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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BSTRACT

Purpose：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review the literature on change of knee position sense after total knee 
replacement intervention in knee rehabilitation.
Methods：This review outlines scientific findings regarding different literature data in knee rehabilitation, and discusses 
proprioceptive change of knee joints after total knee replacement intervention.
Result：Severe pain and diminished joint sensation may precipitate degenerative changes of knees joint, and a strong 
association between decreased proprioception and function has been identified in elderly patients with knee osteoarthritis.
Total knee replacement(TKR) of the knee joint are effective surgical procedures in osteoarthritis patients, resulting in 
decreased pain, and improved physical function an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After total knee replacement, joint position sensation is partially recovered, which may improve  functional stability of the 
knee, but aspects of physical functioning are not fully restored to preoperative status. 
Conclusions：Thus, recovery rate in proprioception after TKR also is considered to be important because it may be a 
significant risk factor in failure of total knee replacement and knee rehabilitation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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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슬관절은 여러 관절을 포함한 복잡한 구조로 신체에

서 가장 긴뼈 들 중 하나인 대퇴골과 경골사이 관절로 
생체 지렛팔이 길어서 큰 힘과 모멘트가 발생한다. 체
중을 지지하며, 체중을 전후좌우로 움직여 이동이 가능
하도록 돕는 등 안정성과 가동성이 함께 요구되어지는 
관절이므로 손상 받을 가능성이 높다(신문규 등, 1998; 
Levangie와 Norkin, 2001; Nordin과 Frankel, 2001).

체중이 가해진 상태에서의 반복적인 움직임, 특히 쪼
그려 앉는 자세나 비정상적인 체중지지로 퇴행성관절염
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어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함으로 퇴행성관절
염 환자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
은 통증과 관절의 안정성 결의 및 기능 장애라는 문제
를 가진 퇴행성관절염을 가지고 생활하게 된다. 고령의 
퇴행성관절염 환자는 관절내 고유수용성 감각의 감소
로 균형능력이 저하되어 낙상의 위험이 높다(Lord 등, 
1991; Wegener 등, 1997).

퇴행성관절염 환자의 치료법 중 현재 슬관절 전치환
술이라는 방법이 널리 행하여지고 있으며, 수술 전후 
물리치료에 내원 한다. 수술 이전에는 통증 제어와 관
절 가동 범위 확보, 근력 강화 및 수술 이후의 물리치
료에 대한 교육 등이 이루어진다. 수술 이후에는 관절 
가동 범위 증가와 근력 강화, 통증 제어와 같은 물리치
료 뿐 아니라 고유수용성 감각의 변화를 고려한 여러 
가지 운동치료를 행하고 있다. 고유수용성 감각을 고려
하는 물리치료는 고령의 환자들의 낙상 방지 및 일상 
생활 동작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슬관절 전치환술로 
고유수용성 감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선행 연
구에서 상반된 주장을 함으로 슬관절 전치환 이후 물리
치료 중재에 있어 혼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슬관절 전치환술 이후 고유수용성 감각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여 그 기준을 마련하고, 이
를 통하여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환자의 물리치료 프
로토콜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본    론

1. 슬관절의 퇴행성관절염의 특징
퇴행성관절염은 일반적인 증상은 관절의 종창과 통

증, 국소 열감과 같은 염증 반응과 관절의 기능 장애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석세일 등, 2006). 
슬관절의 퇴행성관절염은 기계적 수용기가 소실되고 통
증이 발생하며 염증 반응과 관절간격의 불일치성이 증
가하고 이로 인한 일상생활동작의 감소로 고유수용성 
감각이 적게 자극됨으로 균형조절능력이 저하되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Barrack 등, 1983; Kaplan 등, 1985).

퇴행성관절염의 정도에 따라 고유수용성 감각이 소
실되며, 정상 관절에서 전후방 십자인대의 기계적 수용
기가 슬관절의 중요한 고유수용성 감각으로 작용한다
(Barrett 등, 1991; Dennis 등, 2001).

퇴행성관절염 치료는 약물치료, 전통적인 물리치료, 
수술 방법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퇴행성관절염의 정도
나 환자 개체 특이성으로 증상 완화에 차이가 있다. 약
물 치료와 전통적인 물리치료는 퇴행성관절염 치료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수술법인 슬관절 전치환술을 
통하여 환자의 증상을 완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석
세일 등, 2006).

2. 슬관절 전치환술 방법
슬관절 치환술은 환자의 통증 감소, 슬관절의 관절의 

일치성을 높여 줌으로 안정성이 향상, 고유수용성 감각
의 향상 및 균형조절 능력 향상, 그리고 보행 등 기능 
회복을 위하여 퇴행성관절염 환자에게 많이 행하여지고 
있는 치료법이다(이항오, 2006; Insall, 1993; Andriacchi 
등, 1982; Dorr 등, 1988; Li 등, 1995; Simmons 등, 
1996).

슬관절 치환술은 부분치환술과 전치환술로 구분되며, 
또 전치환술은 후방십자인대 보존형과 대치형으로 구분
된다.

슬관절 부분치환술은 1970년대 초기에 소개되어 부
분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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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조직의 적은 절개, 대퇴골 및 경골의 적은 절골, 적
은 양의 인공물 삽입 및 관절 외측부분과 전방십자인대 
등의 구조물을 유지 할 수 있음으로 빠른 회복과 조기 
재활에 의한 정상에 가까운 기능 회복 및 입원 기간 
단축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슬관절 전치환술에 비
하여 대상 환자가 제한적이며 수술 후 15년 이상 생존
율에서 다소 떨어진다는 보고되었다(이항오, 2006; 정
영복과 이용석, 2004; 석세일 등, 2006). 

슬관절 전치환술은 대퇴경골관절의 관절면과 슬개
대퇴관절의 관절면 등 3구획 인공물(tricompartmental 
prosthesis) 치환 형태의 수술법이다. 여기에 후방십자
인대 보존형과 후방십자 절제형으로 나누는데, 경도의 
변형을 보이는 슬관절에는 후방십자인대를 보전하는 형
태의 수술법을 시행하며, 심한 변형을 동반한 슬관절에
는 후방십자인대 절제형 수술법을 시행한다. 후방십자
인대 절제형에는 후방십자인대를 절제하고 삽입하는 폴
리에틸렌의 깊을 깊게 하여 관절의 안정성을 높이는 가
동형 인공관절 후방십자 절제형과 후방십자인대 대치인
공물을 삽입하는 형태의 후방십자인대 대치형 절제술이 
있다. 후방십자인대의 보존과 대치법에 따른 증상 변화
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영복 등, 2000). 
이와 같은 슬관절 전치환술의 경우 수술자의 충분한 이
론적 지식과 수술 기법에 따라 성공 여부가 좌우됨으로 
최근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제어하여 
절골과 정열을 맞춤으로 정확한 수술이 가능하도록 하
고 있다.

3. 슬관절 전치환술 이후의 환자 증상 변화
환자의 통증을 경감되고 슬관절의 관절의 일치성을 

향상으로 관절의 불안정성이 감소되고 관절 가동 범위
가 증가된다(Insall, 1993; Andriacchi 등, 1982; Dorr 
등, 1988; Li 등, 1995; Simmons 등, 1996).

슬관절 굴곡각도가 증가하는데, 슬관절 전치환슬을 
받은 환자의 굴곡각도 보다 슬관절 부분치환술을 받은 
환자의 굴곡각도가 더 크게 증가하였다(이항오, 2006; 
Laurencin 등, 1991).

Kono 등(1989)은 슬관절 전치환술 이후 조기에 CPM

을 이용한 수동운동이나 환자 스스로 하는 능동 운동 
모두 관절가동범위 증가에 유용한 운동방법들이라고 하
였으나, Bradley 등(1987)은 환자의 능동적인 참여가 
없는 관절가동범위는 유지 될 수 없으므로 환자의 적극
적인 운동 참여를 강조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슬관절 전치환술 이후 수술 후 좁았
던 관절 간격이 확보되고, 슬관절의 정렬이 좋아지며, 
통증이 감소하고 움직임이 좋아져 주변 조직이 정상화 
되어 고유수용성 감각과 균형 능력 및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좋아 졌다고 보고하고 있다(Attfield 등, 1996; 
Barr ett 등, 1991; Insall, 1993; Swanik 등, 2004; 
Warren 등, 1993;).

4. 슬관절 전치환술 이후의 고유수용성 감각의 변화
고유수용성 감각은 관절에 있는 기계적 수용기와 근

육의 기계적적 수용기에서 관절의 움직임과 긴장도 등
으로 관절의 위치와 움직임을 인식하게 된다(Faris 등, 
1988; Kaplan 등, 1985; Kokmen 등, 1978; Lephart 
등, 1998). 특히 슬관절의 경우 인대에 존재하는 기계
적 수용기에 의한 감각 입력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Faris 등, 1988; Lephart 등, 1998; Kaplan 등, 
1985; Kokmen 등, 1978). 슬관절 전치환술 이후 고유
수용성 감각의 변화에 대해 선행 연구자들은 상반된 의
견을 제시하고 있다.

1) 슬관절 전치환술 이후 고유수용성 감각이 향상
   된다.
Barrett 등(1991)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 45명과 슬관

절 전치환술을 받은 환자 21명을 대상으로 관절의 위
치 오류에 대해 검사한 결과 슬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
자가 퇴행성 관절염 환자보다 관절의 위치 감각의 정확
성이 더 좋았다고 보고하였다. 

Warren 등(1993)은 후방십자인대 보존형과 대치형
을 각각 받은 환자의 관절의 위치 감각을 비교분석한 
결과 두가지 수술법 모두 관절의 위치 감각에 향상을 
보였으며, 특히 후방십자인대 보존형에서 더 큰 향상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42 / 대한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학회：제9권 제1호

Swanik 등(2004)은 슬관절 전치환술 중 십자인대 
대치형과 보존형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수동 관절각도 
재현 방법으로 관절의 위치감각을 검사하였고 관절이 
수동적으로 움직일 때 움직임을 인식하는 역치를 통하
여 운동 감각을 검사한 결과 두수술법 모두 고유수용성 
감각에 향상을 보였으며, 두 수술방법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 하였다. 

김주오 등(2006)은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환자 26
명을 대상으로 수술 이후 시각적 정보의 차단 여부에 
따라 고유수용성 감각과 균형 수행 능력에 차이를 보았
는데 후방십자인대 보존형과 대치형 사이에서의 고유수
용성 감각과 균형 수행 능력에 두 수술법에 따른 차이 
없이 모두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수술후 슬관절의 관절의 간격이 일정하여져 관
절 손상 조직의 자극이 감소하였고 통증과 염증반응이 
감소함으로 고유수용성 감각이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Barrack 등, 1983; Kaplan 등, 1985). 

2) 슬관절 전치환술 이후 고유수용성 감각의 변화
   가 없다.
Ishii 등(1997)은 48명의 슬관절 전치환술 받은 환자

와 대조군 슬관절 사이에 active-active 검사법으로 관
절의 위치감각을 검사하였을 때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
였다.

Skinner 등(1984)은 퇴행성관절염 환자는 슬관절 전
치환술 이전에 이미 고유수용성 감각에 신경학적 장애
가 있음으로 수술 이후 고유수용성 감각의 증가나 감소
와 같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Fuchs 등(2003)은 전후방십자인대 보존형태의 슬관
절 전치환슬을 받은 환자의 수술 받은 슬관절과 수술 
받지 않은 슬관절의 고유수용성 감각과 균형 수행 능력
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 하였다.

3) 슬관절 전치환술 이후 고유수용성 감각이 감소
   된다.
Pap 등(2000)은 슬관절 전치환술 받은 환자 15명과 

동일 나이대의 대조군 15명을 대상으로 관절의 수동 
움직임 검사와 특정 각도에서 멈추는 위치 감각 검사에

서 슬관절 전치환술 환자에서 모두 감각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이는 슬관절 전치환술로 인하여 관절내 수용기
가 포함된 여러 구조물이 제거되고 인공삽입물로 대치
됨으로 인하여 고유수용성 감각이 감소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전후방십자인대와 연골 및 관절낭과 내외측부 
인대 등에 존재하는 관절의 기계적 수용기에 의하여 고
유수용성 감각이 입력됨으로 슬관절 전치환술에 의하여 
제거되나 절개된 이러한 조직들에게서 고유수용성 정보
를 받지 못함으로 고유수용성 감각이 감소한다. 슬관절 
전치환술로 통증이 경감하고 보행 능력이 향상됨으로 
고유수용성 감각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유수용
성 감각이 증가 하였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연구자마다 모순된 연구 결과는 보고하는
데, 이는 고유수용성 감각을 측정하는 방법과 기구의 
차이와 개인의 특이성, 나이에 따른 고유수용성 감각의 
변화, 수술법에 사용된 삽입물의 형태 차이 등 여러 가
지 원인으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 같다(Skinner 등, 
1984; Warren 등, 1993). 

5. 슬관절 전치환술 이후의 균형 수행 능력 및 
   보행의 변화

균형은 기저면내에 무게 중심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
하는데 고정된 지지면에 흔들림 없이 있을 수 있는 능
력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각 및 체성감각과 전
정감각을 포함한 감각요소, 중추 신경계의 감각 상호작
용, 적절한 근골격계 요소의 반응이 이루어져야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다(배성수 등, 1992; Nichols 등, 1996; 
Chandlere 등, 1990). 균형 수행 능력은 시각, 청각, 
고유수용성 감각에 따라 변화를 보이며, 특히 고유수용
성 감각과 전정계  손상의 경우 시각이 정적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Shumway-Cook과 Horak, 1986; 
Nashner 등, 1983). 

노인의 균형 수행 능력을 저하 시키는 감각 요소의 
변화 중 하지의 고유수용성 감각의 저하가 가장 큰 요
인 이며, 시각과 전정계는 보조적인 요인이다(Lord 등, 
1993). 



슬관절 전치환술 이후의 고유수용성 감각 변화 / 43

몇몇 연구자들은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환자는 보
행능력의 향상을 가져오나, 활보장이 짧고 입각기시 슬
관절의 굴곡각도가 감소하는 등 정상 보행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Murray 등, 1983; Olsson과 Barck, 
1986; Berman 등, 1987; Otsuki 등 1999).

어떤 연구자들은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환자와 슬
관절 부분치환술을 받은 환자 모두에서 정상에 가까운 
보행으로 회복된다고 보고 하였다(이항호, 2006).

III. 결    론

선행 연구들에서 슬관절 전치환술 이후 고유수용성 
감각의 증감 여부에 대해 상이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
으나, 최근 연구들은 고유수용성 감각이 감소한다는 의
견을 제시함으로 수술 이후 물리치료 프로토콜에서 고
유수용성 감각에 대한 부분을 첨가하여 만들어야 할 것
이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슬관절 전치환술 이후의 고
유수용성 감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슬관절 전치환술 이후 새로운 관절범위를 유지하고 
기능적인 활동을 위해 환자의 능동적인 참여가 무엇보
다 중요하다. 따라서 PNF와 같이 관절과 근육의 고유
수용기를 최대한 자극하며 환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기
능적인 동작이 포함된 물리치료가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환자에게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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