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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 24 weeks combined rehabilitation exercise
program on the subjective questionnaire, isokinetic muscle function test and dynamic balance test of
high tibial osteotomy patients with normal weights and obese individuals.
METHODS Sixteen tibial osteotomy patients were recruited in the study.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normal weight group[n=8] or obesity weight group[n=8]). A pre-test consisting of subjective
questionnaire, isokinetic muscle function test and Y balance test. Using the same test in 12 weeks, 24 weeks
after the surgery. All groups completed the rehabilitation exercise program for the duration of 24 weeks.
RESULTS The significant interaction was observed between group and time on the involve bilateral flexor
strength deficits (p=.045) and the posteromedial reach distance (p=.041).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24 weeks rehabilitation exercise program is needed after high
tibial osteotomy in order to restore the same level of activity as before surgery.
© The Asian Society of Kinesiology and the Korean Academy of Kinesiology

서론

(슬관절 전치환술, total knee arthroplasty)을 지연시
킨다[1]. 개방부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불유합의 위험이

근위경골절골술은 60~65세 이하의 활동적인 환자

근위경골절골술의 단점으로 보고되었지만 최근 금속판

에서 무릎 관절(슬관절, knee joint) 안굽이 무릎(내반,

이 개발되면서 절골 부위의 안정성을 증가시켜 무릎 내

varus knee) 변형이 동반된 내측 골관절염의 자기관절

측 골관절염의 치료로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적절한 환

보존 수술방법으로 사용된다.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

자의 선택, 정확한 교정각의 성취, 수술 기술의 발전 및

로 인한 넙적다리뼈(대퇴골, femur)와 정강이뼈(경골,

초기부터 진행되는 기능회복운동 등을 통해 임상적 결

tibia)의 비정상적인 축을 바로 잡아 주는 근위경골절골

과가 향상되고 있다[2].

술은 무릎 관절 내측 관절에 작용하는 과도한 체중부하

최근의 근위경골절골술 후 체계적인 고찰에서의 여러

를 건강한 외측 관절로 옮겨줌으로써 통증 감소에 효과

선행연구들은 근력강화를 위한 기능회복운동프로그램으

적이며, 퇴행 과정을 늦춰 향후 인공 무릎관절 전치환술

로 등척성 수축부터 시작해서 열린사슬운동, 닫힌사슬운
동 등 넙다리 네갈래근(대퇴사두근, quadriceps femo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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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cle) 강화 방법이 단계별로 제시되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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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및 운동활동 복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에
서는 90% 가 수술 이후 일상생활에 복귀하였으며, 일
상생활 복귀 시점은 2.9~3.5개월, 가벼운 수준의 운동
활동으로의 복귀 시점은 6~12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하였다[4]. 하지만 초기 기능회복 단계에서 근력강
화와 함께 체중부하 운동은 근위경골절골술 후 일상생
활에 필요한 기능을 회복하는데 필수적이지만 체중부하
가 지연되거나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통
증, 기능 및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지연되어 삶의 만족
도를 저하시키는 등 많은 불편감을 초래하게 된다[5].
Flecher 등[6]은 체질량지수가 30 kg/m2 미만인
경우, 근위 경골 절골술 후의 결과가 더 좋다고 보고하
였으며, Naudie 등[7]은 이와는 상반된 결과로 체질량
지수가 25 kg/m2 미만인 환자에서 더 좋지 않은 결과
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체질량지수가 낮은 사람
이 더 활동적 이며 절골술 부위에 더 많은 부하가 요구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체중과 골 관절염 발생에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피험자들은 경기도 소재의 M 병원에서
동일 의료진에게 Outer Bridge grade 3~4, 내측 반월
연골판(반월상 연골, meniscus)의 퇴행성 손상, 안굽
이 무릎 변형을 진단받고, 근위경골절골술 시행한 16명
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들은 동반 수술을 하지
않은 단독 근위경골절골술 시행한 자로, 모집된 대상자
들은 세계보건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과 대한비만학회
의 기준으로 체질량지수에 따라 정상체중집단(normal
weight group; NWG, n=8)과 비만체중집단(obesity
weight group; OWG, n=8)으로 구분하였다. 모든 대상
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시키고 참가에 희망
하는 대상자들에게만 동의를 구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2. 실험절차

대한 논쟁은 아직까지 진행중이며[8], 보통 비만 환자

이 연구에서는 근위경골절골술 환자 16명을 대상으

의 경우 비만하지 않은 환자보다 연골 표면에 과부하 및

로 수술 전, 수술 후 12주, 24주에 주관적 설문검사, 등

족저압력을 증가시킨다. 또한 근육에 과도한 부하를 주

속성 근기능 검사, 동적 평형성 검사를 측정하였다. 모

어 보행장애를 유발하고, 아디포카인 관련 염증으로 연

든 대상자는 수술 직후부터 12까지 센터방문 기능회복

골 이화작용과 같은 생체역학적 및 대사적 요인에 의한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13주 이후부터 24주까지

증상을 악화시켜 수술 후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

는 가정기반 기능회복 운동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시

다고 보고된 바 있다[9]. 앞선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체

행하였다.

질량지수 분류에 따른 근위경골절골술 환자의 수술 결
과는 교정각이 유지되는 정도와 임상점수에만 초점이

3. 운동 중재

맞춰져 있고[6-8,10], 일상 활동으로의 복귀에 중요한

이 연구의 운동중재는 Choi 등[11]이 제시한 근위

지표인 수술 후 운동기능회복의 정도를 다룬 연구는 부

경골절골술 후 기능회복운동프로그램을 근거로 하였다.

족한 실정이다.

총 3단계 프로그램 중 각 단계별 주차 설정 및 프로그램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4주간의 복합 기능회복 운동

의 내용을 환자의 상태에 알맞게 최적화하여 수정 보완

프로그램이 정상체중 및 비만체중 근위경골절골술 환자

하여 시행하였다<Table 2>. 모든 대상자는 총 12주 동

의 기능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체중에 따른 기

안 센터를 방문하여 주 3회, 1회당 50분씩 기능회복운

능회복 운동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13주부터 24주까지는 가정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ge (yrs)

Height (cm)

Weight (kg)

BMI (kg/m2)

OB grade

NWG (n=8)

56.10±6.41

161.50±7.65

56.65±6.49

21.63±1.32

3

OWG (n=8)

52.80±3.33

165.20±8.9

77.42±10.75

28.23±2.14

3

Values are means ± SD. NWG, normal weight group; OWG, over weight group; BMI, body mass index; OB, outer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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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habilitation after high tibial osteotomy.
Stage

Stage 1
(0-3wk)

Stage 2
(4-6wk)

Stage 3
(7-12wk)

Rehabilitation program

reps/distance/time

set

Range of motion exercise
(0-90)

20

3

Weight shift(quadriceps - hamstring co contraction)

15

3

Quadriceps setting exercise

15

3

Straight leg raise(front/side)

15

3

Ankle pump exercise

20

3

Gait exercise with crutch(progressive weight bearing)

3m

5

Hamstring stretching

20sec

3

Range of motion exercise(0-120)

20

3

Straight leg raise(front/side)

15

3

Leg extension

15

3

Wall squat (0-45)

12

3

Calf raise

15

3

Weight shift(quadriceps - hamstring co contraction)

20

3

hold the wall and walking in place

20

5

Gait exercise with crutch(progressive weight bearing)

3m

10

Stationary cycle

20min

Half squat(0-60)

15

3

Lunge

15

3

Step up/doun

8

5

Single leg balance

30sec

5

Normal gait exercise

20min

Cup walking

10m

etc

5 sec hold

Red band resist

5 sec hold

5

기반 기능회복운동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시행하였으

성된 International Knee Documentation Committee

며, 기존 3단계(7-12주)에 해당하는 운동동작 및 일상

(IKDC) score, 통증 및 증상 11문항, 이학적 증상 5문

생활로의 복귀에 도움이 되는 동작들을 추가로 실시하

항, 신체적 기능 19문항, 사회 정서적 기능 6문항으로

였다. 운동강도는 기존 3단계(7-12주)보다 더 높은 운

구성된 Korea Knee Score (KKS)을 주관적 설문검사

동강도인 6~20 Borg의 운동자각도 중 13에서 15인, ‘

로 평가하였다[12,13].

약간 힘들다.’에서 ‘힘들다.’정도로 점차 증가시켰으며,
주 3회, 1회당 50분씩 실시하였다.

2) 등속성 근기능 검사
등속성검사 장비(Cybex humac norm, Cybex,

4. 측정방법 및 측정도구

USA)를 이용하여 무릎 폄근(신전근, extensor muscle)

1) 주관적 설문평가

과 굽힘근(굴곡근, flexor muscle)의 근력과 근지구력

주관적 설문평가는 무릎 통증이 일상생활을 하는

을 측정하였다. 근력은 60°/sec에서 총 6회 수행하여 무

데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치료사에

릎 건측과 환측의 체중당 최대 우력(peak toque/body

게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검사로 환자의 주관적 판단

weight, %)을 측정하였으며, 근지구력은 180°/sec에서

을 기준으로 8개 항목 각각에 대한 가능한 응답에 임

총 12회 수행하여 무릎 건측과 환측의 전체 일량(total

의의 점수를 기록한 후 이를 합산하여 상태를 평가하

work, Nm)을 측정하여 양측의 근력과 근지구력 결손

는 방법인 Lysholm scale과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

비율을 평가하였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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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3) 동적평형성 검사
동적평형성 검사는 Y-Balance test (YBT) kit
(Professional Y-Balance Test Kit_Holz)을 이용하여

1. 주관적 설문 평가

측정하였다. YBT는 한 발로 선 자세에서 근력, 유연성,

주관적 설문 평가 점수는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고유수용성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기능적 대칭성을 평가

같다. Lysholm 점수는 집단 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

한다. 대상자는 YBT의 중앙에 선 후 두 손을 허리 위에

으나 측정기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5),

올려 전방(anterior; AN), 후내측(posteromedial; PM)

집단과 측정기간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

및 후외측(posterolateral; PL) 도달거리 순서로 측정

타났다. 측정기간에 따른 사후비교 결과, 정상체중집단

하였다. 측정방법은 대상자가 발끝으로 표시자를 최대

은 수술 전, 수술 후 12주보다 수술 후 24주가 높게 나

한 밀어낸 후 시작 자세로 돌아오게 하였고, 도달 거리

타났고 비만체중집단은 수술 후 12주보다 수술 후 24

는 1cm로 기록하였으며, 양측 각각 1번의 연습을 진행

주가 높게 나타났다.

한 후에 3회 측정하여 가장 높은 값을 채택하였다[15].

IKDC 점수는 집단 간과 측정기간에서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며, 집단과 측정기간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없

5. 통계처리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에서 얻어진

KKS 점수는 집단 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검사자료를 Window용 SPSS/PC 21.0 프로그램을 사

측정기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1), 집

용하여 분석하였다.

단과 측정기간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

집단(정상체중, 비만체중)과 측정 기간(수술 전, 수

났다. 측정기간에 따른 사후비교 결과, 정상체중집단은

술 후 12주, 수술 후 24주)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이

수술 전보다 수술 후 24주가 높게 나타났고 비만체중

원 반복측정 분산분석(two-way repeated measures

집단은 수술 전, 수술 후 12주보다 수술 후 24주가 높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측정 기간에 따른 차이를 알

게 나타났다.

아보기 위해 사후비교(contrast)를 단순(simple)-첫번
째(first)와 반복(repeated)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이 연
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a=.05로
설정하였다.

2. 근력, 근력 결손율 및 근지구력, 근지구력 결손율의
변화
1) 환측 근력의 변화
등속성 각속도 60°/sec에서 등속성 폄근과 굽힘근
환측의 근력 변화는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등

Table 3. Change of subjective questionnarie score.

Lysholm
(score)

IKDC
(score)

KKS
(score)

Group

Pre ➀

Post
12 weeks ➁

Post
24 weeks ③

NWG

61.13±15.85

58.25±10.32

74.38±12.45

OWG

58.00±18.05

58.00±14.58

68.50±8.43

NWG

54 .38±12.69

50.63±7.85

69.63±11.96

OWG

57.00±17.33

59. 38±14.54

61.00±8.28

NWG

55.28±9.82

59.75±9.90

68.68±10.94

OWG

59.16±13.71

61.50±10.81

72.30±15.20

F

p

G

.384

.545

T

6.471

.005**

GxT

.240

.788

G

.246

.627

T

3.009

.066

GxT

1.584

.223

G

.369

.553

T

13.158

<.001***

GxT

.094

.911

Values are means ± SD. NWG, normal weight group; OWG, over weight group; G, group; T, time; GxT, group x time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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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 of involved side isokinetic muscle strength.

EMS
(%)

FMS
(%)

Group

Pre ➀

Post
12 weeks ➁

Post
24 weeks ③

NWG

110.88±42.51

89.25±45.38

116.63 ±51.74

OWG

92.38±19.49

55.63±16.61

72.63 ± 20.23

NWG

69.75±29.39

57.38±27.25

73.50±33.63

OWG

56.38±16.43

34.38±11.29

49.00±11.82

F

p

G

4.265

.058

T

8.118

.002**

GxT

1.437

.255

G

3.522

.082

T

12.188

<.001***

GxT

1.245

.303

Contrast
②<③
①> ②,③
②<③
①> ②,③

Values are means ± SD. NWG, normal weight group; OWG, over weight group; EMS, extensor muscle strength; FMS, flexor muscle strength; G, group; T,
time; GxT, group x time
**p<.01, ***p<.001

Table 5. Change of bilateral isokinetic muscle strength deficits.

EMSD
(%)

FMSD
(%)

Group

Pre ➀

Post
12 weeks ➁

Post
24 weeks ③

NWG

26.13±22.34

40.63±22.82

23.50±23.45

OWG

19.75±24.47

51.00±19.92

38.13±20.46

NWG

14.00±18.69

18.25±31.55

0.25±15.64

OWG

11.75±18.03

45.63±14.93

24.50±10.62

F

p

G

.511

.486

T

7.357

.003**

GxT

1.679

.205

G

6.347

.025*

T

6.495

.005**

GxT

3.458

.045*

Contrast
②<③
①<②
①<③.
①<②,
②>③.

Values are means ± SD. NWG, normal weight group; OWG, over weight group; EMSD, extensor muscle strength deficits; FMSD, flexor muscle strength
deficits; G, group; T, time; GxT, group x time
*p<.05, **p<.01

속성 폄근은 집단 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측정

력 결손율은 집단 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측

기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2), 집단과 측

정기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3), 집단

정기간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

과 측정기간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정기간에 따른 사후비교 결과, 정상체중집단은 수술 후

다. 측정기간에 따른 사후비교 결과, 정상체중집단은 수

12주 보다 24주가 높게 나타났고 비만체중집단은 수술

술 후 12주가 수술 후 24주보다 높게 나타났고 비만체

전이 수술 후 12주, 수술 후 24주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집단은 수술 전보다 수술 후 12주가 높게 나타났다.

등속성 굽힘근은 집단 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등속성 굽힘근의 양측 근력 결손율은 집단(p=.025)

나, 측정기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1),

과 측정기간(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집단과 측정기간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

집단과 측정기간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타났다. 측정기간에 따른 사후비교 결과, 정상체중집단

차이가 나타났다(p=.045). 측정기간에 따른 사후비교

은 수술 후 12주 보다 24주가 높게 나타났고 비만체중

결과, 정상체중집단은 수술 전이 수술 후 24주보다 높

집단은 수술 전이 수술 후 12주, 수술 후 24주보다 높

게 나타났고 비만체중집단은 수술 전보다 수술 후 12

게 나타났다.

주가 높게 나타났으며 수술 후 12주가 수술 후 24주보
다 높게 나타났다.

2) 양측 근력 결손율의 변화
등속성 폄근, 굽힘근 양측 근력 결손율의 변화는
<Table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등속성 폄근의 양측 근

3) 환측 근지구력의 변화
등속성 각속도 180°/sec에서 등속성 폄근, 굽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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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ange of involved side isokinetic muscle endurance.

EME
(Nm)

FME
(Nm)

Group

Pre ➀

Post
12 weeks ➁

Post
24 weeks ③

NWG

582.38±255.69

503.88±261.94

627.00±338.39

OWG

773.63±318.05

499.38±173.04

671.63±220.81

NWG

337.38±208.65

286.25±179.71

363.38±149.54

OWG

396.75±189.52

230.50±101.51

415.38±131.74

F

p

G

.422

.527

T

6.387

.005**

GxT

1.849

.176

G

.065

.803

T

9.042

<.001***

GxT

1.911

.167

Contrast
②<③
①>②
ns
①<②,
②<③.

Values are means ± SD. NWG, normal weight group; OWG, over weight group; EME, extensor muscle endurance; FME, flexor muscle endurance; G,
group; T, time; GxT, group x time
**p<.01, ***p<.001

Table 7. Change of bilateral isokinetic muscle endurance deficits.

EMED
(%)

FMED
(%)

Group

Pre ➀

Post
12 weeks ➁

Post
24 weeks ③

NWG

16.13±18.23

22.25±18.44

14.38±11.48

OWG

6.25±18.15

39.00±18.61

22.88±13.41

NWG

8.63±34.00

11.00±27.65

6.63±23.00

OWG

6.25±26.46

45.38±18.24

9.63±15.04

F

p

Contrast

G

1.077

.317

ns

T

5.730

.008**

GxT

1.849

.176

G

5.268

.038*

T

2.879

.073

GxT

1.911

.167

①<②,
②>③.
ns
ns

Values are means ± SD. NWG, normal weight group; OWG, over weight group; EMED, extensor muscle endurance deficits; FMED, flexor muscle
endurance deficits; G, group; T, time; GxT, group x time
*p<.05, **p<.01

환측의 근지구력(총 일량 값) 변화는 <Table 6>에 제

4) 양측 근지구력 결손율의 변화

시한 바와 같다. 등속성 폄근 환측의 근지구력은 집단

등속성 각속도 180°/sec에서 등속성 폄근, 굽힘근

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측정기간에서는 유의

양측 근지구력 결손율의 변화는 <Table 7>에 제시한

한 차이가 있었으며(p=.005) 집단과 측정기간 간의 상

바와 같다. 등속성 폄근의 양측 근지구력 결손율은 집

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기간에 따른

단 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측정기간에서는 유

사후비교 결과, 정상체중집단은 수술 후 12주 보다 24

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8), 집단과 측정기간 간의

주가 높게 나타났고 비만체중집단은 수술 전이 수술 후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기간에 따

12주보다 수술 후 24주보다 높게 나타났다.

른 사후비교 결과, 정상체중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

등속성 굽힘근 환측의 근지구력은 집단간에서 유의

나지 않았고 비만체중집단은 수술 전보다 수술 후 12

한 차이가 없었으나, 측정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주가 높게 나타났고 수술 후 12주가 수술 후 24주보다

었고(p<.001) 집단과 측정기간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높게 나타났다.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기간에 따른 사후비교 결과,

등속성 굽힘근의 양측 근지구력 결손율은 집단 간

정상체중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비만체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038), 측정기간에서

중집단은 수술 전이 수술 후 12주보다 높게 나타났고,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집단과 측정기간 간의 상

수술 후 12주보다 24주보다 높게 나타났다.

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기간에 따른
사후비교 결과, 정상체중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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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hange of involved side Y-balance test.

AN
(cm)

PM
(cm)

PL
(cm)

Group

Pre ➀

Post
12 weeks ➁

Post
24 weeks ③

NWG

19.22±3.42

17.82±2.40

18.80±2.28

OWG

17.68±1.86

14.87±2.62

17.34±2.66

NWG

31.44±6.43

29.49±3.97

30.26±6.50

OWG

26.35±5.78

22.81±4.80

29.63±2.70

NWG

30.30±5.97

30.63±5.25

33.04±6.63

OWG

29.15±6.22

26.68±6.34

28.93±1.68

F

p

Contrast

G

3.674

.076

T

5.575

.009

GxT

.240

.788

G

3.430

.085

T

5.626

.009**

GxT

1.584

.223

G

2.292

.152

T

.967

.392

GxT

.094

.911

**

ns
①>②,
②<③,
①>③.
ns
②<③
ns
ns

Values are means ± SD. NWG, normal weight group; OWG, over weight group; G, group; T, time; GxT, group x time; AN, anterior; PM, posterior medial;
PL, posterior lateral
**p<.01

지 않았고 비만체중집단은 수술 전보다 수술 후 12주
가 높게 나타났고 수술 후 12주가 수술 후 24주보다 높
게 나타났다.

3) PL의 변화
PL은 집단 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측정기간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집단과 측정기간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동적 평형성
근위경골절골술 후 YBT의 AN, PM 및 PL의 변화는

논의

<Table 8>에 제시한 바와 같다.
근위경골절골술 후 체질량 지수에 따른 기능회복의
1) AN의 변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별 주관적 설문평가를 실시

AN은 집단 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측정기

한 결과 Lysholm 점수와 KKS 점수에서 집단간의 차

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9), 집단과 측

이는 없었고, 측정기간에 따른 차이는 있었지만 상호작

정기간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

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orris 등[16]

정기간에 따른 사후비교 결과, 정상체중집단에서는 유

이 17명의 근위경골절골술 환자를 대상으로 가속화 기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비만체중집단은 수술 전

능회복운동을 적용한 결과, 수술 후 3개월에는 수술 전

이 수술 후 12주보다 높게 나타났고 수술 후 12주보다

점수보다 떨어지지만 3개월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수술 후 24주가 높게 나타났으며 수술 전이 수술 후 24

수술 후 6개월 시점에서는 수술 전과 비슷한 점수를 보

주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 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등속성 근기능 검사 결과 60°/sec에서의 폄근과 굽힘

2) PM의 변화

근의 체중당 최대우력은 정상체중집단에서 수술 후 12

PM은 집단 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측정기

주 보다 24주에서 높게 나타났고 비만체중집단에서는

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9), 집단과 측

수술 전이 수술 후 12주와 24주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정기간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

한 비만체중집단은 수술 전에서 수술 후 12주에 걸쳐 큰

정기간에 따른 사후비교 결과, 정상체중집단에서는 유

폭의 굽힘근 양측 근력 결손율이 있었으며, 수술 후 12주

의한 차이가 없었고 비만체중집단에서 수술 후 12주보

에서 수술 후 24주에 걸쳐 큰 폭의 굽힘근 양측 근력 결

다 수술 후 24주에 높게 나타났다.

손율 회복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복합 기능회복
운동프로그램은 비만체중집단이 굽힘근의 양측 근력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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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율의 회복에 정상체중집단 보다 더 큰 긍정적인 영향

선되었다고 생각된다. 기능회복운동프로그램의 핵심은

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Kawazoe와 Takahashi[17]

근신경 조절 능력의 개선이며, 다관절 및 다양한 사슬형

는 평균 연령 66세 근위경골절골술 환자 26명을 대상

태의 운동과 함께 균형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이

으로 근력의 회복 양상을 분석한 결과, 이 연구의 폄근

다[23]. 특히 비만체중집단의 환측 PM에 긍정적인 영

및 굽힘근의 양측 결손율 회복양상과 유사하게 수술 후

향을 미친 것은 더 많은 체중 부하로 인해 기능회복프로

12주에 급격한 근력 감소를 보이지만 수술 후 24주에는

그램이 자세조절에 필요한 균형능력 개선에 보다 많은

근력수준이 회복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수술 후 24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근위경골절골술 후 24주에

주가 경과한 시점에서도 정상체중집단의 폄근 양측 결

도 수술 전보다 감소된 도달 거리를 보인 것은 Brehme

손율 및 비만체중집단의 폄근과 굽힘근 양측 결손율의

등[24]의 근위경골절골술 후 자세 안정성과 조절의 개

차이가 2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완전한 회복이 되

선이 일어나려면 6개월 이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연구

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 장기간의 추적 및

결과와 일치한다.

기능회복운동프로그램의 고도화 및 보완에 대한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Maffiuletti 등[18]은 정상체중보

결론

다 비만체중에서 체중당 최대 우력이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Choi 등[19]은 비만체중 노인에게서 정상체

이 연구에서는 24주간의 복합 기능회복 운동프로그

중 노인보다 더 느린 근섬유 수축, 낮은 근력이 나타났

램이 정상체중 및 비만체중 근위경골절골술 환자의 주

다고 보고함에 따라 비만체중의 환자들에게 기능회복운

관적 설문평가, 등속성 근기능 검사, 동적 평형성 검사

동프로그램과 같은 초기기능회복프로그램 적용을 더욱

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술 후 12주에는 완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근지구력은 최대근력의 일정 무게

한 회복을 보이지 않았지만 수술 후 24주에는 대부분

를 연속하여 들어 올릴 수 있는 능력으로 근력과 밀접

수술전과 동일한 수준의 기능적 능력을 보였다. 이는

한 관계가 있다[20]. 180°/sec에서의 근지구력 결과는

근위경골절골술 후 24주 동안 기능회복운동프로그램

60°/sec에서의 근력 결과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을 시행해야 수술 이전의 일상생활로 활동이 가능하다

YBT 검사 결과 환측 AN에서 정상체중집단은 유의

는 것을 시사한다.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비만체중집단은 수술 전

또한, 추후 24주 이후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할 필요

보다 수술 후 12주에 감소된 도달거리를 보였다. 수술

가 있고 어느 정도의 기능회복능력(주관적 설문평가, 등

후 24주에는 12주에 비해 도달 거리가 증가하였으나 수

속성 근기능 검사, 동적 평형성 검사)이 일상생활 및 가

술 전보다는 감소되었다. Lee 등[21]은 40대 여성의 무

벼운 수준의 운동 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표 수

릎 관절 굽힘근의 근력과 AN, PM, 및 PL사이에 상관관

립을 위해 더 많은 사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해

계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 연구결과에서도 굽힘근

볼 필요가 있다.

의 근력수준이 비만체중집단에서 수술 후 24주에도 수
술 전의 근력수준보다 감소된 값을 보였으므로 Lee 등
[21]의 연구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보여진다. 정
상체중집단의 환측 PM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비만체중 집단에서는 수술 후 12주보다 수술
후 24주에 감소된 도달거리를 보였다. 또한 집단과 측
정기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도 보였다. Greve 등[22]
은 균형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 중 하나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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