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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knee position sense training through
closed and open kinetic chain of four week on the elderly's proprioception and balance ability.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0 elderly people with an average age of 77, divided into the CKC(Close Kinetic Chain)group (n = 15)
and the OKC(Open Kinetic Chain)group (n = 15). The two groups exercised their position sense training in closed chain
and open chain environment three times a week, once a day for 4 weeks. All subjects were assessed by pre and post
exercise knee proprioceptive sense and balance ability tests. Results The effect of the results exercise was significant in
both the proprioceptive sense and the balance ability tests in the CKC group and only in the Side hops test in the OKC
group. Conclusion It is concluded that knee position training through closed chains is a useful exercise program that
affects the improvement of the elderly's inherent proprio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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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노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은 하지의 고유수용성 감각이 감소함
에 따라1) 균형능력의 결손이 오게 되고, 신경근 조절능력, 운
동의 협응능력이 감소하면서 낙상 위험성이 증가 한다.2) 노인
은 낙상으로 인한 신체적인 손상으로부터 회복이 어렵고, 젊은
사람들에 비해 합병증이 심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3)
노인들에게 균형능력의 감소와 함께 나타나게 되는 문제
중 하나는 몸통과 사지의 위치감각능력인 고유수용성 감각의
저하를 들 수 있다.4) 고유수용성 감각은 신체의 움직임에 대하
여 모든 관절의 각도 및 각속도, 움직임의 비율에 대한 정보를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고, 똑바로 서있는 동안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감각 피드백의 중요한 요소이다.5) 노인들에게 있어 균형
을 조절 하는 것은 고유수용성 피드백에 대한 섬세한 조절이

가장 큰 바탕이 된다.6) Ribeiro와 Oliveira는5) 노인과 젊은
성인의 고유수용성 감각을 비교한 결과,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무릎관절의 고유수용성 감각능력이 저하된다고 증명 하였는데,
이처럼 노인의 고유수용성 감각의 저하는 신경근 조절 능력을
감소시키고 기능적 불안정의 원인이 된다.7)
정상 환경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감각으로
는 고유수용성 감각, 전정감각, 시각이 있으며, 시각 또는 전정
감각보다 고유수용성 감각의 정보에 비중을 많이 둔다.8) 즉,
고유수용성 운동조절은 관절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근육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각 및 전정감각
과 함께 균형을 유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9)
열린사슬 운동은 근육의 기시부에서 움직임이 자유롭게 움
직이는 운동으로 가속력을 증가시키거나, 기능적 행위의 발달
에 도움을 주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10) 하지만 무릎관절은
대부분 닫힌사슬의 위치에서 기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닫힌
사슬에서의 운동은 재활에서 자주 사용된다. 고유수용성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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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닫힌사슬 운동에서 재활성화 되며 재활훈련을 하는 동안 고
유수용체는 중추 신경계에 자극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면서 서서
히 적응한다.11) 또한 무릎관절에서 닫힌사슬에서의 운동은 열
린사슬 운동보다 근육의 동원 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무릎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며,12) 닫힌사슬에서의 운동은 고유수용기를
자극함으로 동적 안정성에 효과적이다.13)
닫힌사슬 운동과 열린사슬 운동 모두 관절의 위치감각을
향상시키는 데에 효과적 이지만,14) 고유수용성 감각을 재교육
하기 위해서 체중 지지 자세인 닫힌사슬 운동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15) 고유수용성 감각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있지만 관절의 위치감각 훈련을 통한 연구는 많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으며, 건강한 노인의 고유수용성 감각을 훈련시
킴으로써 균형능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연구 또한 많이 이
루어지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서 운동선수의 고유수용성 감각
의 훈련이 무릎관절의 위치감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
였다.16)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닫힌사슬 운동을 이용한
무릎관절의 위치감각 훈련이 노인의 고유수용성 감각과 균형능
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전라북도 남원시 소재 00요양원에 내원 중인 낙상경험이 있는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열린사슬 운동군 15명, 닫힌사슬 운동
군 15명으로 제비뽑기를 통해 무작위 분배 하였다. 연구기간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2017년 1월 20일 까지 하였고 1일 1
회, 주 3회, 4주간 중재하였다. 사전, 사후 평가를 하였으며 고
유수용성 감각 검사와 균형 검사를 실시하였다.
측정 전 실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자발적인 참여
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대상자들은 60세이상 80세 이하의
노인, 도움을 받지 않고 10m 보행이 가능한 자, 근골격계 질
환이나 변형이 없는 자, 운동에 지장을 주는 신경계통 질환이
없는 자,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설문에 응할 수 있으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방법
모든 평가는 숙련된 2명의 치료사가 중재시작 전후에 측정하였
고, 관절위치감각 검사, Side hops 검사, 한발서기 검사, 롬버
그 검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각 테스트 간에 충분한 휴식시간
을 주었으며, 측정 결과에 따른 점수는 대상자에게 공지하지
않았다. 전〮후 평가는 모두 같은 치료사가 측정하였다. 중재동안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외부적인 조건의 차단을 위하여 조용한
독립공간에서 중재를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적용을 위하여 대

상자의 중재 순서는 치료사가 무작위로 중재를 실시 하였다.
(1) 관절 위치감각 검사(Position sense Test)

고유수용성 감각의 측정을 위해 각도기(HSK블루버드 디지털
각도기 BD-DR200)를 이용하여 무릎관절의 위치감각을 측정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관절의 위치감각은 관절각도의 능동
또는 수동적 재현과 그에 따른 오차 결정에 의해 평가될 수 있
다.17) 측정은 앉은 자세에서 측정자의 눈을 가린 후 각도계를
사용하여 45°로 폄 시킨 후 5초 동안 유지하면서 대상자가 그
위치를 기억하도록 명령한다. 무릎관절을 편하게 늘어뜨리게
시킨 후 15초가 지난 다음 측정자가 기억한 각도만큼 능동적
으로 무릎관절을 폄 하도록 하여 그 각도를 측정하였다. 양쪽
무릎관절 각도의 오차를 측정하고 3회 측정 후 평균값을 사용
한다.18) 검사하는 다리는 우세측 발을 사용하였다.
(2) Side Hops Test

동적 균형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Side hops 검사를 사용하였
다. 검사는 바로 선 자세에서 발을 모으고 시작하며, 발 옆에
일자로 된 줄을 세로로 놓아둔 뒤 줄을 기준으로 발을 모은 상
태로 좌우로 점프해서 이동하는 횟수를 센다. 측정자의 “시작”
소리와 함께 좌우로 이동하는 횟수를 새어 기록하는데, 자세가
무너지거나 세로로 놓은 줄을 밟으면 카운트에서 제외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총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기록하였으며, 대상
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중간에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
하였다.
(3) 한발서기 검사(One Leg Standing Test, OLST)

대상자의 선 자세에서의 정적 균형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한발
서기 검사를 사용하였다. 바로선 자세에서 정적 균형능력을 측
정하는 도구로서, 측정 방법은 편평한 바닥 위에 서서, 양 팔을
허리 위에 올린 상태에서 눈을 뜬 상태로 측정자의 “시작” 소
리와 함께 한 쪽 엉덩관절을 90° 굽힘하고, 무릎관절은 자연스
럽게 떨어지도록 하였다. 우세측 발을 이용하여 한발서기를 하
며, 다리를 들어 올림과 동시에 시간을 초시계(HS-3, CASIO,
Japan)를 이용하여 바닥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19)
본 연구에서는 총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기록하였다.
(4) 롬버그 검사(Romberg’s Test)

대상자의 정적 균형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롬버그 검사를 사용하
였다. 바로 선 자세에서 정적 균형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편
평한 바닥 위에 서서 측정자의 “시작” 소리와 함께 한쪽 발 뒤
꿈치를 반대쪽 발에 일직선으로 붙이는 자세를 취하도록 하였다.
양 발이 일자로 위치함과 동시에 시간을 초시계(HS-3, CASIO,
Japan)로 발의 위치가 흐트러질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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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총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기록하였다.

III. 결과

3. 중재방법
닫힌사슬 운동은 바로 선 자세(Standing position)에서 시행
하였으며, 노인의 신체적 특성 상 안전을 고려하여 벽에 기댄
자세를 통해 운동하였다. 1/3스쿼트(One-third squat, 30°),
1/4스쿼트(Quarter squat, 45°), 1/2스쿼트(Half squat,
90°) 3가지의 자세를 이용하여 측정자는 정확한 자세를 각도
기(Goniometer)를 통해 만들어 준 후 5초동안 유지하게 한
다. 유지 후 대상자를 일어선 상태로 5초간 쉬게 하였다. 곧바
로 대상자에게 전과 같은 자세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치료사는
구두로 오차를 알려주어 스스로 교정하도록 하였다. 오차가
±5° 이내로 좁혀지면 의자에 앉아 10초의 휴식시간을 부여하
였다. 각 자세당 10회 반복하였으며, 총 30회 실시하였다. 각
각의 자세 사이에는 충분한 휴식시간(30초)을 부여하였다.
열린사슬에서의 운동은 앉은 자세(Sitting position)에서 시행
하였으며, 대상자는 앉은 자세에서 무릎관절을 45°, 30°, 0°로
스스로 폄 하도록 하였다. 중재의 패턴은 위와 동일하게 실시
하였다. 모든 지시는 치료사가 구두로 지시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일반적인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30명으로 닫힌 사슬운동군
(CKC)15명, 열린사슬 운동군(OKC)15명이다. 닫힌사슬 운동
군은 남자2명, 여자13명이며 평균 연령은 77.06±5.71 세 이
며, 열린사슬 운동군은 남자3명, 여자12명이며 평균 연령은
78.33±5.63 세이다(Table 1).
2. 연구결과
1) 4주간 관절의 위치감각 훈련방법에 따른 각 그룹별 고유수용
성 감각 비교
연구결과 Table 2에서 각 그룹 별 관절 위치감각 검사를 통한
고유수용성 감각의 차이를 살펴보면 닫힌사슬 운동군(CKC)은
운동 전 10.03±4.91°에서 운동 후 5.64± 2.68°로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ρ<0.05). 한편 열린사슬 운
동군(OKC)은 운동 전 10.02±5.96°에서 운동 후 7.54±4.02°
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운동 후의
고유수용성 감각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ρ < 0.05).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windows version 22.0을 사용하였다. 두
군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Shapiro-Wilk test를 이용하였
다. 닫힌사슬 운동군과 열린사슬 운동군 각각 평균과 표준편차
를 제시하고 각 검사의 중재 전후 비교는 Wilcoxon U test
를 사용하였으며, 중재후의 결과값 비교를 위하여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α) .05로
설정하였다.

2) 4주간 관절의 위치감각 훈련방법에 따른 각 그룹별 동적 균형
비교

연구결과 Table 3에서 각 그룹별 Side Hops Test를 통한 동
적 균형의 차이를 살펴보면 닫힌사슬 운동군은 운동 전
23.23±1.97s에서 운동 후 21.87±1.98 s으로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고(ρ < 0.05), 열린사슬 운동군 또한 운동 전
24.29±4.66 s에서 운동 후 25.17±3.91s로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두 운동 후 동적 균형의 차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ρ < 0.05).

Table 1.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groups
Characteristics

Close Kinetic Chain(n=15)

Open Kinetic Chain (n=15)

ρ

Age(year)

77.06±5.71

78.33±5.63

.545

Length(cm)

155.40±5.82

155.13±8.39

.057

Weight(kg)

57.50±7.64

59.81±8.89

.850
(unit : dgree)

Table 2. Comparison of proprioception in each group
Group

Pre

Post

Z

ρ

CKC(n=15)

10.03±4.91

5.64±2.68

－3.03

.002*

OKC(n=15)

10.02±5.96

7.54±4.02

－1.36

.173

Z

－3.278

ρ

.001*

CKC: Close Kinetic Chain. OKC: Open Kinetic Chain. *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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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 sec)

Table 3.Comparison of active balance in each group
Group

Pre

Post

Z

ρ

CKC(n=15)

23.23±1.97

21.87±1.98

－2.78

.005*

OKC(n=15)

24.29±4.66

25.17±3.91

－1.96

.05*

Z

－2.966

ρ

.002*

CKC: Close Kinetic Chain. OKC: Open Kinetic Chain. * : p＜.05
(unit : sec)

Table 4. Comparison of static balance in each group

OLST

Romberg

Group

Pre

Post

Z

ρ

CKC(n=15)

5.25±2.02

6.92±2.17

－.909

.363

OKC(n=15)

5.65±1.79

5.33±1.51

－3.41

.001*

Z

－2.240

ρ

.023*

CKC(n=15)

4.68±1.96

6.31±1.82

－3.41

.001*

OKC(n=15)

4.39±1.20

4.77±1.61

－6.25

.532

Z

－2.302

ρ

.021*

CKC: Close Kinetic Chain. OKC: Open Kinetic Chain.
OLST: One Leg Standing Test
* : p＜.05

3) 4주간 관절의 위치감각 훈련방법에 따른 각 그룹별 정적 균형

IV. 고찰

능력 비교

연구결과 Table 4에서 각 그룹별 한발서기검사를 통한 정적
균형의 차이를 살펴보면 닫힌사슬 운동군 에서는 운동 전
5.25±2.02 s에서 운동 후 6.92±2.17 s로 나타났으며,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ρ < 0.05). 반면 열린사
슬 운동군 에서는 운동 전 5.65±1.79 s에서 운동 후
5.33±1.51 s으로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두 운동 후 한발서기 검사를 통한 균형의 차이는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ρ < 0.05).
롬버그 검사를 통한 정적 균형능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닫
힌사슬 운동군 에서는 운동 전 4.68±1.96 s에서 운동 후
6.31±1.82 s로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ρ < 0.05). 반면 열린사슬 운동군에서는 운동 전 4.39±1.20
s 에서 운동 후 4.77±1.61 s 으로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 운동 후 롬버그 검사를 통
한 균형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ρ <
0.05).

본 연구는 열린사슬 운동과 닫힌사슬 운동을 노인에게 적용하
여 노인의 고유수용성 감각과 균형능력에 어떠한 운동이 효과
적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Hay등21)은 노인들에게 있어 균
형을 조절하는 것 은 고유수용성 피드백에 대한 섬세한 조절이
가장 큰 바탕이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고유수용성 감각과 균형
을 동시에 알아보았다. 고유수용성 감각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관절의 위치감각(position sense)과 수동적 운동을 감지할 수
있는 역치(Threshold to detection of passive motion)등
을 이용할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고유수용성 감각을 측정하
기 위한 여러가지 복잡한 방법이 소개되고 있지만,22,23) 실제
완벽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저자들이 사용한 관절
의 위치감각검사는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관절 위치감
각, 동적 균형, 정적 균형을 종합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고유수용
성 감각의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된다.24)
열린사슬 운동과 닫힌사슬 운동을 각각 적용한 후 고유수
용성 감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절의 위치감각검사
(Position sense Test)를 측정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열린사
슬 운동 후에는 관절위치감각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닫힌사슬 운동 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강동훈 등25)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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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목, 이상호

제시한 닫힌사슬 운동이 무릎관절의 위치감각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와 유사하였으며, Ian M. Rodol 등14)이 제시한
고유수용성 감각의 재활은 관절의 위치감각을 향상시킨다는 연
구와도 유사하였다.
두 운동을 적용한 후 정적 균형과 동적 균형을 비교하여
측정한 결과 Side Hops 검사를 통한 동적 균형검사에서 닫힌
사슬 운동군과 열린사슬 운동군 모두 운동 전․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롬버그 검사를 통한 정적 균형검
사에서 열린사슬 운동 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닫
힌사슬 운동 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관절의 위치
감각검사를 통한 관절의 고유수용성 감각을 증진 시킨 데에 있
어서 권유정 등26)의 성인을 대상으로 열린사슬 운동과 닫힌사
슬 운동의 비교연구에서 닫힌사슬 운동군에서 정적 균형의 향
상이 있었다는 연구와 유사하며, 열린사슬 보다 닫힌사슬에서
의 위치감각 운동이 무릎의 기계수용기를 자극 함으로써 고유
수용성 감각을 향상시킴에 있어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즉 고유수용성 감각의 증진운동이 균형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27)와도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한발서기 검사에서는 닫힌사슬 운동의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는
데, 노인들에게 있어 한발로 서는 자세 자체가 무릎에 과한 압
박을 주게 되면서 무릎에 대한 불안함을 증가시켰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닫힌사슬에서 무릎의 위치감각 훈련은 자세 유지근
을 활발하게 사용함으로써 근육의 반사적인 수축을 유도하고,
무릎의 고유수용성 감각을 민감하게 만듦으로써 운동 출력을
개선시켰기 때문에 균형능력의 향상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의 대상자수가 적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이 있고, 개개인의 능력차를 배제하지 못했
다는 점 이다. 관절 위치감각운동, 고유수용성 감각평가 또한
수치화할 수 있는 기구를 이용한 정확한 운동과 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고 치료사가 직접 각도계를 통해 운동과 평가를 했다는
점 에서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 이다. 이에 향후 연구
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노인의 무릎관절의 고유수용
성 감각에 관한 많은 연구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열린사슬 운동과 닫힌사슬 운동을
통한 관절의 위치감각 훈련이 고유수용성 감각과 정적, 동적
균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실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닫힌사슬 운동을 통한 관절의 위치감각 훈련
시에 고유수용성 감각, 동적 균형, 일부 정적균형이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ρ<.05). 그러므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중
재 과정에서 관절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수용성 감각
의 저하를 예방하거나, 향상시키고자 할 경우에 열린사슬 운동
보다 닫힌사슬 운동을 통한 운동을 제안하고자 하며, 고유수용
성 감각의 많은 감소가 나타나는 노인들에게 닫힌사슬 운동을
통하여 고유수용성 감각의 향상을 위한 관리와 임상적 중재 프
로그램을 시행하여 고유수용성 감각을 향상시킴으로써 낙상을
예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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