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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1)

PURPOSE: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verity of radiographic features and pain and 

function in patients with knee osteoarthritis (KOA).

METHODS: Seventy-eight subjects (14 men, 64 women) 

with KOA, between the ages of 41 and 83 years (mean age, 

61.29 years), were included. All the subjects diagnosed with 

KOA were scored for severity of radiographic KOA 

according to the Kellgren-Lawrence (K/L) grade, visual 

analogue scale (VAS), knee joint range of motion (ROM),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Osteoarthritis 

Index (WOMAC), maximum muscle power (MMP),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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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to-stand (STS) and one-leg standing (OLS) tests. 

Associations among the K/L grade, diagnosis, pain, and 

function were examined by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K/L grade, and the VAS, STS test time, and WOMAC 

scores (p>.05).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K/L grade, bilateral ROM, MMP, and left OLS test time 

(p>.05).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K/L grade and right OLS test time (p<.05). The K/L grad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left OLS test time(r=-.24, 

p<.05) and with the right OLS test time (r=-.307, p<.01).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radiographic 

KOA was not associated with pain, knee MMP, ROM, and 

STS test time, but had a weak negative correlation with OLS 

tes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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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골관절염(osteoarthritis: OA)은 주로 손과 척추, 슬관

절 또는 고관절에 흔히 침범하는 표적인 관절 질환으

로(Hootman과 Helmick, 2006), 65세 이상의 약 40%가 

OA로 인한 통증과 기능장애를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Dawson 등, 2004). 이러한 OA는 손상, 나이와 유

전, 통증, 근력약화, 비만, 고유수용감각의 상실, 관절 

불안정성, 하지의 부정렬 등의 복합적 요소로 발생하는 

관절질환이며, 통증관리와 재활, 수술비용 발생과 같은 

건강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와 생산성 상실 등 간접적

인 문제를 유발하고, 삶의 질과 같은 개인적 측면부터 

사회경제적 측면에 손실까지 많은 부정적인 문제를 야

기한다(Tarride 등, 2012).

슬관절 골관절염(knee osteoarthritis: KOA)은 인구의 

약 12%가 겪는 퇴행성 골관절염 중에서도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질환이며, 침범된 관절 연골의 침식, 활액막

의 염증, 연골 경화, 골극(osteophyte)과 같은 의학적, 

병리학적 소견이 나타난다(Dillon 등, 2006). 이러한 관

절 내 병리학적 문제들은 관절의 통증, 부종, 뻣뻣함, 

기형, 가동범위의 제한, 근력과 기능상실과 같은 기능

상의 문제들을 유발하며, 일상생활 활동 전반에 제한을 

초래한다(Dillon 등, 2006; Weinstein 등, 2006). 특히 

KOA에 의한 관절가동범위의 감소와 퇴사두근의 근

력 약화는 보행의 역학적 변화를 유발하여 관절에 가해

지는 부하를 증가시켜 무릎 관절면의 지속적인 손상과 

KOA의 진행을 가속화 시키고, 기계적 수용기에 영향

을 미쳐 균형 조절 기능 능력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

(Andriacchi 등, 2004; Gauchard 등, 2010).

이러한 KOA의 의학적 상태의 심각성 정도를 평가하

는 방법으로는 Szebenyi 등(2006)이 제시한 Kellgren- 

Lawrence(K/L) 등급평가가 흔히 임상에서 적용되고 있

으며, 이는 슬관절에 골극의 정도와 위치, 퇴슬개관

절의 간격과 퇴경골관절의 간격에 한 방사선영상 

분석을 종합하여 슬관절의 손상 수준을 나타내고, 현재 

그리고 미래의 통증수준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K/L 등급평가는 KOA 

환자의 의학적, 병리학적 상태의 심각성 정도를 객관화 

시킬 수는 있으나 환자에게 나타나는 통증이나 기능수

준을 예측하고 확인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 Foley 등(2006)의 연구에서50~80세의 850명의 

OA환자를 연구한 결과 방사선영상 분석을 통해 기능

적 낙상의 위험율과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였으며, 

George 등(2014)도 방사선영상, 초음파 또는 자기공명

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을 이용하여 관절의 손

상 수준을 측정할 수는 있지만, 통증의 정도는 알 수 

없으며 손관절의 구조적 손상과 증상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Walczak 등(2008)의 연구에서도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해 진

단한 결과, 89.3%이 비정상적인 소견을 보이며, 50% 

이상은 수술적 처치가 필요한 수준이었다고 하였고, 

Girish 등(2011)도 초음파 영상을 이용한 연구에서 증상

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 96%의 어깨가 비정상적인 양상

을 보였으며, 신체적 증상과 의학적 손상 수준 간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Haugen 등(2013)은 손관절 관절

염 환자의 방사선적 진단의 특성과 압통수준, 관절의 

침식, 부정렬, 관절내 간격은 서로 높은 수준의 상관성

이 있으나, 일반적 통증과 증상, 손의 기능수준 간에는 

상관성은 약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Hall 등(2014)도 243

명의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의 방사선영상의 특징과 초

음파 영상의 특징을 비교한 결과, 관절의 비 와는 중

등도의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통증정도와는 상관성은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의학적 진단 소견 및 병리적 

상태가 실제적인 기능수준과 통증수준 간에 상관성에 

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다.

KOA 환자의 의학적 측면에서 질병의 심각성 수준과 

신체적 수준이 환자가 인식하는 통증이나 기능적 장애

수준 간에 상관성은 임상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하

는 과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물리치료 분야에서 KOA 환자의 의학적 심각성 정도와 

통증 및 기능수준 간의 상관관계에 한 연구들은 현재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KOA

의 의학적 손상 수준 특히 방사선학적 소견에 따른 심각

성 수준과 환자가 인식하는 통증수준과 슬관절의 관절

가동범위, 근력, 균형수준, 기능장애수준 등 특성 간에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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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D시에 소재한 S병원에 내원하는 KOA의 

진단을 받은 환자 93명을 상으로 시행하였다. 제외기

준에 해당하는 15명의 상자가 제외되어, 총 78명의 

상자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모든 연구 상자는 연구

의 목적과 절차에 하여 구두로 설명을 들은 후 자발적

인 동의를 하고 시행하였으며, 선정조건은 의학적으로 

KOA 진단을 받은 자로, 40세 이상인 자, 양쪽 혹은 

한쪽에 KOA 증상이 발생한 자, 내/외측 연골에 의학적 

문제가 있는 자로 하였다. 제외조건은 3주 이내에 하지

에 외상이 받은 경험이 있는 자, 하지에 신경학적 손상

과 증상이 있는 자, 지난 몇 년간 심혈관계의 의학적으

로 문제가 있는 자, 지난 6개월 이내에 한 쪽 다리에 

정형외과적 수술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하였다.

2. 연구 절차

연구 상자들은 연구를 진행한 병원에 내원하여 정

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슬관절의 방사선촬영 영상사진

을 기초로 하여 KOA 진단받고 방사선학적 심각성을 

판단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Kellgren- 

Lawrence(K/L) 등급을 이용해 손상 수준을 판정받았다. 

또한 상자들은 일반적 특성과 과거 병력, 통증수준과 

WOMAC 지수(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Osteoarthritis Index)에 한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였다. 

이후 모든 상자들은 본 연구에서 선정한 기능평가 

즉, 슬관절의 관절가동범위, 최  근력(maximum 

muscle power; MMP), 하지기능검사, 정적균형검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검사는 3번 측정하여 평균값을 기록

하였다.

3. 평가 방법

1) 골관절염의 방사선촬영 소견에 한 심각성 평가

골관절염의 방사선촬영 소견에 한 심각성 평가는 

K/L 등급을 사용하였다. 이 평가는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인정하는 골관절염의 

수준을 방사선 영상자료를 분석하여 진단하는 방법이

며, 임상 현장에게 골관절염의 손상 수준을 진단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척도이다. 이 등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골관절염의 의학적 손상 수준을 

0-4등급으로 분류된다. 0등급은 아무런 골관절염 양상

이 보이지 않는 상태, 1등급은 관절 공간이 좁아지거나 

골극이 형성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 2등급은 관절 공간

이 좁아질 가능성이 있고, 골극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 

3등급은 관절 간격이 좁아지며 중등도의 다발성 골극

이 관찰되고, 골 경화와 골형태에 변형이 관찰되는 상

태. 그리고 4등급은 관절 간격이 현저하게 좁아지며, 

중증의 골극들이 관찰되고, 심한 골 경화와 골 형태에 

심한 변형이 관찰되는 상태로 판정된다(Kellgren과 

Lawrence, 1957). 본 연구에서는 정형외과전문의가 직

접 상자를 진료하고 슬관절 골관절염 등급 판정을 

수행하였다.

2) 통증수준

상자가 경험하고 있는 슬관절 부위에 통증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각적 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를 사용하였다. VAS는 10 ㎝ 길이의 직선으로 

되어있으며 환자가 현재 느끼는 통증의 정도를 0점 ‘전

혀 아프지 않다’, 10점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프다’ 사이

의 수치로 나타내며 측정자내 신뢰도는 .92, 측정자간 

신뢰도는 .86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Martins 등, 

2015).

3) 슬관절의 관절가동범위

슬관절의 굴곡/신전 관절가동범위(range of motion: 

ROM)를 측정하기 위하여 관절각도기(Jamar EZ-Read, 

Clifton, New Jersey, USA)를 사용하였다. 슬관절의 

ROM은 최  수동 굴곡과 최  수동 신전 시에 전체 

ROM을 측정하였다. 측정 자세는 바로누운자세에서 시

행하였고, 각도기의 고정팔은 퇴골 전자부터 외측

상과 정중앙의 수직선상에 위치하고, 움직임 팔은 퇴

골 외측상과의 정중앙부터 비골 외과의 중앙 수직선상

에 위치한 다음, 움직임의 범위를 측정하였다. 슬관절 

신전 상태를 0˚로 측정하고 과신전은 음의 값으로 기



록하였고, 굴곡 범위는 발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고 엉덩이 쪽으로 최 한 굴곡하는 각도를 측정하였

다. 위와 같은 방법을 3회 반복 측정하였고 그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슬관절의 굴곡/신전 ROM은 굴곡 각도

에서 신전 각도를 뺀 값으로 계산하였다. 관절각도기를 

이용한 슬관절 관절가동범위 검사방법의 측정자내 신

뢰도는 .97, 측정자간 신뢰도는 .99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Rothstein 등, 1983).

4) 슬관절 굴곡/신전근 근력

슬관절의 굴곡근과 신전근의 최  근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휴 용 근력 측정기(SN-500, Sunwoo, Korea)를 

이용하여 최  등척성 수축(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을 할 때 최  근력(Newton)을 측정하였다. 

슬관절 굴곡근은 의자에 앉아 수건을 슬와부 밑에 두

고, 고관절과 슬관절은 각각 90˚ 상태로 근력 측정기

를 비골 외과 뒤쪽 위에 놓고 측정하였다. 슬관절 신전

근은 고관절 굴곡 90˚와 슬관절 굴곡 45˚ 자세에서 

근력 측정기를 비골 외과 앞쪽 위에 놓고 시행하였다. 

슬관절 근력 측정은 상자가 3초 동안 상체와 다른 

하지의 움직임 없이 최 한 신전 또는 굴곡 힘을 주게 

하고 연구자는 상자가 최 한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

하였으며, 근 피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측정 간에 30

초의 휴식을 주었다. 위와 같은 방법을 3회 반복 측정하

고 그 평균값을 사용 하였다(Whiteley 등, 2012; Wuang 

등, 2013). 근력 측정기는 연속측정과 최 값 고정 기능

으로 2 N에서 500 N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근력 측정기

의 측정자내 신뢰도는 .89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

다(Hicks 등, 2003).

5) 하지의 기능장애수준

하지의 기능장애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WOMAC 지

수를 측정하였다. WOMAC 지수는 고관절이나 슬관절

의 OA 환자의 통증과 기능수행 수준을 평가하도록 고

안된 자가기입식 질문지이다. 총 24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 항목으로 통증(5개 항목)과 관절의 뻣뻣함(2

개 항목), 그리고 신체적 기능(17개 항목) 세 가지 분야

의 상태를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통증 항목은 활

동 또는 휴식 동안의 상태를 알아보도록 구성되어 있다

(Bellamy 등, 1988.) 각 질문은 리커트형 척도(Likert 

scale)로 0=없음, 1=약간, 2=보통, 3=심함, 4=매우 심함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세부 항목의 점수 범위는 통증

은 0-20점, 뻣뻣함은 0-8점, 신체적 기능은 0-68점으로 

총 96점이다. 이 평가도구의 측정자내 신뢰도는 통증 

항목은 .76-.95, 뻣뻣함은 .89-.94, 신체적 기능 항목은 

.71-.95이며, 측정자간 신뢰도는 통증이 .76-.94, 뻣뻣함

은 .54-.94, 신체적 기능항목은 .70-.95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타당도는 통증이 .79, 뻣뻣함은 .66, 

신체적 기능은 .67이었다(Ko 등, 2009). 

6) 앉아서 일어서기 검사

하지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앉아서 일어서기(sit 

to standing; STS) 검사를 실시하였다. 평가를 위해 사용

한 의자는 상자가 앉았을 때 고관절과 슬관절의 각도

가 90˚가 되는 높이로 조절 가능하며, 팔걸이와 등받

이가 없는 의자에서 실시하였다. 낙상 방지를 위하여 

의자는 벽 앞에 위치하였고, 상자의 퇴골 중간 지

점이 의자의 끝 부분에 위치하게 하였다. 상자의 고

관절과 족관절은 중립 자세를 취하게 하였고, 연구자는 

상자에게 수행 방법을 설명하고 방법을 보여준 다음 

2회를 연습하도록 하였다. 상자는 가능한 한 빠르게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5회 수행하는 동안

에 시간(초)을 측정하였으며, 수행 시에 상자에게 의

자를 밀지 않도록, 양 팔로 가슴을 감싸고 실시하도록 

교육하였다. 측정자는 초시계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시

간을 측정하였다. 측정자의 ‘시작’이라는 소리와 함께 

상자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았다를 5회 반복 수행

하고 마지막 5회째 의자에 엉덩이가 앉는 순간의 시간

을 기록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을 총 3번 반복 측정하였

고 그 평균 시간을 기록하였다(Tiedemann 등, 2008). 

이 검사의 측정자내 신뢰도는 .76-.99이었고, 측정자간 

신뢰도는 .97-1.00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Lord 

등, 2002).

7) 균형능력 

상자의 균형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정적균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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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방법인 한 다리 서기(one leg standing; OLS) 검사를 

실시하였다. OLS 검사는 우리의 신체와 환경적인 복합

적 요소의 균형과 낙상과의 상관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임상에서 흔하게 이용된다(Woollacott와 Shumwaycook, 

1990). 이 검사를 위해 상자는 양팔로 가슴을 감싸고 

눈을 뜬 상태로 편안하게 맨발로 서고 정면을 바라보게 

하고, 손상측과 비손상측의 양쪽 다리를 교 로 ‘시작

‘이라는 소리와 함께 한쪽 다리를 바닥으로부터 떼는 

순간부터 시간(초)을 측정하였다. 이 때 바닥으로부터 

고정된 다리가 움직이거나, 들었던 다리가 지면에 닿거

나, 들었던 다리를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다리에 기

어 체중을 지지하거나, 포개었던 팔이 풀어지면 이 검

사를 중지하고 그 때까지의 시간을 기록하였다(Briggs 

등, 1989). 최  수행 시간은 30초로 정하여 그 이상 

지속되는 경우 중단하였다. 이 과정을 3번 반복 측정하

고 그 평균 시간을 기록하였다. 한 다리 서기 검사는 

측정자간/측정자내 신뢰도는 .95-.99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Franchignoni 등, 1998).

4.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부호화 한 후 통계프로

그램인 SPSS ver. 18.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

계를 이용하였고 남녀 간에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하였다. K/L등급에 따른 통증수

준과 ROM, MMP, WOMAC 지수, STS, OLS 검사 결과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tion)을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본

페로니(Bonferoni)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K/L등급과 

통증수준, ROM, 근력, WOMAC 지수, STS, OLS 검사 

간에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스피어만(Spearman)상

관분석을, K/L등급을 제외한 기타 변수간에 상관성은 

피어슨(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 시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α=.05로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별 의학적 특성과 

통증수준, 기능수행 수준 비교

연구 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의학적 특성 그리

고 통증수준, 기능수행 수준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전체 상자는 78명이었고, 남녀 간에 평균연령과 체질

량지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슬관절에 통증

이 시작된 시기는 여성이 38.49개월로 남자에 비해 유

의하게 더 길었고(p<.01), KOA 진단을 받은 시기도 남

자에 비해 여자가 유의하게 더 길었으나(p<.05), 통증이 

발생된 시기와 KOA 진단을 받은 시점 간에 시간 차이

는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KOA의 발생 부위와 K/L 등급은 성별과 각각 관련성

이 없었다. 또한 슬관절부에 통증수준과 STS 시간도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WOMAC 지수와 

세부 항목의 점수도 남녀 간에 차이가 없었다. KOA 

진단을 받은 쪽 슬관절에 ROM은 좌측 슬관절에서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우측 슬관절에서는 여자에 

비해 남자의 ROM이 유의하게 작았고(p<.05), OLS 시간

은 양쪽 슬관절 모두에서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Table 1).

2. 슬관절 골관절염의 의학적 손상 정도에 따른 통증

수준과 기능장애수준, 앉았다 일어서기 기능수준의 

비교

KOA의 K/L 등급에 따른 슬관절부의 통증수준과 기

능장애수준 그리고 STS 시간을 비교하였다(Table 2). 

KOA의 K/L 등급에 따른 통증수준과 STS 시간 그리고 

WOMAC 지수의 총점 그리고 각 세부항목별 점수 모두

가 K/L 등급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Table 2).

3. 슬관절 골관절염의 의학적 손상 정도에 따른 손상

측 슬관절에 근력과 관절가동범위, 한 다리 서기 

시간의 비교

KOA의 K/L 등급에 따른 슬관절 굴곡/신전근 MMP

와 ROM, OLS 시간을 비교하였다(Table 3). 슬관절의 

굴곡/신전근 MMP와 굴곡/신전 ROM은 좌측과 우측 



Variables (units) Male (n=14) Female (n=64) χ2/t p

Age (years) 61.71±8.29a 61.2±10.1 .18 .86

Height (㎝) 169.29±5.91 155.98±5.48 .00 .00

Weight (㎏) 71.25±8.48 61.55±10.72 .18 .00

BMIb(score) 24.83±2.21 25.19±3.54 -.49 .63

Knee pain starting time (months) 12.43±16.86 38.49±61.57 .27 .00

Time to medical diagnosed (months) 8.00±10.20 32.14±61.45 .14 .00

From knee pain to medical diagnosis (month) 4.40±15.72 6.35±17.79 -.37 .71

Osteoarthritis involved side

right 7(50.00)c 12(18.75)

-.98 .34both 3(21.43) 38(59.38)

left 4(28.57) 14(21.88)

K/Ld grade

1 3(21.43) 14(21.88)

-1.11 .31
2 5(35.72) 14(21.88)

3 4(28.57) 13(20.21)

4 2(14.29) 23(35.94)

K/L grade (score) 2.36±1.01 2.70±1.18 2.94 .40

VASe (㎝) 5.56±1.75 6.05±2.10 -.98 .33

Range of motion (degree)
right† 136.14±13.93 143.45±10.75 .53 .03

left† 140.43±7.33 142.10±13.85 -.44 .66

Sit to stand (sec) 10.40±2.28 12.08±5.32 -1.15 .26

One leg standing (sec) 
right† 20.48±9.01 15.49±11.50 1.06 .29

left† 18.22±10.56 14.60±11.75 1.77 .09

WOMACf 

(score)

pain 5.21±3.38 7.05±5.21 -1.26 .21

stiffness 1.93±1.94 2.20±2.15 -.44 .66

function 20.50±15.57 18.11±13.44 .59 .56

total 27.64±20.22 27.36±18.08 .05 .96
amean±standard deviation, bbody mass index, cnumbers (%), dKellgren-Lawrence grade, evisual analogue scale, 
f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Osteoarthritis Index, †osteoarthritis involved side

Table 1. General and medical characteristics, degree of pain and functional level of subjects.

Variables 

(units)

K/La grade

1 (n=17) 2 (n=19) 3 (n=17) 4 (n=25) F Significant

VASb (㎝) 4.95±2.38c 6.21±1.78 5.71±1.90 6.58±1.89 2.49 ns

WOMACd

(score)

pain 7.88±6.13 5.16±3.47 5.71±4.82 7.80±4.96 1.61 ns

stiffness 2.35±2.26 1.79±1.65 1.71±1.49 2.60±2.60 .87 ns

function 20.29±15.44 17.68±16.16 14.12±9.47 21.00±13.07 .97 ns

total 30.53±20.51 24.63±20.30 21.53±13.68 31.40±17.64 1.30 ns

Sit to standing (sec) 11.07±3.84 10.74±2.23 12.42±4.90 12.57±6.83 .68 ns
aKellgren-Lawrence grade, bvisual analogue scale, cmean±standard deviation, d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Osteoarthritis Index, ns: non significant

Table 2. Comparison of the pain, WOMAC score, and sit-to-stand test time according to the Kellgren-Lawrence grade
at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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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a grade

Rightknee†
1 

(n=12)
2 

(n=15)
3 

(n=11)
4 

(n=22)
F post-hoc

MMPb

(N)

flexor 184.14±31.77c 162.40±47.47 184.18±43.31 148.83±51.10 2.29 ns

extensor 181.56±47.76 180.09±42.24 194.30±30.31 149.58±53.23 2.93 ns

Range of motion (°) 143.83±10.40 146.20±8.99 136.45±16.05 137.45±12.81 2.24 ns

One leg standing (sec) 19.22±12.07 22.80±8.60 13.82±11.53 11.62±10.74 3.54* 2>4

Leftknee†
1 

(n=12)
2 

(n=16)
3 

(n=12)
4 

(n=19)
F

post-
hoc

MMP 
(N)

flexor 179.00±45.86a 165.27±46.55 182.50±34.80 143.58±47.40 2.39 ns

extensor 165.28±66.95 179.25±42.30 200.64±38.73 149.79±60.23 2.47 ns

Range of motion (°) 138.53±16.83 142.31±9.04 141.33±17.48 139.79±13.59 .19 ns

One leg standing (sec) 14.86±11.72 20.25±11.16 17.66±12.57 11.01±1149 1.86 ns
aKellgren-Lawrence scale, bmaximum muscle power, cmean±standard deviation, ns: non significant, 
†osteoarthritis involved side, *p<.05.

Table 3. Comparison of the knee muscle power, range of motion, and one-leg standing test time according to the
Kellgren-Lawrence grade

슬관절에서, 그리고 좌측 슬관절에 OLS 시간은 K/L 

등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우측 KOA 

상자의 OLS 시간은 K/L 등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5), 사후검정 결과 K/L 2등급인 상자가 

4등급 상자 보다 OLS 시간이 유의하게 길었다

(p<.05)(Table 3).

4. 슬관절 골관절염 발생측에 따른 의학적 손상 등급과 

통증수준, 기능장애수준, 앉았다 일어서기 기능의 

비교

KOA가 발생된 부위가 한 쪽인 상자와 양쪽에 발

생된 상자 간에 K/L 등급과 통증수준, 기능장애수준

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Table 4). KOA가 양쪽 

다리에 발생된 상자와 한 쪽에 발생된 상자 간에 

평균연령은 차이가 없었고(p>.05), BMI는 양쪽 보다 

한 쪽 다리에 KOA가 발생된 상자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p<.05). K/L 등급과 손상 발생 부위 특성 간에는 

관련성이 없었으며, K/L 등급 점수도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통증수준은 KOA가 양쪽 다리에 발생

된 상자가 한 쪽 다리에만 발생된 상자보다 유의하

게 더 높았다(p<.05). 그러나 WOMAC 지수와 STS 시간

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5. 슬관절 골관절염의 의학적 손상 수준과 통증수준, 

관절가동범위, 근력, 기능수준 간에 상관성

KOA의 K/L 등급과 통증수준, ROM, MMP 그리고 

기능수행수준 간에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Table 5). 

K/L 등급과 슬관절의 통증수준, 굴곡/신전 ROM, 손상

측 슬관절에 신전 MMP, 그리고 WOMAC 지수, STS 

시간 사이에는 각각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그러나 

K/L 등급과 손상된 좌측 슬관절 굴곡근 MMP은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r=-.28, p<.05). 또한 K/L 등급과 양쪽 

다리의 OLS 시간 사이에도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p<.05). 즉, 관절염 등급이 높을수록 한 다리로 서 있는 

시간이 짧았다(Table 5).

Ⅳ. 고 찰

OA의 의학적 손상 정도와 통증, 기능장애수준 간에 

상관성에 한 의견들은 아직 분분하다. Oak 등(2013)

은 슬관절의 간격이 좁아질수록 슬관절의 구조적 손상

과 통증수준, 뻣뻣함 수준이 증가하고, ROM과 근력, 

삶의 질 수준이 감소한다고 하였으며, KOA에 의한 구

조적 손상은 슬관절에 가해지는 부하를 증가시켜 KOA



Variables 
(units)

Osteoarthritis involved side
t/χ2 p

Bilateral (n=41) Unilateral (n=37)

Age (years) 61.44±10.55a 61.14±8.85 -.14 .89

BMIb 24.39±3.46 25.94±3.03 69.31 .04

K/Lc grade (score) 2.76±1.16 2.51±1.15 5.08 1.7

K/L grade

1 7(17.07)d 10(27.03)

-.93 .36
2 12(29.27) 7(18.92)

3 6(14.63) 11(29.73)

4 16(39.02) 9(24.32)

VASe (㎝) 6.61±1.77 5.20±2.08 14.96 .00

WOMACf

(score)

pain 6.61±4.03 6.84±5.88 .20 .84

stiffness 2.12±2.24 2.19±1.97 .14 .89

function 18.22±12.34 18.89±15.36 .21 .83

total 26.95±17.48 27.92±19.48 .23 .82

Sit to standing (sec) 12.31±6.36 11.20±2.71 -.99 .33
amean±standard deviation, bbody mass index, cKellgren-Lawrence grade, dnumbers (%), 
evisual analogue scale, f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Osteoarthritis Index.

Table 4. Comparison of the pain, Kellgren-Lawrence grade and functional level according to the involved side

A B C D E F G H I J K

KLa .22 -.21 -.04 -.19 -.16 -.28* -.17 .07 .13 -.31** -.24*

A -.10 .10 -.48** -.32** -.53** -.38** .42** .17 -.14 -.10

B .24* .15 .17 .05 .05 -.22 -.06 .25* .15

C -.04 .07 .10 .18 .00 -.09 .01 .02

D .80** .87** .75** -.34** -.25* .28* .34**

E .69** .82** -.44** -.32** .36** .36**

F .81** -.31** -.24* .24* .34**

G -.37** -.28* .26* .33**

H .30** -.40** -.31**

I -.24* -.21

J .83**

aKellgren-Lawrence scale, A: visual analogue scale, B: right knee range of motion, C: left range of motion, D: right knee 
flexor power, E: right knee extensor power, F: left knee flexor power, G: left knee extensor power, H: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Osteoarthritis Index, I: sit to stand, J: right one leg standing, K: left one leg standing, *p<.05, 
**p<.01.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Kellgren-Lawrence scale and pain, muscle power, and functional variables

를 악화시킨다고 하였다. Lethbridge-Cejku 등(1995)도 

156명의 OA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K/L 등급과 

통증수준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반면

에 Michael 등(2010)은 KOA의 손상수준이 통증수준과

는 상관성이 없으며, 관절염의 환자의 15%만이 통증을 

호소한다고 보고하였다. Jones 등(2001)은 522명의 수

부 관절염 환자의 통증에 정도에 따라 근력과 기능수준

에 차이는 있었지만, 관절염의 손상수준과 근력,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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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KOA 환자의 의학적 손

상수준과 통증 및 관절가동범위, 근력 그리고 기능수행

수준 요인들 간에 어느 정도의 상관성이 있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그 결과 K/L 등급에 따른 통증수준과 

WOMAC-통증, WOMAC-뻣뻣함, WOMAC-기능 그리

고 WOMAC-총점은 모두 K/L 등급 수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상관분석에서도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Szebenyi 등(2006)은 167명의 KOA 

환자의 슬개 퇴관절의 간격과 퇴경골관절의 간격, 

슬개 퇴관절과 퇴경골관절의 간격 그리고 골극의 

유무, 연골하 경화 유무에 따른 통증수준은 차이는 있

었지만, 종합적인 K/L 등급 간에는 통증수준의 차이는 

없었다고 하였다. Cubukcu 등(2012)은 114명 KOA 환자

의 연구에서 K/L 등급과 WOMAC-통증, WOMAC-뻣뻣

함, WOMAC-기능, WOMAC-총점은 등급 군 간에 유의

한 차이는 없었으며, 기능적 손상수준을 결정할 때 

KOA의 영상자료에 양상보다 환자의 나이, 통증수준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Cicuttini 등(1996)도 500명 

KOA 환자를 상으로 슬관절 간격에 차이가 통증수준

과 상관관계는 없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들

은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증수준과 WOMAC 점수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환자가 인지하는 통증수준이 

높을수록 기능장애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Cubukcu 등(2012)이 통증수준에 따라 WOMAC 

점수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연구와 일치하였다. 

Jørgensen 등(2015)은 슬관절 굴곡의 58도 이상 범위는 

퇴사두근의 부착 위치로 인한 벡터 힘에 의해 슬개골

을 압박하고 이 압박력은 슬개 퇴관절에 통증을 유발

할 수 있고, KOA를 더 가속화시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슬관절 신전근이 슬관절에 영향을 최

한 줄여주어 최  근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간 범위인 

고관절 굴곡 90˚와 슬관절 굴곡 45˚ 자세에서 시행하

였다(Hicks 등, 2003). 그 결과 통증수준과 양쪽 슬관절 

굴곡근, 신전근의 근력(MMP) 수준 간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통증이 심할수록 슬관절굴곡근

과신전근의 근력이 약했다. 그러나 통증수준과 STS, 

OLS 검사 결과와는 상관성이 보이지 않았다. 또한 K/L 

등급에 따른 STS 시간은 상관성이 없었지만 OLS 시간

과는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 즉, OA 상태가 심각할수록 

관절염이 발생된 쪽의 한 다리 서기 시간은 유의하게 

짧았다. Liikavainio 등(2008)은 107명 남성 정상인과 통

증이 있는 KOA 환자를 비교한 연구에서 WOMAC-통

증 점수와 퇴사두근의 근력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물건 들어올리기나 STS, 계단 오르고 내리

기, 걷기, 20 m 걷기, 5분간 걷기 등의 기능수행 평가 

결과와도 상관성이 있었다고 하였다. Anan 등(2015)은 

KOA 환자가 STS 과제 수행 시 슬관절 신전근을 정상인

과 비교해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의 

무게중심을 전방으로 옮겨 하지 신전근의 역할을 도와

준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통증수준에 따라 

슬관절 근력이 감소하였지만 STS 시간과 상관성이 없

었던 것은 슬관절 신전근의 근력 감소를 신체 역학적으

로 보상한 것으로 사료된다. Takacs와 Hunt(2012)는 

OLS 검사는 닫힌 사슬 운동으로 지면 반발력 등 많은 

역학적 부하가 슬관절에 집중된다고 하였다. 또한 Hunt 

등(2009)은 KOA가 진행됨에 따라 하지의 구조적 변형

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한 쪽 다리로 서서 균형을 유지

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OLS 검사는 OA 슬관절에 강한 

부하를 가하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통증이 중추신경계

에 영향을 주어 신경근 조절계에 이상과 그로 인한 하지

에 신경근 조절 능력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 OLS 

시간이 짧아지는 결과를 보였을 것이라 사료된다. 한쪽 

혹은 양쪽 슬관절에 침범된 KOA에 차이에 따라 BMI와 

의학적 손상 수준, 기능수행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그러나 인식하는 통증의 정도는 양쪽 KOA 환자

의 경우 6.61, 한 쪽 KOA 환자는 5.20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Creaby 등(2012)은 보행을 하는 동안 양쪽 

KOA 환자의 경우 통증수준은 2.3인 반면, 한쪽 KOA 

환자는 1.8로 양쪽 KOA 환자가 더 심한 통증을 보여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함을 보였다. 

Macdonald 등(2014)은 66%의 OA 환자들이 첫 임상 

증상 발생시점과 의학적 진단을 받은 시점 이전까지 

의사로부터 처방되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며, 12% 이하 

환자들만이 증상에 한 의학적 관리를 받고, 첫 임상 



증상과 의학적 진단을 받는 사이에 기간이 7.7년이라 

하였다. 이러한 기간의 차이는 환자가 경험하는 통증과 

뻣뻣함과 같은 증상을 오랜 시간 스스로 견디며 지내

고,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통증의 감소와 

기능 증진의 기회를 박탈하여 결과적으로 더 큰 기능적 

손상을 유발하게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

증 증상의 시작 시기가 남자의 경우 12.43개월 전, 여자

는 38.49개월 전이었고, 의학적 진단을 받은 시기는 남

자는 8.00개월 전, 여자는 32.14개월 전로 남녀 간에 

통증 시기와 진단 시기의 차이 기간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통증 시작 시기와 진단 시기 간에 차이

는 남자 4.43개월 여성 6.35개월로 차이가 없었다. 그러

나 국외에서 진행된 선행 연구에서 통증의 시작 시기와 

진단 시기 간에 차이가 7.7년이었던 것과는 상당한 차

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 간에 보건의료시스템

(health care system)의 특성과 제도적 특성으로 인한 의

료 접근성의 차이라고 사료된다(Park, 2009).

임상가는 KOA환자의 증상 완화, 기능 손실의 예방,

기능 증진을 위하여 많은 치료의 계획을 세울 것이다

(Bellamy 등, 1988). 또한 재활 또는 수술 등 치료 계획을 

수립 할 때도 임상가는 방사선영상의 결과와 특징을 

활용한다(Cicuttini 등, 1996). 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영상의학적 특성과 신체 기능 수행 

능력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일개 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78명을 상으로 실시하였고 연구 상

자가 크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골관절염 환자에게 일반화

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또한 KOA의 손상 수준을 

평가 시 슬개 퇴관절이나 퇴경골관절의 간격과 골

극의 유무, 연골하골 경화 유무 등 관련 의학적 손상 

관련 요소들을 평가하지 않고 K/L 등급만을 이용하여 

종합적으로 의학적 손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향후 슬관절 이외에 일반적으로 신체적 장애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인체 부위를 상으로, 의학적 손상 특성

과 환자가 실제로 인식하는 통증과 기능장애 수준 간에 

관련성에 한 연구와 좀 더 구체적인 의학적 손상과 

심각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반영된 후속 연구

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 78명을 상으로 

방사선영상 자료를 이용해 얻은 슬관절골관절염의 의

학적 손상수준소견과 신체적 증상인 통증수준, 기능장

애수준, 관절가동범위 그리고 슬관절부 근력수준차이

와 상관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그 결과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의 의학적 손상수준의 등급에 따

라 슬관절부에 통증수준과 관절가동범위 그리고 근력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의학적 손상수준

과 상관성이 있었던 변수는 기능적 평가인 한 다리 서기 

검사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의 

치료와 관리 시 의학적 손상수준과 신체적 증상수준 

간에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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