확인한 

에서 생리학  기  자료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과학 이고 객 인 자료를 분석하기 해

서는 세분화된 로그램들의 조건에 따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무릎넙다리통증증후군 학 태권도 선수들

을 상으로 8주간의 복합 운동재활 로그램이 하지 근

기능과 사이토카인의 변화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측

정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하지 근기능 변인에서 각속도 60°/sec의 신  근

력과 굴곡 근력이 복합 운동재활 집단이 통제집단 보다 

운동처치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각속도 180°/sec의 신  근력은 복합 운동재활 집단이 통

제집단 보다 운동처치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 다.

둘째. 사이토카인 변인에서 TNF-a의 농도가 복합 운

동재활 집단이 통제집단 보다 운동처치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하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슬개 퇴통증 증후군 태

권도 선수들에게 8주간의 복합 운동재활 로그램이 일

부 근기능의 증강과 TNF-a의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 재활과 운동재활 로그램의 병합 비율, 

수  재활 로그램의 강도  빈도의 조건 등 더 지속

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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