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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슬관절염 환자의 통증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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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 Evaluation in Patients with Knee Osteoarthr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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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erformed this study to assess pain in patients with knee osteoarthritis. Participants were 120 Patients(men

26 and women 94) with knee osteoarthritis. Pain evaluations were conducted using survey composed of 12 items by

interview with oriental medicine doctor.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IBM SPSS Statistics 19.0. Women were 3.8

times more than men(21.7% vs 78.3%). Approximately 80% of participants were overweight and obesity. Descending

stair is most painful action for knee osteoarthritis patients. The average degree of knee pain was more than moderate.

5. People diagnosed as arthritis before had the much higher knee pain than never diagnosed before. This study showed female

gender, overweight and obesity were associated with the risk of knee arthritis and participants complained knee pain more than

moderate. It is hoped that our findings provide information that help the treatment of knee osteoarthr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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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은 가장 일반적인 만성적 관절질환

으로 노령층에서 다른 어떤 질환보다 많은 기능장애와 의존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이 많은

환자에서 나타나고 통증과 기능장애를 나타내는 질환이지만 그

원인은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

염의 진단은 주로 임상과 방사선 사진소견에 기초를 두는데, 퇴

행성 슬관절염의 방사선학적 소견과 임상증상은 낮은 상관관계

를 보이고, 상대적으로 심한 방사선학적 소견이 보여도 임상증상

이 반드시 동반되지는 않는다1). Kellgen Grade 3과 4 정도의 방

사선학적 소견을 보이는 환자의 약 40%정도만이 증상이 있고
2)

,

다른 연구에서도 방사선상의 소견과 증상의 상관관계가 낮게 보

고되었다3,4).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에 대하여 조등5)과 한등6)에서

퇴행성 슬관절염의 유병률과 여성, 비만, 연령등의 슬관절에 퇴

행성 관절염의 이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보고하였으

나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가 호소하는 자세한 증상에 대한 조사

는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류등
7)
은 환자들의 다양한 증상을 평가

하는 것이 관절염 치료에 중요한 의미가 되고, Slevin 등은8) 만성

질환과 치료관리의 효과는 의학적 결과 판단과 함께 환자의 견

해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저자는 지역시민을 대상으로 퇴행성슬관절염 환자의

증상의 종류와 정도, 가장 불편한 상황, 이전의 진료경험, 이환기

간, 신체조건, 연령 등의 다양한 정보를 설문을 통해 평가해보고

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11년 2월동안 제천 시민 중 만 40세 이상 70세 이하 퇴행

성 골관절염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진단은 미국류마티스학회(American Rheumatology

classification criteria, ACR)9)가 정한 기준을 따랐다. 6개월 이상

무릎의 관절통을 호소하는 환자중 50세 이상, 뼈의 압통, 골비대,

강직감 30분이하, 염발음, 촉진시 열감없음 등 6가지 중에서 3가

지 이상 해당되면 퇴행성관절염으로 진단한다. 류마티스 관절염

이나 섬유근통, 통풍, 염증성, 대사성, 신경병성, 종양, 감염, 자가

면역질환 등으로 인한 슬통의 과거력이 있는 자는 제외하였다.

또한 슬관절 골관절염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와 6주 이내세 스테

로이드 등의 약제로 관절강내 주사시술을 받은자, 1개월 이내에

삼출액 천자를 시행한 환자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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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

1) 무릎통증의 평가

대상자의 기초 신체 조사를 위하여 나이, 성별, 체중, 신장

등을 조사하고, 슬관절통증을 앓아온 기간, 이전에 퇴행성 관절

염 진단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경험의 여부 등을 통하여 슬관절

통증에 대한 병력을 알아보고, 하루 중 가장 극심할 때의 슬관절

통증, 하룻동안 관절의 평균 통증, 계단을 올라갈 때의 관절 통

증, 관절의 이물감, 관절의 피로감, 가장 관절 통증이 불편한 상

황 등의 조사를 통하여 슬관절통증의 대표적으로 호소하는 증상

중 어떠한 상황이 가장 불편한지를 알아보고, 만성적으로 호소

하는 평상시 통증의 정도와 극심할 때 통증의 정도와 차이, 또한

통증의 양상과 정도와 차이를 측정하였다. 모든 설문은 한의사

의 interview 방식으로 시행되었고, 통증의 강도는 visual

analogue scale(VAS)을 사용하였다(0: 통증이 전혀 없음, 100: 극

심한 통증).

2) 통계처리

자료처리는 IBM SPSS Statistics 19.0을 이용하여 성별과 슬

관절통증의 정도, 퇴행성관절염진단 경험의 여부와 통증의 정도

의 비교는 independent t-test, 연령과 슬관절 통증의 정도, BMI

와 슬관절통증의 정도는 one-way ANOVA로 p-value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타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결 과

1. 일반적 특성

1) 대상자의 특성

전체 대상자 120명 중 남성은 26명(21.7%), 여성은 94명

(78.3%) 이었다.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55.5세로 50대가 83명

(69.2%)으로 가장 많았으며, 60대가 24명(20.8%), 40대는 12명

(10%)였다(Fig. 1). 대상자들의 Body mass index(BMI) 평균은

25.2 ㎏/㎡이었고, 정상은 23명(19.2%), 과체중은 44명(36.7%), 비

만은 53명(44.2%)으로 과체중, 비만인 사람이 80.8%로 다수를 차

지하였다(Fig. 2).

2) 퇴행성관절염을 진단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

전체 대상자 중에서 46명(38.3%)이 이전에 퇴행성관절염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었고 74명(61.7%)은 그렇지 않았다(Fig. 3).

3) 무릎통증을 앓은 기간

전체 대상자들의 무릎통증을 앓은 기간은 평균 4.8년이었으

며, 1~5년 사이가 47명(39.2%)으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이 40명

(33.3%),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33명(27.5%) 이었다(Fig. 4).

4) 슬관절통증이 가장 불편한 상황

계단을 내려갈 때가 30명(25.0%)으로 가장 많았고, 앉았다

일어설때 29명(24.2%),계단오를때 22명(18.3%), 쪼그려 앉을 때

21명(17.5%), 야간에 7명(5.8%), 아침과 걸어다닐 때 각각 4명

(3.3%), 기타 3명(2.5%)순이었다(Fig. 5).

5) 슬관절통증의 정도

하루 중 가장 극심할 때의 슬관절 통증의 정도가 55.1점, 하

룻동안 관절의 평균 통증 49.2점, 계단 오를때 불편감 42.2점, 관

절의 피로감 39.2점, 이물감 21.3점 순으로 호소하였다(Fig. 6).

Fig. 1. Sex and age distribution in patients with knee osteoarthritis.

Fig. 2. Body mass index distribution in patients.

Fig. 3. Whether or not diagnosed as knee osteoarthritis before.

Fig. 4. Disease duration in patients.

2. 슬관절통증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의 상관성 분석

성별과 슬관절통증의 정도는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

(Fig. 7). 연령과 슬관절 통증의 정도는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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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Fig. 8). BMI와 슬관절통증의 정도는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

다(Fig. 9). 퇴행성관절염을 진단 받은 경험이 있는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슬관절 통증의 정도가 유의성 있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Fig. 10).

Fig. 5. When patients feel the most severe knee pain.

Fig. 6. Visual analogue scale in all patients.

Fig. 7. Visual analogue scale with sex in patients.

Fig. 8. Visual analogue scale with age in patients.

Fig. 9. Visual analogue scale with Body mass index in patients.

Fig. 10. Visual analogue scale with age in patients. * : p<0.05
comparison between Non-diagnosis and Diagnosis group.

Table 1. Criteria for Classification of Idiopathic Osteoarthritis of the

Knee(1986)

Clinical and laboratory Clinical and radiographic clinical✝

Knee pain Knee pain Knee pain

+ at least 5 of 9 + at least 1 of 3 + at least 3 of 6

Age > 50 years Age > 50 years Age > 50 years

stiffness < 30minutes stiffness < 30minutes stiffness < 30minutes

Crepitus Crepitus Crepitus

Bony Tenderness +Osteophytes Bony Tenderness

Bony enlargement 2.75±1.5 Bony enlargement

No palpable warmth No palpable warmth

ESR < 40 mm/hour

RF < 1:40

SF OA

*ESR : erythrocyte sedimention rate(Westergren). RF : rheumatoid factor. SF OA :
synovial fluid signs of OA(clear, viscous, or white blood cell count < 2000/㎣). ✝

Alternative for clinical category would be 4 of 6, which is 84% sensitive and 89%
specific

고 찰

슬관절은 사람의 관절 중에서 가장 취약하며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통증의 근원이 되고 있다. 그 취약성은 슬관

절 자체가 보행과 서 있을때 및 굽히기 서기 쪼그려 앉기 등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기인한 것이다
10)

.

퇴행성슬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질환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

는 관절염으로 중년 또는 노년에서 주로 발생되고 전체 근골격

계의 40-6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운동기 질환이며 연령이 증

가할수록 꾸준히 증가하는 중요한 질환이다11).전세계적인 고령

화 추세는 노인 인구에서 호발하는 특정 질환의 증가를 유발하

였으며 이로 인한 생산성의 감소와 노인 인구의 삶의 질 저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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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비용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슬관절

의 퇴행성 관절염은 노인 인구의 장애를 초래하는 가장 흔한 질

환 중의 하나이며 현재까지 이와 관련하여 수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12-14). 또한 퇴행성 슬관절염은 통증과 육체기능을 제한

하여 환자의 육체적, 정신사회적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15)

. 퇴행성 슬관절염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

으나 초자연골과 활액막, 골조직에서 상호파괴와 재생이 발생되

는 이차적 염증반응의 결과로 동통, 부종, 관절운동 제한 등이 발

생하며
16)

신체적 기능에 대한 불편함을 주요한 증상으로 하는 질

환이다17). 이는 통증과 육체기능 제한으로 환자의 육체적 정신

사회적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 경제적 비용을 증가

시키는 질환으로 2000년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비율 7.1%를

점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43.4%의 노인이 관절염을 가

지고 있고 이중 84.4%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끼고 있는 질환

이다
18)

. 이러한 관절염의 치료는 통증의 조절과 기능장애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것과 더불어 건강관련 삶의 질 개선에 목

표를 두고 있다19). 조사에 의하면 65-70세의 약 27%가 방사선상

의 관절염 소견을 보이고, 80세 이상에서 약 43%가 방사선상의

관절염 소견을 보이나 실제적으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각각

7%와 11%로 보고하였다2). 또 다른 연구에서도 방사선상의 소견

과 증상의 상관관계가 낮게 보고되었다
3,4)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환자들의 다양한 증상을 평가하는 것이 관절염 치료에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7).

韓醫學에서는 膝關節을 <素文. 脈要精微論>에 “膝者, 筋之

府, 屈伸不能, 行則僂附, 筋將憊矣”라 하였고20), 張21)은 老年에 肝

腎의 氣가 부족하여 筋骨이 不利해지고 外邪가 乘虛侵犯하여 氣

血運動이 不暢해지고 오래되어 經脈氣血이 瘀滯되어 不通하면

痛한다고 하고 陸22)은 본병의 발생 원인을 노년에 腎衰한데 蔓性

虛損으로 傷骨한 것과 氣血運行이 風寒濕등의 外邪로 인해 閉阻

된 2가지로 보고 그 치법을 祛風勝濕, 溫經通絡, 消腫止痛을 위

주로 한다고 하였다.

남성은 26명(21.7%), 여성은 94명(78.3%) 였다. Min 등23)은

20세 이상의 704명 중에서 퇴행성관절염 환자를 72명 진단하였

는데 남자가 16명(22%), 여자가 56명(78%)이었고 Cho 등5) 은 40

세 이상 3,863명 중에서 퇴행성관절염 환자를 576명 진단하였는

데 남자가 186명(32.3%) 여자가 390(67.7%)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 남자에 비해 여자에서 약 3.6배 정도의 유병률의 차이를 보여

타 연구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성별과 슬관절통증의 정도는

유의성이 없었다. 40~49세 12명(10%), 50~59세 83명(69.2%) 60세

이상 25명(20.8%) 이었다. Cho등5) 은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에서

는 여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증가하고 남성은 75세까

지 연령에 비례하여 퇴행성 관절염의 빈도가 증가한다고 하였고

한등6)은 연령 증가에 따른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유병율을 보

면 40대에서 60대까지는 전체적으로 나이가 듦에 따라 증가하였

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50대가(69.2%) 60세이상(20.8%)보

다 많았는데 본 연구는 대상자를 공고를 통하여 모집한 관계로

고령의 환자들의 참여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사료된다. 나이와

슬관절 통증의 정도는 유의성이 없었다. BMI 평균은 25.2 ㎏/㎡

이고 남성의 BMI 평균은 25.3 ㎏/㎡ 여성은 25.1 ㎏/㎡ 이었다

BMI 정상범위는 23명(19.2%) 과체중은 44명(36.7%) 비만은 53명

(44.2%) 이었다. Cho등
5)
은 비만 대상군이 정상군에 비해 약 2배

정도 퇴행성 관절염의 높은 유병률을 보였고 한등6)은 슬관절 퇴

행성 관절염과 Body mass index와의 관련성이 전체적으로 비만

도에 비례하여 유병율이 증가하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서도 과체중이상이 97명(80.8%)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BMI와 슬관절 통증의 정도는 유의성이 없었다. 이전에 퇴행성관

절염을 진단받았는지의 여부는 74명(61.7%)이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고, 46명(38.3%)이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전에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았는지의 여부와 슬관절통증의 정도는 진단 받

은 경험이 있는 군에서 진단 받은 경험이 없는 군보다 유의성 있

게 높았다. 이것은 통증이 심하면 통증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

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무릎통증을 앓은 기간은

1~5년 사이가 47명(39.2%)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이 40명

(33.3%),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33명(27.5%) 이었다. 대상자들의

무릎통증을 앓은 기간은 평균 4.8년으로 만성적인 통증을 호소

하는 대상자가 많았다. 대상자들에서 슬관절 통증이 제일 불편

한 상황은 계단을 내려갈 때가 30명(25.0%)으로 가장 많았고, 앉

았다 일어설 때 29명(24.2%), 계단오를 때 22명(18.3%), 쪼그려

앉을때 21명(17.5%), 야간에 7명(5.8%) 아침과 걸어다닐 때 각각

4명(3.3%), 기타3명(2.5%)순이었다. 대상자들의 슬관절통증의 정

도는 하루 중 가장 극심할 때의 통증의 정도가 55.1점으로 가장

높았고, 하룻동안 관절의 평균 통증이 49.2점, 계단오를 때 불편

감 42.2점, 관절의 피로감 39.2점, 이물감 21.3점의 순으로 호소

하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분석하여 보면 퇴행성 슬관절염

의 전통적인 유발인자로 잘 알려진 것처럼 여성, 과체중, 비만인

사람이 80%정도를 차지하였으며, 대상자의 무릎통증을 않은 기

간이 평균 4.8년 이었는데 반해 이전의 퇴행성 슬관절염을 진단,

치료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40%이고, 반 이상의 대상자가 슬

관절통에 대하여 적극적인 진단,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상태

로 퇴행성 슬관절염 조기 진단, 치료, 관리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하루 중 가장 극심할 때의 통

증이 55.2점 하루 중 평균적인 통증 49.2점이었는데, 최고 극심할

때의 통증과 약 6점(12%)정도의 차이만 보여 큰 차이가 없었고

약 50점 정도의 중등도 이상의 통증을 지속적, 만성적으로 호소

하고 있는 상태로 진통제 투약, 스테로이드 주사 등의 양의학적

인 접근 방식 보다 장시간 시술하여도 부작용이 적은 한방치료

가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관절의 피로감 39.2점, 이물감

21.3점으로 피로감이나 이물감 보다는 슬관절의 통증이 주로 호

소하는 증상으로 통증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

될 것이다. 대상자의 슬관절통이 가장 불편한 상황은 계단을 내

려갈 때, 앉았다가 일어날 때가 각각 25%로 최다였으며, 체중 부

하를 받으며 움직이는 활동에서 가장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따라

서 일반인도 평소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할때 손잡이를 잡거나 땅

을 짚는 등의 보조동작을 하여 무릎에 과부하를 줄이는 것이 퇴

행성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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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전체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를 대변하

기에 상대적으로 인원이 120명으로 연구 대상자의 수가 적었고,

제천시민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생활 방식이 다른

기타 대도시의 결과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라 사료된다.

또한 공고를 통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기 때문에 정보가 상대적

으로 부족한 고령층의 참여가 저조했다고 생각된다. 이번 설문을

통한 퇴행성 슬관절염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퇴행성 슬관절염의

특성을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었으며 향후 퇴행성 슬관절염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한다면 치료에 보다 효과적인 방향

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첨부]
무릎관절 통증 설문지

1. 귀하의 성별과 나이는?

2. 귀하의 신장과 체중은?

3. 귀하는 퇴행성 슬관절염으로 병,의원에서 진단,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4. 귀하의 무릎통증을 앓아온 기간은 얼마입니까?

5. 귀하의 최근 일주일간 가장 슬관절통이 불편한 상황은 다음 중 무
엇입니까?
①계단 오를 때 ②계단 내려갈 때 ③쪼그려 앉을 때
④아침 기상시 ⑤밤에 수면 중 ⑥걸어갈 때
⑦앉았다 일어설 때 ⑧기타

다음은 0 ~ 100점 사이로 표현해주세요(6~10)

6. 귀하의 하루 중 평균적인 무릎관절의 통증은 어떻습니까?

7. 귀하의 하루 중 평균적인 무릎관절의 이물감은 어떻습니까?

8. 귀하의 하루 중 평균적인 무릎관절의 피로감은 어떻습니까?

9. 귀하의 하루 중 가장 극심한 무릎관절의 통증은 어떻습니까?

10. 귀하의 계단을 올라갈 때의 무릎관절의 통증은 어떻습니까?

결 론

2011년 2월 동안 시행된 설문 조사에 참여한 만 40세 이상

70세 이하 제천시민중 퇴행성 관절염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시

행한 설문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3.6배 많았고, 과체중 또는 비만인 사

람이 80.8%를 차지하였다. 슬관절통을 앓은 기간은 평균 4.8년이

었으며, 61.7%가 이전에 슬관절통에 대하여 적극적인 진단, 치료

를 받은 경험이 없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앉았다가 일어날 때가

슬관절통이 가장 불편한 상황으로 답하였다. 중등도 이상의 통증

을 지속적, 만성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퇴행성 슬관절염 치료, 관리에 부작용이 적고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한 한방치료가 효과적이며, 퇴행성 슬관절염의 조기

진단, 치료, 관리, 예방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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