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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Moxibustion Therapy on the Degenerative Arthritis 

of Knee Joint with Osteochondroma

Myung Jin Oh and Ho Sueb Song*

Dep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Gachon University

Objectives : This study was done for reporting effect of moxibustion therapy on the degenerative

arthritis of knee joint with osteochondroma.

Methods : Two patient with degenerative arthritis of knee joint with osteochondroma was treated by

moxibustion therapy. We applied moxibustion therapy three times a day for 12 days(three days per week).

To investigate effectiveness of treatment we used visual analogue scale, Korean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Results : 1. The moxibustion therapy deceased knee joint pain.

2. As a result of evaluation by visual analogue scale, Korean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the score marked lower than before treatment and after treatment.

Conclusion : Moxibustion therapy decreased knee joint pain that patient have degenerative arthritis of

knee joint with osteochondr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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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골연골종(osterochondroma)은 외골종(exostosis)이

라고도 하며, 골종양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양성 종양

이다. 진성 종양이라기보다는 발생 과정과 기형으로

생각된다1). 골연골종은 병변이 고립성으로 존재할 수

도 있지만 여러 개의 병변을 갖는 골연골종증을 보일

수도 있다2). 장관골의 골간단부에 호발하며, 그 중

슬관절 주위에서 40 % 정도로 비교적 흔하게 발생한다3).

퇴행성 슬관절염은 대부분 55세 이상에서 오며 비

만이나 가족력과 관련이 있다. 통증은 서서히 오며 초

기에는 활동 시에만 오지만 나중에는 휴식 시에도 통

증이 생긴다4).

한의학에서 膝關節은 ≪黃帝內經ㆍ素問․脈要精微

論≫5)에 “膝者 筋之府 屈伸不能 行則僂附 筋將憊矣”라

하였고 膝部疾患에 대해 ≪黃帝內經ㆍ靈樞․經脈≫6)

에 “膝臏腫痛”이라 하였다. 膝痛은 슬관절질환에서 흔

이 나타나는 증상의 일종으로서 鶴膝風, 歷節風 및 膝

腫痛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7).

灸의 문자가 가장 먼저 기재된 것은 ≪莊子․盜跖

篇≫8)으로 “無病自灸”라고 하였고, 灸法은 ≪醫學入

門≫9)에 “藥之不及, 針之不到, 必須灸之”라 하여 깊

은 병소에 있는 병일수록 灸法이 효과적임을 나타내

었다.

슬관절질환에 대해서 鍼灸 치료방법에 대한 증례

보고는 천초약침10), 녹용약침11), 봉독약침12), 동씨침13)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灸法이 슬관절 환자의

동통완화에 미치는 영향14)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그

러나 슬관절에 생긴 골연골종에 대한 임상연구나 골

연골종을 동반한 퇴행성 슬관절염에 대한 灸法 시술

효과의 보고는 없었다.

이에 저자는 2011년 8월부터 9월까지 가천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침구의학과에 내원한 골연골종을 동반

한 퇴행성 슬관절염으로 진단받은 환자 2명을 대상으

로 다른 한의학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灸法을 시행한

결과 양호한 효과를 거두어 다음의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Ⅱ. 방  법

1. 평가방법

1) Visual analogue scale(VAS)15)

직선의 양 끝에 0과 10의 숫자를 표시해 놓고 무증

상부터 참을 수 없는 통증의 단어를 각각 양 끝에 적

어 놓는다. 피험자는 직선 위에 통증의 정도를 표시하

고 검사자는 그 길이를 재서 평가한다. 본래의 VAS

는 직선 위에 중간 단계표시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체

로 직선의 길이는 10cm이다.

2) Korean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WOMAC)16)

WOMAC index는 다른 측정과 달리 슬관절 통증

과 관련한 기능적 제한에 대한 물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슬관절 통증과 관

련한 기능적 장애와 특정과제의 제한 정도를 세부적

으로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측정도구는 5가지

의 통증관련 활동과 2가지의 경직, 17가지의 신체활

동을 측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의 악화, 활동

의 제한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노인층의

전반적인 슬관절 통증과 관련한 영향을 조사하고 퇴

행성 관절염 환자의 통증과 일상생활 기능을 평가하

기 위한 수단으로 WOMAC index가 널리 사용되고 있

다(Appendix).

2. 灸치료방법

뜸은 햇님에서 제작한 마니나 환부경혈용 뜸(강)을

사용하였으며, 1일 3회 5～7분씩 시행하였으며 1주일

에 3회씩 4주간 총 12회를 시행하였다.

選穴은 슬관절 주위 혈 중에서 內膝眼ㆍ犢鼻ㆍ陽

陵泉ㆍ陰陵泉ㆍ梁丘ㆍ血海ㆍ足三里의 혈과 가장 통증

이 심한 阿是穴 1～2穴을 加하여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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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증  례

1. 증례 1

1) 환자

조○○(F / 64)

2) 주소증

Lt knee pain

3) 발병일

2008년

4) 과거력

① 3년 전 local hospital에서 spinal stenosis Dx

후 OP

② 2010년 2월 local hospital에서 knee pain으로

OPD-Tx

5) 현병력

상기 환자는 마른 체격으로 3년 전부터 상기 증상

을 호소하여 2010년 2월 llocal hospital에서 상기 C/C

로 OPD-Tx 받다가 적극적인 한방치료를 위하여

2011년 8년 19일 본원 침구의학과에 내원하였다.

6) 영상의학적 소견(knee X-ray)

① Medial tibiofemoral and patellofemoral osteo-

arthritis

② K/L grade Ⅱ

③ Small osteochondromas at proximal tibias, medial

aspect

7) 혈액학적 소견

① CRP : 0.01 mg/dL

② RA factor 4.1I U/mL

③ ESR : 21 mm/hr

8) 치료경과

초진 소견상 Lt knee pain이 VAS 7 정도였고,

WOMAC이 83이었으며 edema와 stiffness, crepitus,

그리고 犢鼻穴 부위에 압통이 있었다. 4주 치료 후에

VAS는 3으로 감소하였고, edema, crepitus는 없어졌

으며 다른 증상도 호전되어 WOMAC이 65로 되었다.

혈액검사에서도 호전을 보였는데 RA factor가 3.7I

U/mL, ESR이 18 mm/hr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영상

의학적 소견상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증례 2

1) 환자

서○○(F / 57)

2) 주소증

Rt. knee pain

3) 발병일

2011년 7월경

4) 과거력

① 20년 전 local hospital에서 HTN Dx 후 med

PO 중

② 12년 전 local hospital에서 uterine myoma Dx

후 OP

5) 현병력

상기 환자는 마른 체격으로 한 달 전부터 상기 증

상을 호소하여 적극적인 한방치료를 위하여 2011년 8

월 19일 본원 침구의학과에 내원하였다.

6) 영상의학적 소견(knee X-ray)

① Early osteoarthritis, knee

② K/L grade Ⅰ

③ Focal osteochondromas at right proximal tibia

7) 혈액학적 소견

① CRP : 0.06 mg/dL

② RA factor 3 IU/mL

③ ESR : 14 mm/hr

8) 치료경과

초진 소견 상 Rt knee pain이 VAS 5 정도였고,

WOMAC이 48이었으며 crepitus를 동반하였다. 4주

치료 후에 VAS는 1로 감소하였고, crepitus는 호전되

었으며 WOMAC이 24로 되었다. 그러나 영상의학적

소견상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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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골연골종은 가장 빈도가 높은 양성 골종양으로, 성

장판의 골막하 전위로 인해 발생하는 과증식성 골병

변으로 생각된다17). 골막 내의 연골 결절에서 발생하

거나 골단판 주위의 perichondral ring의 결손으로 발

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진성 종양과 다르게 많은 경

우 환자의 성장과 평행하게 커지며, 환자의 성장이 끝

날 때와 거의 동시에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1). 대부분

의 골연골종은 증상이 없으며 간혹 병소 주위의 반복

적인 자극으로 인한 점액낭염이나 부종으로 인한 통

증을 호소하기도 하며 주변 혈관에 압박 및 자극을

가하게 되어 가성 동맥류, 급성허혈, 정맥염 등이 발

생할 수 있다17).

골관절염은 가장 흔한 형태의 관절염이다. 특히 노

인에서 유병률이 높고 질환과 연관된 장애발생이 많

기 때문에 노인에서 장애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원

인이 되고 있다. 관절의 기능 부전으로 관절의 모든

구조물이 흔히 한꺼번에 병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질

환이다. 연골하 골판이 두꺼워지고 경화가 동반되며

관절변연부에는 골극이 밖으로 자라나와 관절낭의 신

전, 경미한 활막염, 관절을 잇는 근육의 약화 등이 동

반된다. 무릎에서는 연골판의 퇴행이 동반된다18). 퇴

행성관절염은 관절연골의 변성, 마모와 관절 변연의

골극 형성이나 연골하골의 골경화와 같은 골연골의

증식성 변화가 봉반되어 발생하는 관절질환으로, 발

생빈도는 55세 이상의 약 80 %이며, 75세 이상에서는

거의 전 인구에서 나타난다7).

골관절염 중에서 슬관절은 가장 흔하게 침범 받는

다. 슬관절은 보행 시 다리의 지렛대 작용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관절의 골관절염은 상당히 통증과 기능장

애가 심하고, 특히 양측성으로 올 때 더욱 그러하다.

관절의 구조적인 손상은 심한 통증과 운동의 제한, 골

성 역음을 일으킨다19).

한의학에서 膝關節은 ≪黃帝內經ㆍ素問․脈要精微

論≫5)에 “膝者 筋之府 屈伸不能 行則僂附 筋將憊矣”

라 하였고 膝部疾患에 대해 膝痛, 膝中痛, 膝腫, 膝

外廉痛, 鶴膝風, 膝痺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疼痛, 酸痛, 麻木, 屈伸不利 등의 증상을 수반하므

로 痺症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20).

灸法은 ≪東醫寶鑑≫21)에 “虛者灸之 使火氣以助元

陽也 實者灸之 使實邪隨火氣以發散也. 寒者灸之 使其

氣之復溫也. 熱者灸之 引鬱熱之氣外發 火就燥之義也”

라 하여 寒熱虛實에 무관하게 질병을 치료하는데 灸

法이 효과적임을 나타내었다.

灸法은 크게 쑥을 원료로 사용하는 艾灸法과 기타

의 재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其他 灸法으로 나눌 수

있고 艾灸法은 다시 艾炷灸와 艾卷灸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艾炷灸를 다시 나누어 艾炷를 皮膚穴位에

놓고 태우는 것을 直接灸라고 부르고 피부상에 직접

뜸뜨지 않고 生薑片, 蒜片, 食鹽 혹은 藥餠 등을 놓은

후에 艾炷를 놓고 뜸뜨는 것을 間接灸 또는 間隔灸라

고 부른다7).

슬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穴로는≪鍼灸大成 ․

手足腰腋門≫
22)
에서 足三里ㆍ陽陵泉ㆍ陰陵泉ㆍ犢鼻 등

의 穴을 제시하였다. 또한 슬관절질환의 침구치료로

는 슬관절 주위의 혈인 內膝眼ㆍ犢鼻ㆍ陽陵泉ㆍ膝陽

關ㆍ梁丘ㆍ血海ㆍ足三里ㆍ鶴頂ㆍ委中ㆍ阿是穴 등이 있

다7). 또한 슬관절질환에 대해서 鍼灸치료 방법은 천

초약침10), 녹용약침11), 봉독약침12), 동씨침13) 등이 활용

되고 있으며 灸法이 슬관절 환자의 동통완화에 미치

는 영향14)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슬관절에 생

긴 골관절종에 대한 연구가 없었고 골관절종을 동반

한 퇴행성 슬관절염에 대한 증례보고도 없었다.

이에 저자는 일반적인 퇴행성 슬관절염에서 灸法

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에 착안하여 골관절종을 동반

한 퇴행성 슬관절염에 있어서도 灸法 시술 시 양호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사료되어 2011년 8월부터 9월

까지 가천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침구의학과에 내원한

골연골종을 동반한 퇴행성 슬관절염으로 진단받은 2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다른 한의학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灸法을 시행한 결과 증상과 통증 정도에서 양호

한 효과를 거두어 다음의 결과를 보고 하는 바이다.

증례 1은 64세, 마른 체격의 여성으로 3년 전부터

edema와 stiffness, crepitus, 그리고 犢鼻穴 부위에 압

통을 동반한 Lt knee pain이 있었는데 초진상 K/L

grade Ⅱ로 중등도의 퇴행성 슬관절염 소견과 proximal

tibias의 medial aspect에 small osteochondromas가

있었으며 pain 정도가 VAS 7 정도였고, WOMAC이

83이었으나, 4주 치료 후 VAS는 3으로 감소하였고,

edema는 없어졌으며 다른 증상도 호전되어 WOMAC

이 65로 되었다. 혈액검사에서도 호전을 보였는데 RA

factor가 3.7I U/mL, ESR이 18 mm/hr로 감소하였다.

증례 2는 마른 체격의 여성으로 내원 한 달 전부터

crepitus를 동반한 Rt knee pain이 있었으며 초진 시

K/L grade Ⅰ의 경도의 퇴행성 슬관절염 소견을 보

이면서 right proximal tibia에 focal osteochondro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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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다. pain은 VAS 5 정도였고, WOMAC이 48

이었다. 4주 치료 후에 VAS는 1로 감소하였고, crepitus

는 호전되었으며 WOMAC이 24로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두 증례 모두 영상의

학적인 변화 없이도 증상이나 통증의 정도에 있어서

호전된 결과를 나타내서 골연골종을 동반한 퇴행성

슬관절염에도 灸法 시술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상자의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실험군ㆍ대조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한

계가 있어서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Ⅴ. 결  론

2011년 8월부터 9월까지 가천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침구의학과에 내원한 골연골종을 동반한 퇴행성 슬관

절염으로 진단받은 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다른 한의

학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灸法을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골연골종을 동반한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에 灸

法 시술 시 통증 정도의 호전을 보였다.

2. 골연골종을 동반한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에 灸

法 시술 시 edema, stiffness, crepitus, 압통 등

의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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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약간 보통 심함 매우심함

0 1 2 3 4

통증
지난 48시간 동안 당신이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에 느끼는 통증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1. 평지를 걸을 때

2. 계단 오르내릴 때

3. 밤에 잠을 잘 때(즉 수면을 방해하는 통증)

4. (의자에) 앉거나 누워 있을 때

5. 똑바로 서 있을 때

뻣뻣함
지난 48시간 동안 당신이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에 느끼는 통증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뻣뻣

함이란 당신이 관절을 움직일 때 평소처럼 움직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6. 아침에 막 잠에서 깼을 때 당신이 느끼는 뻣뻣한 정도

는 얼마나 심합니까?

7. 오후에 (의자에) 앉거나, 눕거나, 쉬고 난 후에 당신이

느끼는 뻣뻣한 정도는 얼마나 심합니까?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

지난 48시간 동안 당신이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에 느끼는 통증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뜻은
당신이 잘 돌아다닐 수 있고 또 자신의 신체를 잘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8. 계단을 내려갈 때

9. 계단을 올라갈 때

10.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11. 서 있을 때

12. 마룻바닥으로 몸을 구부릴 때

13. 평지를 걸을 때

14. 승용차나 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15. 시장을 보러갈 때

16. 양말이나 스타킹을 신을 때

17. 이부자리에서 일어날 때

18. 양말이나 스타킹을 벗을 때

19. 이부자리에 누울 때

20.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

21. (의자에) 앉아 있을 때

22. 양변기에 앉거나 일어설 때

23. 힘든 집안일을 할 때

24. 가벼운 집안일을 할 때

총점 (_______ / 96 점)

Korean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WO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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