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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linical effect of Rubiae Radix pharmacopuncture on
knee joint pain.

Methods : The patients were treated by Rubiae Radix pharmacopuncture, Acupuncture, herbal
medicine.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treatment, The patient's symptoms were assessed by Visual
Analogue Scale(VAS) Score, Knee injury and osteoarthritis outcome score(KOOS) and physical
examinations.

Results : In all cases, the pain was reduc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improvement of VAS score,
KOOS and active Range Of Motion(ROM) of knee joint.

VAS score and KOOS of all cases were decreased. In two cases, ROM of knee joint has improved.
But in one case, ROM of knee joint has still been restricted. But there are no noticeable changes in
physical examinations.  

Conclusion : These results suggest that Rubiae Radix pharmacopuncture might be an effective
method to treat patients with knee joint pain. But, It's necessary to have more observations and experi-
ments with Rubiae Radix pharmacopuncture.

I. 서론

슬관절은사람의관절중에서가장취약하며가장복잡

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통증이 유발되기 쉽다. 그 취약성

은슬관절자체가보행, 굽히기, 서기및쪼그려앉기등에

상당히중요한역할을감당하는데있다. 슬관절은전적으

로인대및 강한근육의기능으로 그역할을수행하게되

어있으며광범위한활액막을포함하고있다. 이러한이유

들로인해슬관절은퇴행성관절염이가장빈번하게일어

나는관절로서초기증상으로약간의통증과약간의강직

이주된증상으로표현된다1). 또한슬관절은골구조상불

안정하면서도 외력을 받기 쉬운 위치에 존재하므로 가장

손상받기쉬운관절이다. 슬관절의병변에는교통사고, 스

포츠손상, 추락등의외력에의한인대손상, 반월상연골

손상 등이 빈발한다2). 이러한 슬관절 손상에 대한 한의학

적인 치료에 있어서는 침구요법, 부항요법, 약물요법,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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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요법, 약침요법등의치료시술을통하여祛風勝濕, 溫經

通絡, 消腫止痛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3-4). 약침요법은약물의유효성분을추출한후, 약물을

해당 질병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혈 또는

통처에주입하는방법으로경락, 경혈의치료작용과약물

의약리작용을혼합한치료방법이다5).

천초에 대한 연구로는 천초추출물의 면역조절효과6)와

천초의효능에관한실험적연구7) 등이있다. 

이에필자는化瘀, 消腫, 止痛하는 草8)를활용한약침

요법이 슬관절 통증에 효과가 있을거라 판단하여 3례의

슬관절통증환자에침치료, 한약치료및기타물리치료와

草藥鍼 치료를 병행하여 임상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

었기에이를보고하는바이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우석한방병원침구과에서슬관절통증을주소로입원한

환자 3례를 2010년 6월 17일부터 2010년 7월 1일까지

경과관찰을하 다.  

2. 환자의 평가

1) Visual Analogue Scale(이하VAS)9)

환자가느끼는가장심한통증을 10, 통증이없는상태

를 0으로하여환자스스로표출한상태를기재한것으로

본증례에서는 1주일에 2회평가하 다.

2) Range Of Motion(이하ROM)의평가

환자의 슬관절의 ROM 평가는 앉은 자세에서 능동적

굴곡각도를Goniometer로측정하 다.

3) Knee injury and osteoarthritis outcome score

(이하KOOS)10) (Appendix 1)

4) 이학적검사

환자의슬관절에대한이학적검사는슬부인대나반월

판 손상 및 전후방 십자인대 손상을 알 수 있는 Apley's

compression&distraction 검사, Drawer sign 검사와

McMurray 검사를시행하 다. 

(1) Apley's compression&distraction 검사11)

슬관절반월상연골과측부인대의손상을검사한다. 압

박시의 동통은 각각 내외측 반월상 연골손상을, 견인시의

동통은측부인대의손상일가능성이많다.

(2) McMurray 검사12)

McMurray 검사는반월상연골의손상을검사하는방

법이다. 검사를 반복했을 때 딸깍거리는 느낌이 느껴지거

나신전의장애가있으면양성이다.

(3) Drawer sign 검사 (슬관절전후견인검사, anteri-

or posterior draw sign)12)

Drawer sign 검사는 슬관절의 전후 평면 운동의 불안

정성을검사하는방법이다. 검사시과도한전후방향의움

직임은비정상적인소견으로십자인대나후방십자인대의

손상을의미한다.

3. 치료내용 및 시술방법

1) 약침치료

(1) 약침제재

본실험에사용한 草는경북 천에서생산된것으로

대한약침학회를통해구입하여엄선하 다. 대한약침학회

연구실무균실에서조제한 草藥鍼을사용하 다.

(2) 시술부위및방법

草藥鍼을內外膝眼, 梁丘(̀ST34), 血海(̀SP10) 총 4곳

의경혈에시술하 다. 환자를앉힌상태에서, 슬관절주위

의 시술 부위를 알콜 소독한 후 Sterile Hypodermic

Syringe(̀DM Medicrat 1.0mL, 30 Gauge, 신동방의료

주식회사, Korea)를이용하여 1회마다 4부위에 0.1mL씩

총0.4mL를시술하 다.

(3) 시술횟수

약침시술은주3회, 2주간시술하 다.

2) 침치료

직경 0.30mm, 길이 40mm(Stainless steel, 동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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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인 호침으로 足三里(̀ST36), 陰陵泉(̀SP9), 三陰交

(̀SP6), 合谷(̀LI4), 後谿(̀SI3), 神門(̀ST7)에 2주간 매일

자침하 다. 足三里(̀ST36)는 足陽明胃經의 合穴로 膝關

節痛, 膝無力을주치하며陰陵泉(̀SP9)은足太陰脾經의合

穴로膝下內側에위치하여관절주위염을주치한다. 三陰交

(̀SP6)는 足太陰脾經의 穴로 足厥陰肝經, 足少陰腎經과의

會合穴이다. 合谷(̀LI4)은手陽明大腸經의合穴, 後谿(̀SI3)

는手太陽小腸經의兪穴, 神門(̀ST7)은手少陰心經의兪穴

이다13). 

3) 약물치료

증례2, 증례3 환자의 경우 腎陰을 補하고 腰膝 한

병증에쓰일수있는六味地黃元14)에下肢引經藥인牛膝과

補肝腎 强筋骨 治足膝萎弱하는 杜 등을 加味하여 투여

하 으며아침, 점심, 저녁으로 1일 3회 2주간복용하 다
15). (熟地黃 山藥 山茱萸 澤瀉 白茯笭 牧丹皮 桂枝 黃芩

秦 牛膝杜 )

증례1 환자는약물치료를행하지아니하 다.  

4) 물리치료

간섭파전류치료(̀Interferential current therapy), 초

음파치료(̀Ultra sound), 온찜질(̀Hot pack)을 슬관절주

변에 1일 1회시행하 다.

III. 증례

1. 증례1 

박○○, 남자, 63세

1) 주소증

膝痛(̀Lt) 

2) 발병일

2010년 5월 21일

3) 과거력

2010.05.21-2010.06.12 전주○○병원에서입원치료

4) 현병력

2010.05.21 오토바이주행中좌측면에서차량과충돌

하여 좌측 슬관절을 손상받은 환자로 2010.5.21-

2010.06.12 전주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2010.05.21 시행한좌측슬관절 MRI 촬 으로내측반

월판열상을진단받고 2010.06.12에본원내원하 다. 내

원당시좌측슬관절전면부와경골전면의통증을호소하

다. 보행시통증이심하 으며좌측슬관절연골및인대

의불안정성이확인되었다. 경골전면의발적, 발열소견이

관찰되었다. 

5) MRI of Lt. Knee (̀2010.05.21, Fig. 1)

Horizontal tear in posterior horn of medial menis-

cus of Lt. knee

6) 치료경과(̀Table 1) 

좌측슬관절굴곡ROM은초기 100°에서 120°로제한

정도가감소되었으며, 좌측슬관절의VAS score는 3점에

서 0점으로감소되었다. 경골전면부위의 VAS score는 8

점에서 6점으로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했다. Apley's

compression 검사와 Mcmurray 검사에서 2주동안줄곧

양성소견을 보 으며, 그 외 Apley's distraction 검사,

Drawer sign 검사는모두음성소견을보 다. 이학점검

사의변화는관찰되지않았지만 KOOS는 106점에서 53

점으로 감소되어 환자의 슬관절 기능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수있었다.

2. 증례2 

조○○, 남자, 57세

1) 주소증

both knee joint pain (Rt>Lt)

2) 발병일

2010년 2월

3) 과거력

2010년2월전주○○병원에서입원치료

2010년3월-5월전주○○병원에서외래치료

4) 현병력

2010.02.21 전주 ○○병원에서 시행한 우측 슬관절

MRI 촬 으로골연골과내측반월판의퇴행성변화가있

음이 확인이 되었으며, 2010.06.10 본원에 내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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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당시우측슬관절깊숙한곳에서시큰거리는감각을

호소하며특히內側膝眼과膝 에통증을심하게호소

하 다. 안정시에도통증이발생하나보행시에는통증이

더 심해지며, 부종과 열감은 없지만 야간통은 간헐적으로

호소하 다. Apley's compression 검사, Mcmurray 검

사시양성소견을보여내외측반월판손상이의심되며, 슬

관절 내반(̀varus)/외반(̀valgus) stress 검사, Apley's

distraction 검사 소견은 음성으로 인대손상은 배제할 수

있었다. 

5) MRI of Rt. Knee (2010.02.21, Fig. 2)

Degenerative chondromalacia in inferior surface

of medial femoral condyle with reactive subcortical

marrow edema, Degenerative meniscal disease of

posterior horn of medial meniscus

6) 치료경과(̀Table 2) 

우측슬관절굴곡에대한 ROM은초기 100°에서 130°

로제한정도가감소되었으며VAS score는8점에서2점으

로감소되었다. Apley's compression 검사와Mcmurray

검사에서치료첫날양성소견을보 지만이후음성소견을

보 다. 또한 Apley's distraction 검사, Drawer sign 검

사에서모두음성반응을보 다. 이학적검사결과와함께

KOOS도102점에서72점으로감소되어환자의슬관절기

능이개선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3. 증례3 

이○○, 남자, 60세

1) 주소증

膝痛(̀Rt)  

2) 발병일

2010년 5월 22일

3) 과거력

2010.05.22-2010.06.07 전주○○병원에서입원치료

4) 현병력

2010.05.22 뒷차추돌에의한교통사고로우측슬관절

의통증이발생하여 2010.05.22-2010.06.07 전주○○

병원에서입원치료중, 2010.05.30 시행한우측슬관절

MRI 촬 으로내·외측반월판퇴행성변화가있음이확

인되어 2010.06.07에 본원 내원하 다. 내원 당시, 우측

슬관절전면부위의통증을호소하고열감및부종소견은

관찰되지않았으며, 보행시통증이증가되는양상을보

다. 우측슬관절의굴곡ROM은 110°(정상 130°)로제한

적이며 Apley's Compression 검사, Mcmurray 검사,

Drawer sign 검사모두양성소견을보 다. 

5) MRI of Rt. Knee (2010. 05. 30, Fig. 3)

Meniscal degenerations, mild to moderate, ant.

horn of Lat. meniscus and post. horn of Med'

meniscus, Rt.

6) 치료경과(̀Table 3) 

우측슬관절굴곡 ROM은 110°로제한이있었으며치

료기간동안변함이없었다. VAS score는 10점에서 1점

으로감소되었다. Apley's compression&distraction 검

사, Mcmurray 검사, Drawer sign 검사는치료기간동안

양성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양성 소견에도 불구하고

KOOS 평가는점수가 97점에서 73점으로감소되어환자

의슬관절기능이개선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IV. 고찰

슬관절은인체에서가장큰관절이면서구조적으로불

안정하기때문에주위의인대나근육들로안정성을유지

하고있다. 슬관절의동작은외관상으로는단순해보이지

만, 굴곡, 신전, 활주, 굴림그리고완전신전시에경골에

대하여 대퇴골의 복잡한 내회전이 있다. 또한 슬관절은

불안정한구조이면서외력을받기쉬운위치에있기때문

에구조적인손상이많이일어난다. 이러한구조적인손

상은단순방사선사진에서는판단하기어렵기때문에환

자의병력, 손상기전등에대한상세한문진과정 한이

학적검진이필요하다. 임상에서 자주보는구조적손상

으로인대손상, 반월상연골손상, 점액낭염, 관절내유

리체등이있으며, 외상의병력없이슬관절의종창과동

통이있으면관절염일가능성이 높다. 슬관절에잘나타

나는 관절염은 골관절염, 류마토이드 관절염, 통풍성 관

절염, 임균성관절염등이있다11). 

한의학에서는 슬관절은 <素問 脈要精微論>에“膝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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筋之府, 屈伸不能, 行則 , 筋將憊矣”라 하 고, <素

問五臟生成論>에“肝之合, 筋也”라하 고<素問六節藏

象論>에“肝者其充在筋, 以生血氣”라하 으며<素問五

臟生成論>>에서諸筋皆屬于節이라하여膝病과筋脈, 肝

臟이 접한관련이있음을말하 다16). 

또한한의학에서는슬관절의통증을痺症의각도에서

관찰하여 風寒濕熱의 사기가 인체의 榮衛失調, 理

空 혹은 正氣虛弱한 틈을 타고 경락으로 침입하거나

관절에 응체됨으로써 혈기운행이 순조롭지 못하여 관절

에痲木, 重着, , 疼痛, 腫脹, 屈伸不利, 심하면관절

의강직성변형을초래한다고하 다. 현대한의학에서는

膝痛, 膝腫痛, 膝腫, 膝外兼痛, 鶴膝風, 膝痺등으로표현

되고있다11).

슬관절 통증의 서의학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크게 보

존적치료와수술적치료로구분할수있다. 보존적치료

방법으로는 적당한 휴식과 운동이 배합, 약물요법, 그리

고문제가되는관절에대한국소적처치법등이쓰이며,

이러한보존적치료방법에도불구하고증상의호전이없

으며, 관절의 변화가 계속 진행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극심한경우에는수술적치료방법을시행한다17).

슬관절 통증의 한의학적인 치료에 있어서는 祛風勝

濕, 溫經通絡, 消腫止痛 등의 치료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침구요법, 부항요법, 약물요법, 봉독요법, 약침요법등의

방법이있으며, 이를통한치료로좋은효과를보고있다
3-4).

약침 요법은 침구 경락과 본초이론에 의하여 각종의

한약재를일정한방법으로조제한후경혈등에주입하여

자침과 약물효과를 바탕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신침요법

이다5). 이번 연구에 사용한 草藥鍼 의 草는 氣味가

苦寒하고肝經과心包經에작용하며血熱을없애고出血

을 멈추고 혈액순환을 촉진(活血)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

고있다18). 또한化瘀, 消腫, 止痛하는효능도겸하고있어

서8) 슬부의 통처나 슬부와 관련된 경혈에 주입함으로써

슬부의혈액순환과어혈제거및부종을없애고통증을감

소시키는데유효할수있다고보고, 草藥鍼치료를슬

관절통증환자 3례에시행하 다. 

증례 1 박○○ 환자의 경우 우측 슬관절 굴곡 ROM

은초기 100°에서 120°로제한정도가감소되었으며, 슬

관절의 VAS score는 3점에서 0점으로 감소되었다. 경

골전면부위의 VAS score는 8점에서 6점으로 감소되었

지만 여전히 통증이 존재했다. Apley's compression와

Mcmurray 검사에서 2주동안 줄곧 양성소견을 나타내

어반월판손상을의심할수있었다. 그 외 Apley's dis-

traction검사, Drawer sign 검사에서 모두 음성소견을

나타내어측부인대나십자인대의손상을배제할수있었

다. 이학적 검사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KOOS는

106점에서 53점으로감소되어환자의슬관절기능이개

선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증례 2 조○○ 환자의 경우 관절 굴곡 ROM은 초기

100°에서 130°로 제한 정도가 감소되었으며 슬관절의

VAS score는 8점에서 2점으로 감소되었다. 반월판 손

상을 판단하기 위한 Apley's compression검사와

Mcmurray 검사에서치료첫날양성소견을보 지만그

이후에는 음성소견을 보 다. 또한 Apley's distraction

검사, Drawer test에서모두음성반응을보여측부인대

나십자인대의손상은배제할수있었다. 이학적검사결

과와함께KOOS도 102점에서 72점으로감소되어환자

의슬관절기능이개선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증례 3 이○○ 환자의 경우 치료 첫날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가경과될때까지슬관절굴곡은 ROM은 110°로

제한이있었다. VAS score는 10점에서 1점으로감소되

었다. 반월판 손상을 판단하기 위한 Apley's compres-

sion검사와 Mcmurray test는 양성 반응이 지속되었다.

또한 Apley's distraction 검사에서양성반응을보여측

부인대의손상을확인할수있었으며치료시작후 2주가

경과된후에도개선되지는않았다. Drawer sign 검사에

서모두양성반응을보 으며전방/후방십자인대손상

이 2주 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양성 소견에도

불구하고 KOOS 평가에서 점수가 97점에서 73점으로

감소되어환자의슬관절기능이개선되고있음을확인할

수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기타 한방치료와 함께 시행한

草藥鍼 치료가 슬관절 통증 환자의 통증 감소에 있어서

유효성이있으며임상에서보다적극적인검증과활용이

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V. 결론

2010년 6월 17일부터 2010년 7월 1일까지우석대학

교부속우석한방병원침구과에서내원한슬관절통증환

자 3례를대상으로 草藥鍼치료와기타한방치료를시

행한후, 다음과같은결론을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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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AS

모든증례에서감소하 다. 

2. ROM

두증례에서 ROM이개선되었으나, 한 증례에서는변

화가없었다.

3. KOOS

모든증례에서감소하 다.

현재는 임상례가 적고, 다른 약침과의 대조군 설정을

통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를 병행하여 草藥鍼 치료만의 효과를 확실히 확인할

수없었던미흡한점이있지만, 위의결과로보아기타한

방치료와 함께 시행한 草藥鍼 치료가 슬관절 통증의

치료에 있어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임상에서 보다

적극적인검증과활용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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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KOOS

설문작성일: ________ /________ /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 /________ /________

이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침: 이설문지는환자의입장에서느끼는무릎관절의상태에대한질문입니다. 이정보는당신이느끼고있는무

릎관절의증상에대해알수있도록도와주며당신의일상생활을 위할수있게하는정보를줍니다. 각각의

질문에대해가장적당한하하나나의의항항목목에대해서만표기해주십시오.

S1. 당신의무릎에부종(붓기)가있었나요?

□전혀없었음□거의없었음□가끔있었음□종종있었음□항상있었음

S2. 당신의무릎에갈리는느낌, 삐걱거리는소리, 그외어떤다른소리가느껴지는증상이있었나요?

□전혀없었음□거의없었음□가끔있었음□종종있었음□항상있었음

S3. 무릎을움직일때잠김현상(갑자기잠겨서펴거나굽힐수없는증상)이있었나요?

□전혀없었음□거의없었음□가끔있었음□종종있었음□항상있었음

S4. 당신의무릎을최대한쭉펼수있었나요?

□항상있었음□종종있었음□가끔있었음□거의없었음□전혀없었음

S5. 당신의무릎을최대한굽힐수있었나요?

□항상있었음□종종있었음□가끔있었음□거의없었음□전혀없었음

S6. 아침에일어나서처음느끼는무릎의경직성은어느정도인가요?

□전혀없음□약간의경직□중등도의경직□심한경직□극도의경직

S7. 저녁무렵앉거나눕거나휴식할때느끼는무릎의경직성은어느정도인가요?

□전혀없음□약간의경직□중등도의경직□심한경직□극도의경직

KOREAN KOOS KNEE SURVEY

증상(̀Symptoms)
지난일주일동안당신의무릎관절의증상에대해답해주시기바랍니다.

경직성(̀Stiffness)
다음은지난일주일간무릎의경직성에대한질문입니다. 경직성이란걷거나무릎운동시무릎이뻑뻑한느낌이들거

나부드럽게움직일수없는느낌을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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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얼마나자주무릎통증을느끼십니까?

□전혀없음□1개월에한번□1주일에한번□매일□항상

최근일주일동안다음활동시느끼는무릎통증은어느정도 습니까?

P2. 무릎을비틀거나회전시킬때

□전혀없음□약간의통증□중등도의통증□심한통증□극도의통증

P3. 무릎을최대한펼때

□전혀없음□약간의통증□중등도의통증□심한통증□극도의통증

P4. 무릎을최대한굽힐때

□전혀없음□약간의통증□중등도의통증□심한통증□극도의통증

P5. 평지를걸을때

□전혀없음□약간의통증□중등도의통증□심한통증□극도의통증

P6. 계단을올라가거나내려갈때

□전혀없음□약간의통증□중등도의통증□심한통증□극도의통증

P7. 밤에잠을자는동안

□전혀없음□약간의통증□중등도의통증□심한통증□극도의통증

P8. 앉거나누웠을때

□전혀없음□약간의통증□중등도의통증□심한통증□극도의통증

P9. 똑바로섰을때

□전혀없음□약간의통증□중등도의통증□심한통증□극도의통증

A1. 계단내려가기

□전혀없음□약간의어려움□중등도의어려움□심한어려움□불가능

A2. 계단올라가기

□전혀없음□약간의어려움□중등도의어려움□심한어려움□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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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Pain)

일상생활기능(̀Function, Daily living)
다음은당신의신체적기능과연관된질문입니다. 이질문으로당신의일상생활중거동과자조력을알수있습니다.

각질문에대해가장최근일주일동안다음의활동시에당신이무릎으로인해겪었던어려움의정도를표기해주십

시오.



최근일주일동안아래의활동시당신의무릎으로인해겪었던어려움의정도를표기해주십시오.

A3. 앉았다일어나기

□전혀없음□약간의어려움□중등도의어려움□심한어려움□불가능

A4. 서있기

□전혀없음□약간의어려움□중등도의어려움□심한어려움□불가능

A5. 바닥을향해무릎을구부리거나물건을줍기

□전혀없음□약간의어려움□중등도의어려움□심한어려움□불가능

A6. 평지걷기

□전혀없음□약간의어려움□중등도의어려움□심한어려움□불가능

A7. 차를타거나내리기

□전혀없음□약간의어려움□중등도의어려움□심한어려움□불가능

A8. 쇼핑하기/ 시장보기

□전혀없음□약간의어려움□중등도의어려움□심한어려움□불가능

A9. 양말이나스타킹을신기

□전혀없음□약간의어려움□중등도의어려움□심한어려움□불가능

A10. 잠자리에서일어나기

□전혀없음□약간의어려움□중등도의어려움□심한어려움□불가능

A11. 양말이나스타킹벗기

□전혀없음□약간의어려움□중등도의어려움□심한어려움□불가능

A12. 잠자리에서무릎으로돌아눕기

□전혀없음□약간의어려움□중등도의어려움□심한어려움□불가능

A13. 목욕탕욕조에들어가거나나올때

□전혀없음□약간의어려움□중등도의어려움□심한어려움□불가능

A14. 앉기

□전혀없음□약간의어려움□중등도의어려움□심한어려움□불가능

A15. 화장실변기에앉거나일어날때

□전혀없음□약간의어려움□중등도의어려움□심한어려움□불가능

최근일주일동안아래의활동시에당신의무릎으로인해겪었던어려움의정도를표기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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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 가사일중중노동에속한것(무거운물건옮기기, 마루닦기등)

□전혀없음□약간의어려움□중등도의어려움□심한어려움□불가능

A17.  가사일중가벼운것(요리, 먼지제거등)

□전혀없음□약간의어려움□중등도의어려움□심한어려움□불가능

SP1. 쪼그려앉을때

□전혀없음□약간의어려움□중등도의어려움□심한어려움□불가능

SP2. 달릴때

□전혀없음□약간의어려움□중등도의어려움□심한어려움□불가능

SP3. 뛰어오를때

□전혀없음□약간의어려움□중등도의어려움□심한어려움□불가능

SP4. 다친무릎으로회전하거나비틀때

□전혀없음□약간의어려움□중등도의어려움□심한어려움□불가능

SP5. 무릎을꿇을때

□전혀없음□약간의어려움□중등도의어려움□심한어려움□불가능

Q1. 당신의무릎에대한문제점을얼마나자주인식하나요?

□전혀없음□1개월에한번□일주에한번□매일□항상

Q2. 당신의무릎에해가되는활동을피하기위해당신의생활습관을개선하려고하나요?

□전혀없음□약간의개선□중등도의개선□많은개선□완전한개선

Q3. 당신의무릎에대한자신감결여로얼마나어려움을겪나요?

□전혀없음□약간의어려움□중등도의어려움□심한어려움□극도의어려움

Q4. 전체적으로, 당신의무릎에얼마나많은불편이있나요?

□전혀없음□약간의불편□중등도의불편□심한불편□극도의불편

- 설문에응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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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및놀이기능(̀Function, Sports and Recreational Activities)
다음질문들은고도의활동을요하는신체적능력과관계된것들이다. 각질문에대해최근일주일동안다음의활동

시에당신의무릎으로인해겪었던어려움의정도를표기해주십시오.

삶의질(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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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RI of Lt. Knee (Case 1, T1 weight sagittal view)

Fig.  3. MRI of Rt. Knee (Case 3, T1 weight sagittal view)

Fig.  2. MRI of Rt. Knee (Case 2, T1 weight sagitt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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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슬관절/경골)

KOOS

ROM : Flexion (135°)

Apley's Compression

Apley's Distraction

Mcmurray test

Drawer test(Ant/Post)

6/19

3/8

106

100°

+

-

+

-/-

6/23

2/7

120°

+

-

+

-/-

6/27

0/6

120°

+

-

+

-/-

7/1

0/6

53

120°

+

-

+

-/-

Table  1. The treatment progress of Case1

VAS

KOOS

ROM : Flexion (135°)

Apley's Compression

Apley's Distraction

Mcmurray test

Drawer test(Ant/Post)

6/19

8

102

100°

+

-

+

-/-

6/23

6

130°

-

-

-

-/-

6/27

4

130°

-

-

-

-/-

7/1

2

72

130°

-

-

-

-/-

Table  2. The treatment progress of Case2

VAS

KOOS

ROM : Flexion (135°)

Apley's Compression

Apley's Distraction

Mcmurray test

Drawer test(Ant/Post)

6/19

10

98

110°

+

+

+

+/ +

6/23

8

110°

+

+

+

+/ +

6/27

6

110°

+

+

+

+/ +

7/1

1

73

110°

+

+

+

+/ +

Table  3. The treatment progress of Case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