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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기로 6살 무렵부터,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막연히 몸에서 

제일 중요한 곳인 심장을 고쳐주는 훌륭한 흉부외과의가 되겠다던 어린 시절

의 꿈은 모교인 원주의과대학에 합격하며 이루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말라 보이는 몸에 살을 좀 찌워보려 입학 전까지의 기간을 목

표로 시작한 웨이트 트레이닝은 몸을 움직이며 운동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신체의 신비로움에 눈뜨도록 하였습니다. 농구 동아리에서 시작한 5:5 농구

는 길거리 농구나 하면서 재미있어 하던 저에게 잘 아는 것 같은 분야에도 

새로운 영역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꼭 타보고 싶었던 스

노우보드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에 얼마나 기쁜지 확인해주었습

니다. 

빡빡한 의과대학의 수업시간에 힘들어 하며 의과대학을 다니는지 운동을 다

니는지 모르게 지나가던 수업시간 중에 접한 재활의학은 이미 해부학에서 다 

배운 것 같던 인체에 ‘기능’ 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있음을 알려주었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이 얼마나 ‚신비로운지‛와 이를 공부하는 과

정을 얼마나 ‚하고 싶은지‛그리고‚기쁠것인지‛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도 너무나 큰 즐거움들을 안겨준 재활의학의 전공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박정미 교수님과 부족한 논문 준비과정을 한 눈에 파악하시고 

학위논문의 의미와 목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앞으로 

나아갈 학문적 방향을 제시해주신 이영희 교수님과 모든 과정에서 자율권을 

주시면서도 제가 하고 싶은 분야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모자란 부분은 

뒷받침해주신 김성훈 교수님과 이 논문을 써나갈 수 있는 임상적 토대를 뒷

받침하고 이후에 이어질 박사 및 논문준비과정에 대해 아낌없이 조언해주신 

김두섭 교수님과 전공의 시절부터 동기지만 항상 제 앞을 밝게 비추며 앞으

로의 일들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준 김지현 교수와 지

금의 저를 있게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세상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부모님과 평생을 함께

할 반려를 만들어주신 장인어른,장모님에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보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용준영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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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신경근자극치료가 무릎치환술 후 근위축으로 발생하는 

대퇴사두근 두께변화에 끼치는 단기효과 

본 연구는 무릎전치환술을 시행한 후 발생하는 arthrogenic 

muscle inhibition 과 대퇴사두근 위축(atrophy) 로 인해 나타

나는 대퇴사두근 근력약화를 수술 후 단기간 경과한 시기에서부

터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전기자극을 통한 근육

수축을 기존의 등척성 근육수축과 함께 시행하는 것이 근위축을 

반영하는 대퇴사두근 근육두께감소, 그 중에서도 내측광근에 어

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확인하고자 시행하였다. 무릎전치환술

을 시행한 환자 63명 70예를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며 중도타락자 

10명 11예를 제외한  실험군 36명 48예, 대조군 7명 10예를 대

상으로 진행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무릎전치환술 5일뒤

부터 정해진 치료 프로그램에 따라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실험

군은 등척성 근육수축 운동방법만 시행하였고, 대조군은 등척성 

근육수축 운동방법과 함께 전기자극을 이용한 근육수축을 하루

에 2회씩 30분간 추가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무릎전치

환술 이후 조기(5일) 에 기존의 등척성 근력 운동과 전기자극을 

이용한 근육수축을 결합한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등척성 근력 

운동만 시행한 경우에 비해서 대퇴사두근(내측광근)의 두께감소

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술 후 수일 이내의 시기에 부종 및 통증 

등으로 치료 및 운동에 어려움을 겪으며 감소하는 대퇴사두근 

근력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 근력, 근육 두께, 초음파, 전기자극을 통한 근육

수축, 대퇴사두근, 무릎전치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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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김 성 훈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용 상 열 

 

제 1장. 서 론 

 

무릎 부위의 골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군이나 전방십자인대와 같은 

관절 내 주요 구조물의 손상을 입은 환자군은 대퇴신전근 억제기전  

(Arthrogenic muscle inhibition)에 의해 정상인과 비교하여 대퇴사

두근의 자발적 활성화 능력이 떨어져 있다1-2. 또한, 무릎관절에만 국

한된 것이 아닌 다른 하지관절의 수술, 외상 및 관절 질환이 있는 이

들은 전형적으로 대퇴사두근의 근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경우가 종

종 확인되며 그 손상 정도가 심한 경우 회복과정에도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무릎관절 전치환술이 심각한 골관절염

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서 시행되어 보행속도를 개선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무릎관절에 행하는 수술적 처치라는 두 가지 

조건의 만남은 대퇴사두근의 억제 및 근력약화와 매우 깊은 연관성을 

지닐 수 밖에 없다5. 또한 대퇴신전근 억제는 대퇴신전근의 위축

(atrophy)과 함께 대퇴사두근 근력을 약화시키며 수술 이후의 재활치

료과정을 방해하는 핵심요소로서 약화된 대퇴사두근 근력에 대한 강

화는 무릎 관절의 수술적 처치 이후 재활치료 과정의 핵심이다6-7. 대

퇴사두근의 위약은 수상으로 인한 보행 제한 혹은 수술적 처치 이후 

보행을 제한한 첫 2주 및 한달 동안에 가장 심하다. 따라서 수술 후 



 

- 3 - 

 

2주 이내의 가급적 빠른 시기에 대퇴사두근 근력을 강화하기 위해

arthrogenic muscle inhibitaion 과 근육 위축을 막는 것이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6-8. 대퇴사두근 근력강화운동의 빠른 시작이 

관절운동범위 및 대퇴사두근 회전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근위축

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근육 훈련 방법은 체중 부하, 즉 서

기와 걷기이다. 이는 근육의 재활동화를 촉진하는데 효과적이다. 수

술 후 첫 2주 이내의 즉각적인 체중부하가 수술 후 초기 무릎 관절에

서 발생할 수 있는 근육억제를 감소시킨다는 것이 내측광근에서 측정

한 근전도 활동성의 증가된 회복으로 증명되었다. 또한 같은 연구에

서 즉각적인 체중 부하 시 전방 무릎관절 통증 발생도 감소함을 보였

다. 그러나 통증이나 기타 동반된 손상이 있는 경우 등에는 수술적 

처치 이후 즉각적인 체중 부하가 어렵다. 이러한 경우 전기근육자극

은 반사성 억제를 수의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환자에서 근육을 활성

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전기자극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수의

적인 근육수축에 비교해서 우위에 있다는 근거는 없지만, 전기자극치

료와 수의적 근육수축을 함께 하는 것은 수의적 근육수축 단독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은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또한, 통증과 부종 등으로 

인해서 대퇴사두근의 반사적 억제가 일어나 수의적인 근육운동을 시

작하는데 제한이 있는 환자에서는 수술 후 초기 치료에 도움이 되며 

기능적 회복 뿐만 아니라 재원기간을 줄이는 효과까지 있다9-13. 실제 

내측광근의 생체되먹임은 근수축력을 강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신

경근 전기 자극 치료의 가장 적절한 사용은 수술 후 초기에 수의적 

근육운동과 함께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대퇴사두근의 근위축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간단하게는 대퇴둘레

길이측정을 슬개골 중단, 근위부 및 말초부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

다. 그러나 수술 이후 발생한 부종과 장기적인 부동에 의한 근육의 

지방 변성 [fatty change] 등으로 인해 정확한 정량적 측정이 어렵다. 

컴퓨터 전산 단층 촬영 [Computerized tomograophy (CT)], 자기공명

영상 [Magnetic resonance image (MRI)] 등을 통해서 정량적 측정은 

가능하지만 근위축 및 이의 확인을 위한 검사로서는 비용, 시간 효율

면에서 적합하지 않다. 초음파 검사를 통한 근육 단면적 측정은 CT, 

MRI 에 비해 비용, 시간면에서 우월하며, 둘레길이 측정에서 구분하

기 어려운 체액 저류, 지방 변성등의 구별이 가능하다. 다만, 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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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힘 정도에 따라 근육의 길이, 두께, 단면적의 변화가 심하기에 측

정시에는 정해진 각도를 정확히 유지한 상태에서 측정 및 재측정 하

는 것이 필요하다14-15. 탈신경성 병변이 아닌 정상적인 근육의 신경근 

전기자극은 근위축을 방지한다. 그런데, 신경근 전기 자극시에 Type 

II fast twitching muscle fiber는 근섬유 부위 [Muscle fiber area] 

및 근섬유 무게 [Muscle fiber wet weight] 가 4주 이상의 치료 시에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에 Type I fiber 의 size 는 20일 

가량의 자극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근육의 운동

으로 인한 부종은 운동 직후 및 9일경까지 지속되고, 운동으로 인한 

hypertrophy 는 20일 이상 경과하였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수술적 처치 이후의 근육 단면적이 이와 같은 type I & II 

muscle fiber 의 변화, 신경근 자극에 의한 근육의 부종, 근육의 비

대가 결합되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는 없는 상태이다
[15]. 또한 수술적 처치 이후 3주가 경과한 이후에 6주간 자발적 근력

강화 운동에 전기자극치료를 추가하였을 때에 치료를 시작한 첫 3주

간 극적인 치료효과와 이후 6개월간 대퇴사두근 근력강화에 긍적적인 

효과를 끼친다는 것은 알려져 있으나 수술 후 1주 이내의 단기가이 

경과한 상태에서 전기자극치료를 시작하였을 때의 효과와 6주 이상이 

아닌 2주의 비교적 짧은 기간 시행하였을 때의 효과에 대한 연구 역

시 없는 상태이다16-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릎관절의 수술적 처치 

이후 5일째의 초급성기에 전기자극을 이용한 근수축을 자발적인 근수

축과 함께 2주간 병행하였을 대퇴사두근 근력을 반영하는 지표인 대

퇴사두근, 그 중에서도 내측대퇴사두근의 두께가 치료기간동안 어떻

게 변화하는지를 초음파 영상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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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연구 대상 및 방법 

2.1. 연구 대상자 

본 임상시험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 까지 연세대학교 원주세브

란스 기독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한 입원 환자 중 무릎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환자 63명, 70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남자가 10명 여자가 43명 

이었다. 전기자극에 의한 근육수축을 시행할 때에 환자가 치료를 받

는지 안 받는지 알 수 밖에 없기에 무작위 배정 및 Shamm study는 시

행할 수 없었다. 이에 환자의 의사에 따라서 기존의 등척성 근육 수

축 운동에 전기자극에 의한 근육수축을 추가하여 받기로 동의하고 참

여한 사람 36명, 전기자극에 의한 근육수축을 없이 기존의 치료만 받

기로 한 사람 20명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누었다. 그 중 대조군에 

속한 사람 중 2명은 조기 퇴원 및 전원으로, 1명은 수술부위의 통증

이 너무 심하다는 이유로, 2명은 수술부위 감염상태 지속되어, 5명은 

연구 도중 연구참여를 철회하였고 연구철회 이유는 회복이 더 더뎌지

는 것 같아서 1명, 더 아픈 것 같아서 2명, 별다른 이유 없는 사람 2

명이었다. 따라서 총 53명 69예의 환자가 연구에 참여 하였으며 실험

군이 43명 58예, 대조군이 10명 11예였다. 실험 참가자의 평균 연령

은 73.0세였고 실험군은 72.8세였고 대조군은 73.8세였다. 무릎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방향은 우측 17명 좌측 20명 양측 16명이었다. 추

후 고찰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최초 모집한 환자를 대상으로 결과분

석을 하였을 때 결과해석에 문제점이 관찰되었고 이의 원인이 된 환

자들을 제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환자군과 대조군을 재설정하였다. 

이렇게 재설정한 환자군은 총 36명 36예, 대조군은 총 7명 7예였고 

이를 표 1. 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만 20세 이상 정상 성인 중에서 본원에서 무릎관절 전치환

술을 시행받은 환자로서 특이 피부 및 근육 질환이 없고 임상시험에 

앞서 시험의 목적,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서에 서명하였으며 임상시험 기간 동안 요구하는 사항에 최

선으로 협조하고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즉시 연락을 할 의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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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형 전자의료기기(심박동기, 척수강내펌프, 척수자극기 등)를 사

용 중 이거나 심장 질환, 피부질환이 있거나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

우, 정신질환이거나 지각장애가 있는 사람, 고열이 있거나 전염병이 

있는 사람, 정맥 혈전증이 있거나 기타 특이 체질을 가진 사람 혹은 

임산부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

회의 심의 (승인번호: CR217016)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실험에 참여

한 환자 모두 본 연구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대상자들의 

자의적 동의 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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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조군a과 시험군b의 연구 대상자c 특성 비교 

 

 

변수 

시험군a N (%) 대조군b N (%)  

36 (100) 7 (100) Pd 

성별 
남성 6 (16.67) 2 (28.57) .46 

여성 30 (83.33) 5 (71.43)  

방향 

우측 11 (30.6) 3 (42.9) .67 

좌측 13 (36.1) 1 (14.3)  

양측 12 (33.3) 3 (42.9)  

병인 

골관절염 31 (86.1) 7 (100) 1.0 

감염 1 (2.8) 0  

고정물해리 4 (11.1) 0  

 평균 ± (표준편차) 평균 ± (표준편차) Pc 

연령 (years) 72.8 ± (8.2) 73.9 ± (5.3) .74 

키 (m) 1.52 ± (0.07) 1.57 ± (0.06) .10 

체중 (kg) 61.8 ± (8.6) 30.4 ± (7.3) .68 

BMId (kg/m2) 26.6 ± (3.3) 24.5 ± (3.0) .12 

수술시간 (min) 134.6 ± (29.7) 134.3 ± (26.4) .98 

 

a대조군 = 등척성 근수축만 시행한 환자군                          
b실험군 = 등척성 근수축과 전기자극에 의한 근수축을 병행한 환자군 
c연구 대상자 = 변인 통제를 위해 일주일 간격으로 양측 무릎전치환술

을 시행한 환자들의 나중에 수술한 부위는 제외하였음                        
dp = p-value                                                   
eBMI =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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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대상자 수 설정 

본 연구에 필요한 적합한 실험자 수를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산

출하였다. 본 실험은 무릎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은 만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무릎전치환술후 2주 이내의 급성기에 신경근자

극 치료와 기존의 일반적 치료를 병행하였을 때와 일반적 치료만 진

행하였을 때, 근위축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를 초음파를 이용한 대퇴

사두근 두께 및 단면적 측정을 통해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예상되는 시험대상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 

본 실험에서 참고할 수치들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의 논문을 재검토한 

결과, 건강한 노인에서 내측광근의 평균 두께는 26.3±4.7 mm 였다. 

수술 부위는 다르지만, 동일하게 보행이 제한되는 고관절 전치환술에

서 대퇴사두근 두께 변화를 확인한 실험에서 대퇴사두근 두께는 수술

전 수술부위에서 평균 29.5 mm, 편차 5 mm 미만, 수술부위 반대측은 

수술전 35.9 mm, 편차 5 mm 미만을 보였다19. 수술 후 5-7일째는 수술

부위가 부종으로 인해 19% 증가, 수술부위는 근위축으로 15% 감소하

며 그 크기가 서로 역전되었다. 이를 참조하여 서로 다른 표본수의 

독립 이표본의 평균 비교[우월성]을 검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H0: μｔ ー μｃ = 0 ｖｓ．HA: μｔ ー μｃ ≠ 0 

H0 = 귀무가설, HA = 대립가설 

μｔ = 신경근자극 추가 시험군에서 주효과변수의 평균 

μｃ = 대조군[신경근자극 추가하지 않은] 시험군에서 주효과변수의 

평균 

d = 효과의 크기, 즉 d = μｔ ー μｃ 

 

사전에 원내에서 신경근자극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을 때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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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비율은 약 4:1 이었으며, 유의수준 α = 0.05, 검정력 1-β = 

0.8 라고 가정할 때, 표본수[n]은 다음과 같다. 

 

nt = (σt
2+ σc

2/r)(Zα/2 + Zβ)
2 / d2, 

nc = r nt ( ∴ 1/r = nt / nc )  

   = (52+52x4)(1.96 + 0.842)2 / (35.9-29.5)2 

   ≒ 23.96  

 

탈락율을 10% 로 가정하였을 때 nt = 26.62 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충분한 시험대상자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nt = 27 명, nc = 1/4 nc = 

6.75 로 7 명을 필요로 하며 총 연구대상수 n = nc +nt = 27 + 7 로 

34 명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는 예비조사시의 신경자극치료에 응한 

비율을 근거로 한 것이며 실제 연구과정에서 그 비율이 달라지는 경

우 n 수는 변경될 수 있다. 

 

2.3. 연구 방법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수술 다음날부터 통증 조절을 위한 냉찜질 및

관절구축 방지와 조기 관절 가동을 위한 지속적 수동 신전 운동기 치

료, 치료진의 지시에 따른 침상에서의 대퇴사두근 등척성운동으로 구

성된 기존의 치료는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실험군은 이러한 기존의 치

료에 전기자극을 이용한 근육수축을 추가로 시행하였다10.  

전기자극에 의한 근육수축은 무릎전치환술 후 5일째에 배액관을 제거

한 뒤에 시작하였다. 치료를 담당한 의사가 전기자극을 통한 근육자

극을 위하여 NMES(Neuromucular electrical stimulation) 기기 (FS-1, 

Novastim, CU MEDICAL Co., Wonju, Republic of Korea)를 시험대상자

의 대퇴사두근 중 내측광근을 목표로 표면전극을 부착하였다[11-12]. 환

자가 수용 가능한 통증 범위 내에서 기능적 움직임이 발생할 만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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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강도의 전기자극이 가해지도록 점차 강도를 올리며 치료강도를 

설정하였다. 기능적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촉진 및 시진하

였을 때에 근육수축이 확인되는 범위로 세기를 증가시키며 치료강도

를 설정하였다. 무릎전치환술 이후 배액관을 제거하는 5일째부터 무

릎전치환술 후 14일째의 전일인 13일째까지 9일 동안 하루 중 오전, 

오후 2회씩 30분간 전기자극을 통한 근육 수축을 반복하였다 

 

2.4. 측정 및 평가 방법 

증례의 관찰은 대퇴사두근 중에서 arthrogenic muscle inhibition 

과 연관성이 높은 내측광근의 두께를 초음파로 측정하였다. 초음파는 

Two-dimensional B-mode 로 8 ~ 15 MHz linear array transducer 

(Ex15, ALPHENION MEDICAL SYSTEMS Co., LTE., Guro-gu, Seoul, 

Republic of Korea)) 를 이용하였다. 평가 시의 자세는 시험대상자의 

양측 무릎관절을 Ergometer를 사용하여 무릎 관절 굴곡 20⁰ 상태로 

만들고 발목관절은 중립위에 위치시킨 뒤 내측광근 두께를 측정하였

다. 측정 부위는 대퇴골 중간 1/2 지점부터 슬개골 상부까지 초음파

로 스캔하며, 내측광근의 두께가 가장 두꺼운 지점에서 측정하였다. 

내측광근의 두께는 횡단면에서 내측광근이 대퇴골의 내측가장자리와 

만나는 점으로부터 대퇴골을 가로지르지 않으면서 내측광근의 최표면

에 가장 멀리 그을 수 있는 지점, 즉 법선을 설정하고 이 법선을 90

도 회전시킨 선 즉 수선이 내측광근의 최표층과 만나는 지점을 확인

한 뒤에 이 지점에서부터 내측광근이 대퇴골 내측가장자리와 만나는 

점까지 그은 거리로 정의하였다. 근막이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근육의 안쪽 경계면에서부터 측정하였다20-21. 두께 측정 시마다 동일 

담당의사가 담당하여 검사자간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이 측정은 실험

군과 대조군 각각에서 수술이전(PRE), 수술 후 5일이면서 배액관 제

거 후인(POD#5), 수술 후 9일 이면서 치료방법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

한지 3~5일째(POD#9), 수술 후 13일이면서 치료방법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한지 9일째(POD#13)에 총 4번 실시하였다. 양측무릎을 모두 수술

하여 재원기간이 길어진 환자는 위의 측정 방법대로 시행하면서 추가

로 5) 첫 번째 수술 후 20일째(POD#20)이 추가로 측정되었다. 최종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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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 참가자는 전기자극에 의한 근육수축 치료에 참여하게 된 이유 

혹은 참여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문지의 조항 중 하나를 택하거

나 적합한 사유가 보기에 없는 경우 기타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기록

하거나 검사자에게 구술하도록 하였다. 

 

2.5. 통계 분석 및 검정 

결과분석 및 통계검정에는 범용 통계 프로그램인 R 프로그램 (R 

x64 3.5.0)과 상용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인 Excel 2010을 이용하였

다. 시험군과 대조군의 특성중에서 성별, 연령, 키, 체중, BMI, 수술

시간의 비교에는 Independent two sample t-test, 수술부위의 방향 

및 병인에서는 Fisher’s exact test 를 사용하였다. 통계적 유의 수

준은 p<0.05로 하였으며, 총 수(%, percentage) 및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내측광근두께의 시기별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원분산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각 그룹간의 n

수가 같기에 Tukey procedure 를 통해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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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내측광근 두께 측정 방법.                               

대퇴부 횡단 초음파 스캔에서 다음의 기준점으로부터 측정하며     

A : 내측광근이 대퇴골 내측 가장자리와 만나는 지점.               

B : A. 로부터 대퇴골을 가로지르지 않으면서 내측광근의 최표면에           

가장 멀리 그은 선이 근막과 만나는 점.                          

C : 선분 AB를 A. 점을 기준으로 90도 회전시킨 선이 내측광근의 최

표층 안쪽 경계면과 만나는 지점.                                 

A. 와  C. 를 잇는 선분 AC를 내측광근의 두께로 정의하였고 근육의 

안쪽 경계면에서부터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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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결 과 

 

등척성 근육 수축만 시행한 그룹과 전기자극을 통한 근육수축을 함께 

시행한 그룹의 시기별 근육두께 변화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인분석을 하였고, 일주일 간격을 두

고 연속으로 무릎관절치환술을 시행한 환자들의 첫 번째 수술한 결과

값만 반영하여 통계분석을 시행하자 다음과 같은 결과값을 보였다. 

Two-sample t-test 를 시행하기 위하여 시험군과 대조군의 시기별, 그

룹간 등분산 검정을 시행하였고 등분산이 성립함을 확인하였다.  치료

를 시작하기 전, 두 그룹간의 모평균은 시험군 25.29mm, 대조군 

24.91mm 로 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p=0.65)을 확인하

였다. 

시험군에서 PRE (25.29 mm), POD#5 (27.33 mm), POD#9 (25.95 mm) 간

에는 각각 p-value 0.0006, 0.028 로 시간경과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POD#9 (25.95 mm)와 POD#13 (24.93 mm) 에

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p=0.088) 않았다. 또한 

Pre (25.29 mm)와 POD#13 (24.9 mm)에는 p-value 0.499로 통계학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대조군에서 Pre (24.91 mm) 와 POD#5 (25.97 mm), POD#9 (24.53 mm),  

POD#9 (22.16 mm) 간에는 시간경과에 따른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없었지만, PRE (24.91 mm)와 POD#13 (22.16 mm) 에는 통계학적으

로 유의미한(p=0.045) 차이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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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조군
a
과 실험군

b
의 상자 그림    

 
a
대조군 : 등척성 근육 수축만 시행한 환자군   

 
b
실험군 : 등척성 근육 수축과 전기자극을 통한 근육수축을 함께한 환자군

 Pre = 수술 전일       

 POD9 = 수술 후 9일 및 전기자극을 통한 근육수축 5일째  

 POD13 = 수술 후 13일 및 전기자극을 통한 근육수축 9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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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고 찰 

기존의 지속적 수동 신전 운동기를 이용한 신전운동, 치료진의 지시에 

따른 침상에서의 대퇴사두근 등척성 운동 및 냉찜질치료만 시행한 그

룹은 무릎관절전치환술을 시행하기 전보다 2주뒤에 통계학적으로 유의

미한 대퇴사두근의 두께감소가 나타났으나 전기자극을 통한 근육 수축

을 기존의 치료와 병행한 그룹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없

이 수술전의 대퇴사두근 두께가 유지됨이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의 문

헌에서 운동에 의한 근비대는 20일 이상 지속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수술적 처치 혹은 외상 이후 대퇴사두근의 위약이 초기 

2주간 가장 심하다고 알려진 것을 고려할 때에 수술 후 2주 이내의 시

기에 매일 30분씩 2회 전기자극을 통한 근육수축을 시행하는 것이 대

퇴사두근의 위약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10]. 다만, 근육의 운동으로 인한 부종이 운동 후 9일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기존의 문헌도 존재하기에 전기자극을 

통한 근육수축이 이러한 부종을 유발하며 근육의 두께가 두껍게 측정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17. 이에 대한 보충자료로 활

용할 수 있는 것이 그룹간의 조건을 균일화하기 위하여 제외시켰던 양

쪽의 무릎관절전치환술을 시행한 환자군의 자료이다. 이들은 첫 수술 

후 7일 뒤에 반대쪽을 수술하는 일정을 거치면서 짧게는 5일, 길게는 

7일간의 경과관찰 및 대퇴사두근 두께 변화를 추가된 기간만큼 확인할 

수 있었다. 첫 수술 후 3주차가 되는 마지막 측정값과 수술이전의 측

정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무릎관절전

치환술 이후 발생하는 대퇴사두근의 두께감소가 앞서 확인한 2주에 이

어서 3주차까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와 동시에 

수술 후 3~5일째에 시작한 NMES로 인한 부종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기

간인 9일이 지난 3주차의 시기에도 있을 가능성은 적기에 대퇴사두근 

두께의 감소방지억제는 NMES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부종이 아니라 근위

축 방지효과에 의한 것일 가능성임을 높인다. 

한편, NMES군에서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기는 하였으나 두 그룹의 

수치변화추이를 살펴볼 때에, 양측 모두 수술 이후 대퇴사두근 두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기자극을 통한 근육수축 치료그룹과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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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치료를 유지한 그룹을 하나로 묶어서 수술이전(25.23)과 이후

(27.32)를 비교하였을 때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p=0.0002 < 

0.05) 두께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다. 첫번째는 수술적 처치 과정에서 가해지는 

조작 혹은 수술과정 및 이후에 정맥으로 유입된 수액 등으로 인해 근

육의 부종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다. 두 번째는 배액관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지속적 수동 신전 운동기를 이용하여 신전운동을 하는 과정

에서 배액관이 근육에 자극을 주었을 가능성이다. 세번째는 근육의 두

께 변화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압력을 가하지 않고 초음파 프로브를 

적용하여 근육의 두께를 측정하였지만 수술 전에는 환자가 프로브 압

박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기에 약간의 압력을 가하며 측정하였다가 

수술 이후 프로브를 적용할 때에는 통증에 예민한 상태여서 압박을 덜 

가하며 근육의 두께를 측정하였을 가능성이다. 첫 번째 가능성은 이를 

감별하기 위한 실험적 방법의 고안이 인체대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에 동물실험모델을 통해서 관절전치환술을 시행하는 동안의 정

맥내 수액투여 여부가 근육 두께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역시 동물실험모델에서 배액관

을 유지한 그룹과 유지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의 그룹을 다시 

지속적 수동 신전 운동을 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에 대해 단면연구를 시행한다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

째 가능성은 다음 연구시에 정확한 플로팅 기법으로 근육두께를 측정

하도록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의도한 바는 아니었으나 관절전치환술을 양측으로 시행한 

그룹의 결과분석을 하면서 발견된 흥미로운 점이 있다. 환자들은 수술 

후 통증으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체중부하 및 보행시간이 감소

하였다. 물론 실제 보행시간의 감소량에 대해서는 자료보강이 필요하

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부동기간 동안의 아직 수술하지 않은 반대쪽 

대퇴사두근 두께 변화를 살펴보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대퇴사두근 두께가 감소(평균 2.03 mm) 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치료만 유지했던 그룹에서 확인하였던 수술 후 2주간의 

감소치(평균 2.75 mm)의 73.81% 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는 기존에 알

려진 바와 같이 무릎관절전치환술 이후 초기 2주간 위축이 가장 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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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진행되지만 그 중에서도 초기 5~7일간 대부분의 위축이 발생함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본 실험의 결과가 전기자극을 통한 근육수축이 근위축을 방지하는 효

과가 있어서인지, 부종을 유발해서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근위축

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서라면 이러한 효과가 실제적인 근력의 유지

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속성운동을 통한 토크 값 측정처

럼 실제 수행능력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10,15,20]. 

연구 계획 단계에서 실제 측정하려 하였지만 장비사용과 관련된 절차

적 문제로 시행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면이다. 이에 대해 근거자료

를 통해 보강하자면,비록 dynamometer등을 통한 근력측정등은 시행하

지 않았지만, 대퇴사두근 근력과 대퇴사두근의 두께에 높은 상관성 및 

비례함은 기존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 19-20,22.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무릎전치환술이후 재활치료 과정의 핵심은 

arthrogenic muscle inhibition 을 줄이고 근위축을 방지하여 대퇴사

두근 근력을 최대한 유지 및 회복시키고 강화 하는것이다. 전기자극을 

통한 근육수축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서 여러 연

구에서 확인되었다. 하지만 수술 후 치료시작시기는 빠를수록 좋은 듯

하다는 경향은 확인가능하지만, 이로 인한 치료효과는 대부분 6주 이

상이 경과환 뒤의 기능적 회복과 3주 이후의 근육 횡단면 넓이의 증가

에 그치고 있을 뿐, 2주 이내의 초기 변화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9-10, 22. 

대퇴사두근의 근력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있으며 dynamometer

를 이용하여 maximal volitional contraction 의 측정하는 것이 도움

이 될 것이다. 하지만 수술 후 급성기의 환자에게 이러한 측정방법을 

시행하는 것은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수술부위의 안정성에도 영

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환자에게 통증을 주거나 부종, 손상등을 일

으키지 않으면서 대퇴사두근 근력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연구

들이 있었고 대표적인 것으로 cross sectional area 가 있다. 하지만, 

이 cross sectional area 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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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한데 이는 시간, 비용, 효율 면에서 좋은 수단이 되지 못한다. 

이로부터 대퇴사두근의 근육 두께를 측정하여 이로부터 cross 

sectional area 를 추정하려는 연구가 있었으며, 둘 사이의 관련성이 

비례적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래 의도한 대퇴사두근 근력 역시 

잘 반영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관절의 손상등이 발생한 이후 신경학적변화로 발생하는

arthrogenic muscle inhibition 의 치료방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되었다22. 이는 단순히 무릎관절등의 일부 국

소적 문제가 아니라 이와 연관된 대뇌피질 영역에까지 변화를 일으키

고 이는 다시 국소적인 관절의 기능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23.전

기자극을 통한 근육수축은 이러한 arthrogenic muscle inhibition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 또한, 무릎관절전치환술 이전에 대퇴사두근 

근력을 강화하는 것이 수술 1년 이후의 성공적 기능적 회복에도 가장 

중요한 예후인자였다는 것과 그 강화 방안으로서 전기자극을 통한 근

육수축을 시행했던 연구들은 전기자극을 통한 근육수축의 효용성을 더

한다24-25. 이 효용성은 무릎관절전치환술 이전에 통증등으로 근력강화

운동이 어려운 환자군에서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무릎전치환술 이후에 전기자극을 통한 근육수축치료의 시작

시기를 수술 후 5일까지 앞당겨 시행하며 2주 이내의 단기간에 대해 

내측광근의 근육두께 변화를 확인한 최초의 연구이다. 그 내용은 대조

군에서는 수술 이전과 이후 유의하게 두께 감소를 보인 반면 치료군에

서는 수술 이전과 이후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두께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수술 후 5일이라는 빠른 시기에 시행한 전기자극을 통한 

근육수축 치료가 대퇴사두근 위축을 방지하였음을 확인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임상적 의의성은 기존의 연구들이 조기의 전기

자극을 통한 근육수축이 arthrogenic muscle inhibition 을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근위축 역시 효과적으로 방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무릎

전치환술 이후의 재활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근력을 강화시켜주어야 

효과적인데, NMES기기를 통한 근육수축은 그 강도의 조절이 간편하기

에 효과적인 단계적 강화가 가능하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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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무릎전치환술 이후 조기(5일) 에 기존의 등척성 근력 운동과 전기자극

을 통한 근육수축을 결합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기존의 치료만 한 

경우에 비해서 무릎관절전치환술 후의 대퇴사두근(내측광근)의 두께변

화를 2주 이내의 단기간에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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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ltrasonographic Muscle Thickenss Measurement Verified 

Muscular Contraction by Electrical Stimulation Therapy 

Decrease the Vastus Medialis Muscle Atrophy After Total 

Knee Replacement 

 

Sang Yeol Yong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g Hoon Kim> 

 

This study investigated muscle thickness change as a indicator of 

muscle atrophy and muscle strength after total knee replacement. 

A total of 70 cases of 63 patients with total knee arthroplasty 

was selected. Eleven cases of 10 patients was drop out. Rest 58 

cases of 43 patients was divided into 2 gorups, 48 cases of 36 

patients in study group and 10 cases of 7 patients in contraol 

group. 

Ultrasonographic muscle thickness measurements was done on the 

day before the operation (PRE), the 5th day after operation 

(POD5), the 9th day after operation(POD9) and the 13th day (POD13). 

The patients of the study and control group experienced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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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apeutic management, such as continuous passive mobilization, 

icing before the POD5. 

On the POD5, the control group patients started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exercise and the study group patients 

started not only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exercise, but 

also muscle contraction by electrical stimulation.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case and control 

groups in demographics on the independent two sample t-test. 

There was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PRE and POD13 of control 

group, while it shows no statistical difference in case group. 

This results shows the prevention effect for the atrophic change 

of vastus medialis muscle during first 2 weeks after total knee 

replacement by combining the muscle contraction by electrical 

stimulation and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This tudy 

verified this effect via measuring the thickness of the vastus 

medialis muscle by ultrasonographic scanning. 

This study is particulary important because if affiremed muscle 

thickness change and effect of muscle contraction by electrical 

stimulation during ultrashort period (within 2 weeks)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Keywords : Muscle strength, Muscle thickness, Muscle atrophy , 

Ultrasonography, Electrical stimulation therapy, Total knee 

replac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