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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혈류제한 운동은 운동 시 근육의 혈류를 제한함으로써 조직 내에 저산소

환경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저강도(1RM 20-40%)의 단기간 트레이닝으로도

고강도 트레이닝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주간의

혈류제한 운동이 슬관절전치환술 환자의 근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B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는 슬관절전치환술 환자들 중 수술한지 3주 이내의 환자 21명(실험군=11명,

대조군 10명)을 대상자로 모집하였다. 모든 환자들은 2주간 주 6회, 30분씩

치료사와 1:1로 재활운동을 실시하였다. 실험군은 재활 운동 시 혈류제한용

커프를 허벅지 근위부에 착용하였다. 적용되는 압력은 첫날 160 mmHg에서

시작하여 매일 10 mmHg씩 증가시켰고, 최종적으로 240 mmHg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근력, Rate of torque development, 관절가동범위,

근육량, 허벅지 둘레, Timed Up and Go test, 10m walking test, Single-limb

stance를 중재 전과 중재 후 평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집단의 사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집단 내 사전·사후 비교를 위해 Wilcoxon signed-rank

test를 실시하였고, 집단 간 중재에 따른 변화량을 비교하기 위해 Mann

-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05 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혈류제한 운동 후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Knee extensor peak

torque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컸다(P=.01).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Knee extensor RTD의 변화량도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컸으며

유의확률에 가깝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혈류제한 운동은 Knee extensor의

근 기능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며, 향후 슬관절치환술 환자의 재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슬관절치환술, 인공관절, 혈류제한, 재활, 운동, 근 기능

학 번 : 2014-2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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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퇴행성관절염은 노화, 과사용, 외상 등으로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가

손상되어 국소적인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퇴행성관절염은 체중이

부하되는 무릎관절에서 주로 발생한다. 무릎의 퇴행이 심할 경우 관절의 강직,

변형, 통증을 일으켜 일상 활동을 제한하고 삶의 질을 낮춘다(Alkan, Fidan,

Tosun, & Ardıçoğlu, 2014; I. J. Kim et al., 2011; Montero, Mulero, Tornero,

Guitart, & Serrano, 2016). 퇴행성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비약물요법(교육,

운동치료, 물리치료 등)과 약물요법을 먼저 시행하는데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수술적 요법인 슬관절치환술(Knee

Replacement)을 시행한다. 슬관절치환술은 손상된 관절을 제거한 뒤 특수

금속과 폴리에틸렌 재질로 된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로서, 말기(end-stage)

퇴행성관절염에 가장 좋은 치료방법(gold standard)이다. 슬관절치환술은

인공 관절의 생존율(survival rate)이 90-95%로 높고(Bae et al., 2012), 수술의

비용대비 효과가 높아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Losina, Thornhill,

Rome, Wright, & Katz, 2012). 2014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슬관절치환술

수술 인원은 105.84명으로, 2006년의 59.68명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인구 고령화와 비만의 증가, 수술 장비와 기술의

발전, 수술 안전성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 개선이 슬관절치환술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Sunny Kim, 2008).

슬관절치환술은 궁극적으로 통증을 제거하고 관절 기능을 회복하여 보행

능력과 일상생활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Rankin, Alarcon, Chang, &

Cooney Jr, 2004). 하지만 수술 직후에는 대퇴부의 근력과 활성도가 수술

전보다 절반으로 감소하고 5-20%의 근위축(muscle atrophy)이 발생하며

(Meier et al., 2008), 절개로 인한 심한 통증이 동반되어 관절의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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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된다(Wylde, Rooker, Halliday, & Blom, 2011). 대퇴사두근(quadriceps)의

근력은 기능수행(functional performance)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Mizner,

Petterson, & Snyder-Mackler, 2005), 근육의 기능장애가 지속되면 조기

장애(premature disability), 낙상, 일상생활 능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Bade,

Kohrt, & Stevens-Lapsley, 2010). 따라서 감소된 근력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수술 직후부터 통증을 완화하고 근

기능(muscle function)을 회복하기 위해 집중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Bade

& Stevens-Lapsley, 2011). 그러나 슬관절치환술 환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관절염에 의한 만성적인 대퇴사두근 약화와 위축을 겪어왔고(Lewek, Rudolph,

& Snyder‐Mackler, 2004), 수술 후 외과적 외상(surgical trauma)으로 인해

강한 기계적 압박(mechanical stress)을 견딜 수 없으므로 재활 초기 고강도

저항운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Pope, Willardson, & Schoenfeld,

2013). 이에 임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술 직후부터 1-2주 동안은 수술한 병원에

머물며 염증과 부종 조절, 통증 감소, 혈전 예방을 위한 치료를 받고, 수동적

관절 운동기계(continuous passive movement, CPM)를 이용하여 최소한의

관절가동범위 확보를 위한 운동만을 실시한다. 이후 재활병원에 머물며 관절

안정화와 근력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거나 가정에서 환자 스스로 재활을 하게

된다. 수술 후 완전히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슬관절치환술 환자 입원일수는 약 3주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이는 환자에게 수술 후

근력 회복을 위한 재활 치료가 부족함을 시사한다. 환자들의 퇴원 시기는

신체기능의 회복 보다는 경제적 여건이 우선시 되는 것으로 추정되며(정희숙,

2013), 이러한 현실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수술 직후의

신체적 기능 제한과 장기간 입원이 힘든 현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기능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3주간의 짧은 입원재활 기간 동안 낮은 부하로도

근력과 근육량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혈류제한(Blood-Flow Restriction, BFR) 요법은 운동 시 공기 주입이

가능한 커프나 터니켓을 착용하여 근육의 혈류를 제한함으로써 조직 내에

저산소(hypoxia) 환경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저강도(1RM 20%)의 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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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닝으로도 고강도 트레이닝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슬관절치환술

환자의 재활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Pope et al., 2013). 혈류제한은

운동 자극 없이 단독으로 적용되거나 저항성이나 유산소성 운동과 함께

활용되었으며 근력과 근 단면적의 증가, 지구력 개선, 호르몬 분비 촉진 등의

효과를 나타내어 선수, 노인, 재활 환자 등 다양한 집단에서 활용되고

있다(Buford et al., 2015; Scott, Loenneke, Slattery, & Dascombe, 2015a;

Segal, Williams, Davis, Wallace, & Mikesky, 2015). Takarada, Takazawa,

and Ishii (2000)은 전방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2주간 1일 2회씩

혈류제한을 적용하였는데 대퇴사두근의 위축이 감소하였다. Segal et al.

(2015)은 퇴행성관절염 위험요인이 있는 중년 여성에게 4주간 주 3회씩

혈류제한 하지 운동을 적용하였는데 혈류제한 그룹의 Isotonic 1RM과

Isokinetic knee extensor strength 가 더 증가하였다. 혈류제한은 2-3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적용하여도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다. T Yasuda et al. (2005)는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2주간 하루 2회씩 1RM의 20%로 혈류제한 하지 운동을

한 결과, 혈류제한 그룹에서 근 단면적과 근력이 더 증가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본바 혈류제한 요법이 수술 후 단 기간 내 근 기능의 회복이

필수적인 슬관절치환술 환자들에게 유용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혈류제한을 적용한 후 효과를 검증한 대부분의 연구가 젊은

성인이나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양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국외의

경우에도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이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환자들에게 적용한

사례만 있을 뿐 슬관절치환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혈류제한을 적용한 재활프로그램을 2주간

시행하여 슬관절전치환술 환자의 근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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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주간의 혈류제한 운동이 슬관절전치환술 환자의

근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1.3. 연구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규명하기 위해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혈류제한 재활운동 그룹과 기존 재활운동 그룹 간 근 기능(Peak torque,

Flexor-Extensor ratio, Rage of motion, Rate to torque development)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혈류제한 재활운동 그룹과 기존 재활운동 그룹 간 다리 근육량, 다리

세포외수분비, 허벅지둘레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혈류제한 재활운동 그룹과 기존 재활운동 그룹 간 기능수행능력(Timed

up and go test, 10m walking test, single–limb stance)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4. 연구의 제한점

1) 환자마다 수술을 받은 병원이 다르므로 사용된 인공관절의 종류와 수술

집도의에 따라 예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 수술 후 중재의 시작 시기를 통일하지 못하였다.

3) 환자들의 식단과 치료시간 외의 활동을 통제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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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2.1. 슬관절치환술(Knee replacement)

2.1.1. 슬관절치환술의 의학적 정의와 특징

2.1.1.1. 슬관절의 구조

슬관절은 인체 내 가장 큰 관절로서, 무릎을 중심으로 대퇴골(femur),

경골(tibia), 슬개골(patella)이 인접하여 관절을 이룬다. 슬관절은 내·외측

경대퇴관절(medial and lateral tibiofemoral joint)과 슬개대퇴관절

(patellofemoral joint)로 구분된다.

대퇴골의 원위부(distal)는 둥글고 볼록한 형태의 내·외측 과(medial and

lateral condyle)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대적으로 평평한 경골의 과와 만나

경대퇴관절을 형성한다. 무릎을 구부리거나 펴는 동안 대퇴골의 과는 경골의

표면을 따라 구르고 미끄러진다. 구르기(rolling)는 무릎의 굴곡과 신전 동작을

만들고, 미끄러짐(gliding)은 대퇴골 과(femoral condyle)가 경골 과(tibial

condyle)의 중심에 있도록 정렬하여 무릎을 안정화시킨다. 무릎이 펴지면

대퇴골은 경골에 비해 약간의 내측 회전(medial rotation)을 하며, 이는 대퇴의

외측 과가 내측 과보다 조금 작기 때문에 발생한다. 무릎의 최대 신전 시,

회전성 잠김작용(rotary locking action)이 발생하여 무릎이 가장 안정된 상태가

된다. 대퇴골 원위부의 내·외측 과(medial and lateral condyle) 사이

과간구(intercondylar groove)에서는 슬개골 후면과 만나 슬개대퇴관절을

형성한다. 무릎의 굴곡(flexion)과 신전(extension) 시, 슬개골은 대퇴골 과간구

내에서 수직으로 미끄러지듯이 움직인다. 인체 내 가장 큰 종자골(sesamoid

bone)인 슬개골은 대퇴사두근(quadriceps)의 건(tendon)과 통합된다.

슬개골은 대퇴골 원위부에 대한 마찰로부터 대퇴사두근 건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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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one of the right knee joint

관절을 이루는 표면은 얇은 유리연골(hyaline cartilage)로 덮여 있는데,

이는 뼈가 쉽게 미끄러질 수 있도록 하며 손상으로부터 뼈를 보호한다. 슬관절은

뼈 구조상 매우 불안정하여 근육, 인대, 연골, 관절낭 등 주변 연부조직(soft

tissue)에 의해 관절의 안정성이 유지된다.

슬관절은 뼈가 만나는 지점에서 관절강(articular cavity)를 형성하며 섬유성

관절낭(joint capsule)에 싸여있다. 관절낭 속에는 윤활막(synovial

membrane)이 놓여있는데, 윤활막에서 생성되는 활액(synovial fluid)은 뼈

사이의 공간을 메꿔 조직 사이의 마찰을 줄이고 충격을 완화한다.

반월상연골(meniscus)은 ‘C’자 형태의 섬유성 연골조직(fibrocartilage)

으로, 대퇴골과 경골의 관절면 사이에 위치한다. 반월상연골은 충격을 흡수하고

힘을 분산시켜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 또한 관절 내 영양을

공급하고 마찰을 감소시키며, 경골이 앞쪽으로 밀리는 것을 막아 슬관절의

안정성을 강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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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agittal section through the right knee joint

그림 3. Meniscus of the knee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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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에는 무릎을 지지해주는 여러 가지 인대들이 존재한다. 전, 후방

십자인대(anterior and posterior cruciate ligament)는 관절 내에 존재하나

인대는 윤활막(synovium)에 싸여 있기 때문에, 인대 자체는 윤활막 외의

조직이다. 전, 후방 십자인대는 경골 외회전 시 풀리고, 내회전 시 꼬이도록

십자(cruciate) 형태로 교차되어 다양한 방향에서 관절에 안정성을 제공한다.

전방십자인대는 경골의 회전과 전방 움직임을 제한하고, 후방십자인대는

경골의 후방 움직임을 제한한다. 관절낭 밖의 무릎 측면에는 두 개의

외부(extrinsic) 인대가 있다. 내측측부인대(medial collateral ligament)는

외반력(valgus stress)에 대한 저항을 제공하여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는 것을

제한하고, 외측측부인대(lateral collateral ligament)는 내반력(varus stress)에

대한 저항을 제공하여 무릎이 바깥쪽으로 꺾이는 것을 제한한다.

그림 4. Ligaments of the knee joint



- 9 -

무릎의 적절한 기능을 위해서는 많은 근육들이 동시에 작용해야 한다.

슬관절 주변의 근육은 봉공근(sartorius), 대퇴사두근(quadriceps), 슬괵근

(hamstring), 슬와근(popliteus), 비복근(gastrocnemius), 빗근(plantaris) 등이

있다. 무릎을 가로지르는 근육들의 작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1>에

있다.

슬관절은 경첩(hinge) 유형의 윤활관절(synovial joint)로서, 두 개의

운동면에서 움직임이 일어난다. 시상면(sagittal plane)에서는 굴곡(flexion)과

신전(extension)이 발생하고, 무릎이 굽혀진 상태일 때 수평면(transverse

plane)에서 약간의 내회전(internal rotation)과 외회전(external rotation)이

발생한다. 관절의 가동범위는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 약 120° 정도까지 무릎을 굴곡 시킬 수 있다.

표 1. Actions of muscles that cross the knee

Muscle Origin Insertion Action (knee)

Sartorious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Medial to the tibial tuberosity
Flexion &
Internal rotation

Quad’

Rectus femoris
Anterior inferior iliac spine,
actabular roof of hip joint

Tibial tuberosity
(via patellar ligament)

Extension

Vastus medialis
Linea aspera(medial lip),
Intertrochanteric line(distal part)

Both sides of tuberosity on the
medial and lateral condyles
(via the medial and longitudinal
patellar retinacula)Vastus lateralis

Linea aspera(Lateral lip),
greater trochanter(lateral surface)

Vastus intermedius Femoral shaft(anterior side)
Tibial tuberosity
(via patellar ligament)

Hams’

Biceps femoris(long)
Ischial tuberosity,
sacrotuberous ligament

Head of fibula
Flexion &
External rotation

Biceps femoris(short)
Lateral lip of the linea aspera
in the middle third of the femur

Semimembranosus Ischial tuberosity
Medial tibial condyle, oblique
popliteal ligament, popliteus fascia Flexion &

Internal rotation
Semitendinosus

Ischial tuberosity,
sacrotuberous ligament

Medial to the tibial tuberosity
in the pes anserinus

Popliteus
Lateral femoral condyle,
posterior horn of the lateral meniscus

Posterior tibial surface
(above the origin at the soleus)

Flexion &
Internal rotation

Gastrocnemius
Femur
(medial and lateral epicondyles) Calcaneal tuberosity via the

Achilles’ tendon
Flexion

Plantaris
Femur(lateral epicondyle, proximal
to lateral head of gastrocnem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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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Muscles of the knee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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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슬관절치환술의 개요(Introduction)

퇴행성관절염(osteoarthritis)은 노화, 과사용, 외상으로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이 손상되어 국소적인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무릎의 퇴행이

심한 경우 관절의 강직, 변형, 통증을 일으켜 신체 기능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약과 우울증, 삶의 질 저하와 같은 심리적 장애의 원인이 되고 있다(Alkan

et al., 2014; I. J. Kim et al., 2011; Montero et al., 2016). 인구 고령화와 함께

퇴행성관절염의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인 비만이 증가함에 따라 퇴행성

관절염의 유병률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Suri, Morgenroth, &

Hunter, 2012). 퇴행성관절염의 치료를 위해 교육, 운동치료, 물리치료 등의

비약물요법과 약물요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지만, 이를 통해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수술적요법인 슬관절치환술을 시행한다.

슬관절치환술(knee replacement)이란 손상된 관절을 제거한 뒤 특수 금속과

폴리에틸렌 재질로 된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로서, 비용대비 효과(cost

-effective)가 높아 말기(end-stage) 무릎 관절염 치료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Losina et al., 2012). 슬관절치환술은 통증의 감소, 무릎 역학적 정렬

(mechanical alignment)의 회복, 관절선(joint line)의 보존, 인대의 균형, 정상

Q angle의 회복,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목표로 한다. 슬관절치환술은 19세기

중반 처음 고안되어 1970년대 이후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슬관절치환술의 역사와 발전과정은 Bae

et al. (2012), Song, Seon, Park, and Yoon (2011), Yang (2010)의 논문에

상세히 고찰되어있다. 초창기 슬관절치환술은 hinge, unicompartmental,

bicompartmental 방식의 치환물을 사용하였으나, 여러 설계 및 기술상의

문제로 성공률이 좋지 못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초 새로운 형태의 condylar

치환물이 개발되면서 인공 슬관절 수술은 급속도로 발전하였고, 197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는 total condylar(tricompartmental) 형태의 삽입물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슬관절치환술은 크게 관절 전체를 교체하는 슬관절 전치환술(total knee

replacement)과 병변이 있는 부분만 교체하는 슬관절 부분치환술(knee partial

replacement)로 나눌 수 있다(그림 6). 슬관절치환술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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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환술과 부분치환술 중 어떤 수술을 할 것인지 선택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슬관절치환술 방법은 전치환술이며, 부분치환술은

슬관절치환술 전체의 약 10% 정도만 시행되고 있다(Australian Orthopaedic

Association National Joint Replacement Registry, 2015). 과거에는

부분치환술의 성공률이 낮고 효율성이 떨어져 잘 사용되지 않았다. 오랜 기간에

걸쳐 신소재의 치환물이 개발되었고 수술 기법은 정교해졌으며 수술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수술에 적합한 환자를 선별할 수 있게 되면서, 최근에는 특정

환자들에게 부분치환술을 적용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Howieson

& Farrington, 2015; A. D. Liddle, Pandit, Judge, & Murray, 2015a; Vasso

et al., 2015). 보통 퇴행성관절염 환자는 무릎 안쪽의 관절이 상한 경우가

많다. 병변이 관절의 단일 구획에만 존재하고 인대가 손상되지 않았으며 관절의

기형이 없는 경우 부분치환술이 사용될 수 있다. 전치환술과 비교하여

부분치환술은 전·후방 십자인대 등 본래의 구조물을 보존하고 정상에 가깝게

관절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으며 수술 시간이 짧고 병원 재원일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A. D. Liddle, Pandit, Judge, & Murray, 2015b; Witjes

et al., 2016). 하지만 전치환술보다 적용 대상 기준이 엄격하고 절개 부위를

최소화해야 하므로 정밀한 수술 기술이 필요하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인공관절의 기능과 내구성이 향상되어 삽입한 관절을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수술 시행 연령이 어려짐에 따라 적절한 수술 시기와 방법을

택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슬관절치환술을 시행하는데 있어

절대적인 나이나 몸무게의 제한은 없다. 현재 인공 관절의 20년 생존율(survival

rate)은 90~95%로 알려져 있다(Bae et al., 2012). 인공 관절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관절의 모델, 수술방법, 재활방법, 환자들의 생활습관 등이

있다(문상복 & 김기진, 2015). 너무 이른 나이에 수술을 시행하여 삽입한 관절이

마모될 경우 재치환술(revision)을 하게 될 수 있으므로 평균 수명에 따른 여생을

감안하여 50~60대 이상의 환자들에게만 전치환술을 선별적으로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장기 추시관찰 결과 90% 이상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환자의 만족도는 9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Bae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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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n Orthopaedic Association National Joint Replacement Registry, 2015)

그림 6. Categories of knee replacement

(Alexander D Liddle, Pegg, & Pandit, 2013)

그림 7. Different types of knee replacement: (a) total knee replacement
(b) unicompartmental knee replacement (c) patellofemoral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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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 슬관절치환술의 역학(epidemiology)

슬관절치환술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외과적 수술 중

하나이다. 2014년 한 해 영국은 742,653건, 호주는 534,717건, 뉴질랜드는

78,542건 한국은 57,783건 시행되었다(Australian Orthopaedic Association

National Joint Replacement Registry, 2015; National Joint Registy, 2015;

New Zealand National Joint Registry, 2015;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슬관절치환술 시행 건수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2015)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슬관절치환술 수술 인원은 105.84명으로 2006년의 59.68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캐나다의 경우 2009-2010년 인구 10만명당 159명에서 2013-2014년

174명으로 5년간 9.4% 증가했다(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2015). 이외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유사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가나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슬관절치환술의 평균 시행 연령은

65-70세이다(American Joint Replacement Registry, 2014; National Joint

Registy, 2015; New Zealand National Joint Registry, 2015). 관절 삽입물의

발전과 수술 장비 및 기술의 발전으로 수술 시행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슬관절치환술 환자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의 86%가 여성, 14%가 남성으로 여성 환자가

월등히 많았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뉴질랜드의 경우 여성이 51.69%,

남성이 48.31%로 비율이 비슷하였으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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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 슬관절치환술의 위험요인(risk factor)

슬관절치환술의 가장 큰 원인은 퇴행성관절염이다. 슬관절치환술의 약

95%가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해 시행된다(New Zealand National Joint

Registry, 2015). 따라서 퇴행성관절염의 위험요인이 슬관절치환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퇴행성관절염의 위험요인은 크게 체계적(systemic)

요인과 일부 생체 역학적(local biomechanical)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그림

8). 체계적 요인에는 나이, 성별, 호르몬, 인종, 유전, 비만, 영양, 골밀도 등이

있으며, 생체 역학적 요인에는 부상, 직업, 신체활동, 무릎의 정렬(alignment),

뼈나 관절의 형태, 다리 길이 차이 등이 있다. 퇴행성관절염은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발생한다.

퇴행성관절염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는 연령이다(Blagojevic, Jinks,

Jeffery, & Jordan, 2010). 연령이 증가할수록 퇴행성관절염의 유병률과

발생률은 증가한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이

누적되고,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연골이 얇아지고 근력이나 고유 수용성

감각(proprioception)이 떨어져 관절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Y. Zhang

& Jordan, 2010). 성별의 차이도 주요 위험인자인데, 나이가 들수록 여성의

유병률이 남성보다 높아지며 증상도 심해진다(Srikanth et al., 2005). 폐경

시기에 여성의 유병률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아 에스트로겐과 같은

호르몬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나, 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않아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Y. Zhang & Jordan, 2010). 퇴행성관절염의 발전에는 유전적

요인도 관여되는데, 무릎 관절염의 유전 가능성(heritability)은 39% 정도로

추정된다(Valdes & Spector, 2009).

비만은 체계적 요인과 일부 생체 역학적 요인에 모두 속할 수 있다. 비만은

체중이 부하되는 무릎 관절의 퇴행성관절염 발병과 진행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비만이거나 과체중인 사람은 정상 체중보다 퇴행성관절염

발생 위험율이 3배 가까이 높다(Blagojevic et al., 2010). Framingham study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몸무게를 5kg 감량한 여성은 증상성(symptomatic)

퇴행성관절염으로 진행될 위험율이 50% 감소했다(Felson, Zhang, Anthony,

Naimark, & Anderson, 1992). 비만 때문에 관절에 과부하가 가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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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관절(synovial joint)이 부서지고 인대나 다른 구조상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Y. Zhang & Jordan, 2010). 무릎 부상 역시 퇴행성관절염의 강력한

위험요인 중 하나이다. 관절 경유 골절(trans-articular fracture)이나 반월상

연골파열(meniscal tear) 같은 심각한 관절 부상과 전방십자인대의 부상은

퇴행성관절염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근골격계의 종합적 증상을

발생시킨다(Englund et al., 2009; Lohmander, Östenberg, Englund, & Roos,

2004; Roos, Adalberth, Dahlberg, & Lohmander, 1995). 직업에 따른 관절의

반복적인 사용도 퇴행성관절염의 위험인자이다. 과도하게 무릎을 꿇거나

(kneeling), 쪼그려 앉거나(squatting), 들어올리는(lifting) 활동을 하거나

장시간 서있는 직업을 하는 사람들은 퇴행성관절염의 위험이 더 높다

(Blagojevic et al., 2010).

(Suri et al., 2012)

그림 8. Risk factors for osteoarthritis and related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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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슬관절치환술의 징후(indication)와 금기증(contraindication)

슬관절치환술은 초기에 여러 이유로 실패율이 높기도 했으나 40년이 넘게

시행되어오면서 데이터가 꾸준히 축적됨에 따라 수술에 적합한 환자를 선별할

수 있게 되었다. 슬관절치환술의 가장 중요한 징후는 말기 무릎 퇴행성관절염과

심각한 통증이 지속되는 것이다(Rankin et al., 2004). 일반적으로 슬관절치환술

환자 대부분이 말기 퇴행성관절염이지만, 수술여부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결정된다. 환자는 일상활동을 제한하는 심한 통증이 있어야하며, 특히 밤에나

체중을 지지할 때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야한다. 6개월 이상 비수술적 치료

(약물요법, 운동치료, 물리치료 등)를 시행하였음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한다(W. Zhang et al., 2008). 슬관절치환술의 결정은

비수술적 치료에 대한 환자의 반응에 기초하기 때문에, 통증이 심각한 정도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환자들은 수술 전부터 슬관절치환술의 금기증에 대해 반드시 알고 고려해야

한다. 슬관절치환술의 절대적인 금기증은 무릎 폐혈증(sepsis), 만성적인 염증,

신전근의 기능부전(extensor mechanism dysfunction), 심각한 혈관질환, 근육

약화에 따른 전반슬(recurvatum deformity) 등이 있다. 이외에 상대적이고

논란이 많은 금기증들도 있다. 안전한 마취를 불가능하게 하는 의학적 상태나

부적절한 연조직 재건(soft tissue coverage), 병적인 비만, 신경병성

관절병증(neuropathic arthropathy), 무릎 골수염(osteomyelitis) 과거력도

상대적인 금기증으로써 고려되어야 한다(Erdogan, Gokce, & Gokay, 2013).

비만과 연령은 금기증이 아니지만 수술 전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수술 전·후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비만 환자는

상처치료가 지연되거나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Kerkhoffs et al., 2012;

Rankin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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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Indications for knee-replacement surgery

Pathology

• Diagnosis of osteoarthritis(primary or secondary),
or of inflammatory arthritis

• Radiographic changes

• End-stage disease with exposed bone in at least one
compartment of the knee

Symptoms

• Severe refractory knee pain (usually at night)

• Substantial disability (eg, reduced walking distance and
inability to work)

• No response to extended trial of non-operative interventions

Surgery

• Other surgical procedures (eg, osteotomy) not indicated

• Joint replacement technically possible

Patient

• Medically fit

• Fully informed; patient has taken part in a shared
decision-making process and consented to surgery

(Carr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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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 슬관절치환술 후 평가(Assessment of surgery outcome)

연구자나 의사 모두 환자의 수술 후 기능 변화율에 대해 관심이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실험에서 최적의 측정 시기를 선택할

수 있고, 의사들은 기능이 진전됨을 확인하여 재활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슬관절치환술 후 평가 방법에는 크게 자기보고식 방법(self-reported

or patient-reported measure)과 수행능력에 근거한 방법(performance-based

measure)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까지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자기보고식

방법으로는 Medical Outcomes Study 36-Item Short-Form Health Survey

questionnaire(SF-36)와 the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Osteoarthritis Index(WOMAC)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Ethgen, Bruyere,

Richy, Dardennes, & Reginster, 2004), 이외에도 Oxford Knee Score(OKS),

Knee Injury and Osteoarthritis Outcome Score(KOOS), Knee Society Clinical

Rating System(KSS) 등이 사용되었다(Dowsey & Choong, 2013). 수행능력에

근거한 방법으로는 isometric muscle torque testing, range of motion(ROM),

timed up-and-go test(TUG), stair climbing test(SCT), 6-minute walk

test(6MW), single-limb stance(SLS) 등이 사용되었다(Bade et al., 2010;

F Dobson et al., 2012). 많은 문헌들에서 자기보고식 평가는 신체적 수행능력

평가와는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arent & Moffet, 2002;

Terwee et al., 2006). J. E. Stevens-Lapsley, Schenkman, and Dayton (2011)에

따르면, 환자의 자기보고식 방법은 수술 후 수행능력의 부족한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통증과 관련이 깊었다. Osteoarthritis Research Society International

(OARSI)는 무릎 관절염 환자의 기능 측정에 30-s chair-stand test, 40 m

fast-paced walk test, a stair-climb test, timed up-and-go test and 6-min

walk test 의 5가지 방법을 권장하였다(Fiona Dobson et al., 2013). Mizner

et al. (2011)은 수술 전·후 두 측정방법에 의한 결과를 비교하였는데,

자기보고식 방법은 수술 직후의 급성적인 기능 감소를 잡아내지 못하였고

장기간 후의 기능 향상을 과다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도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우울, 통증, 삶의 질 등 심리적

변인의 측정을 위해서는 자기보고식 방법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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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 슬관절치환술 후 결과(result)

슬관절치환술은 확실히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의 통증을 줄이고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증진시킨다(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2003). 그러나 근력과

기능이 정상수준으로 회복되는 경우는 좀처럼 드물어, 연령이 증가하면서

환자들이 장애를 갖게 될 수 있다(Bade et al., 2010; Noble et al., 2005; Walsh,

Woodhouse, Thomas, & Finch, 1998). 슬관절치환술 환자들은 수술 전부터

퇴행성관절염 특성상 대퇴사두근의 약화와 위축을 겪어왔고(Lewek et al.,

2004), 수술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외과적 외상(surgical trauma)으로

근력과 기능이 손실되면서 신체 기능의 제한이 더욱 확대된다(Mizner,

Petterson, & Snyder-Mackler, 2005; Jennifer E Stevens-Lapsley, Balter,

Kohrt, & Eckhoff, 2010). 또한 환자 대부분이 고령인 관계로 근 기능의 회복이

제한된다(Hoogeboom et al., 2015).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성적인 기능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수술 전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은 건강한 성인에 비해 대퇴사두근의 근력이

36% 낮고, Stair climbing test(SCT) 시간이 160% 길며, 6-min walk

test(6MWT) 거리는 31% 짧다(Bade et al., 2010). 수술 직후 48시간 내에

재활을 시작하더라도, 수술 1개월 후 대퇴사두근의 근력과 활성도가 수술

전보다 50% 이상 감소하고 5-20%의 근 위축이 발생한다(Meier et al., 2008;

Mizner, Petterson, Stevens, Vandenborne, & Snyder-Mackler, 2005; Jennifer

E Stevens-Lapsley et al., 2010). 햄스트링 역시 이와 유사한 패턴의 근 기능

장애가 발생한다(Jennifer E Stevens-Lapsley et al., 2010). 근력과 기능의

손실은 수술 1개월 후에 가장 크고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수술 6개월 후에도 여전히 건강한 성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Jennifer E Stevens-Lapsley et al., 2010). 회복 양상은 일반적으로

수술 6개월 후까지 안정 상태를 유지하지만, 수술 6개월 후부터 2년 후까지는

다시 기능이 감소하기 시작한다(Kennedy, Stratford, Riddle, Hanna, & Gollish,

2008; Mizner, Petterson, & Snyder-Mackler, 2005). 수술 1년 후 건강한 성인에

비해 대퇴사두근의 근력은 40% 낮고, 걷는 속도는 18% 낮으며, 계단 오르는

속도는 5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Walsh et al., 1998). 또한 수술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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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은 무릎 꿇기, 웅크리기, 좌우로 움직이기, 몸 돌리기, 물건 옮기기,

스트레칭, 하지 근력운동 등의 여러 활동을 하는데 있어 건강한 성인과 비해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Noble et al., 2005).

대퇴사두근의 근력은 기능수행(functional performance)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Mizner, Petterson, & Snyder-Mackler, 2005), 근육의 기능장애가

지속되면 조기 장애(premature disability), 낙상, 일상생활 능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Bade et al., 2010). 따라서 감소된 근력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수술 후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슬관절치환술

과정 전반에 걸쳐 종합적(multidisciplinary)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 결과들을 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슬관절치환술의

재활은 근력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키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며, 좀 더 효율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수술 후 1달 내에

근력과 기능이 급격히 감소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수술 후 1달까지가 재활의

핵심 목표가 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근 기능의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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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슬관절치환술의 합병증(complication)

슬관절치환술은 일반적으로 고령의 환자에게 시행되고, 노인들은 동반

이환된(comorbid)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슬관절치환술 합병증의 발생은 드물며 세심한 수술

기법과 수술 후 주의 깊은 관리를 통해 예방될 수 있다. The Knee Society

(http://www.kneesociety.org)는 슬관절치환술 합병증 및 부작용의 종류와

정의를 표준화하여 리스트를 만들었다(Healy et al., 2013). 총 22개의

슬관절치환술 합병증이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출혈

(bleeding), 상처 합병증(wound complication), 인공관절의 감염(deep

periprosthetic joint infection), 삽입물의 헐거움(implant loosening) 등이 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21건의 재입원 중 105건이 기능 제한(limited motion,

18.2%), 상처의 합병증(wound complication, 14%), 수술 부위의 감염(surgical

site infection, 9.9%), 출혈(bleeding, 9.9%), 색전증(venous thromboembolism,

3.3%)를 이유로 발생하였다(Adelani, Keeney, Nunley, Clohisy, & Barrack,

2013).

일반적으로 알려진 슬관절치환술 시 출혈량은 1000-2000cc 정도이다.

출혈량은 개인에 따라 다르며 이 정도의 출혈량에도 활력 징후(vital sign)가

저하되어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다. 출혈량을 줄이려면 골 절제를

최대한 줄이고 절개를 최소화하여 연부 조직의 손상을 줄여야한다. 상처 부위에

피가 고일 경우 상처의 혈종(wound haematoma)이 발생할 수 있다. 수술

후에 상처에서 소량의 피가 나오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보통 며칠이

지나면 출혈은 멈추지만, 피부 아래에 피가 고이는 경우도 가끔씩 있으며

부종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혈종을 제거하기 위한 간단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슬관절치환술 후 감염의 발생은 드물지만,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요소이다. 감염이 수술 후 초기에 발견되어 피부와 피하층에 국한된 경우에는

항생제를 이용한 약물치료와 염증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인공관절을 삽입한 곳의 심부(deep)에 감염이 있는 경우 치료가 매우

힘들며 최악의 경우 항생제를 함유한 골 시멘트를 삽입하는 등의 재수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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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수 있다. 슬관절치환술 후 심부 감염의 유병률은 0.4-2.0%로 알려져

있으며(Garvin & Konigsberg, 2011),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절개하기 전에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은 감염을

최소화하는데 필수적이다. 층류형(laminar flow) 방의 사용, 적절한 피부 준비,

수술방의 정체(traffic) 제한, 다양한 상처 봉합 기술의 사용은 감염율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수술 후에 유치 요도관(indwelling urinary

catheter), 수혈(blood transfusions), 상처 배액(wound drainage)을 위한

최적의 관리를 해주는 것도 감염율 감소에 도움이 된다(Daines, Dennis, &

Amann, 2015). 감염 위험요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3>에 있다.

표 3. Risk Factors for Periprosthetic Infection

Surgical Stage Risk Factor

Preoperative Malnutrition

Diabetes mellitus

Obesity(BMI>40kg/m2

Male sex

Longer surgical time

Posttraumatic arthritis

Inflammatory arthritis

Colonization with MRSA

Intraoperative Skin preparation

Surgical gowns and gloves

AB-impregnated cement

OR configuration and traffic

Wound closure

Postoperative Retention of the Foley catheter for >1 day

Blood transfusions

Prolonged wound drainage

Dental procedures
AB=antibiotic, BMI=body mass index, MRSA=methich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OR = operation room

(Carr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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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 정맥 혈전증(deep venous thrombosis, DVT)은 수술 후 비교적 초기에

나타나는데, 주로 수술 받은 다리의 정맥 혈관 내에 발생한다. 혈전은 혈류를

방해하여 다리의 부종, 통증, 열감을 일으킨다. 이러한 혈전이 심폐혈관으로

흘러 들어가면 폐혈관을 막는 폐색전증(pulmonary thromboembolism)을

발생시킬 수 있다. 폐색전증이 발생하면 혈중 산소 분압이 저하되고 숨이

차며 심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조기 움직임(early

mobiilization), 혈전 색전증 스타킹, foot pump, 항응고요법과 같은 적절한

예방책이 필수적이다. 수술 후 초음파검사(ultrasonography)나 정맥조영

(venography)을 통해 혈전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 후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감소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슬관절치환술

환자의 10-20%가 여전히 중·고강도의 장기간 통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적 결함이나 쉽게 알 수 있는 합병증에 의해 항상

일어나지는 않으므로 재수술을 하여 고칠 수가 없다. 이러한 현상을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이라고 부른다.

이 외에도 관절 삽입물의 불안정성, 무릎 신경이나 혈관의 손상 등의

합병증이 있으며, 합병증이 발생하고 나면 장애가 남는 경우도 있으므로 예방이

중요하며 발생 시에는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25 -

2.1.1.9. 슬관절치환술의 치료

슬관절치환술은 궁극적으로 통증을 제거하고 관절 기능을 회복하여 보행

능력과 일상생활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Rankin et al., 2004). 하지만

수술 직후에는 대퇴부의 근력과 활성도가 수술 전보다 절반으로 감소하고

5-20%의 근 위축이 발생하며(Meier et al., 2008), 절개로 인한 심한 통증이

동반되어 관절의 기능이 저하된다(Wylde et al., 2011). 대퇴사두근의 근력은

기능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Mizner, Petterson, & Snyder-Mackler, 2005),

근육의 기능장애가 지속되면 조기 장애(premature disability), 낙상, 일상생활

능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Bade et al., 2010). 따라서 감소된 근력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슬관절치환술 환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관절염에 의한 만성적인 대퇴사두근 약화와 위축을 겪어왔고(Lewek

et al., 2004), 환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인 점을 감안했을 때 수술 후 근 기능

회복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Hoogeboom et al.,

2015). 따라서 수술 후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슬관절치환술 과정 전반에

걸쳐 종합적(multidisciplinary)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M. Ibrahim, Alazzawi, Nizam, and Haddad (2013)은 수술과정별 중재

(peri-operative interventions)를 수술 전·중·후 3가지 단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수술 전 중재(preoperative interventions)에는 교육, 영양, 선제

진통(pre-emptive analgesia), 신경근전기자극(Neuromuscular electrical

stimulation, NMES), 맥동 전자기장 치료(pulsed electromagnetic fields,

PEMFs), 물리치료(physiotherapy)가 있다.

교육 중재는 수술 전 준비과정, 수술과정, 수술의 이점, 수술의 잠재적 위험과

합병증, 통증 관리, 수술 후 치료과정, 수술 후 주의사항 등 슬관절치환술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한다(Louw, Diener, Butler, & Puentedura, 2013).

물리치료사, 간호사, 심리치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교육을 하며, 교육

방식은 1:1 이나 그룹으로 시행되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부터 비디오나

소책자를 활용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McDonald, Page, Beringer, Wasiak, & Sprowson, 2014). 수술에 대한 환자의

기대감이 수술 후 만족도나 치료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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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구 결과나 효과 크기가 일관되지는

않다(Barlow, Clark, Dunbar, Metcalfe, & Griffin, 2016; Haanstra et al., 2012).

이는 측정된 기대감의 유형이나 변인 및 시기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Haanstra et al., 2012).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더라도 수술과 관련된

과정 내내 환자의 기대감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M. S. Ibrahim, Khan,

Nizam, & Haddad, 2013). 환자에게 시기적으로 적합한 재활 치료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환자의 불안감을 낮추고 수술 후 발생하는 통증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하며 병원 입원기간도 줄일 수 있다(Louw et al., 2013; Yoon et

al., 2010).

수술 전 영양 상태가 슬관절치환술 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영양결핍은 상처 감염, 패혈증(sepsis), 회복의

지연, 입원 기간의 연장, 사망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M. S. Ibrahim et

al., 2013; Stowers, Lemanu, Coleman, Hill, & Munro, 2014). Albumin, total

lymphocyte count, transferrin levels, haemoglobin 등은 환자의 영양 상태를

나타내는 생화학적 지표이며, 수술 후 회복 기간이나 입원 기간을 예측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Triceps skinfold 와 같은 인체측정 매개변수(Anthropometric

parameters)도 환자의 영양결핍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수술 후

감염 위험률과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ont-Vizcarra, Lozano,

Rios, Forga, & Soriano, 2011). BMI와 수술 후 결과 간의 관계에 대한 근거는

충분치 않다. Raut, Mertes, Muniz-Terrera, and Khanduja (2012)은 노인층의

낮은 BMI가 수술 후 입원기간의 증가와 약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반면,

BMI는 입원기간과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많이 보고되었다(Halawi

et al., 2015; Husted, Holm, & Jacobsen, 2008; Judge et al., 2012). 하지만

병적인 비만 환자는 수술 전 positioning이나 마취에 어려움을 겪거나 과도한

피하지방으로 인해 관절로의 접근이 힘들어 수술 시간이 증가될 수 있다

(Hallert, Li, Brismar, & Lindgren, 2012). 수술 전 빈혈증(anemia)은 입원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술 전의 hemoglobin(Hb) 수치가 낮으면 수혈

필요성, 감염 위험, 입원 기간이 증가한다(Greenky, Gandhi, Pulido, Restrepo,

& Parvizi, 2012; Spahn, 2010). 따라서 수술 전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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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병적인 비만이 있거나 심각하게 영양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 더욱 요구된다(M. S. Ibrahim et al., 2013). 수술 전 영양 상태를

최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는 물론 경우에 따라 경구 영양

보조물을 섭취할 필요가 있다.

신경근전기자극(NMES)은 신경근 접합부(neuromuscular junction)로

미세한 전류를 흘려 근 수축을 자극하는 방법이다. 전기적으로 유도된 수축은

근육에 부하를 증가시켜 근력을 상승시킬 수 있다(Huber, Roos, Meichtry,

de Bie, & Bischoff-Ferrari, 2015; J. E. Stevens-Lapsley, Balter, Wolfe,

Eckhoff, & Kohrt, 2012). 따라서 수술 전·후 불용성 근위축(disuse muscle

atrophy)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키고 대퇴사두근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Monaghan, Caulfield, & O'Mathuna, 2010). NMES는 전통적

운동요법을 보완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를 완전히 대체하여

적용하지는 않는다(Levine, McElroy, Stakich, & Cicco, 2013).

Elboim-Gabyzon, Rozen, and Laufer (2013)은 NMES가 무릎 관절염 환자의

운동프로그램 효과를 높이는 가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quadriceps femoris에

NMES를 적용할 경우 통증 완화와 자발적 활성도 향상에 대한 운동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지만, 근력이나 기능 수행에 대한 효과는 높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수술 전 NMES의 적용이 슬관절치환술 환자의 근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Monaghan

et al., 2010), 앞으로 Fast-track pathways의 맥락에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M. S. Ibrahim et al., 2013).

선제 진통(pre-emptive analgesia)은 수술 전에 시행되는 약학적 중재이다.

이는 ‘통증은 발생 후 퇴치하는 것 보다 예방하는 것이 더 쉽다’는 개념을

전제로 한다. 선제 진통은 통증이 발생하기 전에 고통스러운 자극과 수술

부위에서 오는 구심성 신호를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통증에 대한 중심감작

(central sensitisation) 예방을 목표로 한다(Dahl & Kehlet, 2011). 수술 후

통증 조절에 실패하면 병리생리학적 반응을 일으켜 불안감과 이환율

(morbidity)을 증가시키고 수면을 방해하며 환자의 만족도와 회복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Dalury, Lieber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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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Donald, 2011).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 경구 진통제(oral analgesia), 국부

신경 차단술(regional nerve block), 말초 신경 차단술(peripheral nerve block)

등을 개별적으로 사용하거나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M. Ibrahim et al.,

2013). 경구 진통제에는 아편유사제(opioids),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 아세트아미노펜

(acetaminophen), 클로니딘(clonidine), 케타민(ketamine) 등이 있다(Dalury

et al., 2011). 하지만 수술 후 통증 감소에 대한 선제 진통의 역할과 효과는

여전히 다양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역시 Fast-track pathways의

맥락에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M. S. Ibrahim et al., 2013).

맥동전자기장 치료(PEMFs)는 손상된 세포에 직접적으로 미세 전류를

유도하여 세포의 회복을 촉진하는 방법이다. 세포에 유도된 미세전류는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의 방출을 억제하고 세포간 상호작용을 정상화시킨다

(Dallari et al., 2009; Zorzi, Dall’Oca, Cadossi, & Setti, 2007). 안전하고

비침습적인 것이 장점이며 외과적 수술이나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염증

및 부종의 치료, 지연성 골유합, 뼈성장 치료 등에 활용되고 있다(Hannemann,

Mommers, Schots, Brink, & Poeze, 2014; We, Koog, Jeong, & Wi, 2013).

다수의 연구들에서 PEMFs 가 퇴행성관절염이나 슬관절치환술 환자의 통증

및 부종 감소에 효과적이며 기능 회복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Adravanti, Nicoletti, Setti, Ampollini, & de Girolamo, 2014; Ay & Evcik,

2009; Bagnato, Miceli, Marino, Sciortino, & Bagnato, 2016; Zorzi et al., 2007)

물리치료(physiotherapy)는 전통적으로 수술 후 환자의 재활을 위해

시행되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술 후 환자의 기능을 더 빠르게 향상시키기

위해 수술을 받기 전부터 ‘prehabilitation’의 개념으로 물리치료와 운동

프로그램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 prehabilitation이 실제 수술

후 환자의 기능을 더 향상시키는 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다(Gill

& McBurney, 2013; Silkman Baker & McKeon, 2012; Wang et al., 2016).

가장 최근에 발표된 Wang et al. (2016)의 리뷰에서는 prehabilitation이 수술

직후 통증과 기능을 약간 향상시키지만, 의학적으로 중요시되기에는 효과가

매우 작고 지속기간이 짧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수술 전 물리치료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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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통해 수술 후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수술 중에 실시되는 중재에는 국소 마취(local infiltration anaesthesia),

최소한의 절개(minimally invasive surgery), 컴퓨터 보조(computer assisted

total knee arthroplasty) 등이 있다. 국소 마취는 수술 중 관절 주위에 마취제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에 비해 간단하고 부작용이 적어 수술 후 통증

억제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Kerr & Kohan, 2008). 수술하는 동안

국소 부위에 마취제를 적용함으로써 수술 직후 통증을 조절하여 조기에 보행을

할 수 있으며 퇴원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Kerr & Kohan, 2008). 하지만

국소 마취제 적용 대상과 방법, 중재의 비교 대상에 따라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수술 중 국소 마취제 활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Andersen & Kehlet, 2014; Marques et al., 2014).

최소 절개 수술(minimally invasive surgery, MIS)은 일반적으로 무릎 수술

시 피부를 14cm 이하로 절개하는 것이나 대퇴사두근의 절개를 최소화 하는

것 등을 말한다(Bonutti, Mont, McMahon, Ragland, & Kester, 2004). 무릎

관절경을 위한 MIS는 1990년대 초기에 처음 소개되었고, 주로 unicondylar

knee arthroplasty(UKA) 환자들에게 적용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

슬관절전치환술 환자들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Tria & Scuderi, 2015).

현재까지 소개된 MIS의 종류는 mini-medial parapatellar, quadriceps muscle

sparing, mini -midvastus, mini-subvastus and direct lateral 등 5가지가

있다(Lloyd, Wainwright, & Middleton, 2015). MIS는 흉터와 연부조직

외상(soft tissue trauma)을 줄이고, 출혈량과 수술 후 통증을 감소시켜 회복을

빠르게 하며 입원기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Lloyd et al., 2015). 하지만 MIS만

별개로 적용하여 기존의 수술 기법과 비교하였을 때도 회복을 가속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으며, MIS의 이점들은 그 자체의 효과가 아니라

Fast-track pathways에 기인한다는 견해도 있다(Lloyd et al., 2015). 게다가

neurovascular injury, component malposition, dislocations, excessive skin

trauma 등 MIS와 관련된 부작용들도 보고되고 있어, MIS 적용 시 환자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Khanna, Gougoulias, Longo, & Maffulli,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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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하였듯 슬관절치환술 환자의 신체적 기능은 수술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상당히 제한된다. 환자의 기능 제한을 최소화하여 일상생활에 빠르게

복귀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에 반드시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재활프로그램의 pathway와 protocol은 국가나 병원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문상복 and 김기진(2015)은 독일의 인공관절 수술 후 단계별 재활치료

과정을 고찰하여 제시하였다. 독일의 경우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 후 크게

3단계의 재활치료 과정을 거친다(그림 9). 수술 직후부터 약 2주 동안 “acute

care hospital”에서 치료를 받으며, 이후 3주 동안 “medical stationary

rehabilitation”에서 입원 재활치료를 받는다. 수술 후 5주 이후부터는 퇴원하여

집에서 가까운 “aftercare”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임상에서 재활이 시행되고 있다. 환자는 수술 병원에서 수술 직후부터

1-2주간 머물며 입원 재활치료를 받는다. 이후 수술 병원에서 퇴원하여 재활

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 재활 치료를 받거나 가정에서 스스로 재활을 하게

된다.

(문상복 & 김기진, 2015)

그림 9. The goals of each rehabilitation step after total arthroplasty



- 31 -

수술 후 회복 기간은 환자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3-6개월 내에 상당한 회복을

보이며 수술 후 12개월까지 꾸준하게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Kennedy,

Stratford, Hanna, Wessel, & Gollish, 2006; Mizner et al., 2011). 환자의 회복

속도는 수술 후 재활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M. S. Ibrahim et al.,

2013), 특히 수술 후 조기 재활은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가동범위와 근력의

회복속도를 높여 입원 기간과 치료비용을 감소시키며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빠르게 할 수 있다(Labraca et al., 2011). Bandholm and Kehlet (2012)은

인공관절치환술 후 기존에 시행되던 재활 치료보다 좀 더 일찍 집중적으로

재활치료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그림 10). 이는 “fast-track physiotherapy

exercise” 라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수술 후 24시간 내에 활동을 시작하는

것(early mobilization)은 심부정맥 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폐색전증

(pulmonary embolism) 등의 합병증 발생률을 감소시키며, 입원 기간을 짧게

하여 치료비용을 줄일 수 있다(Husted, Otte, et al., 2010; Labraca et al.,

2011).

(Bandholm & Kehlet, 2012)

그림 10. Principles of fast-track physiotherapy exercise after TKA



- 32 -

치료 시 환자의 건강상태와 여러 상호작용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재활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시기 및 단계별 재활 치료의

목표 설정은 환자의 회복속도와 상태, 수술의 종류, 의사나 물리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치료 스태프는 환자와

재활 치료의 목표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교육해야 한다.

또한 치료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만족도와 동기부여,

주변 환경에 따라 재활목표를 정해야 한다(문상복 & 김기진, 2015).

슬관절치환술 환자 재활의 전체 목표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The overall goals of the operation and rehabilitation

∙Control joint pain, swelling, hemarthrosis (minimal or none)

∙Regain normal knee flexion and extension

∙Regain a normal gait pattern and neuromuscular stability for ambulation

∙Regain normal quadriceps, hamstring lower extremity muscle strength

∙Regain normal proprioception, balance, and coordination for desired activities

∙Achieve optimal functional outcome based on orthopaedic and patient goals

<표 4>에 명시된 내용을 목표로 수술 후 시기와 환자 회복 상태에 따라

냉요법(cryotherapy), Continuous Passive Motion(CPM), Electrical muscle

stimulation(EMS), 재활 운동(stretching, strengthening, balance training)

등의 물리치료를 시행한다.

냉요법(cryotherapy)은 수술 부위의 피부에 낮은 온도의 ice bag이나 장비를

적용하는 것이다. 냉요법을 적용하면 수술 부위의 통증과 부종을 감소시키고

ROM을 향상시킬 수 있다(Adie, Kwan, Naylor, Harris, & Mittal, 2012;

Bleakley, McDonough, & MacAuley, 2004). 따라서 매일 1-2시간 마다 20분

정도 주기적으로 적용하거나 CPM 또는 운동치료 직후 적용한다.

무릎의 관절가동범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와 함께 Continuous

Passive Motion (CPM) 장비를 이용한 관절 운동을 실시한다. CPM을 이용한

치료는 1980년대 처음 소개되었으며, 수술 후 환자의 ROM을 높이고 부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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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킬 수 있다(Harvey, Brosseau, & Herbert, 2010; Salter, 1989). 치료사가

직접 Passive ROM 운동을 실시하는 것보다 천천히 부드럽고 안전하게 무릎을

굴곡하고 신전할 수 있어 임상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수술 후 정상

관절가동범위를 확보하는 것은 기능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좌식생활이 많은 한국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무릎의 굴곡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일상생활(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을 하는데 필요한 적정 ROM은

쪼그리고 앉기, 양반다리 하기 등의 경우는 111∼165°, 무릎은 꿇고 앉기의

경우 150° 이상, 계단을 오르내리기의 경우 90∼120°, 욕조 등에 들어가기의

경우 135° 으로 알려졌다(Mulholland & Wyss, 2001; Rowe, Myles, Walker,

& Nutton, 2000). 전반적으로 Flexion 110° 가 무릎의 재활에 있어 적정 목표가

될 수 있다(Rowe et al., 2000). 따라서 수술 후 1-2주차의 초기 단계에는

ROM 90-100° 확보를 목표로, 이후에는 120° 확보를 목표로 CPM 운동을

실시한다. 임상에서 CPM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CPM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장기간(long-term)

효과는 없고 단기간(short-term) 효과만 있다고 보고되었다(Chen et al., 2013;

Harvey et al., 2010; Milne et al., 2003). 또한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는

물리치료와 CPM을 함께 실시했을 때 CPM의 추가적인 이점이 없다고

보고되었다(Herbold et al., 2014; Maniar, Baviskar, Singhi, & Rathi, 2012).

따라서 CPM 운동 시 시간적·금전적 기회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술 직후 감소된 대퇴부의 근력과 활성도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퇴사두근의 근력은 기능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Mizner, Petterson, &

Snyder-Mackler, 2005), 근육의 기능장애가 지속되면 조기 장애, 낙상,

일상생활 능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Bade et al., 2010). 감소된 하지의 근력을

강화하고 관절의 가동범위와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활운동

(Therapeutic exercises)을 실시한다. 수술 후 1-2일째부터 조기에 점진적인

근력운동을 실시하는 것은 안전하며 knee extension strength와 maximal

walking speed를 높일 수 있다(Jakobsen, Husted, Kehlet, & Bandholm, 2012).

또한 재활 초기에 저강도 보다 고강도로 운동을 할 때 근력과 기능수행능력이

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ade & Stevens-Lapsley, 2011). 재활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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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는 ROM, Strengthening, Balance training, Gait training 등이

포함된다. 앉거나 누워서 하는 Active/active assisted/passive ROM 운동,

Ankle pump, Heel slides, Patella mobilization, Soft tissue massage,

hamstring/gastroc-soleus stretching 는 관절의 구축을 방지하고 가동범위를

증가시킨다. Quadriceps setting, Straight leg raises, Short/long-Arc knee

Extension, Hip extension 운동은 Quadriceps, Hamstring, Gluteal muscle

의 근력을 증가시킨다. 관절가동범위와 근력이 어느정도 회복되면 벽을 이용한

mini squat와 같은 어려운 동작들을 추가하거나 부하를 높인다. Single leg

stance, Weight-shifting과 같은 Balance training도 실시하며, 푹신한 지면을

활용하거나 눈을 감아 동작의 난이도를 높일 수 있다. 슬관절치환술 환자들에게

있어 신체적 회복과 더불어 일상생활 능력 향상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환자들은 침상이나 다양한 지면에서 스스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다. 또한, walker나 crutch 등 보조 기구를 이용하여 보행 연습을 하게

된다. 방향을 돌 때는 수술한 다리가 중심축이 되어 회전하는 동작(pivot)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점차 보조 기구 없이도 체중을 부하하여 올바른

걸음을 할 수 있게 되면, 의사나 치료사의 지시 하에 보조 기구의 사용을

중단한다. Sit-to-stand, Ascending/descending stairs, Gait training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동작을 숙달함으로써 가정에서도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슬관절치환술 재활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Cincinnati Sports Medicine and Orthopaedic Center의 프로그램을 아래에

예로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선행된 국·내외 슬관절치환술 재활 관련 논문들을 살펴보면,

재활치료의 유형, 수술 후 적용 시기, 강도, 빈도, 기간 등이 다양하였다(Artz

et al., 2015; Lowe, Barker, Dewey, & Sackley, 2007; Pozzi, Snyder-Mackler,

& Zeni, 2013; 전점이, 2012). 프로토콜의 세부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되어있지 않은 연구들도 많았으며, 어떤 방법이 최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된 바 없다. 따라서 재활치료에 적절한 강도(intensity)와 빈도(frequency),

물리치료의 종류(modality)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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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Example of TKR Rehabilitation protocol



- 36 -

그림 11. Example of TKR Rehabilitation protocol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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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Example of TKR Rehabilitation protocol (continued)



- 38 -

Ankle Pumps Patellar Mobilizations

Passive Knee Extension Stretch Hamstring Stretching

Gastrocnemius/Soleus Stretching Wall Flexion (Heel) Slides

출처: Spokane Joint Replacement Center Post-op Exercise Program

그림 11. Example of TKR Rehabilitation protocol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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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driceps Setting Straight Leg Raising

Long-Arc Knee Extension Hip Extension Exercise

Standing Squat Single Leg Balancing

출처: Spokane Joint Replacement Center Post-op Exercise Program

그림 11. Example of TKR Rehabilitation protocol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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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치환술의 치료와 관련된 선행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수술 전과

수술 중에 시행되는 중재들은 그 비용과 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실제로 수술

후 기능 회복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수술 후

완전히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슬관절치환술 환자 입원일수는 약 3주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환자들의 퇴원 시기는 신체기능의 회복

보다는 경제적 여건이 우선시 되는 것으로 추정되어(정희숙, 2013), 이러한

현실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환자에게 수술 후 근력

회복을 위한 재활 치료가 부족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수술 직후의 신체적

기능 제한과 장기간 입원이 힘든 현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기능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3주간의 짧은 입원재활 기간 동안 낮은 부하로도

근력과 근육량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퇴원

후 통원치료를 하며 회복된 신체기능을 유지하고 나아가 정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체활동에 대한 지침이나 가정을 기반으로 한

재활프로그램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슬관절치환술 환자의

재활과 관련된 자료나 연구가 전반에 걸쳐 부족한 실정이다.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범국가적 관절치환술 환자 관리 체계인 ‘관절

등록제’를 통해 수술 전 환자 상태, 수술 접근방법, 사용한 재료, 수술 병원,

수술 의사, 치환 형태, 수술 후 환자결과 관리 등 기본적인 자료를 추적 및

관리하고 있다(정희숙, 2013). 관절등록제를 통해 쌓인 임상 연구결과를 근거로

인공관절 관리의 질을 개선하고 재치환술을 감소시켜 환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내 현실에 맞도록

수술 후 적절한 신체활동 지침과 시기별 효과적인 재활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국가적 차원에서의 환자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 41 -

2.1.2. 슬관절치환술 현황

2.1.2.1. 슬관절치환술 수술건수

외과적 수술 치료가 발전하면서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과 장애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슬관절치환술은 중증

퇴행성관절염 환자의 통증과 장애를 줄이고 정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진다. 과거에는 주로 60세 이상의 환자들에게만

슬관절치환술을 실시하였지만 최근에는 점차 수술 시행 연령이 어려지고

있다(OECD, 2015). 인구 고령화와 비만의 증가, 수술 장비와 기술의 발전,

수술 안정성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 개선은 슬관절치환술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Sunny Kim, 2008).

2013년 OECD 회원국의 슬관절치환술 건수(인구 10만명당)는 미국이

2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멕시코가 3건으로 가장 적었으며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그림 12). 이는 골관절염 유병률, 고가의 수술을 제공하고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임상 치료 가이드라인과 시행의 차이에서 기인하며(OECD,

2011), 인구 구조의 차이도 원인 중 하나이다(McPherson & Scott, 2013).

우리나라는 115건으로 나타났는데, 2014 주요수술통계연보에서 제시된

111.74건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두 보고서의 통계치를 비교해보면,

수술건수가 57,488건으로 동일한 것을 보아 연앙인구수로 나누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슬관절치환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여왔고, 2014년에는 57,738건으로 2006년 30,777건 대비 87.6%

증가하였다. 하지만 매년 급증하던 추세는 2012년부터 소폭 상승으로

변화하였는데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Koh, Kim, Kim, Han, and

In (201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한국인의 무릎절골술(high

tibial osteotomy)은 210%, 슬관절부분치환술(unicompartmental knee

arthroplasty)은 138% 증가하였으나 슬관절전치환술은 18%만 증가하였고,

연간 성장률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의 경향은 다른

서구 선진국과는 다른 독특한 현상이며 의공학 기술의 발달, 인구학적 변화,

보갠 정책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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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우리나라의 성별 및 연령별 슬관절치환술 건수는 <그림 15>와

같다. 전체의 86%가 여성, 14%가 남성으로 여성 환자가 월등히 많았다.

슬관절치환술의 원인이 되는 퇴행성관절염 증상의 진행 양상이 성별에 따라

다르며, 방사선학적 골관절염 등급(radiographic grade of knee OA)이

같더라도 여자가 남자보다 더 심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Cho, Chang, Yoo, Kim, & Kim, 2010). 환자들의 연령대는 대부분

50세 이상이었고, 60대부터 수술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미국과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슬관절치환술의 시행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oh, Kim, Chang, Cho, & In,

2013). Koh et al. (2013)은 10년간(2001-2010년)의 우리나라 슬관절치환술

실시율을 나이·성별 등에 따라 분석하였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실시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55세부터 64세까지는 증가가 미미하였다. 따라서

슬관절치환술 관련 국가 정책은 세계의 추세뿐만 아니라 각 국가나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014년 우리나라의 수진월별 슬관절치환술 건수는 <그림 16>과 같다.

날씨가 추워지는 10월부터 환자가 늘기 시작해 12월에 7,1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름인 8월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겨울에는 기온이 낮아져 근육과 혈관이 수축하므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슬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 등이 경직되어 관절의 통증이

악화된다. 또한 지방에서 온 환자들의 경우 농사 걱정에 치료를 미루다가

농한기(겨울)를 이용해 수술하는 사례가 많아 겨울철 슬관절치환술 환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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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슬관절치환술 건수, 2013년(또는 가장 최근 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그림 13. 국내 슬관절치환술 건수 추이, 2006-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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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내 슬관절치환술 수술인원 및 수술건수 추이

(단위: 건)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술인원 29,385 36,146 39,431 45,360 50,832 48,961 54,618 54,598 54,780

10만명당

수술인원
59.68 72.77 78.86 90.20 100.50 96.17 106.74 106.12 105.84

수술건수 30,777 38,220 41,257 47,683 53,334 51,050 57,230 57,488 57,738

10만명당

수술건수
62.51 76.94 82.51 94.81 105.44 100.28 111.84 111.74 111.56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Koh et al., 2013)

그림 14. 연령층에 따른 국내 10년간 슬관절치환술 실시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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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그림 15. 성별, 연령별 슬관절치환술 건수,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그림 16. 수진월별 슬관절치환술 건수,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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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슬관절치환술 진료비

슬관절치환술은 관절의 통증을 없애고 여생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수술비용 자체는 비싸기

때문에 슬관절치환술의 증가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슬관절치환술 총 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하여왔으나,

2012년부터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4년 우리나라 슬관절치환술 총

진료비는 약 4,032억으로 2010년에 비해 약 60억(1.51%) 증가하였지만

건당·인당 진료비는 감소하여 환자 개인의 진료비 부담은 줄었다고 볼 수

있다(표 6).

표 6. 슬관절치환술 진료비 추이

(단위: 천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 진료비 397,231,285 376,630,297 418,555,165 416,641,411 403,257,359

건당 진료비 7,447,993 7,377,675 7,313,562 7,247,450 6,984,263

인당 진료비 7,814,591 7,692,455 7,663,319 7,631,075 7,361,398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2015년 12월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부터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전에는 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40%(4인기준, 1990천원) 이하’이었으나 201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60%(4인기준, 2635천원) 이하’로 변경되어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법정

본인부담금의 80%(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퇴행성관절염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렸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되어 슬관절치환술 실시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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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 슬관절치환술의 재원일수

슬관절치환술의 재원일수는 수술과정 뿐만 아니라 수술 전·후 재활까지

전반에 걸친 모든 과정들을 포함한다. 수술 후 재활은 시기에 따라 목표,

구성내용, 실시되는 곳(입원, 외래, 가정 등)이 달라진다. 재활프로그램의

세부적인 프로토콜은 실시되는 국가와 병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입원기간,

재활시설, 생활양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시설이나 환자의 여건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슬관절치환술 시 수술 후 1주일까지인 급성기(post-acute

phase)에만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재원일수는

3~10일 정도이다(Cots, Chiarello, Salvador, & Castells, 2012; Cram et al.,

2012; Husted, Hansen, et al., 2010; Styron, Koroukian, Klika, & Barsoum,

2011). Cots et al. (2012)은 유럽 10개 국가의 슬관절치환술 진료비와

재원일수를 조사하였는데, 핀란드 4.2일, 스웨덴 5.7일, 잉글랜드 6.9일,

에스토니아 7.7일, 스페인 7.8일, 아일랜드·프랑스 10.4일, 폴란드 13.0일,

오스트리아 13.3일, 독일 13.6일로 확인되었다. 미국의 슬관절치환술

재원일수는 3.74일로 확인되었다(Styron et al., 2011). 반면, 2014년 우리나라의

슬관절치환술 건당 입원일수는 21.69일, 인당 입원일수는 22.87일로 약 3주

정도 병원에 재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환자들의

퇴원 시기는 신체 기능의 회복보다는 경제적 여건이 더 고려되는 것으로

추정된다(정희숙, 2013). 입원비가 많이 드는 미국의 경우 전체 입원기간이

4-5일 정도로 짧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입원비가 적어 환자와

병원의 여건에 따라 퇴원시기가 매우 다양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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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혈류제한(blood flow restriction) 운동

2.2.1. 혈류제한 운동의 개요(introduction)

혈류제한(Blood-Flow Restriction, BFR)은 운동 시 장비를 이용하여 팔이나

다리에 압력을 가해 근육의 혈류를 제한함으로써 조직 내에 저산소(hypoxia)

환경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강도(1RM 20~30%)의 단기간

트레이닝으로도 기존의 고강도 트레이닝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선수,

노인, 환자 등의 다양한 대상에게 활용되고 있다. 혈류제한 운동은

‘가압트레이닝’으로도 불리며, 일본에서는 ‘KAATSU(가압의 일본어)

Training’, 미국 등 서양권 국가에서는 ‘Blood flow restriction trainging’,

‘Occlusion training’, ‘Ischemic training’ 등의 단어로 표현된다.

혈류제한 운동의 역사는 Sato (2005)의 논문과 KAATSU Global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혈류제한 운동은 일본의 Yoshiaki Sato에 의해

처음 고안되었다. 1966년 당시 18세였던 Sato는 어느 불교 행사에

참석하였는데, 예배를 드리는 동안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릎을 꿇은 자세로

오랜 시간 앉아 있자 종아리에 부종(swelling)과 저림(numbness)을 느꼈고,

이것이 Calf-raise 운동을 격렬하게 한 후의 느낌과 유사하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혈류제한 운동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운동을 하는

근육의 혈류를 의도적으로 제한하여 하드 트레이닝을 할 때와 같은 생리적

상태를 만들 수 있다면 작은 무게(부하)로도 운동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에 Sato는 혈류를 제한하기 위한 적절한 압력과 적용

위치, 이상적인 압력밴드의 소재와 너비 및 길이 등을 찾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였고, 10년에 걸친 연구 끝에 1983년 KAATSU training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되었다. 1994년에는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에 특허를 신청하였고, 첫 번째 KAATSU training 장비를 만들어

상업화하였다. 2004년에는 2세대 장비인 ‘KAATSU Master’ 가 개발되었고,

공압식으로 설계되어 모니터를 통해 가해지는 압력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KAATSU Global 회사가 캘리포니아 헌팅턴 비치에

설립되었고, 하버드 의대에는 KAATSU 연구 센터가 설립되어 KAATSU



- 49 -

Training의 보급이 확대됨과 동시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KAATSU

Training 의 안전과 전문성을 위해 Certification program을 시행하고 있으며,

KAATSU-global 웹사이트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림 17. KAATSU(blood flow restriction) Training

2.2.2. 혈류제한의 원리(mechanisms)

저항성 운동 시 근 섬유(muscle fibre)는 ‘size principle’ 에 따라 순차적으로

동원된다. 처음에는 저강도에서 더 작은 운동 단위인 typeⅠ 근섬유가 먼저

동원되고, 수축하는 힘이 커지면서 고강도가 되면 더 큰 운동단위인 typeⅡ

근섬유가 동원된다(Henneman, Somjen, & Carpenter, 1965). typeⅠ

근섬유보다 typeⅡ 근섬유가 근 비대(hypertrophy)에 대한 대응력이 더 높기

때문에 근력과 근육량을 증가시키려면 typeⅡ 근섬유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1-repetition maximum(RM)의 65% 이상의 강도로

저항성 운동을 해야 한다(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2009).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류제한을 적용하여 저항성 운동 시 1RM의 50%

이하 강도로도 근력과 근육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J. P.

Loenneke, Wilson, Marin, Zourdos, & Bemben, 2012; Slysz, Stultz, & Burr,

2015). 혈류제한 운동은 터니켓이나 압력커프를 통해 상지나 하지의 근위부에

외압을 가하여 근육의 혈류를 제한한다. 이 때 외압은 근육으로의 동맥

유입(arterial inflow)은 유지시키면서 원위부로의 정맥 유출(venous

outflow)은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압력을 가해야 한다(J. Loenneke, Thieb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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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 & Bemben, 2014). 혈류가 제한되면 근육 내 허혈성(ischemic) 및

저산소성(hypoxic) 환경을 유도하여, 운동을 하는 근육의 트레이닝 효과를

높인다.

혈류제한 운동의 기전(mechanism)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립되지는 않았다. Pearson and Hussain(2015)은 혈류제한 저항운동 시

근육의 성장을 자극하는 주요 기전(primary mechanisms)을 Mechanical

Tension 과 Metabolic stress 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Mechanical Tension

과 Metabolic stress 는 근 비대를 촉진하기 위해 유사한 기전들을

활성화시키며, 그 효과가 서로 상가(additive) 또는 상승(synergistic)될 수

있다(그림 18). 이 두 요소의 영향을 받는 부차적인 기전(secondary

mechanisms)에는 Mechanotransduction, Muscle damage, Systemic and

Localised Hormones, Cell Swelling, Reactive Oxygen Species, Nitric Oxide,

Heat Shock Proteins, Fibre Recruitment 가 있다.

(Pearson & Hussain, 2015)

그림 18.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mechanical tension and
metabolic stress in mediating muscle hypertr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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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차적인 기전들 중 일부는 Mechanical Tension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일부는 Metabolic stress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Mechanical Tension은

Mechanotransduction, localised hormone production의 증가, muscle damage,

ROS production, Fast-twitch fibre recruitment의 증가를 통해 근 비대를

유도한다. Metabolic stress는 systemic hormone production의 증가,

Fast-twitch fibre recruitment의 증가, Cell swelling, muscle damage, ROS

production의 증가를 통해 근비대를 유도한다. 이는 signalling pathways의

활성화와 위성 세포(satellite cell)의 활성화 및 증식을 통해 근육의 성장을

위한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킨다. Mechanical Tension과 Metabolic stress가

근육의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나 연관성은 운동 강도(intensity)와 종류

(modalities)에 따라 달라진다. 고강도 운동시에는 Mechanical Tension이 높고

Metabolic stress가 낮으며, 저강도의 혈류제한 저항성 운동 시에는 Metabolic

stress가 높고 Mechanical Tension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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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혈류제한 운동 시 커프(cuff)의 적용

혈류제한 운동의 이점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운동 시 적용되는 압력에 대한 표준지침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

연구자들마다 커프의 종류 및 너비, 압력의 크기, 압력 지속기간(지속적 또는

간헐적) 등을 다양하게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다. 혈류를

제한하는 정도(degree)는 근 활성도와 피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된 변인에 대해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간과되어왔다(Fahs, Loenneke, Rossow, Tiebaud, & Bemben, 2012). 이론상

커프의 압력은 근육에서 부터의 정맥환류(venous return)를 막을 만큼 높아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육으로의 동맥유입이 유지될 수 있을 만큼

낮아야한다(Loenneke, Thiebaud, Abe, et al., 2014). 압력은 모든 대상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중재의 효과가 감소하거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커프의 크기나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Loenneke, Fahs, et

al., 2013). 또한, 적용 위치에 따른 상대적인 압력을 고려해야 하며, 상·하지에

같은 압력을 가할 경우 팔의 동맥 유입(arterial inflow)이 완전히 제한되거나

다리의 정맥 폐쇄(venous occlusion)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커프는 일반적으로 공기주입식 커프(Inflatable cuff), 터니켓(tourniquet),

무릎탄력보호대(elastic knee wraps) 등이 사용되어왔다. 국내의 혈류제한

운동 선행 연구에서는 수은 혈압계를 수정하여 커프를 자체 제작하거나

(최재운, 2014), 의료용 외과 장비인 자동 지혈대를 활용하였다(여효성 &

김효정, 2015; 유지민, 박해찬, & 윤성진, 2008). 국내 업체가 제작한 벨트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서지원, 2012), 현재는 회사의 소재나 벨트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일본에서 개발된 장비인 KAATSU Master(Sato Sports

Plaza, Tokyo, Japan)는 벨크로가 있는 공기주입식 커프와 터치스크린 방식의

단말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하기 쉽고 안전하여 여러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정확한 값을 입력하여 압력을 설정할

수 있고, 운동 중에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반복됨에 따라 압력이 바뀌더라도

자동으로 조절되며 터치스크린을 통해 즉각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장비의 값이 비싸고 자격을 취득해야 구입할 수 있어 혈류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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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인원에게 동시 적용해야 하는 현장에서는 터니켓이나, 탄력보호대

등을 대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7.6cm 너비의 무릎 탄력 보호대를

적용하였을 때 대사 스트레스(젖산)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무릎 보호대 없이

운동을 했을 때 보다 운동자각도(RPE)가 증가하여(Loenneke, Kearney,

Thrower, Collins, & Pujol, 2010), 탄력 보호대의 사용이 권장되지는 않는다.

혈류제한 연구에 사용되는 커프의 재질(material)과 너비는 매우

다양하였다. 좁은 너비의 커프는 탄성이 있는 재질로 만들어진 반면, 넓은

너비의 커프는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는데 연구자들은 이러한

재질의 차이가 혈류제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커프에 공기가 주입되기

전 재질에 따라 발생하는 초기 압력(initial Pressure)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했다(Loenneke, Fahs, et al., 2013).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좁은 너비의

나일론 커프가 5cm 너비의 탄력 커프와 유사한 자극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Loenneke, Thiebaud, et al., 2013b; Loenneke, Thiebaud, Fahs, et

al., 2014), 커프의 재질(material)보다는 너비(width)가 실제 적용되는 압력의

차이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Scott, Loenneke, Slattery, &

Dascombe, 2015b).

혈류제한 관련 선행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다리에 4.5-18.5cm, 팔에 3-12cm

너비의 커프를 사용하였다(Fahs et al., 2012). 실제 적용되는 압력의 크기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된 커프의 너비를 제시하지 않은 연구들이

많았다. Loenneke, Fahs, et al. (2012)는 13.5cm 커프가 5cm의 커프에 비해

낮은 압력에서도 혈류를 쉽게 제한한다고 하였다. 좁은 너비의 커프를 다리에

적용했을 경우 300mmHg가 넘는 압력을 가해도 혈류가 완전히 제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하지 운동 시에는 넓은 너비의 커프 사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넓은 커프를 이용할 경우 수축기혈압 이상의 압력만 가해도

운동 중 불편함을 느끼거나 운동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상완 운동 시 많이 나타난다(Loenneke et al., 2015). 무릎 신전 운동 시 13.5

cm 커프를 사용하여 200mmHg의 압력을 적용했을 때 대퇴사두근에 통증이

나타났다(Wernbom, Augustsson, & Thomeé, 2006). 또한 크기가 다른 커프를

적용하여 운동 중 RPE(Ratings of Pain and perceived Exertion)를 비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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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같은 압력을 적용했을 때 13.5 cm 커프가 5 cm 커프에 비해 RPE가

더 컸고 운동량도 제한되었다(Rossow et al., 2012). 따라서 커프의 너비가

넓을수록 좁은 것에 비해 혈류를 제한하기 용이할 수 있으나, 완전한 동맥유입의

제한 없이 정맥환류만을 제한하면서 대상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려면

커프가 적용되는 위치에 따라 반드시 커프의 너비를 고려하여 압력을 적용해야

한다(Fahs et al., 2012).

안전하고 효과적인 압력 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개인에 맞는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연구자들이 주목한 개인적 특성은 사지 둘레(limb circumference), 조직

구성(tissue composition), 상완 수축기혈압(brachial SBP)이다. 몇몇 선행

연구들에서는 상완 수축기혈압에 근거한 상대적인 압력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상완 수축기혈압에 대한 일정 비율(bSBP*130%)을 적용하는 방법은 개인에

따라 상대적인 압력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상지보다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의 양이 많은 하지에 적용할 경우 혈류를 충분히 제한하지 못하므로 좋은

방법이 될 수 없다(Loenneke, Fahs, et al., 2012). Loenneke et al. (2015)은

후속 연구에서 압력 적용 시 상지는 팔의 둘레와 상완 수축기혈압에, 하지는

커프의 너비와 허벅지의 크기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사지

둘레가 클수록 혈류제한에 도달하기 위해 더 많은 압력이 요구되며, 장비를

사용이 필수적인 근육과 지방의 두께(Muscle and Fat Thickness)보다는 사지

둘레를 이용하여 압력을 설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 혈류제한 운동의 핵심은 커프를 통해 근육에서 부터의

정맥환류(venous return)는 막고 근육으로의 동맥유입(arterial inflow)은

유지될 수 있을 만큼의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동맥을 둘러싸고 있는 연부

조직의 양에 따라 동맥 혈류제한의정도가달라질수 있으므로커프가적용되는

위치와 둘레를 고려해야 한다(Shaw & Murray, 1982). 또한 탄성이 있는

커프(elastic-type cuff)를 사용할 경우 처음에 커프를 얼마나 단단히

적용할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커프를 팽창시키기 전의 초기 압력(initial

pressure)은 공기가 채워진 후 적용된 압력에서 조직의 산소처리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M. Karabulut, McCarron, Abe, Sato, & Bembe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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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류제한의 효과를 얻기 위한 최적의 압력 조건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적용되는 압력이 크다고 해서 근육의 반응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근 활성도의 감소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Loenneke, Thiebaud, Abe, et al., 2014). Loenneke, Thiebaud, Abe, et al.

(2014)은 혈류제한이 호르메시스 효과(hormesis effect)를 이끌어낸다고

하였다. 호르메시스 효과의 전통적으로 어떤 것이 중간에서 다량인 경우 해로운

효과를 낳고, 소량인 경우 이로운 효과를 낳는 양-반응(dose-response)관계를

뜻한다. 혈류제한 운동에서는 압력이 너무 낮거나 높을 경우 효과적으로

골격근의 반응을 일으키지 못할 수 있으며(그림. 19), 추정된 동맥 폐쇄 압력의

50% 정도인 중간 강도의 압력을 가할 때 골격근의 유산소성 반응을 최대화

할 수 있다.

(Loenneke, Thiebaud, Abe, et al., 2014)

그림 19. Optimal pressure of the blood flow 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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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연구들은 상지에 100-160 mmHg, 하지에 140-240 mmHg의

압력을 활용하였다(Fahs et al., 2012). 누워서 휴식중인 동안 5 cm 너비의

커프로 250 mmHg까지 압력을 높였을 때 넙다리동맥(superficial femoral

artery) 흐름이 부분적으로 제한되었다(Iida et al., 2007). 앉아서 무릎 신전

운동을 하는 동안 5cm 너비의 커프로 160-180 mmHg의 압력을 가하였을

때는 넙다리동맥의 흐름이 50%로 감소되었다(Takano et al., 2005). 따라서

많은 연구들에서 부분적인 하지 동맥 흐름의 제한을 위해 160-240 mmHg

범위의 압력을 활용해왔다. 그러나 하지 혈류제한 운동과는 달리 사지 크기의

차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지 혈류제한 운동에는 100-160 mmHg 범위의

낮은 압력이 활용되었다. Takarada, Takazawa, Sato, et al. (2000)은 상지

운동을 하는 동안 3.3 cm 너비의 커프로 압력을 다르게 가하여 비교하였는데,

100 mmHg가 50 mmHg에 비해 운동 단위의 동원을 증가시키는데 더

효과적이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150-160 mmHg의 압력이 100 mmHg보다

대사 스트레스와 근 섬유 동원을 증가시키는데 더 나을 수 있음이 밝혀졌다.

선행연구들에서 운동을 하는 동안 부하와 운동에 대한 적응을 증가시키기

위해 매주 또는 격주로 10-20 mmHg씩 압력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켰다(Fahs

et al., 2012). 일반적으로 하지 운동 시 첫 주는 140-160 mmHg로 시작하여

마지막 주는 180-240 mmHg까지 압력이 증가시켰다. 압력 상승 가능 여부의

근거로 대상자들의 RPE를 활용하였는데, 예를 들면 Borg 6-20 scale이

16이하인 경우 다음 압력으로 증가시켰다.

압력은 운동을 하는 동안 연속적(continuous)이거나 간헐적(intermittent)

으로 적용되었다. 간헐적으로 압력을 가한 경우, 혈류제한 없이 운동하는 것과

유사하게 세트 간 휴식 시간동안 근 피로가 빠르게 사라졌다. 그러므로 운동을

하는 동안만 압력을 적용하는 경우, 근 수축이 발생할 때만 혈류가 제한되므로

근육의 적응을 위한 추가적인 자극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운동

중 연속적인 가압 시 간헐적인 가압에 비해 근 피로와 대사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발생시켰다(Cook, Clark, & Ploutz-Snyder, 2007; Suga et al.,

2012).



- 57 -

2.2.4. 혈류제한 운동 프로토콜(protocol)

혈류제한은 단독으로 적용되거나, 유·무산소 운동과 결합하여 시행된다.

근육의 부하가 없는 기간 동안 혈류제한을 단독으로 적용하면, 근육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근 위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A. Kubota,

Sakuraba, Koh, Ogura, & Tamura, 2011; Atsushi Kubota, Sakuraba, Sawaki,

Sumide, & Tamura, 2008; Takarada, Takazawa, & Ishii, 2000). Takarada,

Takazawa, and Ishii (2000)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환자이 수술 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180-260 mmHg 의 압력으로 5분간 가압하고 3분간

제압하는 것을 5세트씩 시행한 결과, 근 위축이 약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침상 안정(bed rest)이나 캐스트로 고정(immobilization)하는 기간 동안

혈류제한 적용 시 부상이나 수술로부터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근 위축의 약화를 넘어 근육을 더 발달시키려면 운동으로 인한 자극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실제로 혈류제한을 적용하여 가벼운 걷기를 하더라도 근력과

근육의 크기가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kashi Abe, Kearns, & Sato,

2006; Takashi Abe et al., 2010; Ozaki, Miyachi, Nakajima, & Abe, 2010;

Ozaki, Sakamaki, et al., 2010). Ozaki, Miyachi, et al. (2010) 은 노인에게

10주 동안 낮은 강도의 걷기 운동을 주당 4일간 실시하면서 140-200 mmHg로

혈류제한을 적용한 결과, 무릎의 근력과 허벅지의 근 단면적이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Takashi Abe et al. (2010) 은 노인에게 6주 동안 주당 5일씩

낮은 강도의 걷기 운동을 하면서 160-200 mmHg로 혈류제한을 적용한 결과,

무릎의 근력과 허벅지의 근 단면적이 증가하였다. 걷기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과 혈류제한을 결합하여 근력이나 근육의 크기를 작지만 유의하게

증가시킬 수 있지만, 근육을 가장 많이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혈류제한과

저강도의 저항성 운동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다. 여러 연구들에서 혈류제한을

적용한 단관절(single-joint) 운동 후 팔과 다리의 근육이 발달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ujita, Brechue, Kurita, Sato, & Abe, 2008; Moore et al., 2004;

Takarada, Takazawa, Sato, et al., 2000). 일부에서는 혈류제한 운동 시 압력

커프를 사지에 채우고 운동하기 때문에 가슴이나 등과 같은 몸통 근육의 발달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겨 혈류제한 운동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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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혈류제한이 적용된 다관절(multi-joint) 운동이 몸통의 근육을

유의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omohiro Yasuda, Fujita,

Ogasawara, Sato, & Abe, 2010; Tomohiro Yasuda, Ogasawara, Sakamaki,

Bemben, & Abe, 2011). Tomohiro Yasuda et al. (2011) 은 6주간 1RM의

30% 강도로 주당 3일씩 혈류제한 벤치 프레스 운동을 시행한 결과, 삼두근의

근 단면적이 4.9% 증가하였고, 대흉근의 근 단면적도 8.3%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선행 연구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근력의 향상과 근 비대를 위한 혈류제한

저항성 운동의 적정 부하량은 1RM의 20-40% 이다(Fahs et al., 2012; Scott

et al., 2015b). 저강도(1RM 20-40%) 혈류제한 저항성 운동 시, 혈류제한이

적용되지 않은 저강도 저항성 운동에 비해 근력과 근 비대가 더 크게

향상되었으며, 고강도(1RM 80%) 저항성 운동을 하였을 때와 유사한 효과를

얻었다(Clark et al., 2011; Murat Karabulut, Abe, Sato, & Bemben, 2010;

Takarada, Takazawa, Sato, et al., 2000). Laurentino et al. (2012)은 8주 동안

주당 2회씩 1RM의 20%로 knee extension 운동을 한 결과, knee extension

1RM이 40.1% 증가하였고 대퇴사두근의 근 단면적이 6.3% 증가하였다. T

Abe et al. (2005)은 2주 동안 하루 2회 주당 6일씩 1RM의 20%로 하지 운동을

한 결과, squat 와 leg curl 1RM이 증가(17%, 23%)하였고 대퇴사두근,

대퇴이두근, 대둔근의 근육량이 증가(7.7%, 10.1%, 9.1%)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혈류제한 저항성 운동의 운동량은 일반적으로 각 운동 세션

당 45-75회 반복하였다(Scott et al., 2015b). 몇몇 연구들에서는 수의 피로

(volitional fatigue)가 발생할 때 까지 혈류제한 저항성 운동을 시행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은 환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Loenneke,

Abe, et al., 2012). 최근 연구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혈류제한 저항성 운동의

프로토콜은 첫 번째 세트에 30회 반복하고,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세트까지는

15회 반복하여 총 75회 반복하는 것이다(Loenneke, Thiebaud, et al., 2013a;

Thiebaud, Yasuda, Loenneke, & Abe, 2013; Wilson, Lowery, Joy, Loenneke,

& Naimo, 2013). 최상의 프로토콜은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프로토콜은 무릎 부상의 재활이나 근 활성도의 증가, 근력과 근육 크기의



- 59 -

증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혈류제한 저항성 운동의 빈도는 주당 두 번에서부터 하루

두 번까지 다양하였다(Fahs et al., 2012). 혈류제한 저항성 운동은 전통적인

저항 운동 프로그램 보다 더 자주 시행될 수 있다(Scott et al., 2015b). 하루

두 번 혈류제한 저항성 운동 시, 단지 6일 후에도 근력과 근육 크기의 증가가

관찰되었다(T Abe et al., 2005; Fujita et al., 2008). 그러나 수의 피로가 발생할

때까지 운동할 경우, 지연성 근통증(delayed onset muscle soreness)으로 인해

오히려 운동 빈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표 7. Summary of recommendations for the application of BFR

(Scott et al., 20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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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혈류제한의 안전과 부작용

혈류제한 운동으로 인한 부상은 좀처럼 드물지만 부적절한 수행을 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도 항상 고려해야

한다. 장시간의 국소 빈혈(prolonged ischemia)은 근육 조직 괴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사지에 혈액이 모이는 경우 혈전 형성(thrombus formation)이

발생할 수 있다(Manini & Clark, 2009). Nakajima et al. (2006)는 일본 내

혈류제한 이용하는 105개의 시설에서 약 13,000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와

부작용 발생빈도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보고된 주요 부작용은 피하출혈

(subcutaneous hemorrhage, 13.1%)과 저림(numbness, 1.297%)이다.

피하출혈은 특히 상지에 혈류제한을 작용했을 때 주로 발생하는데, 중재에

적응해감에 따라 사라지며 저린 현상은 대게 안정을 취하면 저절로 좋아지게

된다. 이외에도 뇌빈혈(cerebral anemia, 0.277%), 냉증(cold feeling, 0.127%),

정맥혈전(venous thrombus, 0.055%), 폐색전(pulmonary embolism, 0.008%),

횡문근융해(rhabdomyolysis, 0.008%) 등이 드물게 발생하였다. Nakajima,

Morita, and Sato (2011)는 혈류제한 운동의 위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점수

체계를 제안하였다(표 8). 대상자들의 혈류제한 금지 사유 개수와 심각한

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겨, 혈류 제한 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혈류제한 운동은 통제된 상황에서 훈련된 사람에

의해 시행된다면 나이나 훈련 상태에 관계없이 안전한 트레이닝 방법이 될

수 있다(Loenneke, Wilson, Wilson, Pujol, & Bemben, 2011).

연구자는 혈류제한 운동 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대상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도록 한다. 혈류제한 적용 금기사유를 설정하고 대상자

모집 시 병력 확인(history checking)을 통해 기준에 맞지 않는 대상자들을

제외하여, 운동 유발성 고혈압과 심혈관 이상 반응 및 허혈성 빈혈로 인한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정해진 혈류제한 프로토콜을 따르되

개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과도한 압력으로 혈류의 완전한 정지(hemostasis)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짧은 시간(20~30분) 내 저강도로 운동을 시행하여

과부하(overload)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압력 적용 시 슬개골 바로 위쪽

부분 대퇴사두근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보고 피부색이 돌아오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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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llary reaction time)을 확인한다. 시간이 3초를 넘을 경우 과도한 압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바로 압력을 제거하거나 낮추도록 한다.

표 8. Using risk factors in determining KAATSU training indication

Points Contraindication

5
History of deep-vein thrombosis(DVT)
Hereditary thrombotic tendency
Antiphospholipid antibody syndrome

4 Pregnant women

3

1) Varicose veins of legs
2) Prolonged immobility
(incapable of 8 hours thromboprophylaxis rehabilitation)
3) Atrial fibrillation or heart failure

2

1) People aged over 60 years old
2) BMI > 30
3) Hyperlipidemia
4) Malignancy
5) Using lower limb tourniquet
6) Using oral contraceptives or adrenocortical steroids
7) Quadriplegia
8) High hemoglobin level

1
1) People aged 40 to 58 years old
2) women
3) 25 < BMI < 30

(Nakajima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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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3.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슬관절전치환술 환자들을 대상으로 혈류제한을 적용한

재활프로그램을 2주간 시행한 후 효과를 검증하는 무작위 대조군 전후 실험

설계(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이다.

그림 20. Flow diagram through each stage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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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퇴행성관절염을 진단받고 슬관절전치환술을 시행한 후

2016년 2월부터 6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B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및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3.2.1. 대상자 선정 기준

- 만 45세 이상의 성인

- 퇴행성관절염을 진단 받고 슬관절전치환술을 처음 시행한 자

- 수술 후 3주 이내의 환자

- 연구자의 지시내용을 이해하고 서면 동의서 제출이 가능한 자

3.2.2. 대상자 제외 기준

- 수술 후 감염이나 합병증이 있는 자

- 류마티스관절염, 다발성근육통(polymyalgia rheumatica) 등 관절이나

근육에 염증성 질환이 있는 자

- 다발성경화증(multiple sclerosis), 말초신경병증(peripheral neuropathy) 등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자

- 말초혈관질환(peripheral vascular disease),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내피세포장애(endothelial dysfunction) 등의 과거력이 있는 자

-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의 과거력이 있는 자

- 암을 진단받은 자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있는 자

3.2.3. 목표 대상자 수 및 산출 근거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저강도

혈류제한 운동을 슬관절전치환술 환자에게 적용한 선행연구가 없고, 유사

질병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에서 조차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효과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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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없어, 표본크기 산정을 위한 효과크기는 Loenneke, Wilson, et al.

(2012)의 저강도 혈류제한 운동에 관한 메타분석을 참고하였다. 혈류제한

운동의 근력에 대한 효과크기(effect size)=.58, 유의수준(α)=.05, 검정력(power,

1-β)=.80, 집단 수=2, 측정 횟수=2 일 때 Cohen의 power analysis에 따라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d ANOVA)에 필요한 적정 표본 크기는 각 집단

별 13명 이상으로 나타났으며(부록 1), 총 26명(중재군 13명, 대조군 13명) 이상

모집을 계획하였다.

3.2.4. 대상자 모집 및 동의

연구책임자가 B병원을 방문하여 대표원장과 치료사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얻은 후, 병원 게시판에 연구 참여 홍보물을 게시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수술한 병원의 진료 기록과 B병원

담당 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연구 참여 가능여부를 판별하였다. 적합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 참여와 중단의 자유, 수집된 자료의

익명성과 기밀성 보장 등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환자들에게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 환자들이 타 병원에서 수술 후 본

병원에 등록되는 시기가 다양하고 경과에 따라 개인별 회복 상태가 다르므로,

사전 검사 전에 담당 의사가 환자의 부종과 통증을 확인한 후 중재 가능여부를

재차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운동이 가능한 26명이 사전검사를 받았다.

3.2.5. 무작위 배정(randomization) 및 할당은닉(allocation concealment)

환자마다 수술 일자가 다르고 수술 후 즉시 재활을 시작해야하므로,

일정기간 동안 대상자를 모집한 후 한꺼번에 무작위 배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재군과 대조군 간 수적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들을 1:1 할당비로 블록 무작위 배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통계 전문가가 R 3.2.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블록 크기를 4로 하는 무작위

배정표를 작성하였다(부록 2). 사전 검사 후, 대상자들이 참여의사를 밝힌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여 무작위배정표에 기입하였다. 무작위배정 후

결과는 불투명한 봉투에 밀봉하여 치료사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였다. 무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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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표는 따로 보관하여 연구가 종료될 때 까지 연구 관련자가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중재군에 13명, 대조군에 13명이 무작위 배정되었다.

3.2.6. 눈가림법(blinding)

본 병원에서 시행해왔던 기존의 재활 치료를 받도록 활동성 대조군(active

comparison)을 설정하였다. 중재는 개별적으로 수행되었고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막기 위해 중재군과 대조군 간 치료시간에 시차를 두었다. 또한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들을 만나더라도 자신들이 받은 치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였다. 1명의 훈련된 검사자가 중재의 시작 전과 종료 후에

측정을 하였다. 편향(bias)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책임자는 측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검사자는 중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검사자가 군을 구별할 수 없도록

각 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중재군에 배정된 환자 13명 중 11명이, 대조군에 배정된 환자

13명 중 10명이 사후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총 21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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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표 9>와 같다.

표 9. 측정항목 및 도구

구분 측정항목 측정도구

신체계측
신장, 체중 BSM370

허벅지둘레 Myotape

신체조성
골격근량, 체지방량, BMI, 체지방률,
다리근육량, 다리세포외수분비

Inbody770

혈압 수축기·이완기혈압 BPBIO0320

근력
Peak torque, Rate of torque
development (RTD) HUMAX NORM

유연성 무릎 관절가동범위

기능수행
능력

Timed up an go test (TUG)
초시계, 고깔, 의자,

마스킹테이프
10m walking test (10MWT)

Single-limb stance (SLS)

3.3.1. 신체계측(anthropometric measurement)

신장과 체중은 자동신장체중계(BSM370, Inbody Co., Seoul, South

Korea)를 이용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측하였다. 피검자는 실제 체중에

가까워지도록 무거운 코트나 손목시계 등을 제거한다. 스탠드를 등지고 양쪽

발을 발바닥 모양에 맞추어 발판에 올라선다. 무릎을 편 상태에서 배, 가슴을

당기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본다. 스탠드에 등을 기대지 않으며 팔과 다리는

자연스럽게 내린다. 측정하는 동안 신체에 힘을 주지 않으며 편안하게 자세를

유지한다. 허벅지둘레는 대퇴(femur)의 대전자(greater trochanter)와

외측과(lateral condyle) 사이의 가운데 지점에서 줄자(Myotape, AccuFitness,

CO, USA)를 이용하여 0.1cm 단위까지 측정하였다. 동일한 검사자가 양쪽

모두 두 번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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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신체조성(body composition)

신체조성은 전문가용 체성분분석기(InBody 770, Inbody Co., Seoul,

Korea)을 이용하여 골격근량, 체지방량, 체지방률을 측정하였다. 대상자들은

실제 체중에 가까워지도록 옷이나 장신구를 제거하여 가벼운 옷차림을 한다.

발판 위에 위치한 발전극에 발의 앞뒤가 맞도록 하여 맨발로 올라서게 한다.

키패드의 버튼을 이용하여 ID, 연령, 신장, 성별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 손전극을

잡고 기계의 순서대로 측정한다. 측정 시 자세는 손전극을 살며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양팔을 15도 가량 벌려 겨드랑이 사이가 서로 맞닿지 않도록 한다.

측정하는 동안 신체에 힘을 주지 않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한다.

3.3.3. 근력(isometric muscular strength)

무릎의 근력을 측정하기 위해 등속성 근력 측정 장비 (HUMAC NORM,

CSMi, MA, USA)를 사용하였다. 검사에 앞서 피험자에게 측정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고관절이 85° 굴곡 되도록 설정된 검사대에 피험자를 앉히고

대퇴 외측과(lateral femoral epicondyle)와 동력기(dynamometer)의 축이

일치하도록 의자의 위치를 조정하였다. 측정 시 하지 외에 다른 신체부위의

힘이 동원되지 않도록 벨트를 채워 가슴, 복부 및 대퇴 부위를 고정하였다.

슬관절의 최대근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퇴부 길이와 조정축의 길이를

조정하고, 비골과(lateral fibular malleolus) 1~2cm 위에 레버 암(lever arm)을

묶어 고정하였다. 관절의 가동범위를 측정한 다음 무릎을 최대한 편 상태에서

중력에 대한 하지의 무게를 정량화 하였다. 검사의 범위는 Isometric 60° 로

설정하였다(Bade et al., 2010; Lienhard et al., 2013). 본격적인 측정에 앞서

최대 노력(perceived maximal effort)의 50% 로 연습을 1회 실시하여

피험자들이 검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Knee extensor 와 Flexor

의 최대 자발적 등척성 수축력(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을

3회씩 측정하였다. 1회 측정 시간은 7초로 설정하였고, 피험자가 3-4초 동안

최대한 빠르고 강하게 힘을 발휘하도록 지시하였다. 세트 간에는 30초씩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양쪽 무릎을 모두 측정하였으며, 한쪽 무릎만

수술한 경우 건측(수술을 하지 않은 쪽)을 먼저 검사하고 이후 환측(수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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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을 검사하였다. 측정 시 모든 피험자들이 최대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검사자가 큰 목소리로 동기부여를 하였다.

데이터는 Peak torque 와 Rate of torque development (RTD) 값을

분석하였다. 3번의 측정 중 최대값을 분석하였고, 양쪽 무릎을 모두 수술한

피험자의 경우 preferred side 값을 사용하였다. Peak torque 는 체중으로

나누어 보정한 후 활용하였다. RTD는 빠르게 힘을 내는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되며, torque time curve (Δtorque/Δtime)의 기울기를 나타낸다(그림 21).

본 연구에서는 torque가 발현된 시점(onset of torque) 으로부터 30, 50, 100,

200 milliseconds 시점의 RTD와 RTDpeak 값을 산출하였다(Aagaard,

Simonsen, Andersen, Magnusson, & Dyhre-Poulsen, 2002). Onset of

torque는 torque 값이 leg extensor의 경우 7.5 Nm, flexor의 경우 4 Nm에

도달한 시점을 의미한다 (Thompson, Ryan, Sobolewski, Conchola, & Cramer,

2013).

(Thompson et al., 2013)

그림 21. A representative torque-time curve of a maximum voluntary con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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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Range of Motion

무릎 관절가동 범위는 등속성 근력 측정 장비(HUMAC NORM, CSMi,

MA, USA)를 이용하여 근력 측정을 준비를 하는 과정 동안 측정하였다.

피험자가 검사대에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곧게 펴도록 하여 기준을 설정하였다.

대부분의 피험자들은 수술로 인해 대퇴사두근의 근력이 저하되어 스스로

무릎을 신전시키지 못하므로, 측정자가 피험자의 무릎을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

수동적으로 최대 신전시켰다. 이후 피험자가 스스로 무릎을 최대한 굴곡시켜

관절가동범위를 측정하였다.

3.3.5. Timed Up and Go Test (TUG)

TUG 검사는 기능적인 운동성과 이동능력, 균형능력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실험자의 출발신호에

따라 의자에서 일어나 3m 거리를 걸었다가 다시 돌아와 앉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필요한 경우 보조도구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어떤 신체적 도움은

주지 않았다. 시간은 디지털 초시계(AST, KK-5898,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은 사전 연습 후 2회 실시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TUG

검사의 측정자내 신뢰도(r=0.99)와 측정자간 신뢰도 (r=0.98)는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다(Podsiadlo & Richardson, 1991).

3.3.6. 10m Walking Speed Test (10MWT)

10m 보행속도 검사는 환자의 보행능력 회복과 수행능력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다. 평평한 곳에서 두 지점 간의 직선거리를 연결하여 14m의

보행로를 구성하고, 가속과 감속을 감안하여 보행로의 양 끝에서 2m 안쪽의

거리에 표식을 하였다. 피험자가 가능한 빠른 속도로 보행로를 걷게 하고,

처음 2m와 마지막 2m를 제외한 10m 구간을 이동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디지털

초시계로 측정하였다. 안전을 위해 측정 시 평가자가 피험자의 뒤를 따라가도록

하였다. 측정은 사전 연습 후 2회 실시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10MWT의

측정자내 신뢰도와 측정자간 신뢰도(r=0.89-1.00)는 높은 수준으로 보고

되었다(Steffen, Hacker, & Molling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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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Single-limb Stance (SLS)

외발 서기(SLS) 검사는 정적으로 서 있는 자세의 균형(standing balance)

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 도구로 많이 사용된다. 피험자가 평평한 지면에서

무릎을 들어 한발로 서도록 하고 자세를 유지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사전

연습 후 2회 실시하여 최대값을 사용하였고, 최대 30초까지 기록하였다. SLS

검사의 측정자내 신뢰도(r=0.59-1.00)와 측정자간 신뢰도(r=0.87-0.99)는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다(Atwater, Crowe, Deitz, & Richardso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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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재활프로그램

본 연구의 재활운동 프로그램은 현재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토대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재활 운동은 성남시 분당구 B병원의

8층 운동치료실에서 실시되었다. 정해진 치료시간에 따라 2주간, 주 6회,

회당 30분간 3명의 치료사가 1:1로 재활운동을 실시하였다. 운동 부하는 자가

체중, 치료사에 의한 도수 저항(manual resistance), 중량 밴드(2kg)를

활용하였고, 운동 강도는 운동자각도(RPE 6~17)를 사용하여 조절하였다. 운동

프로토콜은 하지 근력의 증가와 정상 관절가동범위의 확보, 조기 보행을 목표로

총 2단계로 구성하였고, 주차별로 각 단계를 실시하였다. 환자들이 수술 후

병원에 등록되는 시기가 다양하고, 경과에 따라 개인별 회복 상태가 다르므로

정해진 프로토콜을 따르되 환자의 신체적 상태를 고려하여 운동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치료사와의 운동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CPM을 이용한 관절운동과

통증치료를 실시하였다. 재활운동 프로그램의 세부 프로토콜은 <표 10>과

같다.

표 10. Exercise protocol

Category Description note

Phase 1

(1 week)

Active ROM

10 repetitions

3 sets

30 sec rest

Knee flexion

Knee extension

Sit to standing

Walking

Phase 2

(2 week)

Bridging

One leg bridging

Knee extension + weight cuff (2kg)

One leg standing

Walking + weight cu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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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TKR rehabilit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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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혈류 제한(Blood flow restriction)

재활 운동 시 혈류 제한 장치(KAATSU Nano, KAATSU Global Inc.,

USA)의 cuff(5cm width, 50cm length)를 수술을 받은 쪽 대퇴의

대전자(greater trochanter)와 외측과(lateral condyle) 사이 근위부(proximal)

1/3 지점에 착용시킨다. 슬개골(patella)의 근위극(proximal pole)부터 cuff의

원위부 가장자리(distal edge)까지의 거리를 기록하여 매번 방문 시 일관성

있도록 한다. 압력 적용 시 슬개골 바로 위쪽 부분의 대퇴사두근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보고 피부색이 돌아오는 시간(capillary reaction time,

CRT)을 확인한다. 시간이 3초를 넘을 경우 과도한 압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바로 압력을 제거하거나 낮추도록 한다.

본 운동을 하기 전에 20mmHg부터 당일 목표 압력까지 점진적으로 8번의

가압(20초)과 제압(5초)을 반복하여 피험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운동

시 시작일은 160mmHg를 적용하고, 매일 10mmHg씩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최대 240mmHg에 도달하도록 한다. 압력은 운동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적용 시간은 20분을 넘기지 않는다. Cuff의 압력은 운동하는 동안

장비에 의해 계속해서 유지 및 관찰될 수 있도록 한다. 운동 시 Session이

끝날 때마다 환자들의 상태를 살핀다. 어지러움을 느낄 경우 운동을 즉시

중단하며, 휴식 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운동을 다시 실시하도록 한다. 운동

중 환자가 느끼거나 발생하는 부작용은 즉시 담당 의사에게 알려 발생한 연구와

관련된 부작용에 대하여 즉각적인 감시와 치료를 받게 한다. 정해진 혈류제한

프로토콜을 따르되 개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과도한 압력으로 혈류정지

(hemostasis)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짧은 시간(20분) 내 저강도로 운동을

시행하여 과부하(overload)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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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Blood flow restriction protocol (단위: mmHg)

Week
Session

1 2 3 4 5 6

1 160 170 180 190 200 210

2 220 230 240 240 240 240

그림 23. Blood flow restriction device and position of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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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B병원에서 진행되었다. 2016년 2월부터

6월까지 약 5개월 간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아래와 같다.

3.6.1. 연구 관련자 교육

연구책임자는 혈류제한 운동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가압트레이닝

(KAATSU Training)을 개발한 KAATSU Global, Inc. 에서 Specialist 자격을

취득하였다(ID number: 0000223). 연구를 시작하기 전 연구보조원(치료자

3명, 측정자 1명)들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 연구절차, 혈류제한 장비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운동 프로토콜 등을 교육하였다. 자료수집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자에게 측정 방법을 교육하고 반복하여 숙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3.6.2. 연구 대상자 모집

연구책임자가 병원 게시판에 연구 참여 홍보물을 게시하여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수술한 병원의 진료 기록과 B병원

담당 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연구 참여 가능여부를 판별하였다. 적합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 참여와 중단의 자유, 수집된 자료의

익명성과 기밀성 보장 등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환자들에게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

3.6.3. 사전 평가 및 무작위 배정

1명의 훈련된 검사자가 신체계측, 신체조성, 하지근력, 관절가동범위,

기능수행능력을 측정하였다. 평가 후 참여자들은 미리 작성된 무작위배정표에

의해 각 집단으로 배정되었다. 환자마다 수술 일자가 다르고 수술 후 즉시

재활을 시작해야하므로, 일정기간 동안 대상자를 모집한 후 한꺼번에 무작위

배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중재군과 대조군 간 수적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들을 1:1 할당비로 블록 무작위 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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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재활 프로그램 수행

재활 프로그램은 사전 측정 다음날 시작하였고 2주 간, 주 6회, 회당 30분씩

치료사와 1:1로 실시하였다. 치료시간 외에 CPM을 이용한 관절운동을

시행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같은 내용의 재활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으며,

실험군만 혈류제한 장비를 추가로 적용하였다. 한 주의 6번째 session이 끝난

후 사전평가와 동일한 항목의 중간평가를 시행하였다.

3.6.5. 사후 평가

2주 간 12 session 의 재활 프로그램이 끝난 후 사전평가와 동일하게

사후평가를 실시하였다. 편향(bias)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책임자는 측정에

참여하지 않고, 검사자가 군을 구별할 수 없도록 각 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측정 시간(오전/오후)에 따라 대상자의 신체적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상자마다 사전평가와 유사한 시간대에 사후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12. 연구수행 일정표

연구내용
연구기간(월)

9 10 11 12 1 2 3 4 5 6

선행연구 검토

연구계획서 작성

IRB 접수 및 승인

예비조사 및 연구계획 보완

연구대상자 모집

사전 측정 및 무작위 배정

혈류제한 재활프로그램 수행

사후 측정

자료 분석 및 결과보고

학위논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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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EXCEL을 이용하여 코딩하며 연구 보조원이 누락되거나

잘못 입력된 데이터가 있는지 두 번에 걸쳐 확인하였다. 입력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술통계 분석을 이용하여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데이터의 정규성을 검정하기 위해 Shapiro

-Wilk Test를 실시한 결과, 일부 변인에서 정규 분포를 이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비모수 통계를 이용하였다. 두 집단의 사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집단 내 사전·사후 비교를 위해 Wilcoxon

signed-rank test를 실시하였고, 집단 간 중재에 따른 변화량을 비교하기 위해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05 로
설정하였다.

3.8.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서울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의 심의를 거쳐 연구 승인을 받았다(IRB No. 1603/001-003). 연구 책임자가

일대일 면담을 통해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절차, 연구 참여와

중단의 자유, 수집된 자료의 익명성과 기밀성 보장, 연구의 잠재적 위험과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등을 직접 설명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연구 내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서면동의를 받았다.

설문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수집된 자료는 코딩하여

컴퓨터 파일로 보관하되 개인 정보는 별도의 파일로 분리하여, 미리 부여된

ID(식별번호)를 통해서만 연결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 추후 문의 사항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연구책임자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중재 후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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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3>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실험군(혈류제한+재활운동, BFR)이 70.09 세, 대조군(재활운동, Ctrl)이 69

세로 고령이었다. 두 집단 모두 남성보다 여성이 월등히 많았고, 양쪽 무릎

수술(Bilateral TKR)이 한쪽 무릎 수술(Unilateral TKR)보다 많았다. BMI는

실험군이 27.38, 대조군이 29.39로 대부분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었다. 환자들이

수술한 날부터 재활을 시작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실험군은 16.36 일, 대조군은

11.70 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사결과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동질성은 확보되었다.

표 13. Baselin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BFR (n=11) Ctrl (n=10) P

Age, yr 70.09±7.09 69.00±6.65 .863

Gender(male/female), n 2/9 0/10

Height, cm 155.61±6.74 151.72±4.96 .349

Body weight, kg 66.04±5.75 67.40±5.44 .756

Skeletal muscle mass, kg 20.43±2.98 19.45±1.26 .863

Body Fat mass, kg 27.34±4.56 30.35±4.32 .197

BMI, kg/m2 27.38±2.52 29.39±2.96 .085

Fat percent, % 41.40±5.55 44.86±3.20 .152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22.27±6.47 124.10±13.59 .918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75.00±7.42 80.00±6.67 .197

From surgery to rehabilitation, day 16.36±5.61 11.70±5.48 .072

Unilateral/Bilateral TKR, n 3/8 4/6

Right/Left TKR, n 8/11 7/9

Values are mean±SD unless indicated otherwise.

From surgery to rehab=수술한 날부터 재활 시작까지 걸린 기간; TKR=Total knee replacement;

BFR=Blood flow restriction group; Ctrl=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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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Peak torque와 ROM의 변화

혈류제한 운동 전·후 Peak torque와 Range of motion (ROM)의 변화는

<표 14>와 같다. Peak torque extension의 경우 실험군은 중재 전 0.59±0.23에서

중재 후 0.92±0.19 으로 0.33±0.21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대조군도 중재 전 0.39±0.14에서 중재 후 0.50±0.14 으로 0.11±0.11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두 집단 간 Peak torque extension의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실험군의 변화량이 대조군의 변화량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Peak torque flexion의 경우 두 집단 모두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 값이

증가하였으나 실험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두 집단 간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E ration의 경우 두 집단

모두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 값이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두 집단 간 변화량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ROM의 경우 두 집단 모두 중재

전보다 중재 후 값이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두 집단

간 ROM의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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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Changes in knee extensor peak torque. * indicates significant
change from baseline (P<.05). #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from
Control group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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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RTD(Rate of Torque Development)의 변화

혈류제한 운동 전·후 RTD의 변화량은 <표 15>와 같다. 대조군의 Knee

extensor RTDpeak 값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 값이

향상되었으나, 실험군의 knee extensor 관련 값들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두 집단 간 변인들의 변화량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Knee extensor의 RTD 값들의 경우 실험군의 변화량이 대조군보다

훨씬 컸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값에 근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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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Changes in knee extensor RTD. * indicates significant change
from baseline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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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다리 근육량 및 세포외수분비, 허벅지둘레 변화

혈류제한 운동 전·후 다리 근육량, 다리 세포외수분비와 허벅지둘레의

변화는 <표 16>과 같다. 다리 근육량의 경우 실험군은 중재 전(6.25±1.20)

보다 중재 후(6.09±1.20) 감소하였고, 대조군도 중재 전(5.88±0.47) 보다 중재

후(5.82±0.45) 감소하였다. 다리 세포외수분비의 경우 실험군은 중재 전

(0.403±0.008)보다 중재 후(0.402±0.007) 감소하였고, 대조군도 중재 전

(0.408±0.010)보다 중재 후(0.406±0.008) 감소하였다. 허벅지둘레의 경우

실험군은 중재 전(47.07±3.01)보다 중재 후(45.51±2.05) 감소하였고, 대조군도

중재 전(50.54±5.22)보다 중재 후(49.05±3.45) 감소하였다. 세 변인 모두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집단 내 사전·사후 값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집단 간 사후-사전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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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기능수행능력(Functional performance)의 변화

혈류제한 운동 전·후 기능수행능력의 변화량은 <표 17>과 같다. 세 변인

모두 중재 전보다 중재 후 값이 향상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UG의

경우 실험군은 중재 전 18.41±4.61에서 중재 후 11.30±1.81로 7.11±4.82

감소하였고, 대조군은 중재 전 18.72±6.48에서 중재 후 13.24±2.05로 5.48±5.93

감소하였다. 10MWT의 경우 실험군은 중재 전 14.12±2.78에서 중재 후

10.79±1.89로 3.33±2.65 감소하였고, 대조군은 중재 전 15.94±4.19에서 중재

후 12.74±2.66로 3.20±4.33 감소하였다. SLS의 경우 실험군은 중재 전

6.41±8.58에서 중재 후 18.39±9.82으로 11.98±8.78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중재

전 4.56±4.06에서 중재 후 11.15±8.75으로 6.59±6.83 증가하였다. 변인들의

변화량은 모두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더 컸지만, 집단 간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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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혈류제한이 적용된 재활운동을 2주간 시행하여

슬관절치환술 환자의 근 기능(Peak torque, F/E ratio, ROM, RTD), 근육량,

기능수행능력(TUG, 10MWT, SLS)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은 임상에서 대부분 2-3주간의 비교적 짧은 입원 재활치료를

받으며, 수술 직후 근력 회복을 위한 공격적인 저항운동이 힘든 슬관절치환술

환자들에게 빠른 근력 회복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저강도 혈류제한 운동을

시행하여 대퇴사두근의 근력과 힘을 내는 속도를 향상시켰다는 점에 있다.

이전 연구에서 혈류제한운동은 일반인·선수·환자 등 다양한 집단에

활용되었으나, 슬관절치환술 환자에게 적용된 경우는 없었고, 빠르게 힘을

내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RTD를 변인으로 활용하여 슬관절치환술 환자의

근 기능을 평가한 경우도 없었다. 슬관절치환술 환자들은 오래전부터

퇴행성관절염에 의한 만성적인 대퇴사두근의 약화와 위축을 겪어왔고, 수술적

외상(surgical trauma)과 고령으로 인한 근 기능 회복의 제한으로 인해 수술

직후 한동안 대퇴의 근력과 활성도가 감소된다. 근육의 기능장애가 지속될

경우 낙상이나 일상생활 능력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수술 전 근력

상태를 평가하고 수술 후 재활 운동을 통해 감소된 근력을 수술 전의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나아가 질환이 없는 정상수준까지 회복시켜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병원이 아닌 재활병원에서 대상자를 모집하였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 환자의 신체적 상태는 평가하지 못하였다. 차선책으로

수술을 하지 않은 다리의 기록을 수술한 다리의 비교 평가 기준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양 무릎을 동시에 수술하거나 순차적으로 모두 수술하는 경우가

많아 이 역시도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혈류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집단을 활동성 대조군(active

comparison)으로 삼아 비교·분석하였다.

혈류제한 운동을 시행한 결과, 혈류제한 운동 후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peak torque extension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컸다(P=.01). 비록

이 연구의 대상자는 고령이며 질환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지만,



- 88 -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2주간 1RM의 20%강도의 혈류제한 저항성 운동을

시행하여 대조군보다 더 큰 근력 향상을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T Yasuda

et al., 2005)와 유사하다. 노인의 생리적 특성상 젊은 성인에 비해 근력의

상승이 힘든 점을 감안하였을 때,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혈류제한 운동이 젊은

성인뿐만 아니라 노인에게 오히려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수술

직후 고강도의 저항운동이 힘든 수술 환자들의 빠른 근력회복에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Peak torque flexion에서도 두 집단 모두 중재

전보다 중재 후 증가하였으나, extension과는 달리 집단 간 변화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3주간

혈류제한 운동 후 Extensor와 Flexor의 1RM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Extensor에서만 시간과 집단의 교호작용이 있었던 선행연구 결과(SJ Kim,

Sherk, Bemben, & Bemben, 2009)와 일치한다. 슬관절치환술 직후

햄스트링보다는 대퇴사두근의 근력 약화가 더 크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관절가동범위, 대퇴사두근의 근력, 보행능력의 회복을

중점 목표로 두고 재활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Knee extensor의

운동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기에는

Knee flexor의 운동량이 적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들에서 슬관절치환술 후 햄스트링의 근력 감소와 기능 장애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Jennifer E Stevens-Lapsley et al., 2010),

햄스트링의 근력 회복도 반드시 중요한 요소로 인지해야 하며, 추후 연구에서

햄스트링 관련 운동을 추가한다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F/E ratio는 Flexor(Hmastring): Extensor(Quadriceps), 즉 Extensor에

대한 Flexor의 비율을 의미하며 주동근(agonist)과 길항근(antagonist)의

balance를 평가하는데 많이 이용된다. F/E ratio의 정상범위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 통상 0.5-0.6(50-60%)로 알려져 있으나, 대상자 특성(나이, 질환유무)과

측정 유형(isometric/isokinetic) 및 각도에 따라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Aagaard, Simonsen, Trolle, Bangsbo, & Klausen, 1995; Kong & Burns,

2010; Silva et al., 2003). 따라서 절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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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은 쪽의 F/E ratio를 재활의 기준이나 목표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세한(dominant) 쪽의 isometric F/E ratio 가 비우세한(non-dominant)

쪽보다 평균적으로 6.7%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Kong & Burns, 2010),

수술을 받은 무릎이 우세한 쪽인지 비우세한 쪽인지에 따라 개개인의 기준이

달라기 때문에 이 역시도 정확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Extensor와 Flexor의 Peak torque가 중재 전보다 모두

증가하였고, 특히 Extensor가 Flexor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F/E

ratio는 두 집단 모두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집단 내 사전·사후값 비교

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집단 간 변화량 비교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변화 폭이 컸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수술하지 않은

쪽 다리의 근력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양쪽 무릎 수술 환자가 많아 불가능하였고, 대조군으로 활용한 대상자들도

혈류제한을 하지 않고 재활 운동을 실시하여 근력이 동반 상승하였기 때문에

F/E ratio에 대한 혈류제한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없었다.

RTD는 신속히 힘을 내는 능력을 의미하며 노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특성이다. 계단 오르기, 걷기와 같은 일상생활 수행에 기여하며 갑작스런 자세

변화에도 균형을 빠르게 회복하여 낙상을 피할 수 있게 한다(Bento, Pereira,

Ugrinowitsch, & Rodacki, 2010). RTD는 근력보다 일상활동의 어려움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Cuoco et al., 2004; Sayers, Guralnik, Thombs,

& Fielding, 2005). 슬관절치환술 환자들은 퇴행성관절염 특성상 고령자가

많아 노화로 인해 하지 신경근(neuromuscular) 기능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수술 직후 통증과 근 위축이 발생하여 빠르게 힘을 낼 수 없다. 따라서

슬관절치환술 환자의 peak torque 뿐만 아니라 RTD도 함께 측정하여

비교·분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혈류제한 운동을

시행한 결과, Extensor의 RTD 변화가 대조군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유의확률에 매우 가깝게 나타났다(P=.051).

비록 가설 검증에는 실패하였으나, 실험군의 경우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

RTD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슬관절치환술 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에게도

혈류제한 운동 후 RTD의 변화를 확인한 논문이 없어 선행연구와의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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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는 할 수 없었다.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의 RTD 값이 더 크게 증가한

이유는 혈류제한 운동의 메카니즘 중 하나인 type Ⅱ 근섬유 동원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RTD가 슬관절치환술 1개월 후에 수술 전보다

감소하고, 6개월 후에 수술 전만큼 회복된다는 선행연구 결과(Winters,

Christiansen, & Stevens-Lapsley, 2014)를 고려하였을 때, 2주간의 혈류제한

운동으로도 중재 전보다 중재 후 유의한 향상을 얻었다는 점은 중재가 지속될

경우 중재 전 상태로의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수술 전 상태를 평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술 전 RTD를

평가하여 혈류제한 운동 시 수술 전 상태로의 회복에 걸리는 기간을 알아보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혈류제한 운동 후 다리 근육량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내 사전·사후 비교와 집단 간 변화량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1RM 20-30% 강도로 3주간

혈류제한 운동을 시행한 결과 허벅지 둘레와 근 단면적이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다(Takashi Abe et al., 2006; SJ Kim et al., 2009; Sata, 2005; T

Yasuda et al., 2005).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와 상반된 연구 결과를 얻은 이유는

측정도구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근육량 측정

시 MRI, CT, 초음파 등의 영상장비를 활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Inbody를

활용하여 하지 근육량을 측정하였다. Inbody는 몸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

조직이 전도되는 정도에 따라 신체조성을 평가하므로 체내 수분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수술직후 무릎의 부종이 심한 슬관절치환술 환자들의

경우 근육량이 과다 평가될 수 있다. 세포외수분비(ECW ratio)와 허벅지둘레가

두 집단 모두 감소한 것을 고려하였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종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운동 후 다리 근육량이 줄어든 결과는 근육량의

증가보다 부종의 감소 효과가 더 커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MRI나 CT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TKR 환자의 근육량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슬관절치환술 환자에게 혈류제한 운동을

2주간 적용한 결과 Knee extensor peak torque 와 RTD에서 중재 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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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후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실험군의 변화량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컸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수술 전 상태를 평가하지 못하여 활동성 대조군을

활용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수술 전 상태를 평가하거나 한쪽 무릎 수술

환자만을 대상자로 모아 수술 전 상태나 건측과 비교함으로써 혈류제한 운동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혈류제한 운동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장기간에 걸쳐 추적 조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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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혈류제한이적용된재활운동을 2주간시행하여근기능, 근육량,

기능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운동프로그램은 슬관절치환술

환자의 Knee extensor peak torque 및 RTD 변화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류제한 운동은 저강도의 단기간 운동으로도 고강도 저항운동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수술 직후 공격적인 저항운동을 수행할 수

없어 근 기능의 빠른 회복에 어려움을 느끼는 슬관절치환술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슬관절치환술 환자들이 빠르게 근력을 회복하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혈류제한 운동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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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Rehabilitation with Blood

Flow Restriction on Muscle Function

after Total Knee Replacement

Lee, Sujik

Health and Exercis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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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ackground: Blood flow restriction (BFR) combined with low-load

resistance exercise has been demonstrated to be an effective alternative

way to improve muscle strength and size that can be achieved traditionally

from high-load resistance exerci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result of rehabilitation with or without BFR on muscle function in the

subjects who were treated with total knee replacement surgery.

Methods: Twenty one participants were randomized into two different

interventions: rehabilitation with BFR (BFR group, n=11) and without BFR

(control group, n=10). Exercise sessions were performed 6 times per week

for 2 weeks in all participants. Over the twelve exercise sessions in BFR

group, an elastic cuff was worn on the subject’s proximal thigh in its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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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ng progressively increased from 160 mmHg at the first session up to

240 mmHg at the end by adjusting the external compression. For the analysis,

muscle strength, rate of torque development (RTD), range of motion (ROM),

muscle mass, thigh circumference, the Timed Up and Go test, 10-m walking

test and single-limb stance were measured. All outcome measures were

assessed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Results: In knee extensor strength, the degree of change of BFR group

was significantly larg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In knee extensor

RTD, though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t was nearly significant to still imply a clinical importance.

Conclusions: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rehabilitation with BFR

led to significant increases in knee extensor strength and RTD. Therefore,

rehabilitation combined with BFR may be usefully utilized in the patients

who are in need of fast recovery in muscle function following a surgery.

keywords : Total knee replacement, Blood flow restriction, Exercise,

Rehabilitation, Muscle strength, Rate of torque development,

Muscl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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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G*power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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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블록 무작위 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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