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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사람의 정형외과 수술 후 재활치료는 이미 보편화된 치료과정인데 반해, 동물에서는 

아직까지 재활치료의 중요성과 유효성에 대한 인식이 폭넓게 자리잡고 있지 않은 실정

이다. 최근 미국동물병원협회에서 발간한 개와 고양이의 통증관리지침에 따르면 동물

에서 부상이나 수술에 의해 유발되는 통증은 회복을 늦추고, 환자와 보호자 모두의 삶

의 질을 저하시키므로 통증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 이런 이유 때문에 임상수

의학 분야에서도 정형외과 수술 후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회복기간과 통증을 줄이기 위

하여 재활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2]. 

동물의 재활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과거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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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habilitation treatments after orthopedic surgery promote postoperative healing 
in humans. In veterinary medicine, there is increased interest in rehabilitation treat-
ments because they are potentially beneficial to animals in the post-operation peri-
od.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rehabilitation treatment in dogs that 
underwent orthopedic surgeries, including femoral head & neck ostectomy 
(FHNO) and medial patellar luxation treatment (MPLT). The group that received 
the rehabilitation treatment after FHNO (1.88 weeks) showed a significantly shorter 
recovery length of 6.62 weeks compared to those that did not receive the treatment 
(8.50 weeks). The other group that received the rehabilitation treatment after MPLT 
(4.38 weeks) showed a significantly shorter recovery length of 5.01 weeks compared 
to those that did not receive the treatment (9.39 weeks). For the qualitative evalua-
tion, the types and frequencies of rehabilitation treatments were monitored. The re-
habilitation programs used frequently were heat therapy, laser therapy, passive range 
of motion, exercise therapy, and aquatic therapy. A standard rehabilitation program 
after hindlimb surgery was suggested based on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
vestigation. The results add additional evidence that showed the beneficial effects of 
rehabilitation treatments in do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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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위약효과로 치부하는 경향도 일부 있었다[3]. 그러나 최근 발

표된 논문에 의하면 개에서 십자인대 수술 후 실시된 재활치료는 

적절한 수술기법의 선택과 함께 수술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는 

보고가 있었다[4]. 또한 수술 직후 며칠간 실시되는 재활치료는 가

장 기본적인 것이라도 무시해서는 안되며, 수술 후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5]. 특히 재활치료는 약물의 사용을 

줄이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연장시킨다는 장점도 보고

되어[2], 동물에서 재활치료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점진적으로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학술논문은 아니지만 개를 대상으로 하는 재활치료의 

장점과[6] 정형외과 수술 후 재활치료 프로그램이 제시되기도 하였

다[7]. 그러나 수술 후 재활치료를 실시한 사례를 충분히 조사하여 

재활치료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질적 또는 양적 연구는 미흡

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개에서 정형외과 수술 후 재활치료를 적용

한 집단과 재활치료를 적용하지 않은 집단의 회복기간의 차이를 분

석하고, 적용된 재활치료의 종류와 빈도, 환자에 따른 차이점을 조

사하고자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재활

치료과정을 제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후향적 연구

정형외과 수술 후 재활치료 적용 여부에 따른 회복기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뒷다리의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은 집단과 재활치료를 

받지 않은 집단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뒷다리 정형외과 수술은 수

술 빈도가 높고 운동성에 제약이 많은 넙다리뼈머리 절제술(femo-
ral head & neck ostectomy)과, 안쪽 무릎뼈 탈구 교정술(medial 
patellar luxation treatment)을 대상으로 하였다. 재활치료를 받은 

재활치료군은 A지역에 위치한 재활의학센터를 포함하고 있는 동물

의료원에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넙다리뼈머리 절제술과 안쪽 

무릎뼈 탈구 교정술을 받고 회복기까지 재활치료를 진행한 개 34마

리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Table 1). 수술 후 재활치료를 진행하지 

않고 회복된 대조군은 B와 C지역의 수의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동물병원 두 곳을 선정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넙다리뼈머리 

절제술과 안쪽 무릎뼈 탈구 교정술 후 회복된 개 35마리의 표본을 

추출하였다(Table 1). 일반적으로 체중에 따른 견종을 분류하는 지

표는 소형견(<  10 kg), 중형견(10- <  25 kg), 대형견(25- <  40 

kg), 초대형견(≥  40 kg)이며[8], 이 연구의 표본 데이터는 모두 10 

kg 미만으로 견종 분류를 따로 하지 않았다. 재활치료 프로그램은 

재활치료를 적용하는 동물병원에서 담당 수의사가 처방한 프로그

램이며, 재활치료는 수의사의 진단 후 개의 회복단계에 따라 지정

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급성기는 치유조직이 스트레스를 덜 받

을 수 있으며 통증관리 및 부종과 염증완화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

램, 아급성기는 개에게 피로감을 주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운동 프

로그램, 만성기는 근력강화와 지구력, 균형감각향상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고강도 운동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2,9]. 재활치료에 사용

된 레이저는 파장은 980 nm이며, 최대출력 15 W, 코어 직경은 

400 μm의 치료에 효과적인 4등급의 다이오드 레이저이다[2]. 재활

치료군은 수술 후부터 회복기간 전체에 걸쳐 재활치료를 적용한 대

상만을 포함시켰으며, 회복이 확인되지 않은 표본은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수술 후 회복조건으로는 Carr과 Dycus [10]가 제시한 Canine 

Gait Analysis의 Grade 1을 회복조건으로 하였다. 이 보행 평가

방법은 적용이 쉽고, 비침습적인 방법이라 동물병원에서 근골격

계의 손상이나 회복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평가

지표이다. 또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시각적 평가결과를 수치화

할 수 있어 통계적 분석에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하였다. 통계적 

분석방법은 Student t-test를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재활치료군

에서는 사용된 재활치료의 종류와 빈도, 환자 간 차이점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사례연구

재활치료의 개입이 회복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후향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넙다리뼈머리 절제술과 안쪽 무릎뼈 탈구 

교정술 후 회복 중 진행된 재활치료 사례의 회기별 치료 종류, 빈

도 등을 분석하였다. 후향적 연구가 진행된 A지역 동물의료원에

서 수의사와 치료사의 동의를 받아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수

술 후 재활치료를 받아 회복한 과정의 기록이 모두 남아있는 사례

만을 표본으로 추출했다. 사례연구는 후향적 연구와는 별도의 증

Table 1. Sample information for retrospective study

Variable Rehabilitation group (n =  34) Control group (n =  35)
Surgery
 FHNO 8 12
 MPLT 26 23
Sex
 Male 1 5
 Female 4 10
 Castrated male 15 13
 Spayed female 14 7
Age (y)
 ≤  1 13 13
 1-≤5 9 11
 5-≤10 9 9
 >  10 3 2
Breeds Maltese, Poodle, Pomeranian, Bichon Fries, Italian Grey-

hound, Shetland Sheepdog, Jindo, Yorkshire Terrier, 
Chihuahua, Miniature Pinscher, Shiba Inu

FHNO, femoral head & neck ostectomy; MPLT, medial patellar luxation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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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이며 넙다리뼈머리 절제술과 안쪽 무릎뼈 탈구 교정술 후 회복

시점까지 재활치료가 진행된 각각 3마리와 8마리의 사례를 분석

하였다(Table 2). 

결과

후향적 연구

넙다리뼈머리 절제술을 받은 동물 중 재활치료군의 평균 회복기

간은 1.88주였으며, 대조군의 평균 회복기간은 8.50주였다. 대조군

에 비하여 재활치료군의 회복기간이 평균 6.62주 짧았으며, 수술 후 

재활치료 적용이 회복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Fig. 1). 넙다리뼈머리 절제술 후 재활치료에는 온찜질, 수동관

절 가동범위 운동, 레이저치료, 네다리서기, 세다리서기, 두다리서

Table 2. Sample information for the case study

Case ID Surgery Sex Age (y) Breed
1 FHNO Castrated male 1 Pomeranian
2 FHNO Female 2 Jindo
3 FHNO Female 12 Yorkshire Terrier
4 MPLT Castrated male 2 Pomeranian
5 MPLT Spayed female 6 Pomeranian
6 MPLT Spayed female 3 Pomeranian
7 MPLT Spayed female 2 Pomeranian
8 MPLT Spayed female 6 Pompitz
9 MPLT Spayed female 15 Pomeranian
10 MPLT Spayed female 6 Maltese
11 MPLT Castrated male 2 Shiba Inu

FHNO, femoral head & neck ostectomy; MPLT, medial patellar luxation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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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verage recovery period after femoral head and neck  
osteotomy in rehabilitation versus the control group. *p < 0.05, 
mean±standard deviation.

기, 스쿼트, 균형볼 운동, 균형보드 운동, 걷기 프로그램이 사용되었

다. 개체에 따라 사용하는 재활치료 프로그램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사용되는 재활치료 프로그램의 빈도도 다르게 나타났다. 넙다리뼈

머리 절제술 후 사용된 재활재료 프로그램 중 온찜질과 레이저치료

는 모든 표본에 사용되었고, 네다리서기와 걷기가 그 다음으로 높은 

사용 빈도를 보였다. 한다리서기, 짐볼 운동, 러닝머신, 수중치료, 

춤추는 자세로 서기, 앉았다 일어서기는 사용되지 않았다(Fig. 2). 

안쪽 무릎뼈 탈구 교정술을 받은 동물 중 재활치료군의 평균 회복

기간은 4.38주였고, 대조군의 평균 회복기간은 9.39주였다. 대조군

에 비하여 재활치료군의 회복기간이 평균 5.21주 짧았으며, 수술 후 

재활치료의 적용이 회복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Fig. 3). 안쪽 무릎뼈 탈구 교정술 후에는 온찜질, 수동관절 가

동범위 운동, 레이저치료, 네다리서기, 세다리서기, 두다리서기, 한

Fig. 2. Types and frequency of rehabilitation treatments used for femoral head and neck osteo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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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verage recovery period after medial patellar luxation 
treatment in rehabilitation versus the control group. *p < 0.05,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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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ypes and frequency of rehabilitation treatments used for medial patellar luxation treatment.

다리서기, 스쿼트, 균형 볼 운동, 짐볼 운동, 균형보드 운동, 러닝머

신, 수중치료, 춤추는 자세로 서기, 걷기, 앉았다 일어서기의 재활치

료 프로그램이 모두 사용되었다. 개체에 따라 사용하는 재활치료 프

로그램과 재활치료 프로그램의 사용 빈도가 달랐다. 온찜질과 레이

저치료는 모든 표본에 사용되었고, 수동관절 가동범위 운동, 네다리

서기, 두다리서기, 스쿼트가 그 다음으로 높은 사용 빈도를 보였다

(Fig. 4). 

사례연구

넙다리뼈머리 절제술 사례군은 회복기간이 비교적 짧았고 운동 

프로그램의 사용 빈도가 낮았다. 사례군에서 회기별로 사용한 재활

치료 프로그램은 온찜질, 수동관절 가동범위 운동, 레이저치료, 네

다리서기, 세다리서기, 두다리서기, 스쿼트, 균형볼 운동, 걷기였다. 

환자에 따라 회기별로 재활치료 프로그램의 사용 빈도가 다르게 나

타났다. 수술 직후에는 레이저치료, 네다리서기, 걷기 프로그램의 

사용 빈도가 높았으나 수술 후 최소 72시간 이후에는 두다리서기, 

스쿼트, 균형볼 운동 등의 프로그램이 함께 사용되었다(Fig. 5). 

안쪽 무릎뼈 탈구 교정술의 사례군은 넙다리뼈머리 절제술 사례

군에 비해 회복기간이 길었으며 운동 프로그램의 사용 빈도가 높았

다. 사례군에게 회기별로 사용한 재활치료 프로그램은 온찜질, 수동

관절 가동범위 운동, 레이저치료, 네다리서기, 세다리서기, 두다리

서기, 스쿼트, 균형볼 운동, 짐볼 운동, 수중치료, 걷기, 앉았다 일어

서기였다. 넙다리뼈머리 절제술의 재활치료 적용과 마찬가지로 환

자에 따라 회기별 재활치료 프로그램의 사용 빈도는 달랐다. 재활 

초기에는 온찜질, 레이저치료, 네다리서기, 두다리서기 프로그램의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수술 후 최소 72시간 이후에 운동 프

로그램이 포함된 재활치료를 저강도로 시작하여 진행하였다. 회기

가 진행될수록 운동 재활치료 프로그램으로 바꿔 적용하였으며, 적

용한 재활치료 프로그램의 종류가 비교적 다양했다(Fig. 6). 사례연

구에서 Canine Gait Analysis의 지표를 적용한 회복과정을 확인한 

결과, 평균적으로 재활치료 6회기에 가장 많은 회복 효과를 보인 것

으로 나타났다(Fig. 7). 또한 11마리의 평균적인 파행지수는 1회기

에 5.54에서 6회기에 2.3, 10회기에 1로 감소하였다.

고찰

본 연구를 통해 개에서 뒷다리 정형외과 수술 후 재활치료 적용은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회복기간 단축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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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람의 일반적인 재활치료 효과인 통증감소, 

염증완화 및 회복시간 단축과 같은 효과를 개에서도 기대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11].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물의 재

활치료 효과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조사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개

의 재활치료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는 수술 후 적절한 재활치료가 

적용될 경우 예후가 양호하며 치료효과를 높인다고 보고하였는데

[2,12],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수술에서 기존 보고 내용과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사례연구를 통하여 각 환자에 적용되는 재활치료의 종류와 빈도

는 매우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활치료 프로그램 중 넙다리뼈

머리 절제술 후 온찜질과 레이저치료의 적용 빈도가 높은 이유는 재

활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근육 긴장도를 완화시켜 주며, 통증과 부종

을 완화시켜 주기 때문이다[2]. 그 다음으로 많은 빈도로 사용된 네

다리서기와 걷기는 비교적 빨리 재활치료를 적용시킨 넙다리뼈머리 

절제술 환자군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저강도의 근력강화 운동을 위

한 프로그램 선택이었다. 이것은 정형외과 수술환자의 재활치료에 

근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13]. 넙다리뼈

머리 절제술 후 재활치료를 적용한 사례는 안쪽 무릎뼈 탈구 교정술 

후 재활치료를 적용한 사례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재활치료를 적극 

적용하였으며, 회복 속도 역시 빨랐다. 

안쪽 무릎뼈 탈구 교정술은 안전한 회복을 위하여 수술부위를 고

정시켜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활치료의 적용이 늦

어질 수밖에 없었다. 안쪽 무릎뼈 탈구 교정술 후 수술부위 고정 기

간에는 회복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재활치료 프로그램으로 찜질치

Fig. 5. Types and frequencies of 
rehabilitation treatments used for 
femoral head and neck osteoto-
my in the case study group. One-
leg standing, balance board, big 
balance exercise roll, treadmill, 
aquatic therapy, and dancing 
were not used.

Walking

Small balance exercise roll

Squat

2-Leg standing

3-Leg standing

4-Leg standing

Laser therapy

PROM

Heat therapy

Session 1

0 1 2 3

Session 2 Session 3 Session 4 Session 5

Session 6 Session 7 Session 8 Session 9 Session 10



https://doi.org/10.14405/kjvr.20210033

Korean J Vet Res 2022;62(2):e1  •  Hyo-Min Kang, et al.

6 / 8

Fig. 6. Types and frequencies of reha-
bilitation treatments used for medial 
patella luxation treatment in the case 
study group. One-leg standing, balance 
board, treadmill, and dancing were not 
used.

료와 레이저치료를 적용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수동관절 가동범위 

운동치료를 함께 적용했다. 레이저치료는 근골격계 조직의 염증과 

부종완화 효과로 수술 직후부터 찜질치료와 함께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했다[2]. 수술 직후부터 아급성기에서 적용되는 저강도 운동치

료를 위한 수동관절 가동범위 운동과 네다리서기를 적용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것 역시 정형외과 수술 후 재활치료에서는 근력강화를 

위한 운동이 중요하기 때문으로 확인된다[13]. 

사례연구에서 개의 재활치료 순응도에 따라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재활치료 프로그램이 달랐는데 아급성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

활치료 프로그램은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았다. 이러한 결과 현재 일

반적으로 제안되어 있는 정형화된 재활치료 프로그램은 한계가 있

으며, 유동적이고 선택의 폭이 넓은 재활치료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연구를 통하여 뒷다리 정형외과 수술 

후 회기별로 사용된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회복단계에

서 적용되는 프로그램의 차이가 많았다. 프로그램 선택에 기준이 되

는 요소들은 많았으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의 회복단계이다. 따

라서 개의 회복단계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사례연구에서 효과가 

좋았던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효과적인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었다(Fig. 8). 

본 연구는 비교군과 대조군의 충분한 사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

관된 한 명의 수의사에 의해 치료된 케이스만을 다루어 일관된 비교

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대조군 데이터의 일관성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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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hanges in gait scoring 
grade for each case during re-
habilitation treatments.

가 전문분야로 자리잡고 있으며[14], 미국의 동물재활치료사 교육기

관(Canine Rehabilitation Institute)의 인증 교육기관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인력을 교육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동물의 재활치

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의 재활치료에 대한 

교육은 산발적이며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수

의학 교육의 일부 분야로 자리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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