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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관절 전치환술에 따른 하지 근육의 초음파 상 구조 변화

■김문정, 윤세원1

광주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물리치료학과; 1광주여자대학교 물리치료학과

Changes in Ultrasound Imaging of the Lower Limb with regards to TKR

Moon-Jeong Kim, PT, MS; Se-Won Yoon, PT, PhD1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Graduate School, Kwangju Women’s University; 1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Kwangju Women’s University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changes in ultrasound imaging of the lower limbs in patients

with degenerative osteoarthritis who received a total knee replacement (TKR).

Methods : The participants for the study were ten patients who were to receive a total knee replacement. Measurements

were taken a total of three times: before receiving a total knee replacement, and one week and two weeks after

receiving a total knee replacement. The vastus medialis, rectus femoris muscle, tibialis anterior and gastrocnemius

muscle were measured using ultrasound imaging. 

Results : Muscle thickness of the vastus medialis, rectus femoris muscle, tibialis anterior and gastrocnemius muscle had

no significant interaction over time whether surgery was performed or not. White area index (WAI) and density of vastus

medialis, rectus femoris muscle, tibialis anterior and gastrocnemius muscle had no significant interaction over time

whether surgery was performed or not.  

Conclusion : In conclusion, lower quality muscles were due to a decrease in muscle fiber and an increase in fat fiber.

Therefore, initial physical therapy after total knee replacement should consider this point and be designed appropriately

as a therapeutic approach for total knee replacement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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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의료기술의발달과생활양식의변화로급성질환의이환율은감소

하고평균수명은연장되고있다. 그로인해만성질환의발병또한

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1 대표적인만성질환으로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호흡기질환 등이 있으며, 이 중 관절염(arthritis)은 성인

에게나타나는기능장애와관절통증의가장흔한원인이된다.2 퇴

행성관절염은모든관절에침범될수있으나,3 이중가장흔히유

발되는부위는무릎관절부위이다.4 무릎관절은여러가지원인에

의해 연골세포가 손상되고, 관절을 움직이는 인대와 근육이 약화

된다.5

퇴행성관절염은 모든 관절에 침범될 수 있으나,3 이 중 가장 흔히

유발되는부위는무릎관절부위이다.4 무릎관절은여러가지원인

에의해연골세포가손상되고, 관절을움직이는인대와근육이약

화된다.5 퇴행성 무릎관절염이 발생하면 무릎동통과 이상음

(cracking, grating)이 조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활액막의

비후, 관절액의 증가, 근 경련 등으로 인해 관절운동의 장애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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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게된다.6 또한퇴행성무릎관절염은보행, 앉은자세에서일어

날때, 계단을오르내릴때등일상생활에제한을주기때문에무

릎관절염의주요증상으로나타나고있다.7,8 퇴행성무릎관절염은

이차적인 변화로 근육 위축과 근력 약화가 일어나 관절의 불안정

성을초래하고관절의변형이유발되어보행과일상생활동작의장

애는물론낙상의위험도높아진다.9

퇴행성 무릎관절염의 병리학적 진행을 멈출 수 없지만 통증을 감

소시키고 신체기능을 향상 시키기 위해 약물치료, 비약물치료와

같은 보존적치료가 적용되고 있다.10 그러나 보존적치료에도 불구

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통증이 극심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경우에통증감소, 무릎관절안정성의향상및기능의회복을

목적으로 무릎관절 전치환술(total knee replacement, TKR)을

시행하게된다.11 

무릎관절 전치환술은 무릎관절에 의한 통증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주지만, 관절염으로 인해 줄어든 근력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12 무릎관절전치환술후근력회복은무릎관절의체중부

하와 안정성 및 정상적인 기능의 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13

일반적으로 인간이 이동 시 근력의 유지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요

소이다.14 특히무릎관절의안정성을유지하고손상의재발을예방

하는데근육의기능이중요한역할을한다.15

근육의 기능을 평가하고 분석하는데 있어 구조적 특성인 근섬유

의 크기나, 두께, 섬유형태 등을 파악하고 비교하는 연구가 활발

히진행되고있다.16 최근에는연골, 힘줄, 인대, 윤활막, 주변의근

육 및 혈관을 평가함에 있어 컴퓨터 전산화 단층촬

(computerized tomography, CT), 자기공명 상촬

(magnetic resonance image, MRI), 초음파(ultrasonography,

US) 등이도입되어이용되고있다.17 

초음파는 근 구조를 생체 내에서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사용되

고,18 컴퓨터 단층촬 이나 자기공명 상보다 더 저렴하며 휴대성

이간편한 상기법이다.19,20 또한초음파는이온화방사선과는달

리환자에대한위해성이낮고쉽게접근이가능하며, 실시간으로

상을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진단방법이다.21 초음파는 다른

상촬 기법에비해심부근과표재근을평가하는데용이하여, 최근

연구들은초음파를사용하여골격근의구조적특징에대해질적이

고양적인연구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22

퇴행성 무릎관절염 환자에게도 초음파 검사의 사용이 보편화되

고있다.23 Kasukawa 등24은 퇴행성무릎관절염환자에게초음파

를 이용하면 단순 방사선 촬 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삼출물의 양,

윤활막의 증식, 관절연골의 퇴행성 변화, 십자인대 등의 이상을

관찰할수있고윤활막염을정략적으로측정할수있다고한다. 또

한Martel 등23은 퇴행성무릎관절염주사치료시초음파유도하

에정확도가높아질수있다고하 다. 그러나이러한연구들은무

릎관절염에서 다양한 조직의 변화 및 이상을 초음파로 관찰한 연

구들로무릎관절전치환술환자들에있어뼈대근육구조의변화에

대한연구는부족한편이다. 

따라서본연구의목적은퇴행성무릎관절염을가진환자에게무

릎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함 으로써 하지근육 중 안쪽넓은근, 넙다

리곧은근, 앞정강근, 장딴지근에초음파를이용하여안쪽넓은근,

넙다리곧은근, 앞정강근, 장딴지근의 구조적 특성과 질적 특성의

비교평가를 통해 무릎 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기 전과 시행한 후

의 변화를 알아보고 무릎관절 전치환술 환자의 임상 평가에 있어

기초자료로제공하는데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연구의대상은경북S 병원에서무릎관절전치환술을받을환자

로써, 뼈관절염을가진노인 10명을대상으로하 다. 연구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대상자들은 다른 신체적, 정

신적질환이없는자, 최근 2개월이내다른부위수술을받지않은

자, 무릎관절전치환술부위의합병증이있지않은자, 하지의신

경계질환이없는자로목적과내용, 실험절차등에대한충분한설

명을들은후자발적으로참여에동의한자로하 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2. 실험방법
뼈대근육 구조는 초음파 상촬 장치(MyLabOne, Esaote, 이

탈리아)를 사용하여안쪽넓은근, 넙다리곧은근, 앞정강근, 장딴지

근을 측정하 다. 초음파의 주파수 변조범위는 13MHz, gain의

범위는 70-80이고, 초음파 상 측정에 사용된 초음파 변환기는

13MHz 선형변환기(liner transducer)를 사용하 다. 화소

(pixel)의 밝기와 대비를 조절하는 gray map과 동적 범위

(dynamic range)는고정된값으로각각 3과 14로설정하여모든

대상자(n=10) 70.4±7.0 147.6±3.1 59.9±10.4 27.3±4.4

나이(세) 신장(cm) 몸무게(kg) BMI(kg/m2)

Rt: 3(30%)

Lt: 7(70%)

수술부위

(n=10)

평균±표준편차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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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서동일하게적용하 다. 상획득시피부의압박을최소

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초음파 겔을 변환기의 피부사이에 도

포하 고, 측정이 일정하게 되도록 변환기는 피부와 직각을 유지

하게 하 다.25 또한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한 검사자가

측정하도록하 다.

수집된 상들은Photoshop 7.0 (Adobe, 미국) 프로그램을통해

8비트 회색모드(332×310 pixels)로 변환시킨 후, 이 상을

Image Pro Plus 4.1 (Media Cybernetics, 미국) 프로그램을사

용하여분석하 다.

1) 측정자세

안쪽넓은근(vastus medialis)의측정자세는편하게누운자세에서

발이회전되지않도록고정하고무릎관절의구축을고려하여무릎

아래에 롤 바(roll bar)를 두었으며, 세로축으로 무릎뼈의 중간부

분에선을긋고안쪽넓은근의가로단면(transverse section)에서

측정하 다. 넙다리곧은근(rectus femoris muscle)의 측정자세

는편하게누운자세에서발이회전되지않도록고정하고무릎관절

의구축을고려하여무릎아래에롤바(roll bar)를 두었다. 위앞엉

덩뼈가시(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ASIS)와 무릎뼈 바닥

(base of patella) 길이의 중간부분에서 측정하 다.25 앞정강근

(tibialis anterior)의 측정자세는 편하게 누운자세에서 무릎관절

구축을 고려하여 무릎아래에 롤 바(roll bar)를 두었다. 종아리뼈

머리에서외측복사뼈까지거리의 20% 지점에서측정하 다.26

장딴지근(gastrocnemius muscle)의 측정자세는 엎드린 자세로

발목관절을 테이블 끝에 걸어놓도록 하 다. 무릎뒤쪽의 양쪽 관

절융기(condyle) 사이의오목(fossa) 주름 13cm 아래에서측정하

다. 동일부위에대한측정과측정값의신뢰도를높이기위해유

성펜으로표시후진행하 다.

2) 측정방법

안쪽넓은근, 넙다리곧은근, 앞정강근, 장딴지근에서 세로단면

(longitudinal section)으로 상을 획득한 후, 근육두께(muscle

thickness)를 측정하 다. 근육두께 측정 시, 널힘줄

(aponeurosis)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 고 얕은부분(superficial

part)과 깊은부분(deep part) 널힘줄 간의 거리를 측정하 다. 근

육두께측정시피부의압박을최소화하기위하여최대한주의하

으며, 충분한양의초음파겔을변환기와피부사이에도포하 다.

안쪽넓은근, 넙다리곧은근, 앞정강근, 장딴지근에서 가로단면

(transverse section)으로 상을 획득한 후, 널힘줄이 포함되지

않도록 역을 선택하 다. 백색 역지수(white area index,

WAI)는선택된 역의 상에서눈으로백색으로보이는모든

역(화소 값이 125 이상)의 화소 수를 전체 화소 수로 나눈 값이

다.27 근육의 상 도(echodensity)는 선택된 역의 평균 화소

값(pixel value)을 구하여, 이것을 근육의 상 도로 정하 다.

화소가 순수한 검정색이면 0이고, 순수한 흰색이면 255가 된다.

검정색의분포가많을수록건강한근육이다.27

3. 자료분석
연구의결과분석은윈도우용SPSS 12.0 프로그램을이용하여분

석하 으며, 각측정항목들에대해부위에따른변화양상의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이요인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이 때

통계학적유의성을검증하기위해유의수준α는0.05로하 다. 

Ⅲ. 연구결과

1. 근두께의변화
수술여부에 따른 하지근육(안쪽넓은근, 넙다리곧은근, 앞정강근,

장딴지근)의 근두께 변화는 다음과 같다(표 2).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안쪽넓은근, 넙다리곧은근, 앞정강근, 장딴지근 모두 수술

여부와 시간에 따른 교호작용은 없었다. 시간에 따라 넙다리곧은

근의 근두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F=11.677,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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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색 역지수의변화
수술여부에 따른 하지근육(안쪽넓은근, 넙다리곧은근, 앞정강근,

장딴지근)의 백색 역지수 변화는 다음과 같다(표 3). 반복측정분

산분석결과, 안쪽넓은근, 넙다리곧은근, 앞정강근, 장딴지근모두

수술여부와시간에따른교호작용은없었다. 시간에따라안쪽넓은

근(F=70.058, p<0.05), 넙다리곧은근(F=42.784, p<0.05), 앞정

강근(F=19.086, p<0.05), 장딴지근(F=36.202, p<0.05)의 백색

역지수변화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3. 근육 상 도의변화
수술여부에 따른 하지근육(안쪽넓은근, 넙다리곧은근, 앞정강근,

장딴지근)의 근육 상 도 변화는 다음과 같다(표 4). 반복측정분

산분석결과, 안쪽넓은근, 넙다리곧은근, 앞정강근, 장딴지근모두

수술여부와시간에따른교호작용은없었다. 시간에따라안쪽넓은

근(F=73.914, p<0.05), 넙다리곧은근(F=27.069, p<0.05), 앞정강

근(F=17.016, p<0.05), 장딴지근(F=23.111, p<0.05)의 근육 상

도변화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단위: cm)

안쪽

넓은근

넙다리

곧은근

앞정강근

장딴지근

평균±표준편차
*p<0.05

수술한쪽

수술하지않은쪽

수술한쪽

수술하지않은쪽

수술한쪽

수술하지않은쪽

수술한쪽

수술하지않은쪽

0.59±0.16

0.64±0.22

0.77±0.30

0.85±0.26

1.45±0.33

1.43±0.27

0.74±0.26

1.00±0.26

0.54±0.12

0.52±0.16

0.56±0.23

0.57±0.07

1.27±0.34

1.30±0.24

0.75±0.20

0.77±0.20

0.47±0.13

0.54±0.16

0.50±0.19

0.52±0.11

1.27±0.31

1.28±0.24

0.74±0.17

0.78±0.16

0.191

0.004*

0.161

0.181

0.526

0.545

0.930

0.058

0.459

0.782

0.888

0.142

표 2. 수술여부에 따른 하지근육의 근두께 변화

시기 p

수술 전 수술 1주 후 수술 2주 후 시기 부위 시기 * 부위

안쪽

넓은근

넙다리

곧은근

앞정강근

장딴지근

평균±표준편차
*p<0.05

수술한쪽

수술하지않은쪽

수술한쪽

수술하지않은쪽

수술한쪽

수술하지않은쪽

수술한쪽

수술하지않은쪽

0.23±0.08

0.19±0.09

0.38±0.28

0.31±0.19

0.24±0.07

0.20±0.07

0.18±0.05

0.21±0.12

0.34±0.09

0.24±0.10

0.76±0.13

0.67±0.16

0.29±0.07

0.28±0.08

0.37±0.18

0.31±0.15

0.51±0.08

0.36±0.15

0.86±0.09

0.82±0.15

0.36±0.08

0.37±0.11

0.52±0.19

0.48±0.18

0.000*

0.000*

0.000*

0.000*

0.017*

0.223

0.553

0.641

0.148

0.725

0.320

0.264

표 3. 수술여부에 따른 하지근육의 백색 역지수 변화

시기 p

수술 전 수술 1주 후 수술 2주 후 시기 부위 시기 *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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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관절 전치환술에 따른 하지 근육의 초음파 상 구조 변화

IV. 고찰

초음파 상은 사용이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안전하고 해

상도가 좋아 최근 근골격계 진단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28 초음파

상을 이용한 뼈대근육의 두께 평가는 매우 신뢰도가 높은 방법

이라는많은연구결과를통해증명되었다.29,30 초음파 상은뼈대

근육을평가하는데다른 상기법이나다른장비에비해심부근과

표재근을평가하는데용이하며, 다양하고공간적인시각화와정량

화를할수있다.

본연구에서초음파 상을이용하여안쪽넓은근의근두께변화에

서는 시간과 수술여부의 교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아 변화 양상에

큰차이가없었음을알수있었다. 넙다리곧은근의근두께변화에

서도 시간과 수술여부의 교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시

간에 따라 넙다리곧은근 근두께 변화는 수술한 쪽에서 무릎관절

전치환술 하기 전보다 수술 후 근두께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양상

을보 고, 수술하지않은쪽에서도무릎관절전치환술전보다수

술후넙다리곧은근근두께가유의하게감소하는양상을보 다.

장기적인 침상생활, 노화, 지속적인 활동제한 등은 근육에 주어

지는 흥분성 감소의 원인이 된다.31,32 또한 골절된 뼈와 반복된 손

상 등으로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기나 부목을 이용하여 관절

을고정시키고이것으로인해근위축이발생되며, 이는관절고정

후나타나는문제로임상에서흔히발생한다.33 Kubo 등34은 건강

한성인을대상으로 20일동안침대에서쉬도록하고자기공명

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으로 하지근육 용적의

변화에대해연구한결과넙다리네갈래근중넙다리곧은근에서많

은감소가일어난다는것을알수있었으며, 이 연구들은본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무릎관절 전치환술

후 관절고정을 위해 4∼5일 침상생활로 일상생활 활동이 제한되

면서안쪽넓은근과넙다리곧은근의근기능감소로인해근두께가

감소된것으로생각된다.

초음파 상을이용하여앞정강근근두께의변화를알아본결과,

앞정강근의근두께는시간과수술여부의교호작용이나타나지않

아근두께의변화양상에큰차이가없었음을알수있었다. 또한

장딴지근근두께변화에서도시간과수술여부의교호작용이나타

나지않아근두께의변화양상에큰차이가없었음을알수있었다.

시간에 따라 앞정강근과 장딴지근 모두 점차 감소하는 양상은 보

지만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McCreesh와 Egan35의 연구에서

풋볼운동선수를대상으로우세다리와비우세다리앞정강근의근

두께를비교한결과우세다리에서더높은근두께를가지고, 운동

을전혀하지않는성인에게서는우세다리와비우세다리의앞정강

근 근두께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하 다. Narici 등36은 연령대에

따라장딴지근의구조변화에대해연구한결과연령이증가할수록

장딴지근의 근두께는 감소한다고 하 다. 이는 젊은 성인은 매일

활동을하는반면, 나이가들수록활동하지않아근육을사용하지

않아 근육 구조적 변화로 인해 장딴지근의 근두께가 감소한다고

보고하 다. 이로보아무릎관절전치환술후관절고정을위해무

릎보조기를착용함으로써기능적활동이제한되기때문에앞정강

근과장딴지근의근기능이저하되어근두께가감소하는양상이보

인것으로생각된다.

Jeong37의연구에서넙다리곧은근의백색 역지수는연령에따라

변화하는데 이는 고령화와 신체적 활동의 감소로 인해 근섬유가

지방이나다른결합조직으로전환되어반사강도를높여백색 역

안쪽

넓은근

넙다리

곧은근

앞정강근

장딴지근

평균±표준편차
*p<0.05

수술한쪽

수술하지않은쪽

수술한쪽

수술하지않은쪽

수술한쪽

수술하지않은쪽

수술한쪽

수술하지않은쪽

100.93±6.36

91.35±14.59

116.09±27.43

113.89±21.38

105.04±7.01

99.66±10.28

104.59±19.74

101.22±15.71

112.33±9.74

102.01±10.57

148.29±14.54

139.33±14.35

110.40±6.44

107.94±9.12

113.20±16.69

107.65±16.42

128.28±7.44

112.71±15.71

159.96±9.18

155.66±13.34

115.99±6.84

117.02±9.65

122.88±13.69

123.74±18.19

0.000*

0.000*

0.000*

0.000*

0.019*

0.324

0.339

0.427

0.472

0.663

0.159

0.644

표 4. 수술여부에 따른 하지근육의 근육 상 도 변화

시기 p

수술 전 수술 1주 후 수술 2주 후 시기 부위 시기 *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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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가 증가된 것이라고 하 다. Sipila와 Suominen38의 연구에

서는 노년층의 여성을 대상으로 근력강화 운동 시 가쪽넓은근

(vastus lateralis)과 넙다리뼈(femur)의 반사강도를 비교한 결

과, 근력강화 운동을 하기 전보다 후에 가쪽넓은근의 반사강도는

감소하 고, 넙다리뼈의 반사강도는 증가한다고 보고하 고, 이

는 근육에서 반사강도 감소는 지방조직의 소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 다.

본 연구의 수술여부에 따른 안쪽넓은근의 백색 역지수 변화에

서 시간과 수술여부의 교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시간에 따

라 무릎관절 전치환술을 한 쪽과 하지 않은 쪽 모두 수술 전보다

수술 후 백색 역지수가 유의하게 증가하 다. 넙다리곧은근, 앞

정강근그리고장딴지근모두백색 역지수변화에서도시간과수

술여부의교호작용은나타나지않았지만, 시간에따라넙다리곧은

근, 앞정강근그리고장딴지근의백색 역지수가유의하게증가하

다. 이러한결과는무릎관절전치환술후침상생활로신체적활

동이 감소함으로써 무릎관절 주변근육에 근섬유보다 지방조직이

많기때문에초음파의반사강도가증가하여백색 역지수가증가

된것으로생각된다. 

Jeong37은 백색 역지수는 근육 상 도와 접한 상관관계가

있어백색 역지수가증가하면근육 상 도또한증가하는상관

성을가진다고하 다. 이는디지털 상분석항목인근육 상

도는 근섬유가 아닌 지방이나 결합조직에 대해 높은 반사강도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보고하 다. Larsson39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 근 섬유가 지방이나 결합조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 고,

Reimers 등40은 섬유지방조직으로의전환은근육반사강도와관

련이있다고하 다. 

본연구에서초음파 상을이용하여수술여부에따른안쪽넓은

근의근육 상 도변화는시간과수술여부의교호작용이나타나

지 않았으나, 시간에 따라 근육 상 도가 유의하게 증가하 다.

넙다리곧은근, 앞정강근그리고장딴지근의근육 상 도변화에

서도 시간과 수술여부의 교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간에

따라넙다리곧은근, 앞정강근그리고장딴지근모두근육 상 도

가유의하게증가하 다. Jeong 등41은정상성인을대상으로연령

층에서성별에따른넙다리곧은근근육 상 도의변화에대해연

구한 결과 모든 연령층에서 여자의 근육 상 도가 높았고,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신체적 활동량이 적어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하 다. 이러한점을보아본연구의결과는무릎관절전치환술을

시행한대상자들의연령이높고, 무릎관절전치환술후신체적활

동의감소로인해하지근육 상 도가증가한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본연구는연구에필요한대상자의수가적고단일병원에

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확대 해석하기에는 제한

점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많은 대상자로 무릎관절 전치환

술환자에대한연구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생각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무릎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할 무릎 뼈관절염 환자를 대

상으로하지근육의근력과초음파 상구조의변화를알아보고자

하 다. 그결과근두께, 백색 역지수그리고근육 상 도모두

시간과 무릎관절 전치환술 시행여부에 따른 교호작용은 없었다.

그러나무릎관절전치환술을시행하면시간에따라근두께는점차

증가하는경향을보인다. 근육의백색 역지수와근육 상 도는

무릎관절 전치환술 후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무릎관절 전치환술 후 뼈대근육 구조에 있어 근섬유의 감

소와 지방섬유의 분포가 많기 때문에 근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

을알수있었다. 따라서무릎관절전치환술후초기물리치료시

이러한점을고려하여무릎관절전치환술환자에게적절한치료적

접근이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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