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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know recent studies about conservative treatment of osteoarthritis in knee joint. We

reviewed and analyzed 71 theses published by korean research institution since 2000. These theses were classified by

year, field of study and subj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We found 24 oriental medical theses about

osteoarthritis in knee joint since 2000. 2. Classified by the major field of study, the journal of korea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ociety accounted for 17 pieces in oriental medical journals. 3. In oriental medicine, the most subject is

acupuncture(19 pieces). 13 pieces in it is about pharmacopuncture. 4. 47 theses are published in medical journals after

2000. 5. 35 associations dealt with this theme, the korean society of physical medicine is major. 6. Most subject is

kinesitherapy, followed by pharmacotherapy, massotherapy, taping therapy, physiotherapy and insole. We found several

therapies were effective through oriental and western medical theses. Combined oriental medicine and western

conservative therapy like kinesitherapy make better effect on osteroarthritis of knee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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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2000년 노인인구비율이 7.1%를 점하여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는데1) 퇴행성 슬관절염은 관절질

환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관절염으로 중년 또는 노년에서 주

로 발생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녀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중

요한 질환이다2). 퇴행성 슬관절염은 초기에 관절의 강직감을 호

소하며 점차적으로 침범된 관절의 운동시 통증을 나타내지만, 통

증은 휴식에 의해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3)

.

한의학에서는 슬관절에 대해 《素門․脈要精微論》에 “膝

者 筋之府 屈伸不能 行則僂附 筋將憊矣”라 하였고4), 퇴행성 슬관

절염은 膝痛, 膝重痛, 膝腫, 膝外廉痛, 鶴膝風, 膝痺 등으로 표현

되고 있는데 주로 膝部의 筋骨, 肌肉, 關節 등에 疼痛, 疝痛, 腫

脹, 痲木 관절의 腫大, 屈伸不利 등의 증상을 수반한다5).

일반적으로 슬관절염에 대한 치료는 크게 수술적 치료와 수

술을 하지 않는 보존적 치료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보

존적으로 치료를 시작하며 심한 동통이 지속되거나 관절의 불안

정성, 변형, 운동제한등이 진행하면 수술 적응이 된다
2)

. 보존적

치료는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마약성 및 비 마약성 진통제, 근

육이완제, 진정제, 안정제, 스테로이드의 경막 외 주입을 포함하

는 약물치료와 침상안정, 온열요법, 전기치료, 견인치료, 수기치

료 등의 물리치료와 침구치료로 볼 수 있다6).

고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 즈음하여 퇴행성 슬관절염에 대해 자료를 조사하던 중

한의학에서 행해진 연구가 주로 약침에 치중하여 있으므로 한의

학, 의학 및 관련분야의 보존적 치료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해보

고 환자에 대한 다양한 적용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모색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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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riental Medical Theses about Consevative Treatment of Osteoarthritis in Knee Joint

No. 연도 논문명 / 저자 학회 및 연구기관

1 2001 퇴행성 슬관절염의 봉독약침 치료효과에 대한 임상적 관찰 / 왕오호 외 대한침구학회

2 2001 표고버섯약침의 퇴행성 슬관절염 치료효과에 관한 임상연구 / 황규선 외 대한침구학회

3 2002 홍화약침의 퇴행성 슬관절염에 대한 임상적 연구 / 허태영 외 대한침구학회

4 2003 Rainbow Power요법 시술이 퇴행성 슬관절염에 미치는 임상효능연구 / 성현제 외 대한경락경혈학회지

5 2003 봉약침 치료의 퇴행성 슬관절염에 대한 임상적 고찰 / 이성노 외 대한침구학회

6 2004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에서 슬관절방 1호의 유효성 연구 / 박민정 외 대한침구학회

7 2004 퇴행성 슬관절염에 체질침 요법이 미치는 영향/ 채상진 외 대한침구학회

8 2004 관절강내 봉독요법이 퇴행성 슬관절염에 미치는 임상적 효과 / 류수민 외 한방재활의학과학회

9 2004 녹용약침의 퇴행성 슬관절염에 대한 임상적 연구 / 박은주 외 대한침구학회

10 2005 침과 봉약침 복합치료의 퇴행성 슬관절염에 대한 임상적 연구 / 임정아 외 대한약침학회

11 2005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에 대한 슬관절방 1호의 제형 변화 유효성 임상연구 / 박민정 외 대한한의학방제학회

12 2005 퇴행성 슬관절염에 대한 제통단의 안전성과 효능 임상연구 / 서병관 외 대한한의학회

13 2005 제통단이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서병관 외 대한침구학회

14 2006 자하거약침의 퇴행성 슬관절염 치료에 대한 임상적 고찰 / 박기범 외 대한침구학회

15 2006 퇴행성 슬관절염의 봉약침 치료효과 / 안병준 외 대한침구학회

16 2006 사암침법의 퇴행성 슬관절염에 대한 효과 연구 / 민무홍 경희대 대학원

17 2006 근거중심의학에 근거한 퇴행성 슬관절염에 관한 침 치료 임상선행연구 / 김성철 외 대한침구학회

18 2006 퇴행성 슬관절염에 대한 봉독의 치료 효과 / 최근선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19 2007
Sweet Bee Venom과 봉약침의 퇴행성 슬관절염에 대한 통증 감소 효과와 Allergy반응 비교연구 /

나원민 외
대한약침학회

20 2007 퇴행성 슬관절염에 대한 맞춤형 침 치료 효과 검증 무작위 대조군 임상연구 / 변혁 외 대한침구학회

21 2008 동일농도(0.1mg/ml)의 sweet bee vendom과 봉약침의 퇴행성 슬관절염에 대한 임상연구 / 김성철 외 대한약침학회

22 2008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에서 근육내 봉독약침과 피내 봉독약침의 효능비교연구 / 김행범 외 대한침구학회

23 2008 오지체표정위법(五指體表正位法)을 이용한 퇴행성 슬관절염의 침도침 치료에 관한 연구 / 이건목 외 대한침구학회

24 2008 퇴행성 슬관절염에 대한 근위취혈과 원위취혈 침 치료의 효과비교에 대한 임상연구 / 박인식 외 대한침구학회

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따라서 저자는 한의학, 의학 및 관련분야의 퇴행성 슬관절염

에 대한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구경향을 비교분석하여 임

상에의 활용을 도모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모색하여 노인의

료에 있어 한의학의 저변 확대를 기대할만한 약간의 지견을 얻

었기에 이를 보고하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국내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대학부속병원 및 기타 의학 관

련 연구기관에서 2000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퇴행성 슬관

절염을 주제로 발표된 학위논문 및 학회지에 등재된 임상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임상에서의 보존적 치료의 종류와 연구경향에

초점을 맞추어 단순한 증례보고와 실험논문은 제외하였다.

2. 자료수집

자료의 수집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NDSL), 국회

전자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

이스(KMbase), 한국학술정보원(KISS)을 중심으로 on-line 검색을

하였으며 한의학계의 논문은 대한한의학회 소속의 학회 홈페이

지에서의 검색을 추가하였고 양방 및 관련분야 논문은 대한내과

학회, 대한슬관절학회, 대한물리의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 홈페

이지에서의 검색을 추가하였다. 각각 검색엔진 및 홈페이지에서

검색어를 ‘퇴행성 슬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슬골관절염’, ‘골관

절염’, ‘무릎관절염’로 하여 1차적으로 검색하였다. 이 중 수술과

관련이 없는 보존적 치료법에 관련된 논문은 총 109편이었으며

한의학 26편, 의학 및 관련분야 논문이 83편이었다. 해당 논문들

중 원문 열람이 불가능한 논문 및 2례 이하의 증례보고를 제외한

71편의 논문을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자료분석

한의학 논문 24편, 의학 및 관련분야논문 47편을 수집하였으

며 학술지 등재 논문과 내용이 동일한 학위 논문은 학술지만 선

택하였다. 한의학 논문은 연도별, 발행기관별, 주제별로 구분하

였고 주제별로는 침과 방제, 기타로 구분하였다. 의학 및 관련분

야논문은 연도별, 발행기관별, 주제별로 구분하였고 주제별로는

약물치료, 운동치료, 전문가가 시술이나 시연이 필요한 치료, 기

타로 구분하였다. 논문목록은 논문제목별 가나다순으로 정리하

였다. 의학 및 관련분야 논문에서 주제별 논문 발표 수 및 경향

을 살펴보았다.

결 과

1. 한의학 논문

한의학 논문은 총 24편으로 퇴행성 슬관절염의 치료에 약침

의 활용과 다른 치료법들의 적용, 한약처방의 적용, 침구치료에

대한 논문들로 조사되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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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dical Theses about Consevative Treatment of Osteoarthritis in Knee Joint

No. 연도 논문명 / 저자 학회 및 연구기관

1 2001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글루코사민의 효과 / 이도영, 문호생,조규형,천정은 대한슬관절학회

2 2002 타이치 운동교실 참여 후 골관절염 여성환자의 통증, 체력, 신체기능 및 우울의 변화 / 송라윤 외 류마티스건강학회

3 2002 퇴행성 슬관절염에서 히야루론산의 효과 / 이동철 외 대한슬관절학회

4 2002 대퇴사두근 유연성 운동이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의 기능활동 정도에 미치는 영향 / 황돈영 외 대한물리치료사학회

5 2002 수중운동이 골관절염 환자의 통증·유연성·무릎관절각도·수면에 미치는 영향 / 박종숙 경희대 체육대학원

6 2003 수중에서의 슬관절 운동이 만성 슬골관절염 환자의 근력강화, 관절가동역, 통증에 미치는 효과 / 최현정 단국대 특수교육대학원

7 2003 슬골관절염 환자에서 초음파 검사를 이용한 Lornoxicam과 Acetaminophen의 효능 비교 / 도주호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8 2003
Kaltenborn-Evjenth 방법을 이용한 관절가동운동이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의 통증, 관절가동범위 및

일상생활활동에 미치는 영향 / 김옥경
용인대 재활보건대학원　

9 2004 아로마 테라피가 퇴행성 슬관절염 여성의 통증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 김은경 대전대 대학원　

10 2004 무릎 골관절염에서의 초음파 소견에 따른 소염진통제와 acetaminophen의 유효성 비교 / 도주호 외 대한류마티스학회

11 2004 무릎 골관절염에서의 펄스 전자기장 치료의 효과 / 이정찬 외 대한류마티스학회

12 2004 무릎 골관절염 치료를 위한 hyaluronicacid와 triamcinolone 주입 효과 비교 / 송선옥 외 대한마취과학회

13 2005
퇴행성 슬관절 환자에 있어서 8주간 족관절 가동범위 운동에 따른 내측/외측 광근의 EMG변화에 관한

연구 / 박호동
단국대 스포츠과학대학원　

14 2005 밸런스 테이핑 요법이 퇴행성 슬관절염 여성노인의 통증과 슬관절 운동범위에 미치는 효과 / 김은아 외 한국간호교육학회

15 2005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의 무릎통증에 적용된 치료마사지 프로그램의 유용성 / 정동혁 코리아스포츠리서치

16 2005 관절·등척성 운동 프로그램이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의 신체기능에 미치는 영향 / 반도윤 이화여대 대학원

17 2006 재활프로그램이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의 등속성 근력에 미치는 영향 / 김혜인 외 대한물리치료사학회

18 2006 보존적 물리치료가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의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 / 정현성 외 대한물리의학회

19 2006
베하스[BeHaS]운동 프로그램이 슬관절 골관절염을 가진 중년 여성의 통증, 건강상태 및 체중에 미치는

효과 / 김종임 외
기본간호학회

20 2006
등척성 운동과 탄성밴드를 이용한 등장성 운동이 만성 슬골관절염 환자의 근력, 관절가동범위, 균형에

미치는 영향 / 윤형덕
단국대 특수교육대학원

21 2006 슬골관절염 환자를 위한 타이치운동, 수중운동과 자조관리 프로그램의 효과비교 / 이혜영 한국간호과학회

22 2006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에서 히알루론산나트륨의 관절내 단독 투여와 세정 후 투여의 치료효과에 대한

비교연구 / 이재준
한림대 대학원　

23 2006 무릎 골관절염 노인을 위한 재활운동 프로그램의 근력 및 통증에 미치는 효과 / 임재길 외 대한물리치료학회

24 2006 수중 재활운동 후 퇴행성 슬관절염 노인환자의 대퇴사두근력, 정적균형, 신체구성의 변화 / 진행미 외 한국여성체육학회

25 2006 슬골관절염 여성을 위한 하지운동 프로그램이 근력과 유연성에 미치는 효과 / 김종임 외 기본간호학회

26 2007
키네시오 테이핑이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의 외측 광근과 내측 광근의 근활성도에 미치는 효과

/ 손길수 외
대한물리치료학회

27 2007
8주간의 운동 프로그램이 퇴행성 슬관절염 고령 여성의 관절의 기능상태, 근력, 유연성 및 평형성에

미치는 효과 / 홍은정
건양대 보건복지대학원

28 2007 홍화자(carthamisemen) 추출물이 퇴행성 슬관절염의 임상증상에 미치는 효과 / 이인재 포천중문의과대 대체의학대학원

29 2007 겔-타입 인솔이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보행에 미치는 영향 / 은선덕 외 한국운동역학회

30 2007 아로마 마사지요법이 노인의 퇴행성 슬관절염에 미치는 영향 / 지현주 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　

31 2007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의 하지패턴이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의 근기능에 미치는 영향 / 정현성 외 대한물리의학회

32 2007 재활운동 프로그램이 퇴행성 슬관절염 노인의 통증, 체력, 우울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조윤경 고신대 대학원 　

33 2007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의 하지근력 강화운동이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 / 장원석 외 대한물리의학회

34 2007
타이치 자조프로그램이 슬골관절염 여성노인 환자의 관절기능상태, 피로, 낙상공포에 미치는 영향

/ 최정현 외
한국노년학회

35 2007 수정된 대퇴사두근 등척성 근력강화 운동이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에게 미치는 효과 / 강정선 삼육대 대학원　

36 2008 골관절염 환자에서 piroxicam 함유 패취제의 유효성 및 안전성 / 박성훈 외 대한내과학회

37 2008 키네시오 테이핑이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의 보행패턴에 미치는 효과 / 손길수 외 대한물리치료과학회

38 2008 퇴행성 슬관절염의 운동치료 효과에 대한 생체역학적 분석 / 이희경 조선대 대학원 　

39 2008
도수치료와 치료적 운동이 퇴행성 슬관절염 여성의 감각운동기능, 기능적 수행력과 장애지수에 미치는

효과 / 고태성
삼육대 대학원

40 2008 테이핑 요법이 퇴행성 슬관절염 노인의 통증 및 신체기능에 미치는 효과 / 정경화 외 임상간호연구

41 2008 발 반사 마사지가 퇴행성 슬관절염 여성노인의 통증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 이경연 동의대 대학원

42 2009
골관절염을 가진 여성의 균형감, 유연성,심폐기능 및 근력에대한 타이치 운동과 자조관리 프로그램의

효과비교 / 송라윤 외
기본간호학회

43 2009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게 시행한 아로마 마사지가 통증, 일상활동능력 및 피로에 미치는 효과 / 김인자 외 근관절건강학회

44 2009 노인여성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의 노르딕 워킹운동이 통증과 근활성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 김재영 강원대 산업대학원

45 2009 골관절염의 치료에서 COX-2 선택적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이용 / 송영준 외 대한슬관절학회

46 2009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의 수중운동과 노르딕워킹 운동 후 하지의 근활성도와 보행형태 및 통증변인 분석

/ 양승민
강릉대 대학원 　

2. 의학 및 관련분야 논문

의학 및 관련분야에서는 주로 복용하여 치료하는 약물치료,

관절에 주사를 사용하는 경우, 여러 가지 운동치료, 아로마테라

피, 물리치료기기, 테이핑요법, 패취제, 마사지, 태극권 등의 체조

등의 치료방법에 중점을 둔 논문들이 조사되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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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연골 및 활액막, 연골하골 등 슬관절의

여러 조직들이 자체적으로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면서 나타나는

질환으로7) 노쇠현상이나 과다한 체중과 관계가 깊으며 퇴행성

관절질환, 골관절염이라고도 불리워진다. 퇴행성 슬관절염의 발

병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규명되어 있지는 않으나 유전적 영

향, 인종등의 원인도 있으며, 비만이나 대사, 골밀도, 관절주의

근력, 관절 불안정성, 스포츠 등 반복적인 스트레스 등의 원인도

연관되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퇴행성 슬관절염의 증상은 서서히 진행되며, 초기에는 경도

의 동통 및 이상음이 가장 흔히 나타나고 관절의 운동장애, 경도

의 종창 및 관절 주위의 압통 등을 수반하게 된다. 만성화되면

계단 오르내리기, 기립하기가 힘들게 되며, 활액막의 비후, 관절

액의 증가 등이 나타나고 결국 근위축, 운동 제한, 관절 잠김과

같은 소견을 보이게 된다. 점진적으로 체중부하에 따른 동통이

현저해지고 종창도 심해지며 내반, 외반기형도 발생하게 되어 노

년의 생활에 많은 불편과 고통을 주게 된다
9)

.

관절연골은 노인성 혹은 퇴행성 변화에 의해 변형됨으로 이

를 완전히 정지시킬 방법은 없기 때문에 각각의 관절에 대해 국

소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통증을 경감시키고, 관절의 기능을 유

지, 기형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고, 이미 발생된 기형은 교정하도

록 하고 기능을 증가시킴으로써 환자의 재활에 도움을 주는데

치료 목적이 있다
10)

.

퇴행성 관절염의 양방적 치료는 보존적 치료과 수술적 치료

로 나눠지며 보존적 치료에는 비약물적 치료과 약물적 치료가

있다. 비약물적 치료의 대표적인 것은 체중감량, 대퇴사두근 강

화운동을 포함한 저부하 운동, 물리치료, 신발의 조절, 보행보조

기의 이용 등이 있으며11), 약물치료로는 진통소염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장기간 사용할 때 prostaglandin 합성 억제로 인한

위궤양 발생 위험 증가, 신기능 저해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

며12), 최근에는 지효성 증상 개선제(symptomatic slow-acting

drug for osteoarthritis, SYSADOA) 혹은 구조개선 효과가 있

을 것으로 시사되는 약물(structure-modyfying osteoarthritis

drugs, SMOAD)을 실제 처방에 이용하고 있다11). 기존 진통소

염제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택적 소염진통제 등이 개발되었

으나 부작용이 발견되는 등 관련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보

존적 치료 방법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으며, 관절의 변화가 계속

진행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극심한 경우 수술치료를 시술한다
2)

.

한의학적 치료는 한약치료, 침구치료, 추나치료, 운동치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근래에는 봉약침을 포함한 약침치

료가 임상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발표된 퇴행성 슬관절염의 치료에

관한 한의학 논문은 총 24편이었다. 2000년과 2009년에는 발표된

임상논문이 없었고,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5편의 논문

이 발표되어 퇴행성 슬관절염에 대한 임상 연구가 꾸준히 이루

어지는 있으나 발표 논문의 양적 증가 경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Fig. 1).

0

1

2

3

4

5

6

Publication of Theses by Year in 
Oriental Medicine

Publication of Theses 
by Year in Oriental 
Medicine

Fig. 1. Publication of Theses Classified by Year in Oriental

Medicine.

가장 많은 수의 논문을 발표한 곳은 대한침구학회로서 대상

이 된 24편의 논문 중 17편을 차지하여 퇴행성 슬관절염에 대한

해당 학회의 활발한 연구 활동을 보여주었다. 대한경락경혈학회,

대한약침학회, 대한한의학방제학회, 대한한의학회, 한방재활의학

과학회에서는 1편씩의 논문이 보고되었고 경희대 대학원에서 학

위논문으로 2편의 연구가 발표되었다(Fig. 2).

Kyunghee Univ.

Society of Merdian and 
Acupoint

Korean Pharmacopuncture 
Institute

Korea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Oriental Medicine 
Prescription Academy in 
Korea
Korean Oriental Medical 
Society

Fig. 2. Distribution Classified by Major Field or University in

Oriental Medicine.

총 24편 중 19편의 논문이 퇴행성 슬관절염의 침치료에 관

련된 것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13편의 논문이 약침을 사용하여

그 효능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고 있었다. 약침치료는 일정한 방

법으로 제조한 각종 약물을 경락학설의 원리에 의거하여 유관한

혈위, 압통점 혹은 체표의 촉진으로 얻어진 양성 반응점에 주입

함으로써 자침과 약물작용을 동시에 발현시켜 생체의 기능을 조

정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신침요법
13)

중 하나로 13편 중의 9편은

봉약침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4편은 각각 자하거, 표고버섯, 홍화,

녹용약침을 사용하였다.

왕 등은 70명의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봉약침을 시술해

82.9%에서 호전이상의 반응을 얻었으며
14)

, 임 등은 25명의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침과 봉약침의 복합시술이 88%의 환자에게서

호전 이상의 반응을 가지고 왔다고 보고했다
15)

. 이 등
16)
과 류

17)
,

안 등
18)
은 호침치료를 대조군으로 한 봉약침 연구에서 슬관절의

기능개선 및 통증 호전에 있어 호침과 봉약침 모두 효과가 있으

나 호침에 비해 봉약침이 더 우수함을 증명하였고, 최
19)
는 수술

권유를 받은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봉독을 시술함으로써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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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존에 받던 양방치료를 지속할 때보다 통증과 일상활동수행

에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김 등이 근육내와 피

내 봉약침 시술이 부위에 따른 효과의 유의한 차이는 없음을 보

고하였는데20), 아직 경혈, 해부학적 구조를 고려한 아시혈, 관절

강내 등 간의 부위별 시술에 따른 임상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

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봉약침이 임상에 다용되고 있으나 치명적인 아나필락

시스반응이 봉약침의 임상 사용에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고21)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봉약침의 항원역할을 하는 효소를

봉독에서 원천적으로 제거한 효소제거봉독(Sweet Bee

Venom)22)을 사용한 연구가 2007년 나 등과 2008년 김 등에 의

해 시행되었다
23,24)

. 그러나 이 두 연구는 각각 동일한 숫자의 실

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여 효소제거봉독과 봉약침만을 시술했으

나 나 등의 연구에서 몸전체 및 환부의 VAS 평가가 모두 효소제

거봉독이 봉약침에 비해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은 것에 반

해 김 등의 연구에서는 몸전체의 VAS 평가는 비슷하나 환부의

VAS 평가에서 봉침의 효과가 더 우수하다는 상반된 결론을 얻

었다.

홍화약침과 자하거약침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대조군에 호침

치료를 하여 비교하였는데 홍화약침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홍화

약침 치료가 호침치료보다 더 효과적이었는데 비해 자하거약침

치료는 호침치료와 별다른 차이를 이끌어내지 못했다25,26). 그 외

표고버섯약침27)과 녹용약침28)을 사용한 연구는 각각 33명, 15명

의 환자에게 해당 약침을 시술하여 슬관절 기능 개선과 통증 감

소에 있어 유효한 효과가 있음을 발표하였다.

침법을 비교한 연구에는 맞춤형 침과 표준형 침 치료를 비

교한 김 등
29)
과 변 등

30)
의 연구, 체침과 체질침을 비교한 채 등

31)

의 연구, 근위취혈과 원위취혈을 비교한 박 등32)의 연구가 있었

는데 근위취혈이 원위취혈보다 통증 완화와 기능개선에 유의하

게 더 효과적임을 입증하는데 2주의 치료기간만이 필요했던 반

면, 맞춤형 침과 체질침이 대조군보다 더 유효한 효과를 나타내

기 위해서는 각각 3개월 이상, 20회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했

다. 가짜침을 대조군으로 두고 사암침법의 효능을 검증한 민무홍

의 연구에서는 가짜침 치료군에 비해 사암침 치료군이

KWOMAC의 기능 점수에 대해 유의하게 효과가 있었다33).

그 외 이 등은 연구에 침도침을 사용하였는데 침도침은 침

첨(鍼尖)에 편평한 날이 붙어 있어 상처의 유착부위까지 들어가

긁어낼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침도침을 사용함에 있어 치

료부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오지체표정위법(五指體表正位法)을

제시하고 12명의 환자 중 10명에서 통증, 종창이 경감되고, 슬관

절 기능은 개선되는 이상의 효과를 보고하였다34).

10년간의 퇴행성 슬관절염에 대한 임상논문에서 언급된 처

방은 슬관절방과 제통단 뿐이었는데 박 등은 2004년 슬관절방 1

호의 유효성에 대해 34명의 환자에게 슬관절방 1호를 전탕용액

으로 투여하여 통증 뿐만 아니라 기능에서도 호전을 보임을 연

구하였고35), 그 다음해 슬관절방 1호를 전탕액과 현탁액으로 나

누어 투여하여 전탕액과 현탁액이 동등한 수준의 효과를 보임을

입증하고 새로운 한방제형 개발과 대중화의 의지를 보였다
36)

. 서

등은 2005년 동일한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제통단의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하고 이어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일정부분 효능이 있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추정되나

실험을 설계함에 있어 실험군과 대조군의 정밀한 조절이 미흡하

여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37,38).

한의학의 전형적인 치료방법인 침과 처방 이외에 성 등은

레인보우 파워 요법을 통한 퇴행성 슬관절염의 치료를 소개하였

는데39), 기를 직접 체내에 주입할 수 있는 레인보우 파워라는 기

기
40)
를 사용하여 기존 한방치료만을 받았을 때보다 기능 향상과

통증 완화에 있어 더 나은 효과를 가져왔음을 발표하였다.

의학 및 관련분야의 퇴행성 슬관절염에 대한 임상 논문은

학위논문 18편을 포함하여 총 47편으로 한의학계와 마찬가지로

2000년도에 발표된 논문은 없었고 2005년까지는 매년 4편 이

하의 논문이 발표되다가 2006년과 2007년에 각 10편씩의 논문

이 발표되었다. 이후 2008년 6편, 2009년 5편으로 감소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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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ublication of Theses Classified by Year in Medicine.

최다 발행기관은 대한물리의학회로서 2006년과 2007년에 각

2편씩, 총 4편의 임상논문을 발표하였고 단국대학교, 대한슬관절

학회, 기본간호학회에서 각 3편, 삼육대학교, 대한류마티스학회,

대한물리치료사학회, 대한물리치료학회에서 각 2편을 발표하였

다. 그 외 강릉대학교, 강원대학교, 건양대학교, 경희대학교, 고신

대학교, 대전대학교, 동의대학교, 용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포천중문의과대학교, 한림대학교에서

각각 1편의 학위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근

관절건강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마취과, 대한물리치료과학회,

류마티스건강학회, 임상간호연구, 코리아 스포츠 리서치, 한국간

호과학회, 한국간호교육학회, 한국노년학회, 한국여성체육학회,

한국운동역학회에서도 각각 1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이 중 대학교를 제외한 발행기관은 18개에 이르며 주로 물리치

료와 간호에 관련된 학회에서 이 질환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퇴행성 슬관절염의 치료목적이 통증

감소와 기능향상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41).

의학 및 관련 분야의 퇴행성 슬관절염에 대한 보존적 치료

는 약물적 치료와 비약물적 치료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약물을

주제로 한 논문은 9편이었으며, 비약물적 치료 중 운동치료에 관

련한 논문이 26편, 전문가의 시술이 필요한 마사지와 테이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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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로 각각 5편과 4편, 그 외 물리치료에 관련된 2편의 논문과

인솔의 재질에 관련된 1편의 논문이 있었다.

이 중 운동치료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이 발표되었는데 논

문에서 다루는 운동의 종류를 크게 나누어보면 하지의 근력 및

유연성 등을 강화시키는 운동, 시술자가 수동적으로 적용하는 운

동, 근력운동, 등척성 운동, 관절가동운동 등을 적절하게 배합시

켜 만든 복합운동, 타이치(태극권) 운동이나 수중 운동 같은 전신

적인 운동 등이 있었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약물(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NSAID)은 cyclooxygenase 활성을 억제

하여 prostglandin과 thromboxane의 생성을 억제하여 진통, 해

열, 항염증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위나 장에서 궤양을 유발하

는 빈도가 높고 혈소판의 thromboxane A2 생성의 억제로 혈소판

의 응집 억제와 출혈 시간을 연장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42).

2000년 미국 류마티스 학회의 골관절염 약물치료 지침에 따르면

경증 혹은 중증도의 통증이 있는 골관절염 환자의 대부분에서

단순 진통제인 acetaminophen과 NSAID는 효과가 비슷하므로

부작용이 적은 acetaminophen이 제 1선택제로 권고되고 있다
11)

.

그러나 현재까지 acetaminophen과 NSAID를 선택하는 분명

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선택의 기준을 찾으려는 연구

가 있었다. 도주호는 2003년의 연구에서 NASID의 투여가 무릎

초음파검사 상 뚜렷한 호전을 보이지 않아 acetaminophen의 사

용을 재고하였으나43), 2004년의 연구에서 초음파 검사상 골관절

염의 위중도가 심할수록 NSAID가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고

하였다44).

NSAID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양방에서는 지속적인 연구

를 통해 그 해결법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송 등은 비선택적 소염

진통제(non-selective NSAID)에 상응하는 우수한 소염진통효과

를 지니면서도 위장관에 보다 나은 안정성을 보여주는 COX-2

선택적 소염진통제의 이용을 소개하였고
45)

, 이 등은 위약군,

NSAID 복용군용, 글루코사민 복용군에 대한 비교연구를 하여

글루코사민이 NSAID에 비해 효과가 낮고 서서히 발현되나 4주

이후부터 두 약물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어지므로 치료 초기에

진통소염제와 적절히 병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46). 박 등은

NSAID가 위장관으로 흡수되어 일어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

해 피부를 통해 투여하는 패취제의 유효성 및 안정성을 검토하

였으나47), 경구제제와의 비교연구가 아닌 패취제의 보조성분을

달리한 연구라 임상적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정상 관절의 성분인 hyaluronic acid은 관절내에서 막을 만

들어 마찰을 줄여 관절내 윤활작용 및 관절표면 보호작용, 충격

흡수, 전달작용 등의 역할을 하며 골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양이 감소하는데
48)

, 이 등은 히야루론산의 관절내 투여

가 약제 추시 후 3주부터 동통, 활동도, 기능평가에 있어 유의성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였고49), 송 등은 관절 연골의 구성성

분인 hyaluronic acid와 steroid인 triamcinolone을 주입하여 이

들의 치료 효과를 비교해 보았는데 두 약제 모두 통증완화 효과

가 있었으나 유효한 차이는 없었다는 결과를 얻어 부작용을 야

기할 수 있는 steroid 제재의 관절내 주입보다는 hyaluronic acid

의 주입이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50). 이재준은

hyaluronic acid 주입 전 냉각생리식염수 세정 여부에 따라 임상

적인 면이나 관절내 생물학적인 지표의 변화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없음을 보고하였다51).

대체의학대학원 소속의 이인재는 한방의 약침치료에서 착안

하여 홍화자의 추출물을 슬부 주위의 경혈에 주입하여 통증, 기

능, 환자의 만족도를 분석하기도 하였다52).

대부분의 골관절염 환자들은 골관절염이 이환된 관절이 있

는 한쪽의 다리부터 불편감이 있게 되며 이러한 불편감은 활동을

저하시키는데, 활동저하는 점차 관절운동성과 유연성을 감소시키

게 되며 근력을 저하시키게되며53), 등척성 운동, 등장성 운동, 등

속성 운동과 같은 근력증진 운동이 통증의 완화와 정상가동 범위

를 유지하여 노인환자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다54).

하지의 근력강화운동에 관련된 논문은 5편이었는데 김 등은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수정된 베하스 운동프로그램에 일어났다

앉기 운동, 무릎 강화운동, 대퇴사두근 힘주기, 발끝으로 서기 등

의 하지근력운동을 추가하여 배근력, 앉았다 일어서기 시간 단

축, 하지근력 증진의 결과를 얻었고
55)

, 장 등은 의자를 이용한 하

지근력강화 운동프로그램의 통증 감소, 기능수행력 향상, 동요면

적의 호전의 효과를 검증하였고56), 이 연구에 걷기운동만을 한

30명을 추가로 비교하여 자세균형을 증가시키는 데는 걷기 운동

보다 하지근력강화운동이 더 효과적임을 밝혔다57).

강정선은 기존의 대퇴사두근 등척성 강화 운동이 경골의 전

방전위를 일으키고 전십자인대에 긴장을 가하며 후십자인대에

부하를 가하는 것을 교정하여 수정된 대퇴사두근 등척성 근력강

화운동의 효과를 검증하였다58). 수정된 대퇴사두근 등척성 강화

운동이란 바로 누운 자세에서 정상측 고관절과 슬관절 90° 굴곡

을 유지한 상태로 환측의 고관절과 슬관절을 신전시켜 대퇴사두

근의 등척성 수축을 유발시키는 운동으로서 수정 이전과 수정

후 운동이 모두 통증과 관절강직을 완화시키고 일상생활수행의

어려움을 감소시키는 등 효과를 보이지만 슬괵근의 근력은 수정

된 운동에서만 증가하였다.

윤형덕은 등척성 운동과 탄성밴드를 이용한 등장성 운동을

비교하여 탄성밴드를 이용한 등장성 운동이 근력, 무릎의 가동범

위, 균형력에 있어 더 나은 효과를 가지고 왔다고 하였고59), 황

등은 대퇴사두근의 신장운동을 통한 유연성 운동이 대퇴사두근

의 근력을 향상시키고 이어 관절가동범위와 기능적 활동도 호전

시킨다고 하여 근력운동과 함께 탄성밴드를 이용한 운동, 유연성

운동을 병행하는 운동을 실제 임상에서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다60).

시술자가 수동적으로 적용하는 운동에는 견인과 이완을 통

해 관절의 신연, 활주 운동을 일으켜 관절가동범위를 늘리는

Kaltenborn-Evjenth식 관절가동운동, 족관절 내회전 제한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족관절 내회전 및 외회전 가동범위운동, 도

수치료에 추가로 처방된 저항운동 및 균형운동, 근육과 건 내의

고유수용기를 자극함으로써 기능을 향상시키고 근력, 유연성, 그

리고 평형성을 증가시키는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PNF)을 적용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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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등이 있었다61-65).

여러 가지 운동을 복합적으로 조합하여 본 6개의 연구에서

는 복부 배부 근력운동, 하지 유연성운동, 균형운동을 조합하거

나, 수중운동과 짐볼 및 탄성밴드 운동을 1~2일 마다 번갈아 적

용하거나, 등척성 운동에 각각 저항성 및 유연성운동, 등속성운

동, 무릎관절운동 혹은 등장성 운동을 더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

데 이 운동들의 조합이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감소시

키고 근력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 연구에 따라 내용의 차이는 있

으나 모두 유효한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66-71)

.

전신운동으로는 베하스 운동, 노르딕워킹 운동, 수중 운동,

타이치(태극권) 운동을 주제로 총 7편의 논문이 있었다. 베하스

운동프로그램은 한국의 정통무예인 심무도의 명상무예동작을 중

심으로 개발된 집단 운동프로그램으로서 주 운동에는 주로 팔과

다리의 무릎과 고관절을 접었다 펴는 것을 반복하여 체중이 양

쪽 하지에 고루 유지되면서 몸을 이동하여 사지관절 주변의 근

육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는데72), 김 등의

연구에서 퇴행성 슬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에게 있어 유의하게 효

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72)

.

수중운동에 있어 수중환경은 다양한 관절 상황들에 치료 목

적의 달성을 위한 물의 고유한 성질을 통증감소와 관절염의 진

행과정 등에 따라 각 단계에서 재활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주

는 역할을 한다73). 수중운동을 다룬 3개의 연구에서는 수중운동

이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의 통증, 무릎관절의 유연성, 수면상태

를 개선시키고, 등척성 운동에 비해 통증과 근력 및 관절가동역

을 호전시키며, 대퇴사두근의 신전근력과 정적균형능력을 향상

시킨다고 하였다74,75).

노르딕워킹운동은 양손에 전용폴(스틱)을 잡고 지면을 누르

면서 앞으로 나가는 동작을 반복해서 하는 운동으로 일반워킹대

비 1.5배의 칼로리 소모가 되며, 관절의 무리를 덜어주는 운동인

데 김 등은 이 운동이 수중운동과 같은 효과가 있으나 수중운동

에 비해 통증을 유발하다고 보고하였고76), 수중운동과 노르딕워

킹운동에 대해 통제군을 두고 하지근활성도, 보행형태, 통증변인

을 분석한 양승민은 1차적으로 통증 감소를 위해 수중운동을 실

시하고 2차적으로 근력강화를 위해 노르딕워킹운동을 병행하는

것을 제안하였다77).

타이치(태극권) 운동은 1997년 호주의 가정의학과 의사인

Lam에 의해 개발된 관절염 환자를 위한 운동프로그램으로서 중

국의 무술에서 기원한 부드러운 몸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다78). 송

등은 타이치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유연성, 근력, 신체기

능의 의미있는 호전을 얻었지만 통증, 뻣뻣함, 우울 항목에서는

유의한 변화를 얻지 못하였고79), 최 등은 타이치 운동을 적용한

자조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증과 피로에 대한 유효성은 입

증하였으나 관절기능 상태와 낙상공포에서는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80,81).

관절염 환자를 위한 자조관리프로그램은 재가 관절염 환자

의 증상 및 일상생활 관리를 위해 개발되어 1997년 이후 지역사

회에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82),

이혜영의 연구에서 통증, 뻣뻣함, 대퇴사두근 및 슬와근의 근력,

일상활동수행의 어려움 등 모든 항목에서 자조관리 프로그램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을 밝히고 통증에 있어 타이치 운동군이

유효하게 효과적임을 제시하였고
83)

, 송 등은 자조관리 프로그램

이 타이치 운동에 비해 균형감, 근력 중 배근력과 악력, 신전근의

지구력을 증가시키지 못한다고 발표하였다84).

전문가의 시술이나 시연이 필요한 요법으로는 마사지와 테

이핑요법이 있었는데 정동혁은 통증제거와 근육이완을 목표로

기존의 스포츠 마사지에 치료적인 테크닉을 가미하여 퇴행성 슬

관절염 환자에 적용함으로써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

였고85), 이경연은 발에 나타나 있는 반사부위를 반복적으로 마사

지하여 통증완화와 우울 개선의 효과를 얻기도 하였다86). 아로마

를 이용한 마사지는 3편의 연구에서 진행되었는데 김은경은

2004년과 2009년의 연구를 통해 라벤더, 카모마일, 진저 등의 혼

합오일이 아몬드오일을 이용한 마사지에 비해 통증, 우울, 피로

를 완화시키고 일상활동능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

다87,88). 지현주는 일반마사지에 비해 라벤더, 페퍼민트 로즈마리

의 혼합오일을 사용한 아로마 마사지가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

가 있다고 발표했다
89)

.

밸런스 테이핑요법의 기전은 피부에 테이프를 부착하여 피

하의 감각수용기를 자극하여 근육의 긴장도를 촉진시키거나 억

제시켜 근육의 균형적인 긴장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90)

, 김 등은

23명의 여성환자에게 통증 패턴에 따라 테이핑처치를 하고 통증,

슬관절운동범위에서 유효한 효과를 거두었으며91), 정 등은 테이

핑처치가 통증과 신체기능에 양호한 효과를 보이나 처치를 중단

할 경우 지속적인 효과가 유지되지 않음을 보고했다92). 손 등은

40명의 환자를 온습포와 전기치료만 적용한 대조군과 테이핑요

법을 추가한 실험군으로 나누어 외측광근과 내측광근의 근활성

도에 미치는 효과와 테이핑이 보행패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두 개의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테이핑 요법이 내측 및 외측 광근

의 근활성도를 증가시키고 보행패턴에 있어 보장, 보행속도, 분

속수를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얻었다93,94).

그 외에 보존적 물리치료95)와 펄스 전자기장96)에 대한 연구,

인솔의 재질과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의 보행간의 관계
97)
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온습포, 초음파, 경피신경전기자극치료를 사용한

물리치료에 대한 연구는 일정부분 유효했는데 반해 펄스 전자기

장과 겔-타입의 인솔은 기대할 만한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를 정리해 보면, 한의학적인 연구에서는 슬관절염의 치료

에 관한 연구는 주로 약침을 위주로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외에 여러 가지 침구치료들을 사용하여 각각의

침구치료들의 객관적인 치료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

하다고 볼 수 있었다. 여러 연구를 통해 자하거, 표고버섯, 홍화,

녹용약침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봉약침 및 봉약침의 항원

효소를 제거한 효소제거봉독에 관한 연구도 슬관절염의 치료에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

약침을 위주로 한 연구가 많은 까닭은 약침의 제형 상 관절

염에 있어 가장 가까이에 직접적으로 투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특정 관절의 문제시 그 관절 부근에 시술하는 약침의 활

용도가 높으며, 여러 가지 한약재들의 약침화를 통해 해당 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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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러한 약침의 다양한 시도는 제형적 변화와 더불어 슬관절염에

있어 획일화된 한약재보다는 다양한 약재의 선택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임상논문에서 약침에

관한 내용 및 연구가 많은 또 다른 이유는 실험적인 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응용 될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한 요구로 인해 많이 시

행된 것으로 보이며, 연구에서의 성공적인 치료효과를 토대로 하

여 실제 임상에서의 치료에 있어 침구치료와 더불어 시행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봉약침의 연구에 있어 치

료의 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나기도 하는 등 아직도 연구할 분야

가 많다고 사료된다.

처방의 연구에는 슬관절염에 있어서 슬관절방과 제통방의

사용시의 효과를 알아 보아 이를 통해 임상에 보다 응용할 수 있

도록 하였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에 관습적으

로 행해지던 치료라도 근거중심의학에 의거하여 보다 검증하여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진다. 한의학적인 치

료의 객관화 및 근거중심의 치료절차를 얻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양의학 및 관련분야에서의 연구에서는 acetaminophen과

NSAID, COX-2 선택적 소염진통제, 글루코사민, 히야루론산 등

약물의 사용에 관한 논문들이 있었다. 연구들에서 효과적인 면에

서 대부분 유효하다고 나타났으나, 약물의 선택의 기준 또는 부

작용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되고 있었다. 이는 약물치료의 특성상

특정약물의 연구가 진행되어 해당 약물이 실제 임상에서 적용된

후에 발생하는 부작용 및 여러 가지 반응에 따라 향후 연구가 지

속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비약물치료에 대해서는 운동치료

및 마사지, 테이핑요법 등에 관한 연구가 많았는데, 대퇴사두근

강화 또는 신장 등의 자극을 주는 운동을 통해 슬관절염 운동 및

통증의 변화를 알아 본 연구가 있었으며, 베하스, 노르딕, 수중운

동, 타이치 등의 전신운동을 통해 슬관절의 통증 및 운동범위의

증진에 유효한 효과를 나타낸 연구가 많았다. 마사지와 테이핑

등의 부가적인 치료법들 또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테이

핑 처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지속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으로 연구되었다. 운동 및 기타 자극을 통하여 관절의 운동범위

를 늘려주며, 또한 병원에서의 치료법만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할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의 웰빙을 추구하는 추세와도 맞물려 의료인의 일차적인 치료

외에도 부가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체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통증 개선 및 운동범위의 증진을 위한 연구가 활

발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슬관절염의 보존적 연구가 활발히 지속되

고 있으나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하여 보고되는 연구의 숫

자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체적인 연구가 증상중

심의 연구에서 구조중심의 연구로 바뀌는 과정으로 생각된다. 국

내의 연구는 주로 증상 중심의 연구이지만, 국외의 연구는 주로

구조중심의 연구이며, 약물을 사용하여 이 구조의 변화를 꾀하는

연구가 많다. 따라서 구조중심의 연구로 변화하는 과정에 국내의

게재건수가 줄었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 퇴행성 슬관절염에 대한 연구는 한의

학계나 의학계 모두 활발히 다루어지고 있다. 비가역적인 퇴행성

변화를 거치는 질환의 특성상 수술하지 않는 경우에는 획기적인

치료법을 찾기가 힘들고 치료의 목표가 대증적 관리에 있기 때

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결과 양방적인 접근은 주로 침습적인

수술치료,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물치료가 대부분이며, 적은경우

만 운동치료 등 비침습적인 치료법을 사용한 경우였다. 반면에

한의학적 치료법은 대부분이 비침습적이라는 면에서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운동치료 등의 비침습적 치료법에 대한 부분은 환자

의 관리 및 일상생활에서의 치료라는 면에서 침구치료, 한약약물

치료 등 한의학적인 치료법과 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의학계의 연구에서 퇴행성 슬관절염에 주로 약침에 관한 연구가

많으며, 그 외에 침구치료, 한약약물치료, 다른 특수 치료법 등

다양한 시도가 많았다. 침구치료 외에 한약약물치료, 약침치료를

시행하며,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치료 등을 가르친다면 보다 뛰

어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증을 덜어주기 위해

마사지나 테이핑요법등의 치료법도 기존치료와 같이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듯 연구를 토대로 한방과 양방의 비

침습적 치료법들을 병행한다면 임상에서의 퇴행성 슬관절염의

치료의 효과 및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제한점 및 문제점이 나타났

다. 검색된 논문의 내용을 확인함에 있어 모든 논문의 내용을 확

인하지 못하여 제한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그 첫 번째이

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연구 집단을 가질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논문의 대상 범위를 2000년 이후의 9년

으로 제한한 바, 그 전의 연구와의 비교는 전혀 없었던 점이다.

본 연구를 통해 최신 연구의 내용은 알아볼 수 있었지만, 과거와

유사한 점이나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지 않았다. 향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구의 경향성의 변화에 대해서도 보다 조

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한의학계에서는 2000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총 24편의

퇴행성 슬관절염 관련 임상논문을 발표하였으며 2006년에 5편으

로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2004년, 2005년 2008년에 각

4편, 2001년, 2002년, 2007년에 각 2편, 2001년에 1편의 논문이 발

표되었고 2000년과 2009년에는 발표된 임상논문이 없었다.

총 24편의 논문 중 대한침구학회에 17편(70.8%)으로 가장 많

은 논문을 발표하였고 경희대 대학원에서 2편의 학위논문, 대한

경락경혈학회, 대한약침학회, 대한한의학방제학회, 대한한의학

회, 한방재활의학과학회에서 각각 1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주제별로는 침에 관련한 논문이 24편 중 19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처방에 관련한 논문은 4편이었고 그 외 레인보우파

워요법을 다룬 논문이 1편 있었다. 침을 주제로 다룬 19편의 논

문 중 약침을 사용하여 연구한 논문은 13편, 침구치료 간의 효능

을 비교한 논문이 4편, 특정 침구치료에 대한 효능을 입증한 논

문이 2편 있었다.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치료법들에 대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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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및 객관화의 연구가 많으며, 접근성이 좋은 약침을 통해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많았다.

의학 및 관련 분야논문에서 연도별 논문 발표 수 및 경향은

2000년 이후 10년 동안 의학 및 관련분야에서는 총 47편의 논문

을 발표하였는데 2006년과 2007년에 가장 많은 각 10편씩의 논

문이 발표되었고 2008년에 6편, 2009년에 5편, 2002년, 2004년,

2005년에 각 4편, 2003년에 3편, 2001년에 1편이 발표되었으며

2000년에는 발표되어 검색 가능한 임상논문이 없었다.

의학 및 관련분야 논문에서 발행기관별 논문 발표 수 및 경

향은 강릉대학교를 포함한 27개의 학회 및 연구기관에서 1편씩

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대한류마티스학회, 대한물리치료사학회,

대한물리치료학회, 삼육대학교에서 2편씩, 단국대학교와 대한슬

관절학회, 기본간호학회에서 3편씩을 발표하였으며 대한물리의

학회에서 4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의학 및 관련분야 논문에서 주제별 논문 발표 수 및 경향은

주제별로는 운동요법에 관련한 논문이 26편으로 가장 많았고 약

물을 주제로 한 논문은 9편이었으며, 전문가의 시술이 필요한 요

법으로 마사지 관련 5편과 테이핑 관련 4편의 논문이 있었다. 그

외 물리치료에 관련된 논문 2편과 인솔의 재질을 다룬 논문이 1

편 있었다. 주된 치료에 도움이 되면서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

는 운동 및 체조, 테이핑 관련 연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약침 등 한의학 관련 분야와 운동요법 등 의학의 비침습적

인 보존적 치료법을 결합하는 병행한다면 슬관절염 치료의 효율

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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