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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무릎 관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절염에는 퇴행성 관절염(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및 

외상 후 퇴행성 관절염 등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1)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관절염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관절연골이 점차 마모되어 천천히 진행

되는 퇴행성 질환이며 대부분 중년 및 노년층에 흔히 나타나게 된다<그림 1>.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항체가 자기 관절을 공격하여 관절연골을 파괴하는 염증성 관절

염으로 주로 30대 중년 여성에게 잘 발생하는 관절염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양측 무릎 관절에 

발생하며 또한 다른 관절에도 동반한다(손, 손목). 외상 후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부상 이후에 발

생하는 관절염으로 골관절염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골절, 인대 손상 혹은 반월상 연골 손상 

후 수년 후에 발생하게 되는 관절염이다.

퇴행성 관절염의 주요 병리학적 특징은 유리 관절연골(hyaline articular cartilage)의 소실과 

연골 하골(subchondral bone)의 변화이다. 많은 직업 및 비직업적 위험 요인은 무릎 골관절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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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상 무릎관절과 퇴행성 무릎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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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및 진행과 관련이 있으며, 남성의 무릎 골관절염 중에서 15~30%가 비직업적인 원인에 의

한 것이라고 한다.2)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일반적인 위험 인자에 대한 여러 검토 연구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직업

적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거의 발표되지 않았다.3) 여기에서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키는 데

기여하거나 관련될 수 있는 직업적 위험요인을 살펴보았다. 

무릎의 해부학적 구조

무릎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로서, 골 구조는 대퇴골, 경

골, 슬개골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

러한 골 구조를 내외측 측부 인대, 

전후방 십자인대 등의 각종 인대들

과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기타 근

육과 힘줄 등의 연부 조직이 둘러

싸는 모습을 하고 있다<그림 2>.

대퇴골과 경골의 관절면이 접촉하여 경첩 형태의 관절을 이루며 무릎의 폄과 굽힘 운동에 관

여한다. 무릎 관절은 돌림 운동과 미끄러짐도 함께 이루어지는 복잡한 가동(움직) 관절로 무릎 관

절의 안정성은 주변의 인대나 근육들을 통해 유지된다. 

이 관절은 몸무게를 감당할 만큼 강할 필요가 있고,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위치를 고정시

켜준다. 그리고 걸을 수 있도록 경첩 역할을 해야 하며, 달리거나 스포츠를 할 때처럼 극한의 스

트레스와 뒤틀림을 견뎌야 한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의 구조 중에서 특히 관절 연골이 약화된 결과로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관절연골은 내성이 강한 조직으로 생애의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반복되는 스트레스를 견뎌 낼 수 

있다. 체중 부하 관절의 연골은 체중의 4~6배에 해당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

이 놀라운 내성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기계적 스트레스 또는 연골의 약화(대사 또는 해부학적 

이상)가 있을 때 불충분할 수 있다.4)

골관절염에서 기계적 현상의 해로운 역할은 압박 부위의 연골 손상 부위와 특정 직업 활동에

서의 골관절염의 존재에 의해 증명된다.

<그림 2> 무릎 관절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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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무릎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손상되거나 퇴행성 변화가 옴으로써 관절강이 좁아지고, 염증과 통

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나중에는 관절의 변형이 오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가져오는 질병이

며,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흔하게 오는 부위는 무릎 안쪽이다. 걷거나 서 있을 때 체중의 

75~90%가 무릎 안쪽으로 쏠리기 때문이다. 골관절염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대

부분이 55세 이후에 발생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모든 사람이 다 골관절염에 걸리는 건 아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관절면이 손상되고, 심해지면 관절 운동이 제한받게 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

• 연골이 거칠고 얇아진다. 이것은 무릎관절의 주 표면과 무릎관절 밑의 연골에서 발생할 수 있다.

• 연골 밑의 뼈는 더 두꺼워지고 넓어지면서 반응한다.

• 신체가 손상을 치료하려고 하는 것처럼 관절의 모든 조직이 정상보다 더 활동적으로 된다.

• 관절 가장자리의 뼈가 바깥쪽으로 자라며 골극(osteophytes)이라는 뼈가 형성된다.

• 활막이 팽창하여 여분의 액체를 생성하여 관절이 부어오를 수 있다. 

• 관절낭과 인대가 천천히 두꺼워지고 수축된다.

이러한 관절의 변화는 부분적으로 염증 과정의 결과이며 부분적으로는 신체가 손상을 복구하

려고 시도한 것의 흔적이다. 

발병원인

1. 일반적 발병원인

퇴행성 슬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무릎관절의 연골이 변성되고 닳아 없어지면서 

통증과 더불어 보행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노인연령 이전에도 무릎의 외상 등으로 반월상 연

골판 손상, 인대 손상, 골절이나 탈구가 있거나, 비만, 내반 및 외반변형(다리가 휜 경우), 감염 

또는 염증성 관절염(류마티스 관절염 등)을 오래 앓은 경우에 이차적인 관절염이 진행되어 역시 

연골이 없어지고, 뼈끼리 맞닿게 되면 지속적인 통증으로 걸을 수 없게 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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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관절염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연령이 40대 후반에 있다 - 근육이 약해졌거나 몸이 스스로 치유하기 힘들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닳아 없어졌기 때문일 수 있다.

• 여성 - 퇴행성 관절염은 여자에게서 더 흔하고 더 심하다.

• 과체중과 비만 -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점차적으로 악화된다.

•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았다.

• 무릎 부상, 예를 들어 찢어진 반월상 연골

• 무릎에 수술을 받았다. 예를 들어 반월상 연골 제거술(손상된 연골 제거)이나 십자인대 복원 수술

•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과 같이 관절을 손상시키는 관절 질환이 있다.

2. 직업적 위험요인

업무 관련 및 기타 요인 간의 구별은 근로자의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을 평가하고 예방 조치를 도

출하는 데 중요하다.6) 무릎 통증 및 무릎 골관절염(OA)은 만성적인 문제로서 업무수행의 곤란, 장

애 및 관절수술 시행으로 인한 손실로 이어진다. 현재 골관절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치료법을 사

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정 가능한 잠재적인 위험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

최근의 체계적인 검토는 모두 무릎 관절과 작업 활동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증거가 존재한다

고 결론짓고 있다. 작업 중에 누적된 무릎 꿇기와 쪼그려 앉기(accumulated kneeling/squat-

ting)를 하는 것은 여성의 경우 일생 동안에 8,934시간 이상인 경우에 대한 교차비(OR)는  

2.5(95% CI, 1.4~4.7)였다. 남성의 무릎 꿇기/쪼그려 앉기는 평생 동안 3,474~12,244시간 동안 

2.2(95% CI, 1.2~3.8)였으며, 12,244시간 이상인 무릎 꿇기/쪼그려 앉기에 대한 OR은 2.5(95% 

CI, 1.4~4.3)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무릎 관절염의 발생에 대한 무릎 꿇기/쪼

그려 앉기의 영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6)

2005년에 Jensen7)은 바닥 공사 작업자(floor layers), 목수(carpenters) 및 식자공(또는 조판공)

(compositors)에서 무릎 꿇기 자세로 하는 작업활동(knee-straining activities)의 양과 근속 년수

를 토대로 개인 노출 부담을 계산했다. 무릎에 대한 증상 호소와 방사선학적으로 확진된 무릎 관절

염의 OR은 제로-노출군과 비교하였을 때 저노출군에서 3.0(95% CI, 0.5~17.2), 중등도 노출군에

서 4.2(95% CI, 0.6~27.6) 및 고도 노출군에서는 4.9(95% CI, 1.1~21.9)로 높았다.8) D’Souza와 동

료들은 미국국가조사(NHANES III)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발표했으며 무릎 꿇기 자세가 있는 

작업활동과 증상이 있는 무릎 관절염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인간 공학자의 직업분류등급을 사

용했다. 증상이 있는 무릎 관절염과 무릎 꿇기와 유의한 노출-반응 관계가 여성에서는 발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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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지만, 남성에서는 발견되었다.8) 독일의 환자대조군(case-control) 연구에서 방사선학적으로 

확진된 무릎 관절염의 OR은 10,800시간 이상 무릎 꿇고 쪼그려 앉는 자세의 누적 노출이 있는 군

에서 2.4(95% CI, 1.1~5.0)였다.9)

반면에 누적된 무릎 꿇기와 쪼그려 앉기, 무릎 골관절염과의 양-반응 관계에 대한 조사에서 상

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다.10) 이 연구에서 매일 무릎 꿇기와 쪼그려 앉기에 대하여 1시

간 초과와 1시간 이하로 이분해 조사했다. 종사기간을 곱하여 노출을 산출하였으므로 그 결과의 정

확성은 다소 떨어진다.

요약하면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활동(knee-straining work activities)과 증상이 있는 무릎 골

관절염과의 양-반응 관계를 지지하는 결과들이 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흔한 직업 위험 요인 중 하나는 힘든 육체적 작업부하이다.11) 다른 위

험 요소로는 무릎 굽히기(bending of the knee), 무릎 꿇기 또는 쭈그려 앉기(kneeling or squat-

ting), 장시간 서서 작업하기(standing for long hours)(하루에 2시간 이상), 걷기(≥ 3 km/day), 

반복적인 계단 오르기, 무거운 짐 들어 올리기(10 kg 이상), 점프 및 진동과 같은 여러 가지 생체 역

학적 스트레스 요인에 자주 노출되는 것이다.2, 8, 10~16)

영국 연구 결과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거나(> 25 kg) 무릎 꿇기, 계단을 오르는 등의 위험에 노출된 

55세 이상의 근로자 중 무릎 골관절염의 위험이 5배 이상 높았다. 무거운 물건 들어 올리기가 없이 무

릎 관절 굴곡이 보고 된 사람들은 위험이 2.5배나 높았다.8) Clearwater 골관절염 연구의 결과에 따르

면, 단단한 표면에 서서 일하는 것은 여성의 무릎 퇴행성 관절염과 유의한 관련이 있으며, 계단 오르

내리기와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은 남성의 무릎 퇴행성 관절염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17)

일본인 남성에 대한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주요 직업으로서의 육체노동은 다른 위험 요인을 통

제한 후 무릎 골관절염과 독립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되었다. 무릎 꿇기 자세(예 : 바닥 공사 작업

자, 목수 및 조판공)로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직업은 무릎 골관절염의 발병 위험인자로 밝혀졌지만  

5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만 나타났다.18) 일본 여성에 대한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초기 고용 기간 

동안의 좌식 노동은 무릎 골관절염의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었고 총 근무 년수는 무릎 골관절염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19)

Goekoop과 동료들은 82세의 고령자(90세)에서 골관절염의 부재와 관련된 요인을 조사했다.20) 이들 중 

골관절염이 없는 경우는 남성, 정상 체질량 지수, 골관절염에 대한 가족 성향의 부재, 가장 놀랍게도 힘든 

작업과 관련이 있다. 저자들은 이 코호트가 건강한 관절의 보존을 가져오는 뛰어난 조직 복구에 대한 유전

적 소인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여러 종류의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서 퇴행성 관절염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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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것으로는 건설근로자, 소방수, 농부, 어부, 임업 종사자 및 광부들이다.10, 11, 13, 21~23)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11~30년 동안 건축 및 건설업에 종사한 남성 근로자들에서 교란 요인

(confounding factors)을 조정한 후에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걸릴 확률이 3.7배 더 높았다. 몇몇 연

구에 따르면 육체노동을 하는 직업의 남성 근로자가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보

고가 있다.24~26) 덴마크 성인들 사이에 남성의 바닥 공사 작업자 및 벽돌공들은 사무직보다무릎 관

절염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았다. 위험은 근속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했다.26) 남성 보건의료 종

사자(healthcare assistants) 중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10년 이상 근무

한 경우에만 나타났다. 5년 이상 근무한 여성 보건의료 종사자와 여성 건설 근로자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였다.26) 스웨덴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남성 근로자 중 바닥 공사 작

업자(floor layers), 아스팔트 근로자(asphalt workers), 판금 근로자(sheet-metal workers), 석재 

작업자(rock workers), 배관공(plumbers), 조적공(brick layers), 목공(wood workers) 및 콘크리

트 작업자(concrete workers)들에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27) 11~30년 동

안 농장 일을 하는 여성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21) 농

장 작업은 남성들 사이에서 무릎 퇴행성 관절염 위험 증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과 중량과 함께 건설이나 농장 작업에 노출되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발병 위험이 유의하게 증

가하였다. Andersen26)은 여성 농민들 사이에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일본 여성 582명 중 195명(33.5%)이 무릎 관절염으로 고통을 겪었으나 농업 활동은 

무릎 관절염과 관련이 없었다.28)

직업과 무릎 퇴행성 관절염 발병과 연결시키는 기전은 생체 역학적 기전(biomechanical mecha-

nism)인 것으로 여겨진다. 무릎을 가로 지르는 힘은 격렬한 직업에서 발견되는 많은 활동에서 측정 

될 수 있다.29, 30) 낙농업 종사자들에게 쪼그려 앉기와 굴곡 시에 무릎에 미치는 힘이 측정되었다.31) 또

한, 무릎 부정렬(knee mal-alignment) 및 발의 각 형성(foot angulation)과 관련되어 무릎 관절에 

미치는 증가된 힘이 무릎 골관절염의 진행과 관련하여 연구되었다.32~34)

문헌에서 무릎 골관절염과 지속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직업활동은 앉아서 하는 작업이나 육체적 

부담이 낮은 작업활동과 비교하였을 때에 무릎 꿇기(kneeling), 쪼그려 앉기(squatting), 들어 올리

기/운반하는 작업(lifting/carrying) 및 힘들게 서서 하는 작업(heavy standing work) 등이 있다.11, 

35, 36) 바닥 공사 작업자(floor layers)11), 광부,12, 37) 부두 노동자(dockers)13) 및 엘리트 수준의 스포츠 

선수8)등 다양한 특수 직업에서 무릎 퇴행성 관절염 발생과 연관이 있다. 다양한 직업과 작업활동이 

조사되었지만 제안된 메커니즘에는 무릎 관절을 가로지르는 생체 역학적 힘(biomechanical forc-

es)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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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병으로 무릎 퇴행성 관절염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 영국의 산업재해자문위원회(Industrial Inju-

ries Advisory Council, IIAC)의 보고서를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이 위원회는 영국에서 업무상 질병

에 대한 독립적인 과학 자문기구로서 과학적 및 의학적 증거를 검토하고 산업재해보상에 대해 변경

하여야 할 사항들을 노동연금부서(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에 제안한다.

이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 광부(coal miners), 카펫 설치작업자(carpet fitters), 카펫/바닥 

공사 작업자(carpet/floor layers)의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업무상 질병의 목록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것은 이러한 직종 중 하나에서 일한 결과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한 근로자들에게 산

업재해보상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독일과 덴마크를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 직업병으로 무릎 퇴행성 관

절염을 인정하는 데 기여했다.38)

증상

무릎 관절염의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다.

• 통증(특히 무릎을 움직이거나 하루가 끝날 때 심하다 - 휴식을 취하면 더 좋아진다)

• 강직(stiffness, 특히 휴식을 취한 후에 나타난다 - 움직인 뒤 보통 1분 정도 지나면 편안해진다)

•   관절을 움직일 때 염발음(crepitus), 삐걱거리는 소리(creaking), 오도독 오도독하는 소리

(crunching), 가는 듯한 감각(grinding sensation)이 생긴다. 

• 딱딱한 부종(골극의 형성으로 인함)

• 부드러운 부종(관절액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

기타 다음과 같은 증상도 나타난다.

• 근육이 약해지거나 관절의 구조가 덜 안정되어 무릎이 꺾인다(giving way).

• 무릎이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 무릎이 구부정해지거나 구부러진 형태로 변한다.

• 관절 주위의 근육이 얇아지거나 약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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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물지만 일부 사람들은 무릎에 통증이 있어 밤에 잠을 못 잘 수도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심각

한 퇴행성 관절염에서만 발생한다. 날씨에 따라서 통증이 완화되기도 하고 악화(특히 습기가 많은 

날씨와 낮은 압력)되기도 한다. 이것은 무릎 관절낭의 신경 섬유가 대기압의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

일 수 있다. 때로는 얼마나 활동적이었는지에 따라 때로는 분명한 이유가 없이 통증을 느낀다. 

진단

특히 서 있거나 걸을 때 통증이 오고, 무릎을 움직일 때 소리가 날 수 있으며, 계단 오르내리기

가 힘들어지며, 관절조직의 두꺼워짐과 관절액 증가로 무릎이 붓게 되며, 점차 근육의 위축, 운

동 제한이 나타나게 된다.

무릎관절 질환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골의 손상은 단순 방사선 검사로 어느 정도 진단이 가능

하나, 연골판과 인대 손상 등은 단순 방사선 검사만으로는 진단하기 어려우므로 자기공명 영상 

등의 정밀검사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릎관절의 손상 시 숙련된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는 환자 스스로가 병력, 현상, 증상, 경과 등을 잘 알고 의사에

게 정보를 주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무릎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진단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게 된다.

1. 이학적 검사 

의사들이 아픈 다리를 구부리거나 곧게 하고 회전시켜서 문제를 찾고, 다리가 움직이는 범위

와 위치를 발견하기 위해 무릎을 압박하기도 하면서 무릎문제의 성질을 파악한다. 의사는 증상 

및 검사 결과에 따라 무릎 관절염의 진단을 내린다. 이학적 검사를 하면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무릎관절 부위의 압통(tenderness)

• 무릎 관절을 움직일 때 나는 소리(crepitus)

• 튀어 나온 뼈(골극)

• 부종(과도한 관절낭액)

• 제한된 움직임

• 무릎의 불안정성

•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이 얇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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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선 촬영

뼈들의 2차원 영상을 얻기 위해서 무릎에 대한 X-선 촬영을 한다.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하는 

가장 유용한 검사이다. X-선은 골조직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으며, 뼈 사이의 좁아진 공간을 보

여주고, 관절 내 칼슘 침전물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X-선은 통증이나 장애가 얼마나 되는지를 잘 보여주지 못한다. 

3. CT 촬영

CT 스캔은 다른 각도에서 무릎의 영상을 얻어서 컴퓨터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것은 컴퓨터 스

크린에 상처 안 무릎 조직을 단층사진 이미지로 나타낸다. 이 사진 이미지들은 보통 X-선 촬영

결과보다 명확하게 무릎의 조직들을 볼 수 있다. 

4. MRI 촬영

MRI는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자기적 성질을 측정하여 컴퓨터를 통하여 다시 재구성하여 영

상화하는 기술이다. MRI는 X-선처럼 이온화 방사선이 아니므로 인체에 무해하고 3차원 영상화

가 가능하고 CT에 비해 대조도와 해상도가 더 좋으며, multiplanar imaging으로 원하는 면의 인

체 단면상을 만들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 널리 쓰이고 있다. 

자기공명영상(MRI) 스캔은 X-선에서는 볼 수 없는 연조직(예 : 연골, 힘줄, 근육) 및 뼈의 변

화가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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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절경

관절경은 광학 튜브를 이용하여 무릎 안을 볼 수 있는 장치이다. 무릎에 상처를 거의 남기지 

않고 무릎 관절의 내부를 스크린에 비추어 자세히 볼 수 있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혈액 검사는 없지만 다른 조건이나 질환을 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치료

무릎에 통증이 있는 환자는 아래의 PRICE 원칙을 따른다.

• 보호(Protection) : 지팡이를 사용해 체중 부하를 줄임으로써 관절을 보호하기

• 휴식(Rest) : 오래 서 있거나 계단 오르는 걸 될 수 있으면 피하고 휴식을 취하기

• 얼음찜질(Ice) : 얼음찜질을 하루 15분씩 수차례 실시하기

• 압박(Compression) : 붕대로 감아 압박하기

• 들어올리기(Elevation) : 무릎이 부었으면 다리를 들어 올리기

 

체중을 줄이는 게 특히 중요한데, 성공만 한다면 통증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아직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완벽한 치료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골관절염 환자의 많은 수가 여러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경미하여, 휴식과 안정, 더운 찜질, 진통소염제 등의 약제로 통증 조절이 

가능하며, 부종이 심하거나 통증이 심할 때는 간혹 스테로이드(소위 뼈주사)를 관절 내에 주사하여 

일시적인 증상의 경감을 얻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요법은 질병 자체를 회복시키지는 못한다. 이러

한 보존적인 요법으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을 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 수술적 방법으로

는 관절경을 이용한 관절의 세척과 간단한 절제술 등을 할 수 있지만, 초기에만 효과가 있고, 퇴행

성 변화가 현저히 진행되고 통증이 심할 때는 결국 인공관절 치환술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대부분 보존적으로 치료를 시작해야 하며, 일상생활이나 작업 활동, 여가 활동을 변경하고, 체

중 감소로 병변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또, 보조기, 목발이나 지팡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관절 내 스테로이드 주사, 진통제의 사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관절의 불안정성, 변형, 운동 제한 등이 진행하면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된다. 수술적 치료는 관절경적 세척술 및 변연 절제술부터 인공 관절 치환술까지 많은 방법이 있

다. 환자의 나이와 기대 활동 수준, 골관절염의 정도, 관절염이 진행된 무릎 관절 구획의 수에 따

라 선택할 수 있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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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무거운 물건 들어 올리기, 특히 쪼그려 앉는 자세로 작업할 경우에 무릎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고 고통을 일으킨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만성 질환으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킨다. 삶의 질이 떨어지며, 일할 능력

을 포함하여 일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떨어뜨린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유병률은 인

구 고령화와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질병 발병 및 진행을 줄이기 위한 중재가 더욱 절실하다. 이 

질병의 위험요인과 발병은 부분적으로 관절에 대한 기계적인 충격과 부담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확립된 위험 요인에는 비만, 나이, 여성, 무릎 관절 손상력 및 반달연골절제술(menisectomy) 

등이 알려져 있다. 또한, 중요한 증거로는 무릎의 직업적인 기계적 부하가 관절의 질병을 유발하

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직업적 위험요인을 고려할 때에 특히 우려되는 것은 

고령 근로자들이 무릎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다양한 직업에 계속해서 종사하고 있으며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릎 골관절염은 인생의 후기에 유병률이 증가하고 작업을 제한하는 점점 더 흔한 원인이다. 

물리적으로 무릎관절에 부담을 주는 작업활동으로 작업하는 하루 중에 상당 기간 동안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하기, 무릎을 꿇고 하는 직업 활동, 반복적으로 무거운 짐 들기와 운반하기, 경사진 

곳을 오르기, 높은 신체적 작업 부담이 있는 작업 등은 이 질병의 발생과 진행 및 증상의 악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가능한 경우 이러한 노출은 바람직한 작업 설계에 의해 근원적으로 최소

화 되어야 한다. 어렵기는 하지만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예방대책이다. 어떤 경우에도, 과체중

과 일상생활에서 위험요인들을 가진 사람들은 체중 감량은 물론 다양한 예방대책을 더욱 강력하

게 권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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