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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electrical stimulation
biofeedback on motor learning of quadriceps muscle isometric exercise in 3 patient s
who have undergone total knee replacement surgery . A multiple baseline design
across subject s was used. T he electrical stimulation biofeedback was provided with
each patient during quadriceps isometric exercise, which last 10 to 14 sessions with
10 repetitions each sessions. After training patient s received 4 retention test s.
Maximum muscle activity was measured pre- and post - electrical stimulation
biofeedback training and retention test to evaluate the effect of biofeedback training.
Maximum isometric muscle activity of quadriceps was increased after electrical
stimulation biofeedback training in all subject s. T he result s indicate that a electrical
stimulation biofeedback training is a useful method to improve motor learning of
quadriceps isometric exercise in total knee replacement .

Key Words : Electrical stimulation biofeedback; Motor learning; Quadric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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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골관절염은 관절 연골(hyaline cartilage)의

변형과 파괴가 특징인 질병이며(Walker와

Helewa, 1996),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

또한 증가한다(Badley와 T ennant , 1992;

Kirwan , 1987). 이 질병은 무릎 관절에 흔히

발병하는데, 무릎의 골관절염은 근육에 기능

이상을 유발한다(Lankhorst 등, 1985;

Nordesjö 등, 1983; RØgind 등, 1998). 이로

인해 환자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계단

오르고 내리기, 서기와 걷기 등의 일상생활이

어렵게 된다(Cooke와 Dw osh, 1986).

골관절염에 대한 보존적인 치료가 어려운

경우, 효과적인 수술적 방법으로는 무릎관절

성형술(total knee arthroplasty )이 있다

(Forrest 등, 1999; Montgomery 등, 1998).

수술 후 환자는 약화된 근육의 근력증가를

위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수술 직후에는 통

증을 피하고 안전한 운동을 위해 무릎 펴짐

근의 등척성 운동이 수행되어진다(Whitelaw

등, 1989).

Lucca와 Recchiuti(1983)는 건강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등척성 운동을 수행하지 않

은 집단, 등척성 운동을 수행한 집단, 근전도

바이오피드백을 이용하여 등척성 운동을 수

행한 집단을 비교한 결과 근전도 바이오피드

백을 이용한 집단이 이용하지 않은 집단보다

최대 토크(peak torque)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Croce(1986)는 5주 동안의

훈련을 통하여 피드백을 이용한 등척성 운동

집단이 각속도 30。에서 등장성 운동을 수행

한 집단보다 근활성화도가 높았음을 보고하

였다.

등척성 운동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

법으로 근전도 바이오피드백이 사용되고 있

다. 근전도 바이오피드백은 운동을 수행하는

동안에 환자에게 근육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한다(Portney , 1994). 이전의 연구들에서 사

용된 정보의 형태로는 시각과 청각 피드백이

있으며 그 유용성이 보고되어지고 있다

(Batavia 등, 1997; Hamman 등, 1995). 최근

에 다른 형태의 피드백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데, Akamastu 등(1995)은 컴퓨터 마우스를 이

용하여 목표물을 선택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시각, 청각 그리고 촉각 피드백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 촉각 피드백에서 가장 빠른 반응

을 보였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Keyson (1997)

은 Akamastu 등(1995)에서와 동일한 과제 수

행에서 시각과 촉각 피드백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 촉각 피드백에서 수행시간과 오차율이

낮았음을 보고하였다. 촉각 피드백의 형태는

시각이나 청각 피드백 형태에 비해 반응 시간

(reaction time)이 빠르며(Jordan, 1972), 정보

를 이해하는데 최소한의 이해력을 필요로 하

는(Keyson , 1997) 장점이 있다.

노인은 젊은 성인에 비해 감각, 균형, 인지

능력의 감소를 보인다(Jackson - Wyatt , 1995).

노인이 하나의 과제를 수행 할 때에는 기능

을 이행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능력의 감소하는데, 이는 노인의 인지 능

력 감소가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Summway - Cook와 Woolacott , 1995).

따라서 무릎관절성형 수술을 받은 노인 환자

의 운동 학습을 위한 피드백으로써 정보를

이해하는데 최소한의 이해력을 필요로 하는

촉각 피드백의 형태가 필요하다.

정상인의 운동 수행능력의 향상에 촉각 피

드백이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한 기존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촉각 피드백

이 무릎성형수술 환자의 넙다리 네갈래근

(quadriceps femoris)의 등척성 운동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 연구 방법

1 . 연 구 대 상 및 연 구 기 간

본 연구의 대상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골관절염으로 인해 수술적 처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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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환자 3명이었다. 대상자 선정 조건은 다음

과 같다.

가. 넙다리 네갈래근 등척성 운동 방법을

교육받은 경험이 없는 자

나. 심장 질환의 경력이 없는 자

다. 대상자의 지시에 따를 수 있는 의식

수준을 가진 자

대상자의 신체적인 특성은 표 1과 같으며,

인지기능은 한국판 Mini- Mental Status

Exam (MMSE - K)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는데,

측정 결과는 모두 정상 수준이었다.

'본 연구는 1999년 11월 1일부터 동년 12

월 15일까지 시행되었다 '

2 . 연 구 설 계

본 연구는 개별 실험 연구방법(single-

subject research design) 중 실험 대상자간

다중 기초선 설계(multiple baseline design

across subject s)를 이용하였다.

3 . 연 구 방 법

가. 실험 기기

1) 근전도 바이오피드백(Myomed 932)1)

근전도 바이오 피드백은 대상자의 환측 최

대근활성화도 측정과 등척성 운동 수행 중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본 연

구에서는 표면 전극을 이용하였으며, 안쪽 넓

은근(vastus medialis)의 최대근활성화도를

1) Enraf- Nonius B.V., Netherlands . 1997.

측정하기 위해서 1개의 채널을 사용하였다.

2) 인지평가도구

한국판 Mini- Mental Status Exam

(MMSE- K)는 대상자의 인지기능을 평가하

기 위해서 사용하였다(권용철과 박종한,

1989). 이 검사 도구는 널리 사용되는 인지

검사 도구이며, 특별히 노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김원호, 1998). 이 검사에서

총 30점 중 24점 이하는 인지 손상을 의미한

다(Shunk, 1992).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99이

다(권용철과 박종한, 1989).

나. 실험 과정

1) 기초자료 수집

기초선(baseline)은 대상자가 피드백이 제

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넙다리 네갈래근의 등

척성 운동을 수행하는 동안 안쪽 넓은근의

최대근활성화도를 측정하였다. 기초자료 측정

은 대상자 1이 4회, 대상자 2가 6회, 대상자

3이 8회였고, 1일 4회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서 최대근활성화도는 대상자가 5초 동안 넙

다리 네갈래근의 등척성 운동을 수행할 때

측정된 최대값으로 정의하였다.

기초자료 수집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 넙다리 네갈래근의 등척성 운동을 실

시하기 위한 대상자의 자세는 엉덩이

관절 90 , 무릎 관절 0 를 유지하여 다

리를 뻗고 앉은 자세였다. 양다리는 붙

이고 않았으며, 양손을 바닥에 짚도록

지시하였다.

. 최대근활성화도 측정을 위한 전극을

표 1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MMSE - K 검사결과

성별 나이(세) 몸무게(㎏) 키(㎝) 수술측 부위 MMSE- K 점수

대상자 1 여 77 54 150 좌측 28

대상자 2 여 59 69 163 좌측 30

대상자 3 여 68 62 160 좌측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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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하였다. 넙다리 네갈래근의 등척

성 운동을 수행하는 동안 최대근활성

화도는 근위축이 잘 발생하는 안쪽 넓

은근에서 측정하였다(Boucher 등, 19

92). 전극은 접지 전극 1개와 활성 전

극 1개, 그리고 참고 전극 1개로 이루

어 졌다. 접지 전극은 피하에 근육 조

직이 적고 부착이 용이한 손등에 부착

하였고, 안쪽 넓은근의 최대근활성화

도를 측정하기 위한 활성 전극과 참고

전극은 무릎뼈(patella)의 안쪽 바닥

(medial base)에서 네 손가락 길이 위

를 표시한 후, 표시한 지점에서 사선

방향으로 1.5 ㎝ 떨어진 곳에 각각 부

착하였다(Delagi와 Perotto, 1980). 반

복측정 동안 전극 위치를 일정하게 유

지하였다.

. 전극과 피부사이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극을 부착할 부위를 알코올

로 닦았다.

. 실험전 대상자는 넙다리 네갈래근 등

척성 운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실험자는 대상자의 무릎아래에 손을

넣어 무릎을 아래로 누르는 힘을 주도

록 지시하였다. 이 때 대상자는 발등쪽

굽힘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고, 5초

동안 힘주고 5초 동안 힘을 뺄 것을

지시하여 총 10회 반복 연습하였다. 이

때 실험자는 1초 간격으로 숫자를 세

어 움직임의 속도를 통제하였다.

. 과정 후에 3분간의 휴식시간을 주

었다.

. 휴식 시간후 대상자는 의 등척성 운

동수행 과정을 3회 수행하였다. 실험자

는 대상자에게 최대한 힘을 주도록 지시

하였고, 근전도 바이오 피드백 기계를 이

용하여 최대근활성화도를 측정하였다.

. 측정값은 3회 반복 측정값 중 각각의

최대값을 채택하고, 이 3개의 최대값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2) 치료과정

치료과정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촉각 피

드백을 이용한 넙다리 네갈래근의 등척성 운

동 수행 훈련 동안 대상자의 최대근활성화도

를 측정하였다. 측정은 대상자 1이 14회, 대

상자 2가 12회, 대상자 3이 10회 실시되었다.

. 대상자의 자세와 수집과정( 항 -

항)은 기초자료 수집과정과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 실험전 대상자는 피드백에 관한 정보

를 제공받았다. 촉각 피드백으로써 전

기자극 피드백(current feedback)이 사

용되었는데, 이는 bi- asymetric 파형으

로 duration 200 ㎳, frequency 80 ㎐,

ramp up time 1초와 ramp down time

1초를 포함하여 총 5초 동안 제공하였

다. 전기자극의 강도는 각 환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였는데 환자가 자극을

느끼기 시작한 강도로 정하였다. 전기

자극 피드백은 대상자가 역치를 넘는

힘을 주었을 경우 제공되는데, 기초선

수집 과정의 마지막 측정 시기의 최대

등척성 수축 평균값의 80%에 해당하

는 값을 역치로 정하였다. 이는 최대

등척성 수축 값의 80% 이상으로 훈련

시 근력 향상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었

다(Kisner와 Colby, 1990).

. 최대근활성화도는 전기자극 피드백을

이용한 넙다리 네갈래근의 등척성 운

동 학습이 끝난 직후 대상자의 피드백

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척성 운

동을 3회 실시하는 동안 측정하였다.

. 측정값 산출은 기초선 수집과정과 동

일하게 하였다.

3) 기억검사(retention test )

기억검사는 전기자극 피드백을 이용한 등

척성 운동 학습 훈련이 끝난 후 24 시간 후

에 측정하였다. 이는 전기자극 피드백이 주어

진 상태에서 훈련받은 대상자들이 넙다리 네

갈래근의 등척성 운동을 학습하였는지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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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기 위해서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자세와

수집과정은 기초자료 수집과정과 동일하게

실시하였으며 최대 근활성화도의 측정은 치

료과정과 동일하게 하였다. 각각의 대상자 모

두에서 총 4회 측정하였다.

4 . 분 석 방 법

분석을 위해서는 그래프를 통한 시각적 분

석과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Ⅲ . 결과

근전도 바이오피드백을 이용하여 측정한

최대 근활성화도 값은 표 2와 그림 1에 제시

그 림 1 . 대상자의 최대근활성화도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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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와 같이 3명의 대상자들에서 기초자료

수집기간과 치료과정, 그리고 치료과정 후 기

억검사 간에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 1에서는

평균 최대 근활성화도 값이 기초자료 수집과

정의 83.75 ㎷에서 치료과정의 94.64 ㎷로 증

가하였고(13%), 기억검사 과정의 98.75 ㎷로

증가하였다(18.0%). 대상자 2에서는 40.67 ㎷

에서 53.92 ㎷(33%)와 53.00 ㎷(30%)로, 대상

자 3에서는 81.00 ㎷에서 87.80 ㎷(8%)와

97.75 ㎷(21%)로 각각 증가하였다.

대상자 3명 모두에서 치료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최대 근활성화도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다. 대상자 1에서는 치료 8회와 치료 9회

에서 최대 근활성화도의 감소를 보였으나 이

는 기초선 과정의 평균 최대 근활성화도

(83.75 ㎷) 보다는 높은 값이었다. 대상자 2에

서는 치료 시작 초기부터 향상을 보였고, 대

상자 3에서는 기억검사 기간 동안에 향상을

보였다.

Ⅴ . 고찰

본 연구는 전기자극을 이용한 촉각 피드백

의 형태가 무릎성형수술 환자의 넙다리 네갈

래근 등척성 운동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촉각 피드백은 무릎성형수술 환자의 등척성

운동학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 모두에서 넙다리 네갈래근의 최대 근

활성화도의 증가가 나타났으나 증가 양상은

대상자간에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 2에서는 다른 대상자들 보다 큰 변

화율(33%)을 보였는데 이는 대상자 1과 3보

다 대상자 2에서 기초선 기간에 측정한 넙다

리 네갈래근의 최대 근활성화도가 낮았기 때

문에 증가율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대상자 2의 나이가 다른 대상자들에 비해 낮

은 것도 등척성 운동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가장 낮은 학습효과를 나타낸 것은 대상자

1이었는데(18%), 이러한 결과의 원인 중의

하나로 대상자 1이 다른 대상자들에 비해 고

령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노인

의 뇌는 젊은 성인의 뇌와 비교할 때 신경

화학적, 생리학적, 해부학적 변화를 보이는데

(Books, 1991), 이는 균형과 소동작 협응 능

력에서의 어려움과 함께 속도가 요구되는 과

제에서의 느린 수행속도, 새로운 과제를 배우

는 것에 느림, 어떤 최근의 경험을 재생하는

능력의 감소로써 보여진다(Birren과 Schaie,

1990). 노인에서의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대상자 1의 낮은 운동학습 훈련

효과와 대상자 1의 연령과 유관한 관계라 생

각된다. 또 다른 원인으로 대상자 1의 낮은

MMSE - K 점수를 들 수 있다. Metherall 등

(1996)은 14세의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전기자극 피드백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천추

후만 자세를 교정하는 훈련을 시행한 결과,

치료사가 구두로 직접 지시하는 청각적 피드

백 보다 전기자극 피드백을 이용한 자세 교

정 훈련이 덜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Metherall 등(1996)은 훈련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아동이 전기자극 피드백을

무시하는 성향을 보였는데, 이는 인지 기능이

표 2 . 최대 근활성화도의 평균값 (단위: ㎷)

기초선 치료과정 기억검사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대상자 1 83.75±3.50 94.64±3.39 98.75±2.22

대상자 2 40.67±2.39 53.92±3.63 53.00±1.41

대상자 3 81.00±1.69 87.80±1.93 97.7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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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뇌성마비 아동이 일정한 강도의 자극에

적응을 하였기 때문이라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와 비교해 볼 때, 대상자 1의 낮은 인지

기능이 전기자극 피드백을 이용한 운동학습

효과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근전도 바이오 피드백에 관한 선행 연구들

은 근전도 바이오 피드백이 운동학습 훈련과

재활과정에 유용하다고 보고하였다(O' sulli-

van과 Schmitz, 1994). Levitt 등(1995)은 무

릎 관절경수술 환자들을 대상으로 근전도 바

이오 피드백을 이용하여 넙다리 네갈래근의

등척성 운동과 수직다리들기(straight leg

raising ) 운동 훈련을 수행한 결과 근전도

바이오 피드백을 이용하지 않은 훈련집단 보

다 유의하게 큰 토크와 근력증가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Simmons 등(1998)은 72세 편마

비 환자를 대상으로 무게 중심 이동에 대한

바이오 피드백을 시각 형태로 제공하는 균형

조절 재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4주간

의 훈련 후에 대상자의 균형 조절 능력이 증

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근전도 바이오 피드백에서 이용되는 피드

백의 종류는 다양하며 청각 시각 그리고 촉

각 등이 있는데(Baratta 등, 1998; Batavia

등, 1997; Kim과 Kramer , 1997), 이중 청각과

시각 피드백을 운동학습에 이용한 연구들은

다양하게 보고되어져왔으나, 촉각 피드백을

이용한 연구는 최근에 보고되어지고 있다. 촉

각 피드백 중 흔히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압력

(pressure) 형태이다. Hir sh 등(1999)은 요실

금 여자 환자 33명을 대상으로 압력형태의

촉각피드백을 사용하는 근전도 바이오 피드

백을 이용하여 하루 20분씩 6개월 동안 훈련

한 결과 28명의 환자들이 요실금 증상이 호

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다른 형태의 촉각피드백으로는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전기 자극 피드백이 보고되어지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Metherall 등(1996)의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뇌성마비

아동 1명을 대상으로 한 증례 보고 형태였으

며, 전기자극 형태의 피드백을 이용한 운동

훈련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넙다리 네갈래근의 등척성 운동학습

에 전기 자극 형태의 촉각 근전도 바이오 피

드백을 이용하여 훈련한 결과 대상자의 최대

근활성화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근

전도 바이오 피드백을 이용한 운동학습 훈련

에서 촉각 피드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참여한

대상자의 수가 적은 개별 실험 설계를 사용하

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전기 자극 피드백이 노

인 환자의 재활 과정에서 운동 학습 훈련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좀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시행하는 것과 다른 형태의 피드백과

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Ⅴ .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무릎 성형수술 후 환자

의 넙다리 네갈래근의 등척성 운동학습에 전

기 자극 형태의 촉각 피드백의 유의성을 알

아보는 것이었다. 총 3명의 무릎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전기 자극 형태의 피드백을

제공하여 넙다리 네갈래근의 등척성 운동학

습 훈련을 시행하고, 근전도 바이오 피드백을

이용하여 안쪽 넓은근의 최대 근활성화도를

측정하였는데, 3 명의 환자 모두에서 최대 근

활성화도가 향상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운

동학습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시각이나 청각 피드백의 형태뿐만 아니라 전

기 자극 형태의 촉각 피드백이 효과가 있음

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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