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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effectiveness of complex Korean medicine treatment applied to the patients with degenerative meniscal tear and the correlation
among clinical effectiveness, body mass index (BMI) and Kellgren-Lawrence grade (KL-grade).
Method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38 patients who had been diagnosed with degenerative meniscal tear.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by BMI, KL-grade and treated with acupuncture, electroacupuncture and pharmacopuncture. Clinical outcomes were assessed
using Numeric Rating Scale (NRS),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Arthritis
Index (WOMAC Index) and EuroQol-5 Dimension Index (EQ-5D Index).
Results Both NRS and WOMAC scores were significantly reduced after treatment (p
＜0.001). The EQ-5D for assessing quality of life showed further improvement (p＜0.05).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the BMI and NRS, EQ-5D.
KL-grade was correlated with WOMAC.
Conclusions These results show that complex Korean medicine treatment to the patient
with degenerative meniscal tear may be effective as a conservative therapy.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J Korean
Med Rehabil 2018;28(4):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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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하는 추세를 보여 반월판 손상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인 비용 손실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의하면 2017년 한 해 반월

이와 관련하여 반월상 연골판은 넙다리뼈와 정강뼈 고

판과 관련한 상병으로 진단받은 환자 수는 약 21만 명, 총

평부 사이에 위치하여 수직 부하에 대한 충격의 흡수 및

진료비는 약 1,500억으로 최근 5년간 약 100억 정도 상승

체중 분산, 윤활 작용, 관절 압력의 감소 등의 무릎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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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구조이다2). 따라서 스포
츠 활동 중 슬관절 굴곡위에서 갑작스런 회전 시 급성으
로 파열이 나타날 수 있으며, 중장년층 이후의 경우 반월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상 연골의 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퇴행성 파열이 나타날
수 있다3-5).

본 연구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7월 15일까지

이 중 퇴행성 파열의 경우 50대에서는 약 19%, 90대에

대전자생한방병원에서 슬관절 부위로 방사선 및 자기공

서는 50%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증가하는 비율을 보이

명 영상상 퇴행성 반월상 연골판 손상으로 진단받은 환자

며, 원주 테두리의 장력 소실로 인하여 반월상 연골판의

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 44

기능이 소실되어 골관절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44명 중 설문지에 응하지 않

6)

고되어 있다 . 또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은 환자 5명, 1주 이내에 퇴원한 환자 1명을 제외한 38명

40%에서 관절경상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 동반되어 퇴행

의 환자를 추적, 분석하였다.

성 연골판 손상이 관절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환자들을 대상으로 침 치료, 약침 치료 및 전침 치료를

있어 슬관절 기능을 보존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적극적인

기본으로 시행하였다. 배제 기준으로 슬관절의 염증성 질

7,8)

치료가 권유되고 있다 . 치료의 경우 수술적 방법과 보

환(감염성 및 자가 면역질환), 기형, 외상 및 수술의 경력

존적 방법으로 구분지을 수 있으며,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

이 있는 환자는 제외하였다.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이, 성별, body mass index (BMI),
Kellgren-Lawrence grade (KL-grade), 대퇴골과 무릎의 기

2. 연구 방법

계적 각도(Q각), 환자의 운동 능력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
법을 선택하여야 한다9,10).

본 연구는 관찰 연구로서, 대전자생한방병원에서 슬관

대표적인 수술로 봉합술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반월

절 통증을 호소한 38명의 의무기록을 수집하여 분석하였

상 연골판의 심각한 퇴행성 변화가 없는 급성기 파열 및

다. 본 연구에서의 모든 통계는 SPSS 23.0 Windows 프

손상 부위의 연골 상태가 비교적 건강한 상태(Outerbridge

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

grade 1-2), 하지 정렬과 인대의 안정성이 정상적인 경우 등

하였으며, 수집한 의무기록의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0,11)

이 적응증에 해당된다

. 다만, 위의 적응증에 해당되지

1) 성별

않으며 수술적 치료가 부적합한 환자의 경우는 보존적 치료

2) 연령

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최근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의

3) 체질량 지수(BMI)

12,13)

경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보고들이 발표되고 있다

.

4) KL-grade의 정도

국내에도 반월상 연골판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봉

5) 치료에 의한 Numerical Rating Scale (NRS), Western

침 및 도침을 이용한 사례들이 있으나 증례의 수가 적어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Arthritis Index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반월상 연

(WOMAC) 및 EuroQol-5 Dimension (EQ-5D) in-

골판 손상에 대한 평가도구의 사용이 적합하게 이루어지

dex의 호전도

14-16)

지 않은 논문들이 있었다

. 이에 저자의 이전 연구를

발전시켜 퇴행성 반월상 연골판 손상 환자의 한의학적 치
료 효과에 대한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17,18).

3. 치료 방법
1) 침 치료
침 시술에 사용된 침은 일회용 stainless steel 호침(0.30
×40 mm, Dongbang Medical, Seongnam, Korea)을 사용
하였으며, 환자 앙와위로 시행하였다. 取穴은 침구치료
사용혈인 內膝眼(EX-LE4), 外膝眼 (犢鼻, EX-LE5), 陽陵泉
(GB 34), 陰陵泉 (SP 9), 膝陽關 (GB 33), 梁丘 (ST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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血海 (SP 10), 足三里 (ST 36), 鶴頂 (ST 34), 委中 (BL 40)
및 阿是穴 중에 통증이 있는 부위의 經絡의 流注에 따라
혈위를 선택하여 각혈위의 위치에 따라 0.762∼2.54 cm
(근위혈) 또는 2.54 cm 이내(원위혈) 자침하였다. 침 치

20)

2) KL-grade의 정도

방사선 영상 및 숙련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 소견
을 바탕으로 KL-grade를 이용하여 퇴행정도를 나누었다.

료는 입원 당일부터 1일 2회 시행하였으며, 임상경력 2년

(1) Grade 0: 방사선영상상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없음

이상의 시술자 2인이 오전, 오후로 각 1회씩 진행하였다.

(2) Grade 1: 임상적으로 의심스러운 퇴행성 관절염 및
미미한 골증식이 보임

2) 전침 치료

(3) Grade 2: 경도 퇴행성 관절염, 골증식이 뚜렷하게

內膝眼 (EX-LE4), 外膝眼 (犢鼻, EX-LE5) 2부위에 8 Hz
이상파의 전침 자극을 이용하여 15분 동안 유침하였으며, 전
침기는 Goodpl GP-304N (Goodpl, Wonju, Korea)을 사용

보이나 관절강 간격 감소는 거의 없거나 미미함
(4) Grade 3: 중증도 퇴행성 관절염으로 골증식이 Grade
2에 비해 뚜렷하며, 관절강 간격의 감소가 보임

하였다. 침 치료와 동일하게 입원 당일부터 1일 2회 시행

(5) Grade 4: 심각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뚜렷한 골증식

하였으며, 임상경력 2년 이상의 시술자 2인이 오전, 오후

과 더불어 심각한 관절강 간격 감소와 연골하골 경

로 각 1회씩 진행하였다.

화가 보임

3) 약침 치료

3) NRS

약침 치료에 사용된 주사기는 일회용 Insulin syringe

통증 평가 방법 중에서 0~10까지 숫자로 통증 정도를

(29G×12.7 mm, 1 mL, Scmedical, Gumi, Korea)였으며,

표현한 NRS를 사용하여 환자의 통증 정도를 기록하였다.

환자앙와위로 시행하였다. 약침 치료에 사용한 혈위는 內

0점은 통증 없음, 10점은 환자가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심

膝眼 (EX-LE4), 外膝眼 (犢鼻, EX-LE5), 陽陵泉 (GB 34),

한 통증으로, Visual Analogue Scale (VAS) 지표도 이와

陰陵泉 (SP 9), 足三里 (ST 36) 등이고, 신바로 약침(Jaseng

유사하지만 시력이나 운동기능이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

Spine and Joint Research Institute, Namyangju, Korea)을

문에 좀 더 유용하다. NRS의 측정은 입원 당일과 퇴원일

국부 경혈 1 cm 깊이에 0.5 mL씩 총 1 mL를 직자 후 당

에 시행하였으며 호전도는 입원 당시 값과 퇴원 시 값의

겨보아 혈관에 刺入됨이 없음을 확인 후 주입하였다. 환자

점수차로 하였다21).

의 호소에 따라 좌우 중 환측에만 시술하였다. 약침치료는
입원 당일부터 1일 2회 시행하였으며, 임상경력 2년 이상
의 시술자 2인이 오전, 오후로 각 1회씩 진행하였다.

4) WOMAC Index
WOMAC Index는 임상이나 임상연구에서 관절염 등
슬관절의 전체적인 관절기능의 점수를 나타내는 지표 중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의 하나로, 통증, 강직, 관절기능의

4. 분류기준 및 평가 방법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4문항으로 통증에

1) 체질량 지수(BMI)

관한 문항이 5개, 강직에 관한 문항이 2개, 그리고 나머

체질량 지수(BMI)는 Quetelet 지수(BMI=체중[kg]/신장
2

지 신체적 기능과 관련한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에 관한

[m] )로 산출하여 구하였으며, 구분은 세계보건기구 아시

문항이 17개로 구성되어 있어 전반적인 관절의 기능 상태

아 태평양 기준(World Health Organization, Asia-Pacific

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도구는 환자가

2

Perspective, 2000)에 따라 18.5 kg/m 미만을 ‘저체중’,
2

2

직접 설문 작성하는 자기 기입식 평가도구로 최근 48시간

2

의 상태를 평가하며, 작성 시 소요 시간은 3분 이내이다.

이상 24.9 kg/m 이하를 ‘과체중’, 25.0 kg/m 이상을 ‘비

각각의 문항들은 5-Point Likert Scale (0=None, 1=Mild,

18.5 kg/m 이상 22.9 kg/m 이하를 ‘정상체중’, 23.0 kg/m
2

2

2

만(I)’, 30.0 kg/m 이상을 ‘비만(II)’으로 정의하였으나, 비

2=Moderate, 3=Severe, 4=Extreme) 또는 VAS 의 2가지

만(II)에 해당되는 환자의 수가 적어 비만(I)과 비만(II)을

형태를 이용(0~10점 사이를 5등급으로 나누어 기록)하여

19)

합쳐 비만으로 분류하였다 .

점수화한다. 통증과 관련한 설문점수는 0~20점, 강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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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점수는 0~8점, 신체적 기능과 관련한 점수는 0~68

경우는 0을 대입한다. N3는 ‘심각한 문제 있음’이 하나라

점이 되며, 각각의 문항은 모두 동일한 가중치를 갖는다.

도 있는 경우 1을 대입함을 뜻한다. 한국어판 EQ-5D는

임상적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가중치를 두지 않고 세 가

우리나라의 일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

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0~96점의 범위)이 대개 연

를 검증한 연구에서 수렴 및 판별 타당도가 확인되었으며,

구에서 활용되며, 아직까지 유효성은 입증되지 않고 있다.

검사-재검사 간의 전체적 퍼센트 일치율(overall percent

평가는 점수가 높을수록 악화된 증상, 제한된 활동, 나쁜

agreement)이 79∼97%, 하부영역별 kappa 계수는 0.32

22)

건강을 뜻한다 .

∼0.64로 적당한(moderate) 수준의 신뢰도를 갖춘 것으
로 나타났다24).

WOMAC index 호전도(%)=(1-퇴원 시 WOMAC index/
입원 시 WOMAC index)×100

5. 자료 분석 및 통계처리
구체적인 통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5) EQ-5D

1) 퇴행성 반월판 연골 손상으로 슬관절통을 앓고 있는

EQ-5D는 건강 상태를 다섯 가지로 나누어 평가하는
도구로, 현재는 운동능력(morbidity, M), 자기 능력(selfcare, SC), 일상 활동(usual activity, UA), 통증/불편감(pain/
discomfort, PD), 불안/우울(anxiety/depression, AD) 등의

환자의 성별, 연령, BMI, KL-grade의 분포 특성은
실수, 백분율 등의 서술통계로 진행하였다.
2) 모든 자료는 정규성 검정(Shapiro-Wilk test)을 진행
하였다.

다섯 가지 측면에서 효용을 평가하는 도구로 발전하였다.

3) 퇴행성 반월판 연골 손상으로 슬관절통을 앓고 있는

각 측면별 응답은 ‘전혀 문제가 없다. 약간의 문제가 있

환자의 NRS, WOMAC, EQ-5D 값의 치료 전후 변화

다. 중요한 문제가 있다’ 등의 세 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져

와 그 유의성은 정규성 검정(Shapiro-Wilk test)에 따

있으며, 이를 이용해 정의할 수 있는 건강의 상태는 총

라 Paired t-test, Wilcoxon Signed-Ranks test를 이용

35인 243개의 가능한 건강 상태를 정의할 수 있고, 여기

하여 분석하였다.

에 죽음과 의식 손실 두 가지를 추가하면 245개의 건강
8)

4) BMI 및 KL-grade에 따른 NRS, WOMAC, EQ-5D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 최근 5개 차원에 대해서 5개 수

호전도 상관관계를 비교하기 위하여 정규성 검정

준으로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EQ-5D-5L 버전이 출시되어

(Shapiro-Wilk test)에 따라 Pearson’s product mo-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2013년까지 국

ment correlation coefficient 및 Spearman rank-or-

민건강영양조사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적용에 대한

der correlation coefficient, Partial correlation co-

가중치(tariff)가 보고된 3개 수준의 척도를 이용해서 조사
하였고, 분석에 사용한 가중치 공식은 원시자료 이용지침

efficient를 사용하였다. 유의수준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고 위 기준을 만족할 경우 통계

에 수록된 2007년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삶의 질 조사

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모든 측정

도구의 질 가중치 추정 연구보고서에 근거하여 산출하였

치는 Mean±standard deviation으로 표시하였다. 결

23)

으며 아래와 같다 .

과값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며, p값
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EQ-5D Index
= 1-(0.050+0.096×M2+0.418×M3+0.046×SC2+0.136×

6. 윤리적 검토

SC3+0.051×UA2+0.208×UA3+0.037×PD2+0.151×
PD3+0.043×AD2+0.158×AD3+0.050×N3)

본 연구는 환자의 개인 식별 정보를 기록하지 않은 후
향적, 전자차트 분석연구로, 자생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숫자 2는 ‘약간 문제 있음’, 숫자 3은 ‘심각한 문제 있

2018년 8월 14일자 승인번호 2018-08-002로 연구 승인을

음’을 의미하고, 해당되는 경우 1을 대입하며 그렇지 않은

받았으며, 연구에 참여하게 된 환자분들에게는 입원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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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서면 동의를 대신하

만 정도에 따른 BMI의 평균은 정상군은 21.45±1.13 kg/m2,

였다.

과체중군은 24.14±0.62 kg/m2, 경도 비만군 27.41±1.12
kg/m2, 중등도 비만군 35.73±1.82 kg/m2였다(Table Ⅱ).

3. KL-grade 분포

결과»»»

분포 정도는 Grade 1이 8명(21.05%), Grade 2가 18명
(47.37%), Grade 3이 12명(31.58%)이었다. Grade 2가 가

1. 성별 및 연령 분포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Grade 3, Grade 1 순으로
성별 분포는 남성이 9명, 여성이 29명이었다. 평균 연령

높았고, Grade 4에 해당하는 환자는 없었다(Table Ⅲ).

은 60.45±7.07세이며,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3명(7.89%),
50대가 12명(31.58%), 60대가 21명(55.26%), 70대가 2명
(5.26%)으로, 가장 젊은 환자는 41세, 가장 고령 환자는
79세였다(Table Ⅰ).

4. 치료에 대한 호전도
1) NRS
통증의 호전도를 평가하고 치료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
해서 치료 전후 슬관절 통증의 NRS 점수의 변화를 Wilcoxon

2. BMI 분포

Signed-Ranks test를 통해 확인하였다. NRS 점수의 경우
2

전체 연구대상자 38명의 평균 BMI는 25.45±3.98 kg/m

였다. 세계보건기구 아시아 태평양 기준(2000)에 따라, 정
상군 10명(26.32%), 과체중군 12명(31.58%), 경도 비만군
13명(34.21%), 중등도 비만군 3명(7.89%)으로 나타났다. 비

치료 전 6.13±1.56에서 4.13±1.89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
다(p＜0.001) (Table Ⅳ).
2) WOMAC
슬관절 통증 환자의 임상적 치료 결과와 기능적 장애

Table Ⅰ. Distribution of Sex and Age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치료 전후 WOMAC index 값의

N

%

9

23.68

29

76.32

40-49

3

7.89

50-59

12

31.58

60-69

21

55.26

70-79

2

5.26

38

100

Sex
Male
Female

값의 경우 치료 전 50.32±16.86에서 치료 후 41.58±20.67

Age

Total

변화를 Paired t-test를 통해 확인하였다. WOMAC index
로 감소됨이 관찰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Table Ⅳ).
3) EQ-5D
삶의 질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치료 전후의 EQ-5D 값을 Wilcoxon Signed-Ranks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치료 전후 EQ-5D 값의 경우 치료
전 0.677±0.15에서 치료 후 0.727±0.13으로 유의하게 증

Table Ⅱ. Distribution of Body Mass Index
BMI
Underweight

Table Ⅲ. Distribution of Kellgren-Lawrence-Grade

N

%

0

0.00

KL-grade

N

%

Normal

10

26.32

Grade 1

8

21.05

Overweight

12

31.58

Grade 2

18

47.37

Obesity

13

34.21

Grade 3

12

31.58

3

7.89

Grade 4

38

100

Total

Morbid obesity
Total

0

0.00

3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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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삶의 질이 호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5)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Table Ⅵ).

(Table Ⅳ).

6. KL-grade와 치료 호전도의 상관성
5. 체질량 지수(BMI)와 치료 호전도의 상관성
KL-grade와 퇴행성 반월상 연골판 손상 환자의 치료 호
BMI와 퇴행성 반월상 연골판 손상 환자의 치료 호전도

전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규성에 따라 Pearson’s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product moment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및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BMI와 NRS

rank-order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호전도 사이에서 0.454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으며(p＜0.01),

KL-grade와 WOMAC의 호전도 사이에서 -0.534로 통계적

보통 정도의 양의 선형관계가 있었다. 또한 EQ-5D 호전
도 사이에서 0.374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으나(p＜0.05)

유의성이 있었으며(p＜0.01), 보통 정도의 음의 상관관계
를 나타내었다. 반면, KL-grade와 NRS, EQ-5D 호전도의

약한 양의 선형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BMI와 WOMAC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Table Ⅶ).

호전도 사이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Table Ⅴ).
BMI에 대한 NRS와 EQ-5D 호전도 사이의 각각의 영향을

고찰»»»

통제하기 위하여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BMI와 NRS 호전도 사이에서 0.421 (p＜0.01),
BMI와 EQ-5D 호전도 사이에서 0.330 (p＜0.05)으로 역시

과거부터 현재까지 반월상 연골판 손상으로 진단받은

Table Ⅳ. Changes on NRS, WOMAC, EQ-5D between Before and After Treatment
NRS*
†

WOMAC
*

EQ-5D

N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Improvement

p-value

38

6.13±1.56

4.13±1.89

2.00±1.36

0.000

38

50.32±16.86

41.58±20.67

8.74±12.86

0.000

38

0.677±0.152

0.727±0.128

0.050±0.135

0.02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unless otherwise indicated.
NRS: Numeric Rating Scale, WOMAC: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Arthritis, EQ-5D: EuroQol-5 Dimension.
*
Using Wilcoxon Signed-Ranks test. †Using Paired t-test.
Table Ⅴ.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BMI and Knee Pain Improvement (NRS, WOMAC, EQ-5D Improvement)
BMI

Pearson correlation

BMI

NRS improvement

WOMAC improvement

EQ-5D improvement

1

0.454

0.051

0.374

0.004

0.760

0.021

38

38

38

Significant (2-tailed)
N

38

BMI: body mass index, NRS: Numeric Rating Scale, WOMAC: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Arthritis, EQ-5D: EuroQol-5
Dimension.
Table Ⅵ.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BMI and Knee Pain Improvement (NRS, EQ-5D Improvement)
BMI
BMI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NRS improvement

1

Significant (2-tailed)
N

38

BMI: body mass index, NRS: Numeric Rating Scale, EQ-5D: EuroQol-5 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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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5D improvement

0.421

0.330

0.009

0.046

38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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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Ⅶ.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KL-grade and Knee Pain Improvement (NRS, WOMAC, EQ-5D Improvement)
KL-grade
KL-grade Pearson correlation

NRS improvement

1

Spearman rank-order
correlation coefficient

EQ-5D improvement

-0.534

1

-0.075

Significant (2-tailed)
N

WOMAC improvement

38

-0.063

0.653

0.001

0.706

38

38

38

KL-grade: Kellgren-Lawrence grade, NRS: Numeric Rating Scale, WOMAC: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Arthritis,
EQ-5D: EuroQol-5 Dimension.

환자에게 절제술과 봉합술이 진행되어 왔으며, 연골판 손

또한 BMI의 분포와 관련하여 총 환자 38명 중 경도 비

상으로 골두와 연골판 사이의 접촉 면적이 줄어듦에 따라

만군이 13명(34.21%)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체중군이 12

해당 부분에 압력이 증가하게 되어 퇴행이 가속화되므로

명(31.58%)으로 뒤를 이었다. KL-grade의 분포 역시 Grade

관절의 메커니즘상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연구가 진행되

2가 18명(47.37%), Grade 3이 12명(31.58%)으로 상대적

25)

어 왔다 . 하지만 연골 절제술을 진행했을 때 발생할 수

으로 높은 BMI와 KL-grade가 반월상 연골판 손상에 영향

있는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릎 연

을 미친다는 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9).

골 하골의 변형을 앞당길 수 있어 절제술보다는 봉합을
26-29)

하는 방향으로 수술이 진행되고 있다

치료 전후 NRS는 환자군 전체에서 6.13±1.56에서 4.13±
1.89로 2.00±1.36의 호전도를 보여 유의미한 호전 결과(p

.

의 적절한 지점에 관절경을 삽입하여 봉합을 하는 것이

＜0.001)가 나타났다. 치료 전후 WOMAC은 환자군 전체
에서 50.32±16.86에서 41.58±20.67로 8.74±12.86의 호

기술적으로 쉽지 않아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는 실정

전도를 보여 슬관절 통증 및 강직, 기능에 유의미한 호전

이며, 수술 이후 적절한 장력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는

결과(p＜0.001)가 나타났다. 치료 전후 EQ-5D는 환자군

다만, 관절경적 수술을 진행하더라도 연골판 손상 부위

30,31)

. 또한 퇴행성이 없는 경우 수술받은 환

전체에서 0.677±0.15에서 0.727±0.13으로 0.05±0.135의

자의 약 90%에서 만족도를 보였으나, 퇴행성 연골판 손
상의 경우 약 20%의 환자에게서 만족도를 보여 퇴행성이

호전도를 보여 생활수준의 전반적인 상승된 결과(p＜0.05)
가 나타났다.

아닌 경우와 큰 차이를 보였다32). 더 나아가 퇴행성 연골

더 나아가 BMI와 KL-grade의 정도에 따른 호전도를 비

판 손상 환자에게 관절경을 이용한 반월상 연골판의 부분

교하고자 하여 정규성에 따라 Pearson’s product moment

절제술을 진행한 군과 수술을 진행하지 않은 군을 비교했

correlation coefficient와 Spearman rank-order correla-

연구가 있다

33-35)

. 본 연구

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확인 결과 기존

에서도 퇴행성 반월상 연골판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

에 BMI가 높을수록 퇴행성 반월상 연골판 손상 발병률이

학적 치료를 통해 슬관절의 통증 및 기능적 장애, 삶의

높아지는 연구와는 별개로 BMI가 높을수록 NRS와 EQ-5D

질 향상에 효과가 있으며, 더불어 환자의 BMI와 KL-grade

호전도는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만, 비만

가 예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이 슬관절의 지속적인 체중부하로 슬관절 통증의 위험인

을 때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 대상에서 총 환자 38명 중 남성이 9명, 여성은

자가 될 수 있으므로 체중관리가 적극적으로 권유된다.

29명으로 남녀 1:3.22였으며, 평균 연령은 60.45±7.07세

또한 본 연구에서 KL-grade가 높을수록 WOMAC의 호

이다. 연령별 분포는 60대가 21명(55.26%)으로 가장 많았

전도가 떨어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방사선

으며, 50대 환자가 12명(31.58%)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영상상 환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관절의 구조적 문제가

국민보험공단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여성이 남

호전도에 영향을 미치며, 기존 KL-grade가 높을수록 발병

성에 비해 슬관절 통증 비율이 높으며, 298여 개의 질병

률이 높아지는 것과 유사한 결과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중 특히 관절 질환이 50대 이후에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관찰

36)

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파악된다 .

연구로, 대조군 설정 등의 추가적인 실험 설계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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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아 한의학적 치료와 퇴행성 반월상 연골판 손상

가할 수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KL-grade가 높을수

치료와 관련하여 완전한 인과성을 입증하기 충분치 않다.

록 WOMAC의 호전도가 떨어짐을 고려해 볼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환자들이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후각부 손
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손상 부위 및 손상모양에 따른 차이
로 인해 동등한 조건에서의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한 입원 및 퇴원 후의 치료 지표만 비교하여 장기적인
치료 효과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차후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
료된다.

결론»»»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7월 15일까지 대전자생한
방병원에서 슬관절 부위로 방사선 및 자기공명 영상상 퇴
행성 반월상 연골판 손상으로 진단받은 입원 환자 38명을
대상으로 한 관찰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환자 38명의 남녀 성비는 1:3.22였다. 평균 연령은
60.45±7.07세이며, 60대가 21명(55.26%)으로 가장
많았다.
2. BMI의 평균은 25.45±3.98 kg/m2였으며, 경도 비만
군이 13명(34.21%)으로 가장 많았다. KL-grade에 따
른 분포 정도는 Grade 2가 18명(47.3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Grade 3, Grade 1 순으
로 높았다.
3. 퇴행성 반월판 연골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학적
치료 결과 통증 정도를 나타내는 NRS 및 슬관절의
통증 및 강직, 기능을 나타내는 WOMAC,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 EQ-5D Index
모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4. BMI와 NRS, EQ-5D 호전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
였으며, KL-grade와 WOMAC의 호전도는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이외의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성이 없었다.
위의 결과를 통해 한의학적 치료가 퇴행성 반월상 연
골판 손상 환자에게 통증 감소 및 기능장애 개선, 삶의
질 개선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퇴행성 반월상 연골판 손상의 발병률과 달리 호전도
의 측면에서 BMI가 높을수록 NRS, EQ-5D 호전도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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