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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임상진료지침은 의료의 과정에서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의사 결정들에 도
움을 주고자하여, 체계적이면서도 과학적인 개발과정을 통해 도출된 근거 기반의 기술서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임상진료지침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관련 질환의 치료 효과를 높이고 국가 의료비 절
감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공익적 관점에서 엄격하게 개발된 임상진료지침은 사회적 편익 발생에 기여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상진료지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발간하기 위해서는, 지침 개발의 주제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체계와, 지침 개발을 직접 수행하기 위한 연구체계, 개발된 지침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검증체
계와, 최종 발간된 지침을 홍보하고 활용을 독려하는 확산체계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침 개발 과정
을 과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침 개발의 연구방법론과 의사결정방법론에 대한 지견을 갖춘, 한
의약 분야와 보건의료분야 등 관련 분야 우수 연구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과 <한의약육성법> 등에 근거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을 통한 근거강화 및 신뢰
도 제고”라는 제1 세부계획에 근거를 두고, 2016년 정부의 연구지원에 의해 출범한 “한의표준임상진료
지침 개발사업단”의 연구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저희 사업단은 이상 말씀드린 지침
개발에 필요한 여러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세부 분야에서 지침 개발에 대한 지견을 갖추고 연구를 주도
하시는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들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한의약 분야의 엄격하고 신뢰성 있는 한
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한의약 분야 치료기술들의 근거가 보고된 국내외 대부분의 학술 데이
터베이스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장 최신의 연구 결과들까지를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는 개발 과
정들을 통해 완성하였으며, 이후 관련 전문가 위원회들을 통해 지침 연구 개발 과정의 타당성과 지침에
수록된 임상적 내용들의 타당성, 최종 완성 지침의 기술 타당성 등의 인증 과정들을 거쳐서 본 지침을
최종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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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간된 지침을 통해 이상 말씀드린 건강편익과 의료비 절감 등의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기 위해
서는, 한의사와 학생, 환자와 일반인 등 많은 분들이 실제 의사결정에서 본 지침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 사업단은 본 지침이 실제 의료 및 교육, 연구 현장에서 다수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확산도구의 개발과 성과 확산체계를 통한 홍보 등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임상의, 학생 및 연구자 분들께서도 본 지침의 활용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은 단순한 기술서가 아닌 한의약 임상 현장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
축된 통합 정보 시스템이며, 향후 한의약 분야의 신규 연구 성과들과 개발 기술들이 본 지침에 계속 반
영되기 위해서는, 본 지침개발 사업체계와 연구 수행 및 지원체계의 지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므
로, 이에 대해서도 관련된 분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
단장 김 남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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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한의 임상현장에서 현재까지의 근거를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결과와 치료계획을 충분하게 설명하
는 것은 한의사-환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보편타당한 치료방법과
임상경험이 적절하게 조화된 치료가 시행되고 그것이 또한 새로운 근거를 창출해내는 지속적인 데이
터의 축적이 한의 임상의 발전을 위한 씨앗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진료지침은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 내원하는 근골격계 수술후 증후군 (요추 수술후, 회전근개 수
술후, 슬관절전치환술후) 환자의 치료 및 관리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으로 기술되었습니다. 각종 수술후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한의원 및 한방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지만
각 질환을 모두 포괄하기는 어려워 다빈도 근골격계 수술후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술후 증후
군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진료지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개발과정에서 수술후 증후군 환자에 시행된 한의 치료에 대한 현재까지의 국내외 모든 근거를 수집
하였으며, 전체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임상 현황 설문조사와 수술후 증후군 환자 진료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시행하여 임상 현실을 반영하려 노력
하였습니다. 또한 본 지침 개발과 관련하여 부족한 근거를 보완하기 위하여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
대한 침치료 및 추나치료 임상시험 병행 경제성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임상연구 및 경제성 평가 연구결
과를 요약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본 진료지침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술후증후군 환자는 수술 후 기능회복이 필요한 모든 단계의 환자
를 포괄하며, 근거 수집 단계에서는 수술 후 초기와 수술 후 재활기, 수술후 지속 혹은 재발 통증에 대한
치료를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근거를 바탕으로 구분하여 권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는 임상현장에서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환자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수술후 초
기환자의 경우 개원가에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의과·한의과 협진 등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의료형
태를 고려하여 포함시킨 것입니다.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론 등 근거 중심 방법론에 기반한 방법론을 통해 개발된 본 한의표준임상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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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이 근골격계 수술 후 환자 진료에 있어 한의사와 환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한
의 진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주관연구책임자,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재활의학과

송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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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수술후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한의약 분야의 요추 수술후증후군의 한의치료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근거 기반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한의표준임상진료지
침 개발사업단(G-KoM)의 공식 출간물입니다.
본 수술후 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요추 수술후, 회전근개 수술후, 슬관절전치환술 후 3종
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한 권으로 만든 출판물로 수록 순서는 요추 수술후, 회전근개 수술후 그리
고 슬관절전치환술 후 순서로 제작하였습니다.
한의약 및 보건의료 분야의 의료인뿐만 아니라 연구자와 한의약 분야의 학생들, 본 질환과 관련된
환자와 일반인들의 본 질환의 한의 의료 관련 의사결정에 참고하여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본 지침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매뉴얼에 근거하여 한의약 분야 및 관련 분야 연구 전문가들
의 협력을 통해 개발하였으며, 사업단이 제공하는 지침 검토 인증 체계에서 지침 연구 개발 과정의 타
당성, 지침 항목들의 임상적 타당성, 완성 지침의 기술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와 인증 과정을 거쳐서 최
종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지침은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NCKM; http://www.nckm.or.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지침
성과 확산의 취지에 부합하거나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도 인용, 배포 및 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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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수술후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요추 수술후, 회전근개 수술후, 슬관절전치환술 후 3종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한 권으로 만든 출판물로 수록 순서는 요추, 회전근개, 슬관절 순서로 제작함.

viii

수술후증후군(한의표준)-최종.indb 8

2021-12-29 오후 4:55:15

수술후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집필진

송윤경 가천대학교
박태용 가톨릭 관동대학교
조재흥 경희대학교
황의형 부산대학교
이정한 원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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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목적
한국에서 슬관절전치환술은 2016년 97,504회로 수행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2012년에 비해

28% 증가하여 평균 수명 연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술이다. 2016년 기준 슬관절전치환
술으로 인한 건강보험급여 청구금액이 567억 이상에 이르고 있다. 시술받은 환자군은 70대가 48.6%,

60대가 36.2%일 정도로 노년기 환자들이 많다. 노인 환자가 오랜 슬관절염 유병후 슬관절전치환술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 후 전신 기력 저하 및 늦은 회복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통증이나 기능 회
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들에게 한방치료가 임상적 호전을 가져다줄
수 있으나, 일반 환자들에게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아직까지 근거중심의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 대한 한의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된 적이 없었다.
슬관절전치환술후 환자의 치료에 있어 의과와 한의과 공통 목표는 수술 후 시기에 따라 환자를 진
단 평가하여 통합의학적 수술후 치료를 시행하는 것에 있다. 슬관절전치환술후 환자의 치료목표는 증
상 재발 예방 및 조기 통증 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수술 부위 기능의 완전한 회복,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적극적 개선 및 조기 사회 복귀 등이다. 수술 후 통합의학적 관점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재
활치료와 함께 한의치료가 병행 또는 시기에 따라 단독시행되는 경우 상기 치료의 목적을 보다 완전하
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론 등 근거 중심 방법론에 기반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 관련 한의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임상진료지침은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 진료
에 있어 한의사와 환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한의 진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였다.

2. 질환 개요
슬관절전치환술 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서의 대상 환자군은 슬관절전치환술 후 모든 환자를 포
함한다. 슬관절전치환술 후 회복이 필요한 모든 초기 및 재활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술 직후의 환
자부터 수술 이후에 통증, 부종, 기능장애가 지속되고 있거나 빠른 회복을 원하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
로 한다. 슬관절 관련 수술을 받은 모든 환자군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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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고안
권고안 번호

권고내용

권고등급/근거수준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의 수술 부위에 대한 진찰 및 신체검진을 통해 감염, 신경
손상 등이 의심되는 경우 의과 협진 의뢰를 고려할 수 있다.

C/Very Low

1) 진단
1.1) 의과 협진 의뢰

R1

임상적 고려사항
슬관절 전치환술 환자 치료과정에서 의과 협진의뢰는 수술후 감염 등이 의심되거나 극심한 통증 등이 발생
하는 경우, 수술 후 환자의 주요 증상 재발이 의심되어 상세한 진단이 요망되는 경우, 기타 상황에 따라 보
다 적극적인 의과의 약물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시행할 수 있다.

1.2) 수술후 시기별 진단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통상적 재활치료와 병행되는 경우 수술
후 단계별 치료목표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R2

C/Very Low

임상적 고려사항
슬관절 전치환술 환자 치료과정에서 수술부위 조직학적 치유 및 감염관리, 수술후 통증의 완화 및 슬관절
기능 회복(관절가동범위 및 근력 등) 등을 위하여 수술후 초기, 중기, 재활기 각 단계별 적절한 치료목표를
설정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1.3) 수술후 한의변증진단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의 한의치료 계획시 변증진단을 고려할 수 있다.
R3

C/Very Low

임상적 고려사항
슬관절 전치환술 환자의 한의변증 진단 시, 수술후 초기에는 어혈, 기체 변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장부, 기혈 변증 등에 따른 세부변증 진단을 고려할 수 있다. 수술 후 환자에게 근골격계 통증
및 불편증상 외에도 신경계, 소화기계, 순환기계 및 전신 증상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통증과 기능장
애 외의 증상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 변증진단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치료
2.1) 침치료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서 침치료 시행 후, 수술부위의 통증감소와 기능회복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게 침치료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
R4

B/Moderate

임상적 고려사항
슬관절 전치환술 후 침치료는 수술후 시기 및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한의사의 진단에
의한 경락변증에 따라 족양명위경(ST), 족태음비경(SP), 족태양방광경(BL), 족소음신경(KI), 족소양담경
(GB), 수양명대장경(LI), 수태양소장경(SI), 수태음폐경(LU), 임맥(CV) 등의 근위부, 원위부 경혈 및 아시혈
에 시행할 수 있다. 수술후 초기 침치료시에는 감염 등에 유의해야 한다.

수술후 초기
단독치료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환자에서 침치료군이 거짓침군에 비해 단기적인 통증감
소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환자에게 침
치료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
R4-1

B/Moderate

임상적 고려사항
슬관절 전치환술 수술후 초기 침치료시 혈해(SP10), 양구 (ST34), 위중(BL40), 슬관(LR7), 족삼리(ST36) 등
의 무릎주위 경혈 및 두침(감각영역, GV20, GV24), 이침 등의 경혈과 슬관절 주변 근육의 통증유발점에 대
한 침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침치료로 통증감소 효과를 평가할 때 진통제 복용량 감소 등의 항목도 평가할
수 있으며, 치료효과에 대한 평가기간의 설정시 단기간의 평가보다는 재활기까지의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술후 통증발생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복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침치료시 수술후 초기인점을 감안하여 시술시 감염 등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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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재활기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치료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서 침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군이 통상적
재활치료 단독 시행군에 비해 통증감소와 기능회복, 낮은 부작용 발생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게 통상적 재활
치료와 침치료 병행치료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
R4-2

C/Low

임상적 고려사항
슬관절 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 침치료는 한의사의 진단에 의한 경락변증에 따라 족양명위경(ST), 족태음
비경(SP), 족태양방광경(BL), 족소음신경(KI), 족소양담경(GB), 수양명대장경(LI), 수태양소장경(SI), 수태
음폐경(LU), 임맥(CV) 등의 근위부, 원위부 경혈 및 아시혈에 시행할 수 있다. 침치료시 수술후 시기 및 환
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감염 등에 유의해야 한다.

2.2) 전침치료
수술후 재활기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치료

R5

슬관절 전치환술 수술후 재활기 환자에서 전침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군이
통상적 재활치료 단독 시행군에 비해 통증감소와 기능회복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따라 슬관절 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서 통상적 재활치료와 전침
치료 병행치료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

B/Moderate

임상적 고려사항
슬관절 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서 전침치료는 한의사의 진단에 의한 경락변증에 따라 족양명위경(ST),
족태음비경(SP), 족태양방광경(BL), 족소양담경(GB), 등의 근위부, 원위부 경혈 및 아시혈에 시행할 수 있
다. 침치료시 수술후 시기 및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감염 등에 유의해야 한다.

2.3) 약침
수술후 재활기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치료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서 약침(봉약침)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의 병행
치료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할 수 없었으나, 임상활용 현황
결과 및 전문가 그룹의 합의에 근거하여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게 약
침(봉약침)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의 병행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R6

C/Very Low

임상적 고려사항
슬관절 전치환술 후 환자에 대한 약침(봉약침)치료는 소염, 활혈, 진통 등의 목적으로 약침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수술후 절개로 인한 상처부위에 인접한 경혈은 주의하여 시술하여 감염 등에 유의해야 한다. 봉약
침 시술시에는 처치전 과민반응 검사가 사전에 꼭 필요하며, 용량 및 시술 주기 등에 대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2.4) 한약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서 한약치료 시행 후, 염증감소, 통증감소 및 기능회복
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게 한약치료를 고려해야 한
다.
R7

B/Low

임상적 고려사항
슬관절 전치환술 후 환자에 대한 한약치료는 수술후 단계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며, 수술후 초기에는 주로
사용된 한약은 어혈(瘀血), 활혈(活血) 등의 목적으로 익기활혈탕(益氣活血湯), 혈부축어탕(血府逐瘀湯),
서근활혈통락탕(舒筋活血通络汤)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상에서 청열사습탕(淸熱瀉濕湯), 빈창산(檳蒼
散), 대강활탕(大羌活湯) 등도 활용할 수 있다. 슬관절 전치환술 환자에게 한약치료 시행 시 환자의 슬관절
통증 및 불편 증상 외에도 신경계, 소화기계, 순환기계 및 전신 증상등을 고려한 변증진단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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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수술후 초기
한약 외치요법 단독치료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환자에서 한약 외치요법군은 위약 외치요법군에 비해 유
의한 통증감소가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환자에서 한약
외치요법을 고려할 수 있다.
R7-1

C/Low

임상적 고려사항
슬관절 전치환술 후 외치요법이 통증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었으므로, 수술후 환자에게 외치
요법을 고려할수 있다. 외치요법은 수술후 시기별, 증상별 임상경험 축적이 더욱 필요하며, 수술부위에 대
한 감염 등에 유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수술후 초기 및 재활기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치료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및 재활기 환자에서 한약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군
이 통상적 재활치료 단독 시행군에 비해 염증감소, 통증감소 및 기능회복이 확인
되었다. 이에 따라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서 한약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R7-2

B/Low

임상적 고려사항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및 재활기 환자에 대한 한약치료는 한의사의 진단에 의한 변증유형, 수술후 시기
에 따라 처방을 시행할 수 있다. 수술후 시기에 따라 도홍사물탕(桃紅四物湯), 혈부축어탕(초기)(血府逐瘀
湯), 익기활혈탕(益氣活血湯), 독활기생탕(獨活寄生湯), 보중익기탕(중기)(補中益氣湯), 지황음자(후기)(地
黃飮子) 등의 처방을 시행할 수 있으며, 환자 변증유형에 따라 어혈(瘀血)형, 풍한습(風寒濕)형, 간신허(肝
腎虛)형 등으로 구분하여 기본처방을 구성하고 약물을 가미할 수 있다.

2.5) 뜸
수술후 초기
(통상적 치료) 병행치료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환자에서 뜸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은 통상적 재활
치료 단독 시행에 비해 유의한 통증감소, 기능회복, 근력증가가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환자에서 뜸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R8

C/Low

임상적 고려사항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환자에게 통상적 재활치료와 뜸치료를 병행하여 시행할 때, 혈해(SP10), 양릉천
(GB34), 족삼리(ST36) 등을 비롯한 족태음비경(SP), 족양명위경(ST), 족소양담경(GB), 수양명대장경(LI),
임맥(CV) 등의 경혈 및 아시혈 등의 혈위를 고려할 수 있다. 시술시 수술부위 감각저하로 인한 화상 및 감
염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2.6) 추나
수술후 재활기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치료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서 추나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은 통상적
재활치료 단독시행에 비해 통증감소와 기능회복이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슬관절
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서 통상적 재활치료에 추나치료를 병행하는 것을 고려
해야 한다.
R9

B/Low

임상적 고려사항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치료의 과정에서 고관절 가동제한, 골반 및 대퇴부 근육, 긴장 완화를 목적으로 슬
관절 주변 경혈과 근육에 대한 압박기법, 하지부 근육과 슬관절 주변 인대에 대한 근막기법, 고관절 관절가
동기법 등의 추나요법을 시행할 수 있다. 시술시 수술 후 시기, 환자의 체력 및 근력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시술시 과도한 관절각도의 증가 및 수술부위에 대한 과도한 압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 수술후 초기: 슬관절 전치환술 후 일반적으로 퇴원이 이루어지는 2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나, 치료시점이 수술직후 몇 시간 이내와 7일
이내로 기재된 문헌의 경우 통상적 재활치료와 병행하여 2주~4주간 지속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진 다른 문헌과는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 수술후 초기는 수술후 7일 이내로 구분하여 문헌을 분류함.
* 수술후 재활기: 수술후 회복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는 수술 후 12주까지의 전 기간
* 통상적 재활치료: 슬관절 전치환술 환자에게 시행되는 통상적인 재활치료의 방법을 의미하며, 수술후 초기 진통제 복용, 관절가동범위
증진을 위한 CPM, 근력훈련, 보행 및 균형운동 등을 포함하는 재활치료 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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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료 알고리즘
슬관절전치환술후 환자 내원

진단

R1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의 수술부위에 대한 진찰 및 신체검진을
통해 감염, 신경손상 등이 의심되는 경우 의과 협진 의뢰를 고려할
수 있다. (C/Very low)

수술후
시기별 진단

R2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통상적 재활치료와 병행
되는 경우 수술후 단계별 치료목표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치료계획
을 수립하는 것을 고려할 수있다. (C/Very low)

수술후
한의 변증진단

R3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의 한의치료 계획시 변증진단을 고려할 수
있다. (C/Very low)

의과 협진 의뢰

치료

단독 치료
R4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서 침치료 시행후, 수술부위의 통증감소
와 기능회복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슬관절 전치환술후 환자에게
침치료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 (B/Moderate)

침
R4-1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환자에서 침치료군이 거짓침군에 비해
단기적인 통증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환자에게 침치료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
(B/Moderate)

R7-1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환자에서 위약 외치요법군에 비해 유의한
통증감소가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환자에
서 한약외치요법을 고려 할 수 있다. (C/Low)

수술후
초기
한약
외치요법

✚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 치료

뜸

R8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환자에서 뜸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
은 통상적 재활치료 단독 시행에 비해 유의한 통증감소, 기능회복,
근력증가가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슬관절 전치환술 후 초기환자에
서 뜸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C/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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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 치료

R4-2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서 침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군이 통상적 재활치료 단독 시행군에 비해 통증감소와 기능
회복, 낮은 부작용 발생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게 통상적 재활치료와 침치료
병행치료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 (C/Low)

R5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서 전침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군이 통상적 재활치료 단독 시행군에 비해 통증감소와 기능
회복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서 통상적 재활치료와 전침치료 병행치료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 (B/Moderate)

약침

R6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서 약침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
의 병행치료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할 수
없었으나, 임상활용현황 결과 및 전문가 그룹의 합의에 근거하여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게 약침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
의 병행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C/Very low)

한약

R7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서 한약치료 시행 후, 염증감소, 통증
감소 및 기능회복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게 한약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B/Low)

침

전침

수술후
재활기

수술후 초기 및 재활기

한약

추나

R7-2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및 재활기 환자에서 한약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군이 통상적 재활치료 단독 시행군에 비해 염증감소,
통증감소 및 기능회복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서 한약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B/Low)

R9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서 추나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은 통상적 재활치료 단독시행에 비해 통증감소와 기능회복이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서 통상적
재활치료에 추나치료를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B/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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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ckground and purpose
The patient population in the current guideline includes all patients who have undergone total knee
arthroplasty (TKA). The target population includes all patients in need of recovery following TKA during
the acute, sub-acute, or chronic phase, from patients immediately after TKA, to those suﬀering from prolonged pain, swelling, or loss of function following TKA and desiring faster recovery.
A total 97,504 cases of TKA were performed in Korea in 2016, which is a 28% increase from the year
2012, and TKA prevalence is steadily on rise along with the increase in life expectancy. Reimbursement
costs for TKA covered by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was estimated at 51 billion USD
or higher in 2016. Most recipients of TKA are elderly with 48.6% in their 70s, and 36.2% in their 60s.
As it is common for TKA patients to be aﬄicted with prolonged knee arthritic conditions pain prior to
receiving surgery, many TKA patients suﬀer from general weakness and delayed recovery and have diﬃculty coping with and recovering from pain and loss of function after surgery. Although Korean medicine
treatment can clinically benefit patients post-TKA, its effectiveness is not widely known to the general
public. Moreover, Korean medicine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CPGs) on post-operative care for TKA employing rigorous evidence-based medicine (EBM) methodology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The authors therefore aimed to develop a Korean medicine CPG of post-operative care for TKA using
such evidence-based methodology as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The present guideline is expected to ai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Korean medicine practitioners and post-TKA patients, and to ultimately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the overall quality of Korean medicine practice.

2. Overview of disease
The target patient group in the standar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of Korean Medicine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includes all patients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It targets all early and rehabilitative patients
who need recovery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and targets all patients who have continued pain, swelling,
and dysfunction after surgery, or who want to recover quic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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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commendations
No.

Recommendations

Strength of
recommendation /
Level of evidence

1) Diagnosis
1.1) Request for collaboration with Western medicine
If infection or nerve damage is suspected through examination of surgical site
and physical examination of the patient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a collaboration with Western medicine can be considered.
R1

C/Very Low

Clinical Considerations
During the treatment of patients after total knee replacement, collaboration with Western medicine
can be requested when: postoperative infection is suspected, or severe pain occurs; a detailed
diagnosis is required due to suspected recurrence of the patient’s primary symptoms after surgery;
other situations that require a more aggressive Western medication rise.

1.2) Postoperative diagnosis and treatment plan
In the case that treatment process for patients who received total knee arthroplasty is combined with conventional rehabilitation, postoperative treatment goal by stage can be used to evaluate and establish treatment plan.
R2

C/Very Low

Clinical Considerations
During the treatment of patients after total knee replacement, reasonable goals must be set for the
initial, intermediate, and rehabilitation periods after surgery for tissue healing and infection control of
the surgical site, alleviation of postoperative pain and recovery of the joint function (such as range of
motion and muscle strength), etc.

1.3) Postoperative Korean traditional medicine diagnosis of pattern identification
When treating patients who received total knee arthroplasty with Korean
traditional medicine, pattern identification diagnosis can be considered.

R3

C/Very Low

Clinical Considerations
When diagnosing a patient's oriental disease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priority is given to eohyeol
and gaseous disease, and
Diagnosis of detailed apoplexy according to Jangjang and Gihyeol syndrome can be considered.
In addition to musculoskeletal pain and discomfort in patients visiting oriental medical institutions
after surgery, In addition to pain and discomfort, accompanying symptoms included nervous system,
digestive system, circulatory system, and systemic sympto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dialectical diagnosis through close observation of symptoms other than pain and dysfunction.

2) Treatment
2.1) Acupuncture therapy
After acupuncture treatment in the patient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pain
reduction and functional recovery at the surgical site were confirmed. Accordingly, acupuncture should be considered in patients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R4

B/Moderate

Clinical Considerations
Acupuncture after total knee replacement can be applied, depending on the postoperative period and
the patient's condition, to proximal and distal meridians and acupoints such as stomach meridian (ST),
spleen meridian (SP), bladder meridian (BL), kidney meridian (KI), gallbladder meridian (GB), large
intestine meridian (LI), small intestine meridian (SI), lung meridian (LU), and conception vessel (CV).
If acupuncture treatment is performed during the initial postoperative period, caution must be taken to
avoid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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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stage after the operation
standalone therapy
In early patients after total arthroplasty, the acupuncture group showed shortterm pain reduction compared to the false acupuncture group.
Accordingly, acupuncture should be considered in early patients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R4-1

B/Moderate

Clinical Considerations
In the initial acupuncture treatment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acupuncture points and acupuncture
points around the knee (sensory area, GV20, GV24), ear acupuncture, etc. Acupuncture treatment
can be performed for acupuncture points and pain points of the muscles around the knee joint. When
evaluating the effect of acupuncture for reducing pain, items such as reduction in the dose of pain
medication can also be evaluated. In the case of acupuncture treatment, attention should be paid to
infection during the procedure in consideration of the initial point after surgery.

Rehabilitation stage after the operation
(General rehabilitation treatment) Add-on treatment
It was confirmed that the combination of acupuncture and conventional
rehabilitation treatment in the rehabilitation phase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showed pain reduction, function recovery, and lower side effects than the
conventional rehabilitation alone group. Accordingly, The combination of conventional rehabilitation treatment and acupuncture treatment may be considered for patients in the rehabilitation phase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R4-2

C/Low

Clinical Considerations
Acupuncture for patients in the rehabilitation phase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is performed according to the meridians diagnosed by an oriental medical doctor. It can be applied to proximal and distal
acupuncture points and subsidiary blood. In acupuncture treatment, attention should be paid to infections, considering the postoperative period and the patient's condition. In addition to cold treatment,
which is usually performed in rehabilitation treatment, it is also possible to combine herbal medicine
external therapy.

2.2) Electro-acupuncture therapy
Rehabilitation stage after the operation
(General rehabilitation treatment) Add-on treatment

R5

In patients in the rehabilitation phase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the combination of electroacupuncture and conventional rehabilitation treatment
showed pain reduction and function recovery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rehabilitation alone group. Accordingly, the combination of conventional rehabilitation treatment and electroacupuncture treatment should be considered in
patients in the rehabilitation phase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B/Moderate

Clinical Considerations
In rehabilitation patients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electroacupuncture can be performed on proximal, distal acupuncture points and asis blood in the proximal, distal acupuncture points, such as foot
sputum gastroscopy, foot taeuminoscopy, foot solar cystoscope, and foot pruritus biliary tract according to the meridians diagnosed by an oriental doctor. In acupuncture treatment, attention should
be paid to infections, considering the postoperative period and the patient's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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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Herbal Acupuncture therapy
Rehabilitation stage after the operation
(General rehabilitation treatment) Add-on treatment
In patients in the rehabilitation phase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it was not
possible to obtain evidence for the efficacy and safety of the combination
treatment of herbal acupuncture and conventional rehabilitation. A combination of herbal acupuncture therapy and conventional rehabilitation therapy
may be considered for the patient.
R6

C/Very Low

Clinical Considerations
Herbal acupuncture treatment for patients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can be performed for the purpose of anti-inflammatory, bleeding, and pain relief.
Acupuncture points adjacent to the wound area due to incision after surgery should be treated with care
and be careful about infection. In the case of beacon needle treatment, a hypersensitivity test is absolutely necessary before treatment, and a careful decision on the dose and treatment cycle is required.

2.4) Korean oriental herbal medicine therapy
Herbal medicine treatment was found to reduce inflammation, pain, and
function recovery in patients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Accordingly, herbal
medicine treatment should be considered for patients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R7

B/Low

Clinical Considerations
Patients may receive herbal medicine treatment after total knee replacement depending on the
postoperative period. For the initial period, herbal medicine such as Ikgihwalhyeol-tang (益氣活
血湯), Hyeolbuchukeo-tang (血府逐瘀湯), and Seogeunhwalhyeoltongrak-tang (舒筋活血通络汤)
can be mainly taken for purposes like treating blood stasis (活血) and activating blood flow (瘀血).
Cheongyeolsaseup-tang (淸熱瀉濕湯), Binchangsan (檳蒼散), Daeganghwal-Tang (大羌活湯), among
others may also be used in clinical treatment. If herbal medicine treatment is applied,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pattern diagnosis considering symptoms in the nervous system, digestive system, circulatory system, and throughout the entire body, in addition to the patient's pain and discomfort in the
knee joint.

Early stage after the operation
Herbal external tooth therapy
Alone therapy

R7-1

In the early patients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the external tooth therapy
group showed significant pain reduction compared to the false herbal medicine external tooth therapy group. Accordingly, it is possible to consider
external herbal medicine in patients early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C/Low

Clinical Considerations
Herbal medicine can be prescribed for patients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according to the type of
dialectic according to the diagnosis of an oriental doctor, and this can be considered because there
have been reports of external dental therapy for the surgical site after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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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stage and Rehabilitation stage after the operation
(General rehabilitation treatment) simultaneous treatment
In early and rehabilitation patients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the combined
herbal medicine treatment and conventional rehabilitation treatment group
showed reduced inflammation, reduced pain, and function recovery compared to the group treated with conventional rehabilitation alone. Therefore,
herbal medicine treatment should be considered in patients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R7-2

B/Low

Clinical Considerations
Herbal medicine treatment for patients in the early and rehabilitation phase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can be prescribed according to the type of dialectic
diagnosed by an oriental doctor and the timing after surgery. Dohongsamultang (桃紅四物湯), Hyeolbuchukeotang (early) (血府逐瘀湯), Ikgi Hwalhyeoltang (益氣活血湯), Dokhwagisaengtang (Bokhwagisaengtang (獨活寄生ikgitang)) Prescriptions such as mid-term) (補中益氣湯) and Jihwangeumja
(late) (地黃飮子) can be administered. It can be classified into (肝腎虛) type, etc., to compose a basic
prescription and add drugs.

2.5) Moxibustion
Early stage stage after the operation
(General rehabilitation treatment) simultaneous treatment
In the early patients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the combination of moxibustion therapy and conventional rehabilitation treatment significantly reduced pain, recovered function, and increased muscle strength compared to
conventional rehabilitation alone. Accordingly, moxibustion treatment may be
considered in early patients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R8

C/Low

Clinical Considerations
When performing conventional treatment and moxibustion treatment in parallel to early patients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hematopoiesis (SP10), Yangneungcheon (GB34), Joksamri (ST36), etc. It is
possible to consider blood levels such as acupuncture points such as Yangmyeong Tripitaka, Immaek, and Ashihyeol. At the time of the procedu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burns and infections
caused by desensation at the surgical site.

2.6) Chuna
Rehabilitation stage after the operation
(General rehabilitation treatment) simultaneous treatment
In patients in the rehabilitation phase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the combination of Chuna treatment and conventional rehabilitation treatment resulted
in pain reduction and function recovery compared to conventional rehabilitation treatment alone. Accordingly, it should be considered to combine Chuna
treatment with conventional rehabilitation treatment in patients in the rehabilitation phase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R9

B/Low

Clinical Considerations
In the process of rehabilitation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acupuncture points and muscle compression techniques around the knee joint, fascia technique for the lower limb muscles and ligaments
around the knee joint, and the lower limb joint movement technique can be performed. The procedure should be performed with attention to the increase of the joint angle and excessive pressure on
the surgical site according to the postoperative period, physical strength and muscle strength of the
patient, and infection.

* General rehabilitation treatment: It means the method of general rehabilitation performed on patients after the rotator
cuff operation, a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raditional rehabilitation treatment, it refers to the complex physical therapy,
manual therapy, etc. that are performed up to 12 weeks after immobilization for 6 weeks after the operation. However, there
may be slight differences in the technique in accordance with different doctors'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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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linical algorithm
Patient visits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Diagnosis

Request for medical
consultation

R1

If infection or nerve damage is suspected through examination
of surgical site and physical examination of the patient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a collaboration with Western medicine can be
considered. (C/Very low)

Diagnosis by the time
period after the operation

R2

In the case that treatment process for patients who received total
knee arthroplasty is combined with conventional rehabilitation,
postoperative treatment goal by stage can be used to evaluate
and establish treatment plan. (C/Very low)

Diagnosis of syndrome
different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 after
the operation

R3

When treating patients who received total knee arthroplasty with
Korean traditional medicine, pattern identification diagnosis can be
considered. (C/Very low)

Treatment
Single treatment

R4

After acupuncture treatment in the patient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pain reduction and functional recovery at the surgical site were
confirmed. Accordingly, acupuncture should be considered in patients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B/Moderate)

R4-1

In early patients after total arthroplasty, the acupuncture group showed
short-term pain reduction compared to the false acupuncture group.
Accordingly, acupuncture should be considered in early, patients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B/Moderate)

R7-1

In the early patients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the external tooth
therapy group showed significant pain reduction compared to the
false herbal medicine external tooth therapy group. Accordingly, it is
possible to consider external herbal medicine in patients early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C/Low)

Acupuncture

Early stage
after the
operation

Herbal treated by
Exteral therapy

✚ (General rehabilitation treatment)
Add-on treatment

Moxibustion

R8

In the early patients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the combination
of moxibustion therapy and conventional rehabilitation treatment
significantly reduced pain, recovered function, and increased muscle
strength compared to conventional rehabilitation alone. Accordingly,
moxibustion treatment may be considered in early patients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C/Low)

283

수술후증후군(한의표준)-최종.indb 283

2021-12-29 오후 4:55:46

슬관절전치환술후 한의치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Patient visits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 (General rehabilitation treatment)
Add-on treatment

Acupuncture

Electroacupuncture

R4-2

It was confirmed that the combination of acupuncture and
conventional rehabilitation treatment in the rehabilitation phase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showed pain reduction, function recovery, and
lower side effects than the conventional rehabilitation alone group.
Accordingly, The combination of conventional rehabilitation treatment
and acupuncture treatment may be considered for patients in the
rehabilitation phase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C/Low)

R5

In patients in the rehabilitation phase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the combination of electroacupuncture and conventional rehabilitation
treatment showed pain reduction and function recovery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rehabilitation alone group. Accordingly,
the combination of conventional rehabilitation treatment and
electroacupuncture treatment should be considered in patients in the
rehabilitation phase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B/Moderate)

R6

In patients in the rehabilitation phase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it was not possible to obtain evidence for the efficacy and safety of
the combination treatment of herbal acupuncture and conventional
rehabilitation. A combination of herbal acupuncture therapy and
coventional rehabilitation therapy may be considered for the patient.
(C/Very low)

R7

Herbal medicine treatment was found to reduce inflammation,
pain, and function recovery in patients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Accordingly, herbal medicine treatment should be considered for
patients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B/Low)

Rehabilitation
stage after
the operation

Herbal Acupuncture

Korean oriental
herbal medicine

✚ Early stage and
Rehabilitation stage after
the operation

Korean oriental
herbal medicine

Chuna

R7-2

R9

In early and rehabilitation patients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the
combined herbal medicine treatment and conventional rehabilitation
treatment group showed reduced inflammation, reduced pain, and
function recovery compared to the group treated with conventional
rehabilitation alone. Therefore, herbal medicine treatment should be
considered in patients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B/Low)

In patients in the rehabilitation phase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the combination of Chuna treatment and conventional rehabilitation
treatment resulted in pain reduction and function recovery compared
to conventional rehabilitation treatment alone. Accordingly, it should
be considered to combine Chuna treatment with conventional
rehabilitation treatment in patients in the rehabilitation phase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B/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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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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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배경
국내에서 슬관절전치환술의 시행빈도를 살펴본 결과, 2015년 70,136회, 2016년 82,238회, 2017년

83,424회, 2018년 86,072회, 2019년 96,458회로 2015년 대비 2019년에 약 27.3% 증가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슬관절전치환술은 국민의 고령화 및 평균 수명 연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술이
다. 2016년 기준 슬관절전치환술 관련 건강보험급여 청구금액이 56,735,152,000원으로 확인될 정도로

국내에서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시술된 환자군을 보면 60~69세가 36.2%, 70~79세가 48.6%, 80세
이상이 8.7%로 노인 환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당수의 환자들이 퇴행성 슬관절염
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슬관절전치환술의 예후는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모든 환자가 수술 후 불편 증상
이 완전히 소실되는 것은 아니다. 수술을 받은 대다수의 환자군이 노인이며, 오랜 슬관절염을 앓아왔기
때문에 무릎 주변 근육의 위축과 근력의 감소가 있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수술후 시행해야 하는 재
활 치료를 하지 못하면서 통증이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슬관절전치환술 통증 및 강직
에 대한 한방치료 치험 2례나 한방치료를 통해 호전된 인공 슬관절전치환술을 시행한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 1례에 대한 증례 보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슬관절전치환술 후 통증이나 강직으로 인해 한방치료
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다수 있는 만큼,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적인 한의 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
록 근거에 기반한 진료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임상진료지침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선도기술개발 사업(HB16C0011)의 수술후 증후군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 과제의 일환으로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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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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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1) 슬관절전치환술
슬관절전치환술은 동통이 있거나 변형이 있는 퇴행성 관절염 및 류마토이드 관절염, 외상성 관절염
이 있는 환자에서 동통의 완화 및 관절운동의 개선과 안정성 부여, 변형의 교정을 목적으로 뼈와 인대
를 제거하고 특수금속 및 플라스틱으로 치환하는 마지막 치료 방법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환측 슬관
절의 한 쪽 구역에만 증상이 있다면 부분 치환술을 권유받을 수 있으며 한 무릎에서 양측의 관절면이
손상되었다면 전치환술이 필요하게 된다.1)
인공관절 전치환술의 결과로 환자들은 통증감소와 기능 향상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약간의 위험
요소가 존재하게 되며 완전히 재활을 마치는데 약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대체한 인
공관절도 결국 닳게 되며 2차 치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10년여 기간 장기추적 결과 인공관
절 전치환술의 성공률이 거의 90~95%에 이른다.2)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무릎관절 질환에 대한 해법으로 마지막 방법이고 재치환술의 경우는 처음 인
공관절 수술보다 과정도 어렵고 결과도 좋지 않아서 60세 이전의 환자에서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2) 슬관절전치환술의 적응증
슬관절전치환술을 권장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걷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을 제한하게 하는 통증 혹은 강직
• 안정을 취해도 지속되는 통증
• 보존적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만성화된 무릎 염증
• 무릎 변형
• 다른 보존적 치료에 실패한 경우

3) 슬관절전치환술의 금기 및 비적응증
슬관절전치환술의 절대적 금기는 다음과 같다.3)
• 최근의 슬관절 감염
• 신체의 다른 곳에서 진행중인 감염
• 슬관절 신전 기능의 심한 이상
• 근육 약화에 의한 전반적 슬관절 변형
• 반응성 교감신경 이영양증
슬관절전치환술의 상대적 비적응은 다음과 같다.
• 마취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전신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상당한 재활요법이 필요한 경우
• 젊은 환자의 단일 관절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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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편 다리의 심한 동맥 경화성 질환
• 수술 부위 내의 건선 같은 피부질환, 신경병성 관절질환
• 병적인 비만증, 재발성 요도감염 및 슬관절 근위부 골수염 병력

4) 슬관절전치환술 환자
(1) 슬관절전치환술 환자의 정의 및 관련 진단 기준

슬관절 수술후증후군과 관련한 세부적인 정의 및 관련한 진단 기준이 명확히 밝혀져 있는 것은 아
니다. 따라서 슬관절 수술후증후군에 대한 진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작용 및 평가 방법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발생하는 급성 통증은 흔한 증상이기는 하나, 만성화될 경우 몇 가지 기준에 의
하여 수술 후 만성 통증(chronic pain after surgery/chronic post surgical pain)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표
현하게 된다. 이와 같은 수술 후 만성 통증의 정의를 무릎 수술 후 통증 환자에게 확장하여 적용한다면
슬관절 수술후증후군과 관련한 진단 기준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수술 후 만성 통증에 대한 정의4)

(Defining chronic pain after surgery)
- 통증은 반드시 수술 과정 후 발생 한 것이어야 한다.
(The pain must develop after a surgical procedure.)
- 통증은 적어도 두 달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The pain is of at least two months duration.)
- 통증이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요인은 없어야 한다.
(Other causes for the pain have been excluded.)
- 통증이 수술 전 상태로부터 기인했을 가능성은 배제되어야 한다.
(The possibility that the pain is from a pre-existing condition has been excluded.)
현재 슬관절전치환술후 증후군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KCD-7 상병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포괄적으
로는 Z54.0 (수술후 회복기) 또는 Z98.8 (기타 명시된 수술후 상태)로 볼 수 있다. 단, 해당 상병은 건강
관리를 위한 특정 상태에 관련한 상병이기에, 슬관절 손상 및 질환으로 인한 증상(통증 등)이 지속된다
고 판단될 경우, M170, M171(원발성 무릎관절증) 상병 혹은 기타 관련상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
한의에서 슬관절 수술후 환자는 비증(痺證)의 범주에서 볼 수 있으며, 수술후 시기 및 환자의 상태
에 따라 변증진단하여 기체증(氣滯證 U60.3), 혈어증(血瘀證 U61.2), 한습증(寒濕證 U50.3), 기혈양
허증(氣血兩虛證 U62.4), 간신음허증(脾氣虛證 U78.4) 등으로 진단할 수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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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 후 시기별 단계

슬관절전치환술 후 수술후증후군에 따른 치료계획 수립을 위한 단계는 수술후 초기와 재활기로 나
눌 수 있다. 수술후 초기란 슬관절전치환술 후 일반적으로 퇴원이 이루어지는 2주까지의 기간을 의미
하며, 수술후 재활기는 수술후 회복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는 수술 후 12주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한다.

2. 임상 현황
국내에서 슬관절전치환술의 시행빈도를 살펴본 결과, 2015년 70,136회, 2016년 82,238회, 2017년

83,424회, 2018년 86,072회, 2019년 96,458회로 2015년 대비 2019년에 약 27.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슬관절전치환술은 국민의 고령화 및 평균 수명 연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술이다.

2019년 기준 슬관절전치환술 관련 건강보험급여 청구금액이 578 억원으로 확인될 정도로 국내에서 다
수 이루어지고 있다. 시술된 환자군을 보면 60~69세가 36.2%, 70~79세가 48.6%, 80세 이상이 8.7%로

노인 환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당수의 환자들이 퇴행성 슬관절염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좀 더 정밀한 분석을 위하여 2015년 환자 표본자료(HIRA-NPS)를 분석5)하였으며, 다음의 상병코
드 중 하나를 만족하면서, 수술코드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는 청구명세서수 27,784,176건, 환자수

1,447,441명 중 청구명세서수 1,628건, 환자수 1,425명으로 분석되었다.

KCD 상병코드

수술코드

M13.96 (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다리)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M17.4 (기타 양쪽 이차성 무릎관절증)
M17.5 (기타 이차성 무릎관절증)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M19.06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아래다리)
M19.26 (기타 이차성 관절증, 아래다리)
M19.96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
M24.16 (기타 관절연골 장애, 아래다리)
M24.56 (관절의 구축, 아래다리)
M24.66 (관절의 강직증, 아래다리
M25.46 (관절의 삼출액, 아래다리)
M25.56 (관절통, 아래다리)
M25.96 (상세불명의 관절장애, 아래다리)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 : N2072
무릎 인공관절 재치환술 중 전치환술 : N3712, N3717, N3727

그 중 재치환술의 빈도는 거의 드물었으며, 남녀의 비율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84%로 높아 요추 및 어
깨 수술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연령대는 70대, 60대의 순이었으며,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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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전치환술 청구건 및 환자수별 특성 현황
Claims
(n=1,628)

Sex

Age

Surgery Code

Patients
(n=1,425)

FREQ

%

FREQ

%

Male

245

15.05%

205

14.39%

Female

1,383

84.95%

1,220

85.61%

40-49

1

0.06%

1

0.07%

50-59

123

7.56%

110

7.72%

60-69

598

36.73%

526

36.91%

70-79

782

48.03%

687

48.21%

≥80

124

7.62%

101

7.09%

N2072

1,607

98.71%

1,408

98.81%

N3712

18

1.11%

15

1.05%

N3717

3

0.18%

2

0.14%

슬관절전치환술은 정형외과적인 시술이 행해지는 질환 중 가장 흔한 편에 속한다. 2009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650,000번 이상의 슬관절전치환술이 행해졌으며 그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미국
기준 평균적인 슬관절전치환술의 가격은 3만 달러로, 연간 총 195억 달러가 슬관절전치환술로 인해 발생
되는 비용으로 유추될 수 있다. 미국의 노인들 중 무릎 전치환술을 받는 숫자는 1997년에 비해 2009년에
약 84%가 증가하였다. 의료시설을 다니는 환자 중 전치환술을 받은 수가 10,000명중 31에서 62로 증가
하였다. 2009년 기준으로 남성(37.0%)에 비해 여성(63.0%)의 발병률이 월등하게 높은 편이며, 80세 이상
의 미국인 중에서 슬관절전치환술을 받은 사람은 약 10%에 달한다.6)

Number of Procedures (x1,000)

80
76,692

70
60

18%↑

65,142

TKA
HTO
UKA

50
40
30
20
10

8,207 210%↑
3,610 138%↑

2,649

0 1,516

2009

2010

2011
Year

20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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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고에 따르면 5년 동안 한국인의 무릎절골술은 2009년 2,649건에서 2013년 8,207건으로 3배,
같은 기간 무릎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은 1,516건에서 3,610건으로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
다. 슬관절전치환술은 약 6만5천 건에서 약 7만7천 건으로 18% 증가했으며, 2012년부터 연간 수술 건수
는 감소하는 양상이 국내에서는 관찰됐고, 무릎 절골술은 45세 이상부터 64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에서
급증한 반면 무릎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은 55세 이상부터 74세 연령층에서 증가했다고 한다. 슬관절전치
환술은 65세부터 74세까지의 연령에서 가장 많았고, 75세 이상에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세계적으
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6:4인 반면 한국은 7:3에서 8:2로 여성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한다. 또한
연구팀은 무릎 절골술은 증가하고, 슬관절전치환술이 감소한 것은 외국과 비교할 때 매우 독특한 현상이
며 이는 의공학 기술의 발달, 인구학적 변화, 보건 정책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7)

3. 진단 및 평가
무릎 수술후 환자에 대한 진단 및 평가시 환자의 상태에 따른 개별적인 치료계획이 필요하다는 것
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술방법, 통증의 정도, 환자의 기대, 치료에 대한 반응, 근골격계의 건강상
태, 정신사회적 문제 등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프로토콜을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개별적인 환
자에게 가장 필요한 치료법이 무엇인지 것이 골라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무릎 질환을 포함한 근골격계 질환은 기능해부 및 생체역학적인 모델을 통하여 이루어지
는 것이 보편적이나 수술후 환자들의 경우 수술에 대한 공포와 통증에 대한 회피 반응으로 인하여 일반
적인 생체역학적 접근 방법과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1) 슬관절전치환술 부작용의 종류

일반적으로 무릎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매우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는데, 단순 통증

(pain), 신경인성 통증(neuropathic pain), 통증이 있는 신경종(painful neuroma), 복합 부위 통증 증후
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감염(infection), 관절 불안정성(instability), 무릎 신전과 관련한 문
제들(problem of extensor mechanism), 슬개 주변 구조물의 골절(peri-prosthetic fracture of the patella),
뻣뻣함(stiﬀness), 무릎 주변 구조물의 충돌 증후군(impingement syndrome), 슬개 소음 증후군(patellar

clunk syndrome), 출혈성 관절증(haemarthrosis) 등이 흔히 알려져 있는 슬관절전치환술 후 발생할 수 있
는 부작용 들이다.7)
(2) 슬관절전치환술 후 평가 방법

일반적으로 슬관절전치환술 후 성공 판단은 인공관절 구조물의 방사선학적 평가8), 이식 부위의 생
존평가 (implant survival)9), 외과 전문의의 평가(surgeon-assessed outcome)10)를 기본으로 한다. 또한 감
염(infection), 기능적 무릎 신전 기능(functional extensor mechanism), 무릎의 관절 가동(flex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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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sion), 무릎의 안정성(stability), 슬개골 위치(centrally located patella), 무릎 관절의 소리 고정(sound
fixation), 무릎 관절뼈의 온전함(bones intact), 무릎 구조물의 온전함(component intact) 등과 같이 수술
후 무릎 관절의 기능적 평가를 시행하는 것 또한 수술 후 평가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11)
(3) 슬관절전치환술 후 만성 통증에 대한 평가 방법

2014년 슬관절전치환술 후 만성 통증(chronic post-surgical pain after knee replacement)에 관한 체계
적인 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가 발표된 적이 있다.12) 이 연구에 따르면 통증의 강도(pain intensity), 일상
생활 동작에서의 통증의 연관성(pain interference with daily living), 통증과 물리적 기능(pain and physi-

cal functioning), 통증의 시간적 양상(temporal aspects of pain), 통증 서술(pain description), 통증의 감정
적인 양상(emotional aspects of pain), 통증시 사용하는 약물(use of pain medication), 통증 감소와 관련
된 호전 및 만족감(improvement and satisfaction with pain relief)와 같은 8개의 핵심적인 기준을 바탕으
로 하고 있다.
또한 슬관절전치환술 후 통증 평가를 실시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 무릎 수 술 후 통증에
관한 진단 및 평가는 WOMAC pain, KOOS pain, Oxford knee score pain dimension, VAS pain 등의 기
준을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3) 그밖에 삶의 질 평가, 무릎의 기능 평가 등을 활용한 연구
도 발표되고 있다.
(4) 슬관절전치환술 후 통증과 관련 있는 요인들

일반적으로 성별(gender)은 슬관절전치환술 후 통증(Persistent post-surgical pain)과 연관이 있는 인
자로 판단되지는 않으며14), 수술 후 통증 및 강도는 수술 전 통증 강도 및 파국화 점수(catastrophizing
15)
score)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연구에서도 환자의 수술 전 통증 파국
화는 수술 후 만성 통증과 매우 높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16,17) 슬관절전치환술 전 환자

가 호소하던 통증의 양상은 수술 후 환자의 통증과도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슬관
절전치환술 후 통증 환자 중 일부는 신경성 통증(neuropathic pain) 환자로 생각되어 지고 있으며, 우울
증(depression), 통증의 파국, 여러 만성 질환(comorbidities), 관절염 조기 등급(early grade of osteoarthri18)
tis) 등의 인자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밖에도 슬관절전치환술 후 신경성 통증(neuropathic pain)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스터디 결과를 살펴보면 수술 후 3달, 1년, 3년 후

의 통증 강도에서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19)
(5) 수술 후 재활 및 회복에 대한 판단 기준

슬관절전치환술 후 부작용 및 통증의 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등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발표
되고 있지만 수술 후 재활치료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20) 현재로서는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
활 및 회복에 대한 세부적인 진단 및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연구는 부재하다.
다만 슬관절전치환술 후 평가 및 관리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존재하며, 이를 바탕으로 수술 후 재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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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성립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슬관절전치환술 후 통증
은 관절의 내적 요인 및 외적 요인으로 구분지어 판단할 수 있다(표 12,13).

1) 임상평가(clinical evaluation)

슬관절전치환술 후 평가의 첫번째 단계는 통증, 불안정성, 뻣뻣함, 부종과 같은 환자의 주 증상을 파

악하는 것이다.21)
① 통증

통증은 환자가 호소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문제이다. 환자의 현재 통증 부위가 수술 전과 비교하여 변
동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부위인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통증 부위가 변동이 없
는 경우라면, 고관절, 신경포착 등과 같은 무릎 관절의 외적인 문제(extrinsic problem)일 가능성을 시사
한다. 통증이 수술직후 발생한 경우라면 급성 감염, 연부조직의 비정상적인 밸런스로 인한 불안정상,
인공관절 구조의 부정확한 정렬(prosthetic malalignment), 연부조직의 충돌증후 등을 암시하는 소견이
다. 수술 이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이후 발생한 통증은 무릎 구조물들의 느슨함(loosening), 무릎 비구
컵의 문제(wear of polyethylene), 지연되어 나타난 인대 기원 불안정성, 지연되어 발생한 혈종 및 감염,
스트레스 골절 등을 암시한다. 그밖에도 통증의 지속 기간, 강도, 통증의 양상, 방산통, 휴식 및 활동에
따른 증감 등과 관련한 증상들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양상들을 종합하여 정확한 수술 이
외의 통증의 원인을 감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trinsic factors in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painful total knee replacement
I

Hip pathology

II

Neurological
Spinal disorders - stenosis/prolapsed disc
Neuroma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III

Vascular - deep-vein thrombosis and vascular claudication

IV

Pes anserinus bursitis

V

Stress fracture and peri-prosthetic fracture

VI

Tendinopathy (patellar/quadricep)

VII

Heterotopic ossification

VIII

Psychological disorder

VIII

Others
Paget’s disease
Pigmented villonodular synovitis
Rheumatoid arthritis
Foot and ankle pat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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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술주위의 불안정, 뻣뻣함.

불안정성 또는 뻣뻣함 등을 호소하는 환자는 관절 내부의 문제(instrinsic problem)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Instrinsic factors in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painful total knee replacement
I

Infection
Early post-operative infection
Acute haematogenous infection
Late (chronic) infection

II

Instability
Mediolateral
Anteroposterior
Flexion/extension

III

Malalignment
Coronal plane
Sagittal plane
Rotational

IV

Soft-tissue impingement
Patellar clunk
Fabellar impingement
Popliteus tendon impingement
Component overhang

V

Arthrofibrosis

VI

Wear, osteolysis and aseptic loosening

VII

Recurrent haemarthrosis

VIII

Extensor mechanism problems
Patellar maltracking
Extensor mechanism disruption
(patellar fracture, patellar tendon rupture, quadricep tendon upture)
Unresurfaced patella
Undersized patellar button with lateral facet impingement
Oversized patellar button with overstuffing of patellofemoral joint
Patella baja + alta

2) 이학적 평가
① 촉진 및 외관 검사

재활 치료시 부종, 삼출, 발열 등을 확인하고 수술부위의 외관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감염, 이차적 관절혈종(secondary haemarthrosis) 등과 같은 부작용을 의심할 수 있다.22) 또한 슬개
골 위치를 촉진하여 슬개대퇴 관절(patellofemoral joint)의 문제를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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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압통 검사

환자의 압통 부위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만약 슬개골 측면선을 따라 발생한 압통은 슬개
골의 후관절 증후군(facet syndrome)을 의미하며, 슬관절 내측부의 압통은 거위발 점액낭염을 시사하
며, 관절내 잡음(clicking or snapping)을 동반한 압통은 슬와 근의 충돌 증후군 및 스트레스 골절을 의심
하는 소견이기도 하다.23)
③ 관절 가동 검사

능동적 수동적 무릎 관절 가동 검사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무릎의 굴곡, 신전과 같은 기본적인 관
절 가동 검사 이외에도, 과굴곡/과신전 및 내외반(varus/valgus) 압력 검사 등도 시행해야 한다. 굴신 동
작에서의 인공관절 삽입부 위의 위치를 확인하고 수술의 예후를 평가할 수 있고, 내외반 부하 검사를
통해 관절의 불안정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④ 기타 이학적 검사

환자의 보행 패턴 분석, 불안정성 징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등도 매우 중요하다. 그밖에도 요추,
고관절, 발목, 발 등의 주변 관절 구조물에 대한 평가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슬관절 주변 관절
구조물들의 문제는 슬관절 부위의 추가적인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통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
기도 하므로 평가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영상의학적 검사
① 단순방사선검사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검사방법으로 weight bearing anteroposterior view, lateral skyline view,

long-leg alignment view 등의 영상을 촬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하지의 정렬 및 구조물들의
크기, 위치, 스트레스 골절, 관절의 느슨함, 인공관절 구조물의 안정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24,25)
② CT 검사

X-ray에 비해 다양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금속 인공구조물을 평가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
을 수 있다. 또한 뼈와 연관된 인공관절 구조물의 회전형 정렬을 평가하고, 인공관절 주변의 골절을 확
인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26)
③ MRI 검사

금속 구조물의 한계상 MRI 검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increasing the imaging bandwidth,

reducing time to echo(TE), fast spin echo train, avoiding chemical fat saturation and gradient echo imag27,28)
ing 등의 검사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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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실 검사(Laboratory investigations)
ESR, CRP 등의 검사를 기본적으로 시행한다. ESR은 30mm/hr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나, 연구에 따
라 ESR 수치는 수술 후 일 년이 지나도 높은 경우가 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참고해야 한다.29,30) CRP
수치 검사는 ESR 보다 감염을 확인하는 특이적 검사로 할 수 있으며 10mg/l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
다. 연구에 따라 세부적인 ESR, CRP 수치 등은 조금씩 차이가 나게 제시되고 있으므로 임상에서의 종
합적인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Interleukin(IL)-6 level 도 수술 직후의 염증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검사로, CRP와 종합하여 평가할 경우 훌륭한 민감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같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31)

5) 관절 윤활액 흡인 검사(Aspiration of synovial fluid)
관절 윤활액 흡인을 통해 Gram stain, Leukocyte count, Culture 검사 등을 시행하며, 관절내 감염을
확인하는 검사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32)

6) 유효성 평가도구

슬관절 전치환술 후 환자에 대한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① 슬관절 기능 평가 항목

운동 범위(range of movement, ROM), 전반적 기능(overall function), 활동(activity), 보행(gait), 근력

(strength), 균형(balance)
㉮ 운동 범위(range of movement, ROM)

• 움직임 각도(ROM angle), 굴곡구축(flexion con tracture), CPM(contiuous passive motion unit) 각
도, 신전구축(extension contracture), 최대 굴곡각도(maximal flexion angle)

㉯ 전반적 기능 평가지표

• HSS(hospital for special surgery), KS(knee society),AKS(American Knee Society), WOMAC(West-

ern Ontario & McMaster Universities osteoarthritis index)
㉰ 활동 평가지표

• 책상 다리(cross legged), 하지 직거상 시기(days to straight leg raise), 무릎 꿇기(kneeling)
㉱ 보행 평가지표

• 6분 보행 검사(6 minutes walking test, 6MWT), 일어나서 걷기 검사(time up & go test, TUGT),
보행 상태(walking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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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력의 평가지표

• 하지 근력(muscle strength of leg)의 평가
㉳ 균형의 평가지표

• 버그 균형 척도(Berg balance scale, BBS), 균형능력(balance ability)
② 무릎 통증

VAS(visual analogue scale), NRS(numeral rating scale)
③ 감정 상태

자기 효능감(self eﬃcacy),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 한국판 노인 우울 척도 단축형(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rom Korean version, GDSSF-K)
을 이용한 우울(depression) 평가
④ 삶의 질

SF-12(12-item short form sur vey), SF-36(36-item short form survey), 자체 건강 상태 평가(self-rated
health status)
⑤ 투약 평가

진통제(conventional an algesic)의 누적 사용량(cumulated dose of fentanyl, demerol, levobupivacaine),
추 진통제 요구량(rescue analgesics requirements), 항소양제(rescue antipruritus), 경막 외 통증자가 조절
펌프 사용량(patient-controlled epidural analgesia volume used)
⑥ 수술 후 부작용 평가 항목

오심, 구토, 헛구역질(nausea, vomiting, retching)의 소화기계 증상과 가려움(pruritus) 순으로 가장 빈
번하였고, 어지럼(dizziness), 진정(sedation)은 그 다음으로 동일하게 많았다.
그 외, 방사선적 평가(radiological evaluation) 항목으로는 대퇴경골각 및 정렬(femorotibial angle &

align ment), 삽입물의 위치(position of implant), 방사선 투과성선 및 삽입물의 해리(이완)(presense of
radiolucent line & loosening of component)의 사용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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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료
가. 슬관절전치환술후 치료
1) 무릎 수술 후 재활치료에 대한 최근 문헌 고찰
(1) 개요

무릎 수술 후 재활치료에 대한 문헌은 대개 슬관절전치환술(total knee replacement, TKR or total

knee arthroplasty, TKA) 후 재활치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슬관절전치환술을 받은 환자는 2007
년 29,748명에서 2011년에는 42,520명으로 4년 사이 1.5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수술 질환별 순위도 11
위에서 8위로 바뀌는 등 슬관절전치환술은 슬관절 퇴행성 질환에 있어 빈용되는 수술 요법이다.33) 슬관
절전치환술은 관절의 가동성을 증진시키고 통증을 억제하며, 변형을 바로잡아 대부분의 환자에게 매
우 괄목할만한 결과를 가져온다.34)
(2)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치료의 필요성

환자에 따라 수술 부위 통증의 강도 및 붓기, 열감 등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나며 수술 후 재활과정
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예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35) 슬관절전치환술 환자가 시행하는 재활 운
동은 연속 수동운동 기계(continuous passive motion machine, CPM)가 주를 이루나 실제로 근력 및 유
연성, 신체 조성의 변화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는 반면36), CPM이

3.64의 odds ratio(95% CI, 2.21-6.00)로 수술후 2주, 3개월 추적 모두에서 유의한 ROM 개선효과를 보
였다는 연구도 있는 등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37)

TKR 수술 후 외래 진료 중인 성인 4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물리치료를 비롯한 재활치료는
Self-eﬃcacy for exercise (SEE), fear of movement, leisure-time physical activity (LTPA), six-minute walk
test (6MW), knee outcome survey-activities of daily living (KOS-ADLS) 등의 지표에 있어 신제 기능과
개인적 신체 활동을 향상시킨다는 보고가 있으며38), 수술 후 14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동반 증상
인 붓기나 통증에 있어 지속적.39)
수술 후에는 다양한 합병증 발생 예방 및 원활한 근력 회복,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재활치
료가 필요하며 개인에 따라 예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적절한 재활치료를 시행해야한다.40)
또한 환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서는 수술 후 1개월 사이의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매우 중요하다.41)
(3) 슬관절전치환술 후 다양한 재활치료 방법 및 기구의 효용성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치료 프로그램은 많은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으며42-49), 최근 문헌에서는 고
전적인 재활치료 프로그램 외에도 94명에게 추가적으로 테이핑 치료를 활용하여 무릎 수술 후 통증과
부종을 줄이고 슬관절의 가동범위(신전)를 늘림으로써 안전하고 다양한 재활치료의 수단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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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50), 무릎 수술 후 466명의 정기적인 추시를 통해 환자의 균형 감각을 평가하고51) 균형 감각의 재
활치료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균형 장치를 활용하여 기존의 재활치료 프로그램에 균형 감각 훈련을 추
가함으로써 Berg balance scale이나 Functional reach test 등의 지표에서 향상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헌 보
고52) 최근 증가하고 있다.
(4) 슬관절전치환술 후 개별화된 재활 프로그램의 필요성 대두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치료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서 서술하였듯이 임상의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하지만 2000년 이후, 특히 최근 발표된 고찰 문헌에 의하면 고전적인 재
활치료 프로그램과 특수 재활치료 프로그램의 수행에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
며, 물리치료나 운동과 같은 재활치료 프로그램은 단기간에 있어 수술 후 환자의 기능 수행 면에서 유
의미한 향상이 있으나 1년 이상 장기적인 추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최근의 문헌들에 의하면 체계적인 자택에서의 재활치료 프로그램은 조기 재활치료보다 무릎 수술
후 환자들의 평가 지표 상 뒤떨어지지 않으며, 체계적인 자택 운동 프로그램은 무릎 수술 후 환자들에
게 적용 가능하며, 환자들의 건강 유지비용의 절감을 가져온다고도 밝혔다.
한편, 무릎 수술 후 재활치료 프로그램 적용에 있어 일관적이지 않고 단발적인 보건의료인의 조언
이나 재활치료의 부재 그리고 수술적 처치의 지연이 직업 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재활치료의 걸림돌이
되므로, 단순한 일상생활 복귀나 생체 기능의 향상 외에도 직업 복귀를 위한 새로운 일관적인 재활치료
프로세스의 필요성을 밝힌 문헌도 있었다.
한의학에서는 그간 슬관절전치환술을 비롯한 무릎 수술 후 한방재활치료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및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최근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각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
고 체계적인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증례 연구, 다학제간 연구, 지속적인 추시를 통한
재활치료 프로토콜의 효용성 입증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2) 슬관절전치환술후 재활치료 프로그램
53-60)

(1) 슬관절전치환술 후 운동치료

환자의 건강 상태, 나이, 수술 전 기능 수준 등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은 달라질 수 있다.
① 수술 전 (수술 3주 이전)

• 수술 절차 / 과정 및 예상 결과에 대한 환자 교육
• 수술 후 급성기 운동 프로그램 소개
• 환자의 가능한 요구 사항 평가
② 수술 후 급성기 (수술 후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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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급성 / 입원 환자 재활 치료 및 가정 운동 준비 :

• 치료 전 및 치료 후 통증 등급 척도 (0~10)

• 휴식
• 얼음 ± 냉동 요법 장치
• 압박
• 거상 ± 매일 굴곡이 있는 연속 수동 운동 (CPM)이 4 일까지 40도까지 증가한 다음 허용되는 대
로 점진적 증가
• 체중 부하 상태 검토 (의사 별 지침에 따라)
• 순환, 감각 및 감염의 주요 징후에 영향을 주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변화 / 악화되는 증상을 모
니터링
• 상처 육안 검사 및 상처 예방 조치 검토
• 침상 운동 (수술 후 2~4 시간에 시작)
• 발목 펌프
• 대퇴사두근 세트, 연장 지연이 없을 경우 다리를 똑바로 올리기까지 진행
• 둔근 최대 세트 (등각 엉덩이 확장) 일측 및 양측
• 힐 슬라이드
• 환자의 통증 과인지 능력에 따라 지원 수준을 조정
• 베개 또는 작은 받침이 있는 말단 무릎 확장

• 시설에서 퇴원하거나 4 일 후에 지시 된 수동적 무릎 굴곡운동(CPM) : 하루 4~6 시간, 특별한
지침이 없는 경우 매일 10도 증가
• 유인물이 제공되는 가정 운동 프로그램을 통한 독립 목표
④ 동작 범위 지침 :

• 최소 60 ~ 90 도의 굴곡이 설정

• 0 ~ 90도 활성 보조 ROM 목표
⑤ 보행 회복 및 훈련 :

• 적절한 보조 장치를 사용한 보행 훈련
• 구르는 보행기로 보행 목표 × 150 피트
⑥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 및 이동 교육 :

• 침대 이동성
• 보호자, 보행 벨트 등의 지원
• 보조 장치를 활용 한 보행 및 이동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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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기 ↔ 서기
• 화장실 이동
• 롤링 워커 지침
⑦ 수술 후 1~4 주

• 전체 신전 회복, 보행 정상화 및 굴곡 증가에 집중
• 90도에서 120 도의 굴곡 진행
• 일상생활 활동을 통해 독립적인 기능으로 발전
• 보조 장치의 필요성을 제거하고 보행 패턴을 안전 및 관용으로 복원
• 기능적 이동 훈련
• 햄스트링 스트레칭, 비복근, 대퇴근막장근/장경인대 스트레칭
• 균형 향상
• 점진적 보행 거리 증진
• 대퇴사두근 및 둔부 최대 신경근 조절 회복
• 대퇴사두근 강화, 하지 직거상 운동
• 둔근 강화
• 무릎 운동 증진을 위한 세라밴드 활용
• 고관절 내전, 외전 보조 운동
• 둔근, 외회전근 강화 진행
⑧ 수술 후 4~12 주

• 보행 회복
• 관련되지 않은 다리와 양측 상지 지원이 있는 일측 러닝 머신
• ROM의 진행 및 환자의 관용에 대한 운동 강화
• 일방적 또는 불안정한 표면 (물리 볼)으로의 진행과 브리징
• 신경근 전기 자극을 통한 대퇴사두근 세트 / 하지 직거상 운동 ±
• 신전 끝범위 운동 (양방향)
• 고관절 외전 / 내전 강화 운동 진행
• 세라밴드 또는 수동 저항이 있는 고관절의 고유 감각 신경근 촉진 패턴
• 최소한의 제한 장치 또는 독립적 인 장치를 사용하여 평평한 표면과 계단 (해당되는 경우)에서
보행을 진행
• 일상 생활 활동 교육 진행
• 점진적 균형 훈련
• 스포츠 복귀를 원하고 의사의 승인을받은 경우 기능적 활동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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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12 주 이후

• 환자 상태에 따라 운동 진행 및 퇴원 계획 결정
• 나이, 원하는 활동 수준, ROM 및 근력, 의사 조언
• 환자는 퇴원 운동 프로그램 또는 피트니스 / 웰니스 프로그램을 준비가능
• 환자는 점진적인 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스포츠 별 교육이 필요할 수 있음
61)

(2)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 프로토콜
□ 입원 환자 재활치료 프로그램
① 수술 후 1일

• 침대 옆 운동 : 발목 펌프, 대퇴사두근 강화, 둔근 강화, 고관절 외전, 하지 직거상 운동 (가능한 경
우)
• 무릎 운동 범위 (ROM) : 뒤꿈치 슬라이드
• 침대 이동 훈련 (침대에서 의자로, 의자에서 침대로)
② 수술 후 2일

• 활성 ROM, 활성 보조 ROM 및 끝범위 무릎 신전을 위한 운동
• 강화 운동 (예 : 발목 펌프, 대퇴사두근 강화, 둔근 강화, 고관절 외전, 하지 직거상 운동), 모든 강
화 운동에 대해 1 ~ 3 세트 10 회 반복, 하루에 두 번

• 수평면의 보조 장치를 사용한 보행 훈련 및 기능 전달 훈련 (예 : 앉은 상태에서 일어서기, 일어선
상태에서 앉기, 화장실 이동, 침대로 이동 등)
③ 수술 후 3~5일

• 필요에 따라 능동 보조 운동 및 수동 스트레칭을 통한 ROM 진행

• 환자의 내성에 대한 강화 운동의 진행, 모든 강화 운동에 대해 1 ~ 3 세트의 10 회 반복, 하루에
두번
• 최소 제한 보조 장치를 사용한 보행 거리 및 계단 훈련 (해당되는 경우)의 진행
• 퇴원을 위한 일상 생활 훈련의 진행
□ 외래 환자 재활치료 프로그램
① 운동 범위 (ROM)

• 운동용 자전거 (10~1 분), 완전한 회전을 위한 충분한 ROM까지 저항 없이 전진 및 후진 페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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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작
• 진행 : 좌석 높이를 낮추어 회전 할 때마다 스트레칭을 생성
• 수동 압력 (클리닉) 또는 웨이트(집에서)로 무릎 신전 스트레칭
• 필요에 따라 슬개골 움직임 촉진
② 근력

• 대퇴사두근 세트, 하지 직거상 운동, 고관절 외, 엎드려서 무릎 굽히기, 앉아서 무릎 펴기, 45도에

서 0도까지의 말단 무릎 신전, 블록 오르락내리락 하기 (5~15cm 블록), 45도 무릎 굴곡까지 벽
슬라이드, 모든 강화 운동에 대해 10 회 반복 1 ~ 3 세트

• 진행 기준 : 환자가 10 회 반복 3 세트를 통해 운동을 완료하고 제어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운동 (예 : 체중, 계단 높이 등)을 진행
③ 통증, 부종

• 필요시 냉찜질 및 압박
④ 절개 이동성

• 절개가 피하 조직 위로 자유롭게 움직일 때까지 연조직 동원
⑤ 기능적 활동

• 보조 장치를 사용한 보행 훈련 (적절한 경우 뒤꿈치 딛기, 발끝에서 밀기, 정상 무릎 관절 운동에
중점)
• 보조 장치없이 걸을 수 있을 때 뒤꿈치 딛기, 발가락 밀기, 정상적인 무릎 관절 운동 강조
• 환자가 충분한 원심성, 구심성 수축 강도를 가지고 있을 때 계단 오르내리기
⑥ 심혈관 운동

• 운동용 자전거에서 최대 회전 페달을 밟을 수 있을 때까지 5분 동안 상체 에르고 미터를 사용한
후 운동용 자전거

• 진행 : 환자가 지구력을 개선함에 따라 운동 시간이 최대 10~15 분까지 진행. 허용 되는대로 저
항 증가
⑦ 활력 징후 모니터링

• 초기 평가 시 적절한 경우 혈압 및 심박수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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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의학적 치료방법
슬관절 전치환술 수술후후 환자의 치료에 있어 의과와 한의과 공통 목표는 수술 후 시기에 따라 환
자를 진단 평가하여 통합의학적 수술후 치료를 시행하고, 수술후 환자의 증상 재발 예방 및 조기 통증
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수술부위 기능의 완전한 회복,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적극적 개선 및 조기
사회 복귀 등이다. 수술 후 통합의학적 관점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재활치료와 함께 한의치료를
병용하는 경우 상기 치료의 목적을 보다 완전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 후 지속통증
및 기능제한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슬관절전치환술 환자의 한방치료 관련 다
음의 내용은 슬관절전치환술 수술후 환자를 진료하는 한의 임상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
사를 시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67)

1) 변증진단

한의학적 치료를 시행하기 전 변증진단을 위해 문진, 맥진, 설진 등을 시행한다. 각 변증유형별 특징
적인 통증의 양상 및 전신증상 등을 파악하여 진단에 참고하도록 한다.
전신증상

설진과 맥진

변증

통증 양상

기체
(氣滯)

- 부풀어 오르듯 뻐근한 통증(脹痛)
- 통증의 정도가 일정하지 않음
- 부위가

일정하지 않고 옮겨
다니는 통증(流走痛)
- 간헐적으로 심한 통증

- 복부의 팽만감(脹悶而滿) 등이 병발할 수 있음

舌苔薄, 脈弦

혈어
(血瘀)

- 찌르는듯한

통증(如刺痛)
- 출혈

및 어반(出血瘀班)

- 안
 색의 변화(面色如黑), 힘줄의 변화(靑筋顯露),
여성의 경우 월경관련 증상(痛經, 經色紫黑有塊)

脣舌靑紫
脈細澁或結代

한습
(寒濕)

- 시리고

약해진 느낌이 드는 통증
(酸痛)
- 서늘하거나

차가운 느낌이 있는
통증(冷痛)

몸이

무겁고(身體困重), 관절통증이 있으면서 움직이
기 어려움(屈伸不利), 무한(無汗), 몸이 피로하고, 추위
를 탄다(神疲畏寒), 혹 얼굴이 붓고 몸이 무거움(面浮身
重), 腰以下尤甚, 胃脘疼痛, 大便溏泄, 小便不利

舌淡, 苔白潤,
脈濡弱

기혈
양허
(氣血
兩虛)

- 견딜수

있을 정도의 은근하고
지속적인 통증(隱痛)
- 공허한 느낌이 있는 통증(空痛)

기력이

없고(神疲乏力), 숨찬 증상(呼吸氣短)
- 어지럽고(頭暈眼花),


가슴이 두근거리며 수면장애(心悸
失眠), 안색의 변화(面色蒼白無華)
-손

 발이 뻣뻣하고 감각이 없음(手足麻木), 손톱의 변화
(指甲色淡), 간혹 월경량이 적어짐

舌淡而嫩
脈細弱無力

간신
(肝腎
陰虛)

- 공허한 느낌이 있는 통증(空痛)
- 시리고

약해진 느낌이 드는 통증
(酸痛)

근
 맥구급(筋脈拘急), 마목(痲木), 추축(抽搐), 현훈(眩
暈), 이명(耳鳴), 요슬산연(腰膝酸軟), 유정(遺精), 몸이
마른다(形體消瘦), 구건구조(口乾口燥), 오심번열(五心
煩熱), 오후조열(午後潮熱), 관홍도한(顴紅盜汗)

舌紅少苔
或 無苔,
脈沈弦細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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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 기간 및 빈도

일반적으로 슬관절전치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대부분의 전문가가 초기 2~3주는 입원치료 및 적

극적 통합 한방치료 (매일 치료) 고려를 추천하였으며, 3주 후부터는 주 2~3회 치료하며 환자 상태에
따라 3주~12주의 추가적인 외래 치료를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술후 기능적 회복을 결정하는

3개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증 및 기능장애가 있는 환자들의 경우 지속적인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3) 한의 치료(임상진료지침 근거)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의 한의치료 관련 다음 내용 중 일부는 슬관절전치환술 수술후 환자를 진료

하는 한의 임상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임상현장에서 한약, 약
침, 침, 한방물리치료, 추나, 도인 운동 요법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치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Ha 등이 시행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한의치료와 CPM 병행치료가 단독 CPM치료에 비해 슬관절
재활에 효과적이며, VAS, NRS, ROM, Lysholm score, KSS, KOOS, HSS 등에서 유의한 치료 효과가 있
었다고 보고하였다.63)
(1) 한약 (B/Low)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환자에서 한약외치요법을 시행한 군은 위약 외치요법군에 비해 유의한 통
증감소가 관찰되었으며,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및 재활기 환자에서 한약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 병
행군은 통상적 재활치료 시행군에 비해 염증감소, 통증감소 및 기능회복이 확인되었다. 슬관절전치환
술 후 환자에 대해 한약 처방을 한의사의 진단에 따른 변증유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며, 수술후 수술
부위에 대한 외치요법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및 재활기 환자에 대한 한약치료는 한의사의 진단에 의한 변증유형, 수술
후 시기에 따라 처방을 시행할 수 있다. 수술후 시기에 따라 도홍사물탕(桃紅四物湯), 혈부축어탕(초
기)(血府逐瘀湯), 익기활혈탕(益氣活血湯), 독활기생탕(獨活寄生湯), 보중익기탕(중기)(補中益氣湯

), 지황음자(후기)(地黃飮子) 등의 처방을 시행할 수 있으며, 환자 변증유형에 따라 어혈(瘀血)형, 풍한
습(風寒濕)형, 간신허(肝腎虛)형 등으로 구분하여 기본처방을 구성하고 약물을 가미할 수 있다. 외치
요법에 활용된 처방은 삼칠활혈탕(삼칠 9g, 혈갈 6g, 골쇄보 12g 등)이었다.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 분류

한약

수술 후 초기 환자

활혈화어(活血化瘀), 서근활락(舒筋活絡), 진통(鎭痛), 청열소염(淸熱
消炎)하는 처방 활용
(예) 도홍사물탕, 혈부축어탕, 청열사습탕, 소풍활혈탕, 대강활탕 등

수술후 회복기 또는 중기 이후 환자

보간신(補肝腎), 강근골(强筋骨)하는 처방 고려
(예) 익기활혈탕, 독활기생탕, 보중익기탕, 지황음자, 삼기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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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 및 전침(B/Moderate)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환자에서 침치료군이 거짓침군에 비해 단기적인 통증감소가 나타난 것으
로 확인되었으며,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서 침/전침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군이 통상
적 재활치료 단독 시행군에 비해 통증감소와 기능회복, 낮은 부작용 발생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침치료로 통증감소 효과를 평가할 때 진통제 복용량 감소 등의 항목도 평가할 수 있다.
수술후 환자의 시기에 따라 수술후 초기 침치료 시행을 고려할 수 있으며, 수술후 일반적인 재활치
료의 시행과 침치료 병행치료로 통증감소 및 기능회복에 효과적이며, 초기 침치료 시행이 부작용 발생
을 감소시켰다는 문헌근거를 바탕으로 다음 부위에 자침을 하고, 전침치료를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 침치료는 한의사의 진단에 의한 경락변증에 따라 족양명위경, 족태음비경,
족태양방광경, 족소음신경, 족소양담경, 수양명대장경, 수태양소장경, 수태음폐경, 임맥 등의 근위부,
원위부 경혈 및 아시혈에 시행할 수 있다. 침치료시 수술후 시기 및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감염 등에
유의해야 한다. 통상적 재활치료에서 시행하는 냉치료 등 외에 한약 외치요법 등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
하다.
- 혈위 : 건측의 양릉천(GB34)，음릉천(SP9)，슬안(Ex-LE5)，독비(ST35)，족삼리(ST36)，혈해

(SP10)，양구(ST34) 등과 합곡(LI4)，태충(LR3)，삼음교(SP6)，현종(GB39) 등의 원위 취혈，
대퇴사두근이나 슬괵근，전경골근，비복근 등의 경결점이나 아시혈에 취혈할 수 있다.
2.1. 단독치료
수술후 초기 무릎관절 주변 근육의 통증유발점 및 혈해(SP10), 양구(ST34), 위중(BL40), 슬관(LR7), 족삼리
(ST36), 두침(감각영역, GV20, GV24); 이침 등을 시행할 수 있다.
2.2. 복합치료
수술후 일반적인 재활치료와 병행하여 복침, 경락변증에 의한 선혈을 바탕으로 슬관절 근위취혈 및 원위취혈
을 시행할 수 있다. 근거문헌에서 시행된 침치료의 혈위는 다음과 같다.
2.2-1. 복침: 중완(CV12), 하완(CV10), 수분(CV9), 신궐(CV8), 기해(CV6), 관원(CV4), 상곡(KI17), 氣旁, 기혈
(KI13), 천추(ST25), 외릉(ST26), 대횡(SP15), 下風濕点
2.2-2. 태충(LR3), 곤륜(BL60), 태계(KI13), 신맥(BL62), 삼음교(SP6), 후계(SI13) 환측취혈 + 척택(LU5), 곡지
(LI11), 수삼리(LI10) 양측취혈
2.2-3. 양릉천(GB34), 혈해(SP10), 위중(BL40), 구허(GB40) 환측취혈
2.2-4. 손목, 발목의 원위취혈 + 외치요법
2.2-5. 복토(ST32), 풍시(GB31), 현종(GB39), 해계(ST41), 태충(LR3), 및 혈해(SP10), 양구(ST34), 곡천(LR8),
음릉천(SP9), 족삼리(ST36)
2.2-6. 복토(ST32), 음시(ST33), 풍시(GB31), 목창(GB35), 양릉천(GB34), 족삼리(ST36), 독비(ST35), 혈해
(SP10), 양구(ST34)
2.2-7. 혈해(SP10), 양구(ST34), 독비(ST35), 양릉천(GB34), 족삼리(ST36), 내슬안(L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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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비관(ST31), 복토(ST32), 조구(ST38), 삼음교(SP6), 신수(BL23), 대장수(BL25), 은문(BL37), 승산
(BL57), 곤륜(BL60), 태계(KI3), 풍시(GB31), 현종(GB39), 현종(GB40), 구허(GB41), 족임읍(GB42), 행간
(LR3)

(3) 추나 (B/Low)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서 추나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은 통상적 재활치료 단독시
행에 비해 통증감소와 기능회복이 관찰되었다.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치료의 과정에서 슬관절 주변 경혈과 근육에 대한 압박기법, 하지부 근육과
슬관절 주변 인대에 대한 근막기법, 하지부 관절가동기법 등의 추나요법 등 시행할 수 있다.
수술후 시기에 따라 추나기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수술후 초기에는 환자의 체력 및 근력에 따라 과
도한 관절각도의 증가 및 수술부위에 대한 과도한 압박 등에 유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감염 등에 유
의하여야 한다.회복기에는 하지부의 슬괵근, 대퇴사두근, 비복근에 대한 근막기법, 고관절 및 족관절에
대한 관절가동술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환자 상태에 따라 요추, 골반부 추나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4) 도인운동

수술 후 초기에는 주로 수동적 슬관절 굴곡운동을 주로 시행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도를 늘리
면서 체중부하를 단계적으로 가하는 운동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회복기에는 단축된 무릎 주위 근육 스
트레칭 운동 및 관절운동을 시행할 수 있다.
(5) 약침 (C/Very low)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서 약침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의 병행치료에 대한 유효성 및 안
정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할 수 없었으나, 임상활용 현황 결과 및 전문가 그룹의 합의에 근거하여 슬관
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게 약침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의 병행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 대한 약침치료는 활혈거어(活血去瘀), 소염, 진통 등의 목적으로 약침치
료를 시행할 수 있다. 수술후 절개로 인한 상처부위에 인접한 경혈은 주의하여 시술하여 감염 등에 유
의해야 한다. 봉약침 시술시에는 처치전 과민반응 검사가 사전에 꼭 필요하며, 용량 및 시술 주기 등에
대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6) 뜸 (C/Low)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환자에서 뜸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은 통상적 재활치료 단독 시행하
는 것에 비해 유의한 통증감소, 기능회복, 근력증가가 관찰되었다.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환자에게 통상적 치료와 뜸치료를 병행하여 시행할 때, 혈해(SP10), 양릉천

(GB34), 족삼리(ST36) 등을 비롯한 족태음비경, 족양병위경, 족소양담경, 수양명대장경, 임맥 등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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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 및 아시혈 등의 혈위를 고려할 수 있다. 시술시 수술부위 감각저하로 인한 화상 및 감염 등에 유의하
여야 한다.
(7) 부항 및 한방물리치료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게 다른 한방치료와 병행하여 부항 및 한방물리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하지부 또는 슬관절 주위, 압통점 등에 시행할 수 있다.

4) 슬관절전치환술 후 한의재활치료(예시)

64)

슬관절전치환술 후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의 관리를 위하여 단계별 한의학적 접근의 예는 다음과

같다.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목표

운동

주된 한의치료

• 능동적 대퇴사두근 수축
• 워커 보행
• 슬관절 신전 0°
• 슬관절 굴곡 90°
• 통증 및 부종 조절

• 냉찜질
• 발목 펌프
• 하지 직거상
• 슬관절 굴곡 및 신전
• 고관절 내전 및 외전
• 하지의 정상적 정렬
• 슬관절 운동기(CPM) : 40~90°

• 침치료: LI11, GB40 등 경혈
(1일 1회)

• 근력, 내구력, 안정성 강화
• 워커 보행
• 슬관절 굴곡 110°

• 1단계와 동일
• 세라밴드 운동
• 균행패드 활동
• 계단오르기
• 벽 스쿼트
• 슬관절 운동기(CPM) : 90~120°

• 한약 : 청열사습탕가미 (1일 3회)

• 정상적인 근력
• 슬관절 굴곡 115° 이상

• 2단계와 동일
• 보행거리, 보행시간 증가
• 런지, 스쿼트
• 실내 자전거
• 슬관절 운동기(CPM) : 120~130°

• 추나:
대퇴사두근, 대퇴근막장근, 장경인
대, 햄스트링 등 근막추나
(1일 3회)

• 정상적인 일상생활

• 수영
• 자전거
• 보행
• 슬관절 운동기(CPM) : 130°

5) 슬관절전치환술 후 한의감염관리
슬관절 전치환술을 비롯한 슬관절에 대한 관절경적 수술 이후 수술 부위 감염(surgical site infection)

과 관련되어 가장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임상소견은 통증 및 부종이며, 수술 후 5∼10일에 발생되는 것
으로 보고된다.65,66)
감염의 발생율은 2640례를 관찰한 후향적 보고에서 약 3.3% 정도로 보고되어 주의가 필요하다.67)

311

수술후증후군(한의표준)-최종.indb 311

2021-12-29 오후 4:55:49

슬관절전치환술후 한의치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예방적 항생제 사용(prophylactic antibiotics) 및 최적의 건강상태 관리 등이 슬관절 수술후 주요 감염
관리 전략으로 고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68)
최근에는 한약제제의 투약으로도 과도한 수술 후 염증반응 및 지연된 면역억제 상태 등을 유의미하
게 개선시킬 수 있다는 임상시험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슬관절 수술후 환자 진료시 수술 부위 감염
의 예방 목적으로 한약제제(보중익기탕 등)의 동시 투약을 고려해 볼 수 있다.69)

다. 치료경과의 판단
1) 치료 경과의 판단기준
현재까지 슬관절 수술후증후군을 특정한 치료 경과 및 예후를 판단하는 특별한 기준 및 이를 제시
한 연구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들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한 문헌들
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통해 슬관절 수술후증후군의 치료 경과 및 판단 기준 등
을 수립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7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자의 주관적 통증 및 증상에 대한 임상평가, 이학적 검사, 영상의학적 검
사, 실험실 검사 등은 슬관절 수술후증후군 환자의 치료 경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또한 피
로감, 우울감, 악액질(cachexia; 전신쇠약상태) 등의 정신/심리적인 요소들도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의 치
료 및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도 치료 경과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71)
수술 후 재활치료의 단계 및 평가들을 소개하고 있는 『Postsurgical Rehabilitation Guidelines for the

Orthopedic clinician』에 따르면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 프로토콜의 단계를 크게 3단계로 나누고 있으
며, 각각의 단계에 따라 치료 경과를 판단하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72) 각각의 단계에 맞
는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치료 경과를 판단하고 수립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 수술 후 1단계 급성기 치료 목표

재활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부종을 최소화하는 것과 무릎 굴곡 신전을 최적화 하는 것, 기능적인 독
립성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종합적인 가정 운동 프로그램(HEP)에서 자립성을 얻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된다.
첫 번째 환자 평가는 수술 당일부터 시작되며, 다음과 같은 테스트와 측정을 포함한 평가가 매일 시
행된다.(심리적 상태, 학습의 장애물, 부상 상태, 통증, 상/하지 가동번위평가, 근력평가, 감각평가). 경
막외마취(epidural analgesia)와 대퇴신경차단술(femoral nerve block, FNB) 후 24~48 시간 이내 운동 조
절과 감각에 대한 영향은 면밀히 관찰되는데 이는 그것들이 객관적인 측정과 기능적 수행에 영향을 주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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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 후 2단계 : 수술 후 2~8주

부종을 감소시키는 것, 무릎 ROM을 최대화 하는 것, 하지의 근력을 향상시키는 것, 보행과 밸런스
장애를 최소화시키는 것, 모든 기능적 활동에서 독립성을 최적화 시키는 것, 가정 운동 프로그램에서
독립성을 지속 시키는 것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단계이다.
무릎의 연부 조직 구조가 이 단계 동안 지속적으로 치유되기 때문에, 통증의 정도와 부종은 재활 치
료가 진행되는 동안 면밀히 관찰되어야 한다. 2주에서 8주 사이에 치유가 진행되면서, 상응하는 부종의
감소가 평가되어야 한다. 부종의 정도가 감소한 것은 무릎의 능동적, 능동적-도움을 받는(active-assis-

tive), 수동적 ROM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한다.
(3) 수술 후 3단계 : 수술 후 9~16주

환자가 계단 오르내리기, 정상적인 동작 패턴으로 일상생활 수행동작(active daily living)을 시행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러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ROM을 최대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단계 동안

ROM이 향상되면서, 대퇴사두 스트레칭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다. 대퇴 사두근의 근력 및 기능을 집
중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2) 수술 후 재활 및 회복에 대한 요인들
2009년 인공고관절전치환술(total hip replacement, THR)과 슬관절전치환술 후 관절통 환자의 재
활과 관련한 코크란 리뷰가 발표되었다(5편의 연구, 619명의 환자 대상).73) 이 연구에서는 수술 후 조기
재활 치료, 표준 입원 재활 치료(standard inpatient rehabilitation), 가정에서의 재활치료(home rehabilitation), 일반적인 병원 관리(routine hospital care), 일반적 재활치료(conventional rehabilitation), 낮은 강도
(low intensity)의 재활치료와 같은 재활치료의 양상에 따라 재활치료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재활치료의 시기 및 방법 등의 요소가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치료의 중
요함을 알 수 있다. 빠른 입원 치료를 통한 재활치료 및 임상 경로를 밟기 시작하는 것(inpatients settings
early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and clinical pathways)이 환자의 기능적 향상을 도모하고, 입원기
간을 단축시키며, 수술 후 합병증을 줄이고, 초기 3~4달간의 치료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적 관리(home-based multiciplinary care)는 기능적 향상을 도모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술 후 중간 기간에서의 병원 치료 기간(hospital stay)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연구74)에서는 수술 후 24시간 이내에 조기 가동은 부작용 없이 병원 치료 기간을 1.8일(1.1일

~2.6일) 정도 단축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슬관절전치환술 후 빠른 조기 재활 및 체계적 관리가 재활치료의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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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hronic post operative pain에 관한 예후
최근 만성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의 원인 및 기전에 관한 연구들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만성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의 병인(aetiology) 및 예후(prognosis)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일부 연구
에서는 추후 이와 관련한 연구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는 실정이다.75)

라. 슬관절전치환술 환자 치료시 주의점
1) 진료시 주의점
• 감염 위험성 있으므로 시술시 주의 필요
• 지나치게 강한 자극시 통증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 수술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추나치료나 운동치료 실시 필요
• 고령의 환자가 많으므로 회복 기간이 길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
• 골반, 요추 문제로 나타나는 무릎 변형이 동반된 경우 많으므로 올바른 보행 교육 필요

2) 임상경험에 의거한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
• 수술후 2달 정도 시간이 지났으나 부종 및 열감이 있는 환자
• 수술 초기의 극심한 통증 환자
• 체력적으로 심하게 저하된 환자
• 수술부위 감각저하나, 무릎 이하 신경과민 증상이 있는 환자

3) 의과·한의과 협진의 공동목표76)
• 통합의학적 수술 후 재활치료 프로그램 제공
• 슬관절 전치환술 수술후 환자의 증상 재발 예방 및 조기 통증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슬관절 전치환술 수술 후 환자의 손상부위 기능의 완전한 회복
• 슬관절 전치환술 후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적극적 개선 및 조기 사회 복귀

4) 의과에 협진의뢰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슬관절 전치환술 수술후 환자에 대한 체계적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할 경우
• 슬관절 전치환술 수술후 환자의 주요 증상 재발이 의심되어 상세한 영상진단이 요망되는 경우
• 기타 감염 등 상황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의과적 약물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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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방 및 관리
1) 환자 관리 및 생활지도
(1) 운동 지도 필요

수술후 초기에는 침상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회복 이후, 수중 보행 운
동 또는 엉덩이 근력강화 운동 및 적절한 균형운동을 통해 슬관절 기능상태와 움직임에 긍정적인 영향
77-79)

을 줄 수 있는 운동 요법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코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과 무릎 주위 근육

스트레치 방법을 교육한다.
(2) 생활 습관 지도 필요

쪼그려 앉는 자세, 계단보행, 점프, 양반 다리 등을 금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금주와 금연이 필요하
며 환자의 체중 감량 또는 조절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자세 관리 필요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나 자세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자세 개선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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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슬관절전치환술후 한의치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절차

1. 기획
2. 개발
3. 승인 및 인증
4.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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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
1) 주제 및 범위 선정
(1) 대상 인구집단

이번 슬관절전치환술 후 임상진료지침의 대상 환자는 슬관절전치환술을 받은 모든 만 19세 이상의
성인 환자이다. 슬관절전치환술 후 회복이 필요한 모든 환자이며, 수술 직후의 환자부터 수술 이후에도
통증, 부종, 기능장애가 지속되고 있는 수술후 통증 증후군(post-operative pain syndrome) 등을 모두 포
함한다.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 관련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에 해당하는 별도의 상병은 없
다. 슬관절전치환술 후에 해당하는 상병으로는 Z96.64 무릎관절삽입물(Knee joint implants)가 해당될
수 있으나, 이는 상태 또는 요인와 관련된 코드이므로, 통증이나 기능장애가 지속되는 환자의 경우는
슬관절전치환술을 시행한 원인 질환인 무릎관절증에 해당하는 M17 등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진료지침 사용자

본 진료지침은 일차 진료현장에서 슬관절 수술 후 환자를 진료하는 한의사와 한방병원, 기타 병
원·의원에서 슬관절 수술 후 환자를 진료하는 한의사가 주이용자이며, 기타 의료인도 이용할 수 있
다. 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의과적 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한 한의치료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권
고를 제시하여 한의사의 예방, 진단, 치료적인 판단에 도움을 주며, 한의사와 협진을 하는 의료인의 이
해와 진단, 치료적인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모든 환자에게 획일화되어 적용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의학적 상황 및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결정을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또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기반 한 한의의료기관별 한의표준임상경로(CP)의 개발
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져 각 의료기관에서 진료의 효율성 증대, 환자 만족도 증가, 치료효과의 상승 등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공의 및 병원 관리자 등의 한의 진료에 대한 학습에 사용될 수 있다.
(3) 의료환경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를 진료하는 한의사가 근무하는 일차 의료기관과 상위 의료기관의 외래 및
입원 진료 환경에 적용할 수 있다.
(4) 환자 관점의 반영

일반적으로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수술 후 만성 통증 환자는 우울, 불안, 좌절감 등이 나
타나기 쉬운 경향을 보인다.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들에서 의료진이 중요시 여기는 수술 후 환자의 통
증, 부종, 기능 제한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판단과는 달리 다양한 증상 중 환자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불
편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환자 관점을 확인할 수 있는 환자 대상 질적 연구나 환자 관점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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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헌 등을 검색하여 검토하였다.
슬관절전치환술 수술 후 환자에서 환자 관점을 조사하거나 질적 연구를 수행한 연구는 많지 않았
다. 여러 연구를 검토한 결과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들이 수술 후 관리 등에 대해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함을 알 수 있었다. 한 연구에서는 수술 전후 환자 관점을 조사하였는데 수술 후 환자에서 자립적인 생
활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수술과 재활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증에 대한 호소가 있었다.4) 즉 환자들은
수술 후 즉각적인 사회 복귀나 통증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되나, 새로운 무릎에 대한 상당한 적응기간과
통증에 대한 관리를 필요로 하였다.4) 또한 퇴원 후 환자에서 환자들은 치료와 합병증, 일상생활,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5) 또한 슬관절전치환술 후 업무로 복귀하
기를 원하나 보건의료 전문가들에게서 제한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조언들을 듣게 되는 것에 혼란을 느
꼈으며, 재활에 대한 교육 부재 등으로 인해 업무로의 복귀가 늦어졌다고 호소하였다.6) 이렇듯 슬관절
전치환술 환자들은 수술 후 재활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 받아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하기를 원했다.
따라서 수술 후 환자들에서 단순 통증 뿐만 아니라 기능과 관련된 결과 변수 및 삶의 질 결과 변수 평가
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환자가 느끼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 또한 중요시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
라서 임상질문 등의 설정에 있어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권고안 도출에도 활용하였다.
또한 환자관점이 지침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골격계 수술 후 환자에 대해 진료행태, 치료효과
성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총 5개의 한방병원, 7개의 한의원에서 13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수
술후 한의진료 환자등록 연구 – 전향적 다기관 등록연구 –』결과를 지침의 권고안의 임상적 고려사항에
반영하였다.
환자등록 연구는 수술 후 환자들의 특성 및 진료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하였으며, 근골격계관
련 수술을 시행한 수술직후의 환자부터 수술 이후 통증 및 기능장애가 재발하였거나 지속되고 있는 수
술후 통증 증후군을 호소하는 환자를 모두 포괄하여 대상자 등록을 진행하였고, 대상자 추적관찰기간
은 2019-06-03 ~ 2021-03-31 까지로서, 총 134명의 환자가 등록되었다.

등록 환자들의 수술 및 재활치료력을 살펴본 결과, 수술 후 본 등록까지 소요된 일수 는 평균 161.2
±261.9로, 수술 후 약 5.7개월 후 내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빈도 수술부위는 무릎, 하지, 어깨, 요추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술 후 한방의료기관 내원 전, 재활
치료를 시행한 자가 78.4%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은 한의원 및 한
방병원이 전체의 38.5%로 나타났으며, 수술병원에서의 재활치료는 26.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재활치료 평균 기간은 58.0±106.0일로 나타났으며, 재활 진행 중인 대상은 미응답 대상자를 제외한

50명 중, 42명(84.0%)으로 확인되었다.
진통제를 병용하고 있는 대상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NSAIDs 24.6%, 비마약성 중주성 진통제

14.9%, 마약성 진통제 10.4%의 순으로 복용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2종 이상의 진통제를 병용하고
있는 대상자는 전체의 12.7%로 나타났으며, 그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복합진통제를 병용하고 있는 비
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70.6 vs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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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의료기관 내원 목적은 전체 등록 환자의 99.2%가 통증 및 기타 증상 완화로서, 1인 최대 3개
증상을 수집하여 계통별로 분류한 결과, 주로 근골격계 증상이 수술 부위 통증 외의 주소증으로 응답한
것을 확인함. 그 외에 신경계, 소화기계, 순환계 등의 순으로 불편 증상을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 증상으로는 통증, 동작제한, 불편감, 부종, 뻣뻣함, 당기는 증상, 압통, 뻐근함, 방사통, 쥐
남, 무거움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경계 증상으로 저림, 불면, 열감, 근력저하, 시린 느낌, 감각저하,
무력감, 무감각, 냉감, 경직, 찌릿함, 마목감, 답답함 등의 증상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변비,
소화불량, 식욕저하, 속쓰림 등의 소화기계 증상, 기립시 탈력감, 두통, 어지러움 등의 순환기계 증상,
발성장애, 알러지성비염 등의 호흡기계 증상, 빈뇨와 같은 비뇨기계 증상, 소양증, 피부각피와 같은 피
부과 증상, 청력장애, 피로감 등의 증상도 호소하였다. 기타 복합증상으로서 보행장애, 통증으로 인한
동작제한, 통증으로 인한 불편감, 피부감각이상, 통증으로 인한 불면, 수술부위 저림 및 소양감, 몸살기
운 및 냉감, 이질감 및 답답함, 동작제한, 감각 및 근력저하, 동작 및 보행장애 등도 호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수술 후 일반적인 재활기인 3개월 이후에도 통증으로 인한 진통제 복용 중이거나 의료기관
을 찾는 환자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수술부위에 대한 통증과 기능장애 외에도 다양한 동반증상
을 호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골격계 수술후 환자에게 적절한 한의치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본 지침의 활용을 비롯한 표준임상경로 등의 개발 및 임상근거의 축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2) 개발 그룹 구성
한의학의 임상전문가(한방재활의학과,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의학과 등)와 임상진료지침 방법론
전문가, 체계적 문헌고찰 전문가, 경제성평가 전문가 및 1차 의료기관 연구진을 포함하여 다수준, 다기
관, 다학제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적절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 정보와 방법론을 습득하였으며, 개발방
법 매뉴얼에 따라 모든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근거중심적 방법 및 합의과정을 통해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였다.
총괄위원회는 진료지침 개발의 과정을 총괄하여 기획, 진행하였으며, 개발위원회는 임상질문의 개
발, 근거의 검색, 근거의 분석, 권고안 도출 및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작성 등 진료지침 제작에 필요
한 전 과정을 수행하였다. 일차 의료기관인 한의원 근무자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토위원
회에서 임상질문 개발 및 검색단계에서 임상질문에 임상현황이 잘 반영되었는지 검토 받았으며, 자문
위원회에서는 임상질문 개발 및 검색단계에서 방법론적으로 잘 검색되었는지 검토를 받았다. 각 위원
회의 위원들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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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개발 그룹(2016-2018)
위원회

총괄
위원회

개발
위원회

검토
위원회

직책

이름

위원

지역

전공

역할

금동호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일산

한방재활의학

한방재활의학과학회장, 임상진료지침총괄

박윤희

푸른한의원

서울

한방재활의학

한방재활의학과학회부회장,
1차의료기관 보급방안 모색

신병철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 대학원

경북

한방재활의학

한방재활의학과학회,
교통사고상해증후군 진료지침 연구책임자

염승룡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전북

한방재활의학

한방재활의학과학회,
견비통진료지침 연구책임자

차윤엽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강원

한방재활의학

한방재활의학과학회,
요추추간판탈출증 진료지침기개발 연구책
임자

송윤경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경북

한방재활의학

임상진료지침 실무(총괄)

이윤재

자생의료재단 척추관절
연구소

서울

한방부인과학

임상진료지침 실무(지침개발 및 방법론 전문가)

김남권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
대학원

경북

한방안이비인후
임상진료지침 실무(경제성평가)
피부

박태용

카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인천

한방재활의학

임상진료지침 실무

조재흥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서울

한방재활의학

임상진료지침 실무

황의형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경북

한방재활의학

임상진료지침 실무

이정한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전북

한방재활의학

임상진료지침 실무

양나래

카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인천

한방내과

임상진료지침 실무

최성렬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인천

한방신경정신

임상진료지침 실무

서경호

한림대학교 재활의학과

강원

재활의학

임상진료지침실무(양방자문)

김호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일산

한방재한방재활
의학활의학

진료지침 및 임상연구 관련 자문

이은정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충남

한방재활의학

한방재활의학과학회, 임상진료지침 검토

고연석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전북

한방재활의학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임상진료지침 검토

송경송

경송 한의원

서울

한의학

면역약침학회 부회장(개원 한의사)
임상진료지침 검토

이마성

마성 한의원

서울

한의학

면역약침학회 총무이사(개원한의사)
임상진료지침검토

이동화

대구진한의원

경북

한의학

개원한의사,임상진료지침 검토

이영재

영재 한의원

서울

한의학

척추신경추나의학회 부회장(개원 한의사)
임상진료지침 검토

정철

남상천 한의원

서울

한의학

면역약침학회 수석부회장(개원한의사)
임상진료지침 검토

위원

위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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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위원회

위원

이준환

한의학연구원

대전

한방재활의학

임상진료지침자문

이은용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충북

침구학

침구의학회, 임상진료지침 자문

송호섭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인천

침구학

침구의학회,임상진료지침자문

양회천

빛울림 한의원

서울

한의학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총무이사(개원한의사)

 슬관절전치환술후 한의진료 한의임상진료지침 총괄 및 개발 주관학회 : 한방재활의학과학회
 슬관절전치환술후 한의진료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협업학회 : 척추신경추나의학회

기개발된 슬관절전치환술후 한의진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초판을 토대로 2019년 슬관절전치환
술후 한의진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정위원회 및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개정위원회는 한의표
준임상진료지침의 작성 등 진료지침 제작에 필요한 전 과정을 수행하였고, 검토위원회는 합의(델파이)
및 검토를 수행하여 슬관절전치환술후 한의진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정판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각 위원회의 위원들은 아래 표와 같다.
(2) 수용개작 개발 그룹(2019-2020)
위원회

직책

실행
위원회

개정
위원회
집필
위원회

이름

소속

지역

전공

역할

송윤경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경기

한방재활의학

수술 후 증후군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집필, 연구책임자

김경자

인하대학교 간호과대학

인천

간호학

체계적 문헌 고찰 및 근거합성 수행

고유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서울

한방예방의학

체계적 문헌 고찰

송윤경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경기

한방재활의학

임상진료지침 집필

박태용

카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경기

한방재활의학

임상진료지침 집필

이정한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전북

한방재활의학

임상진료지침 집필

조재흥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서울

한방재활의학

임상진료지침 집필

황의형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부산

한방재활의학

임상진료지침 집필

최성열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경기

한방신경정신과학 임상진료지침 집필

박정식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경기

한방재활의학

임상진료지침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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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인증
위원회

위원

최유민

우석대학교

전북

한의학

지침 권고안 합의(델파이) 및 검토

차윤엽

상지대학교

강원

한의학

지침 권고안 합의(델파이) 및 검토

염승룡

원광대학교

전북

한의학

지침 권고안 합의(델파이) 및 검토

서병관

경희대학교

전북

한의학

지침 권고안 합의(델파이) 및 검토

김은정

동국대학교

경북

한의학

지침 권고안 합의(델파이) 및 검토

고연석

우석대학교

전북

한의학

지침 권고안 합의(델파이) 및 검토

황만석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경남

한의학

지침 권고안 합의(델파이) 및 검토

김민규

자생한방병원

서울

한의학

지침 권고안 합의(델파이) 및 검토

김현호

한의플래닛

서울

한의학

지침 권고안 합의(델파이) 및 검토

이준환

한국한의학연구원

대전

한의학

지침 권고안 합의(델파이) 및 검토

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대전

한의학

지침 권고안 합의(델파이) 및 검토

(3) 수술 후 레지스트리 그룹(2019-2020)
위원회

개정
위원회

직책

레지스
트리
연구
수행

이름

소속

지역

전공

역할

송윤경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경기

한방재활의학

수술 후 레지스트리 연구 책임자

정영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

약학

수술 후 레지스트리 병행 경제성
평가 연구 책임자

정원석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서울

한방재활의학

수술 후 레지스트리 연구 수행

이정한

원광대학교 익산한방병원

전북

한방재활의학

수술 후 레지스트리 연구 수행

이은정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대전

한방재활의학

수술 후 레지스트리 연구 수행

설재욱

청연 한방병원

전남

한방재활의학

수술 후 레지스트리 연구 수행

박지훈

박지훈 한의원

경기

한의학

수술 후 레지스트리 연구 수행

이승조

소중한몸한의원

전북

한의학

수술 후 레지스트리 연구 수행

이지혜

정한의원

경기

한의학

수술 후 레지스트리 연구 수행

김한겸

김한겸한의원

경기

한의학

수술 후 레지스트리 연구 수행

김의영

어깨동무한의원

경기

한의학

수술 후 레지스트리 연구 수행

유명석

대명한의원

서울

한의학

수술 후 레지스트리 연구 수행

이효근

견우한의원

서울

한의학

수술 후 레지스트리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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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 계획 수립
(1) 전체 개발과정
슬관절전치환술후 한의치료 임상진료지침 개발 계획 확정
↓
전문가로 구성된 개발위원회 구성
↓
국외 슬관절전치환술 후 임상진료지침의 검토 및 분석
↓
핵심질문 결정
↓
문헌 검색전략, 포함기준과 배제기준 결정
↓
사전 검색 전략에 의한 문헌 검색 진행
↓
검색된 문헌의 질 평가 및 합성
↓
권고안 초안 결정(근거수준 및 권고등급 가안 도출)
↓
권고안 초안에 대한 전문가 합의도출 진행(델파이)
↓
권고안 내부 검토 및 검토위원회의 검토 후 최종 정리
↓
전문학회 인증(한방재활의과학회,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침구의학회)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의 검토 및 인준
↓
검토평가위원회 및 근거중심한의약추진위원회 인증
↓
‘슬관절전치환술후 한의치료 임상진료지침’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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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획 단계
① 국내외 개발현황
가. 국내외 임상진료지침 개발 현황

슬관절전치환술 후 수술후증후군 관련 기존 진료지침을 확인하기 위해 National Guideline Clear-

inghouse를 검색하였다. 대부분 퇴행성 슬관절염 관련 가이드라인이었으며, 그 외 무릎 부위의 골절, 십
자인대 손상 및 류마티스 관절염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나, 퇴행성 슬관절염 관련 일부 가이드라인을 제
외하고는 본 임상진료지침 내용과는 무관하였으며, 슬관절 수술후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진료 권
고안은 없었다. 퇴행성 슬관절염 관련 문서로 검색된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다.

- American Academy of Orthopaedic Surgeones의 『Clinical practice guideline on surgical management
of osteoarthritis of the knee』
-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의 『Osteoarthritis. Care and management
in adults.』
- American Academy of Orthopaedic Surgeons의 『Clinical practice guideline on the treatment of osteoarthritis of the knee, 2nd edition』
상기 가이드라인 중 슬관절 수술 후 환자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2016년에 발표된

American Academy of Orthopaedic Surgeons의 『Surgical management of osteoarthritis of the knee』이 유
일하였다.
추가적으로 포괄적 수술후증후군의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검색한 결과, 수술후 통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American Pain Society의 『Guidelines on the management of postoperative pain』이 확인되
었다.
또한 전통의학관련 수술후증후군 및 슬관절 수술 후의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임상진료지침을 검
색하였으나, 현재까지 출판된 유관 임상진료지침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내에서는 2013년
에 침구의학회에서 개발한 슬통 침구임상진료지침이 확인되었으며, 2020년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단 과제로 슬통 임상진료지침 개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기존 임상진료지침 검토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 대한 국내외 선행 임상진료지침을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을 포함한

American Academy of Orthopaedic Surgeons의『Surgical management of osteoarthritis of the knee』 가이
드라인에서는 수술 후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는 요인을 언급하였으며, 수술 후 치료 및 관리 방법에 대
한 권고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술후 냉동 치료 장치(cryotherapy devices)는 결과를 호전시키지 않는다(Moderate Evidence).
- 관절운동치료기(continuous passive motion)는 결과를 호전시키지 않은 강한 근거가 있다 (Strong
Evidence).
- 수술 당일부터 시작한 관절가동운동(postoperative mobilization)은 재원 기간(hospital stay)를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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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강한 근거가 있다 (Strong Evidence).

- 수술 당일부터 시작한 관절 가동 재활운동은 통증 개선과 기능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중등도의 근
거가 있다 (Moderate Evidence).
-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2달 동안 전문가와 함께 하는 운동 치료 프로그램은 제한적 근거가 있다
(Limited Evidence).
- 슬관절전치환술 후기에 집중 운동 프로그램에 의뢰된 특정 환자들이 집중 운동후 신체 기능 호전
을 보였다는 제한적 근거가 있다 (Limited Evidence)
위험인자 관련 근거는 아래와 같았다.

- BMI가 높은 비만 환자는 슬관절전치환술후의 호전이 적을 수 있다 (Strong Evidence)
- 당뇨가 있는 환자는 슬관절전치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이 높을 수 있다 (Moderate Evidence)
-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슬관절전치환술 후 호전이 적을 수 있다 (Moderate Evidence)
- 우울증 그리고/또는 불안증을 가진 환자는 슬관절전치환술후 환자 보고 결과변수에서 호전이 적
을 수 있다 (Limited Evidence)

- 간경변증/C형 간염이 있는 환자는 슬관절전치환술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Limited Evidence)
수술후증후군 관련 가이드라인으로는 수술후 통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American Pain Society의
『Guidelines on the management of postoperative pain』1)이 확인되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슬관절전치환
술을 포함한 모든 수술 후 통증에 대한 관리방법을 주로 다루고 있다. 또한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인 침
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나, insuﬃcient evidence로 인해 “neither recommend nor discourage acupunc-

ture”라는 권고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전통의학관련 수술후증후군 및 슬관절전치환술 후 수술후증후군 임상진료지침을 검색하였으
나, 현재까지 출판된 유관 임상진료지침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내에서는 2013년 개발된 슬
통 침구임상진료지침의 타겟질환이 슬관절전치환술 후 수술후증후군 증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세부내용을 검토하였으나, 해당 임상진료지침에서는 수술후 환자를 대상 환자를 진료지침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개발 방법의 결정

국내외에서 개발된 진료지침에서 슬관절전치환술 후 치료 및 관리에 대한 한의학적 중재가 고려된
바 없는 만큼, 신규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④ 개발 과정

현재까지 보고된 선행문헌, 지침 등을 고찰하여 임상적인 근거가 부족한 한의진료과정 중에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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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직접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근거를 포함하여 ‘근거창출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수행하
였다. 국내 임상현실이 잘 반영된 임상연구를 통해 꼭 필요한 임상질문에 대한 최신의 근거를 지침에
효율적으로 포함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시행된 한의학 관련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제도적 제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활발하
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로 인해 2017년 진료지침 개발 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의 한의학 임상연구 관
련 근거가 전무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슬관절전치환술후 한의치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과제 연구진
은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 대상 침치료 및 추나치료의 유효성 및 안전성관련 근거 창출을 위한 임상시
험을 계획 및 추진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근거 창출을 위한 임상연구에서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
로 한 침 및 추나 임상시험은 3개월의 추적관찰 이후 유효성 및 안전성 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병행 경제
성평가 결과 정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임상진료지침의 권고안의 근거로 포함되어 2021년 인증평
가를 받을 예정이다.
⑤ 이해관계선언

본 슬관절 수술후 한의진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선도기술개발 사업의 수술
후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수용개작 및 임상연구(HB16C0011)과제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 개
발기금 지원기관은 본 진료지침의 내용이나 개발에 있어서 직접적인 혹은 잠재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
다. 개발위원회 모든 구성위원들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과 관련된 특정 기관이나 특정 연구 관련자
와의 실제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이에 대하여 이해상충공개서약서를 통해 2016년부터
연구 종료 시점인 2020년 12월까지 이해상충선언을 하였다. 연구수행기간 중, 모든 진료지침 개발위원
들의 이해상충 관계 유무를 수시 확인하기 위하여, 이해상충관련 자기기입식 조사표를 개발하여 주기
적으로 초기 이해상충선언에 대한 결과 상충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부록에 이해상충공개서약서를 제시
하였다. 장기간의 연구추진일정으로 인해 연구자별 참여기간이 상이하기에, 초기 및 수용개작 참여위
원관련 내용은 모두 ‘개발 그룹 구성’ 항목에 기재하였으며, 수용개작시 참여한 참여위원에 한해 이해
상충공개선언서를 본 임상진료지침에 첨부하였다.

2. 개발
1) 핵심질문 선정
슬관절전치환술 후 한의 임상진료지침의 핵심 질문은 ‘슬관절전치환술 환자에서 한의학 치료 방법
이 비교군에 비해 통증, 기능 및 삶의 질 개선을 보이는가? 이며 개발위원회에서 설정한 임상 질문은 아
래 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각 임상질문별 PICO는 각 임상질문별로 다를 수 있어 표로 제시하였다. 임상
진료지침에서 고려된 중재는 수술 후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전문가 인터뷰에서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 대해 주로 사용한다고 응답된 치료방법을 위주로 중재 선정에 반영하였다.

331

수술후증후군(한의표준)-최종.indb 331

2021-12-29 오후 4:55:52

슬관절전치환술후 한의치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슬관절전치환술을 받은 모든 환자를 ‘대상자(P)’로 하였으며, 슬관절전치환술 직후의 환자 및 슬관
절전치환술 후 통증, 기능제한이 지속되고 있는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핵심질문의 ‘중재(I)’로
는 침, 약침(봉약침), 한약, 추나, 뜸을 선정하였다. 비교군으로는 핵심질문에 따라 거짓침(sham), 무처
치 등의 비활성 대조군을 설정하거나 진통제, 온열요법, 전기 물리 치료 등의 일반적인 보존 치료를 선
정하였다. 결과는 통증, 기능, 삶의 질, 운동범위 및 호전율 등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와 연관된 모든
결과변수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단 근거 검색의 민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비교군과 결과는 검색식에 포
함하지 않았으며, 검색전략과 실제 검색어는 데이터베이스 환경에 따라 수정 사용하였으며, 실제 사용
한 검색전략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토하는 근거 문헌의 연구디자인으로는 무작위배정비교임
상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만 포함하였다. 임상 질문의 특성으로 인해 특정 임상 연구
들은 각 임상질문에서 중복으로 고려될 수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침에서는 임상진료지침에서 고려한
다른 한의 치료 중재와의 비교를 근거로 활용하지 않았으며, 해당 한의 치료 중재에서만 활용하였다.
근거문헌의 분석 시 효과성에 대한 검토 외에 안전성 관련 정보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한국
의 현실을 반영한 임상적 고려사항을 도출하고 건강편익, 부작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출판된
한의약 관련 관찰연구 및 증례연구를 활용하였다.

선정기준
번호

Clinical Key Question

P

I

C

O

S

진단
의과 협진 의뢰
1

슬관절 전치환술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 의과 협진 의뢰가 필요
한가?

슬관절전치
환술 환자

의과 협진

현 수준의 의과협
진 평가(임상적
문헌적)

슬관절전치
환술 환자

진단 및 치료
계획

현 수준의 진단 및
평가의 정확성,
치료계획방법 평가
RCT
평가의 합리성
(임상적 문헌적)

슬관절전치환술 환자의 진단에 있어
한의변증진단을 고려해야 하는가?

슬관절전치
환술 환자

한의학적
변증진단

현 수준의 변증진단 평가의 정확성,
RCT
평가(임상적 문헌적) 평가의 합리성

슬관절전치환술 환자에게 침치료가
통증, 기능 및 삶의 질 개선을 보이는
가?

슬관절전치
환술 환자

침치료

거짓침 or
비활성대조군 or
슬관절 재활 or
no treatment

평가의 정확성,
RCT
평가의 합리성

진단 및 치료계획
2

슬관절전치환술 환자의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한의변증진단
3
치료
침

4

통증, 기능,
삶의 질,
호전율,
이상반응

R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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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침(sham)

통증, 기능,
삶의 질,
호전율,
이상반응

RCT

침치료+
통상적 재활
치료

통상적 재활치료

통증, 기능,
삶의 질,
호전율,
이상반응

RCT

슬관절전치
환술 후
재활기 환자

전침치료 +
통상적 재활
치료(진통제
포함)

통상적 재활치료
(진통제 포함)

통증, 기능,
삶의 질,
호전율,
이상반응

RCT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서
약침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의 병행치
료은 통상적 재활치료 단독 시행에
비해 통증, 기능, 삶의 질 개선을 보이
는가?

슬관절전치
환술 후
재활기 환자

약침 치료 +
통상적 재활
치료

통상적 재활치료

통증, 기능,
삶의 질,
호전율,
이상반응

RCT

7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서 한약치료
시행은 통증, 기능, 삶의 질 개선을
보이는가?

슬관절전치
환술 후 환자

한약치료

거짓한약 외치요
법 or 통상적 재활
치료

통증, 기능,
삶의 질,
호전율,
이상반응

RCT

7-1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환자에서
한약 외치요법은 거짓한약 외치요법에
비해 통증, 기능, 삶의 질 개선을 보이
는가?

슬관절전치
환술 후 초기
환자

통증, 기능,
삶의 질,
한약외치요법 거짓한약 외치요법
호전율,
이상반응

RCT

7-2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및 재활기
환자에서 한약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이 통상적 재활치료 단독 시행에
비해 통증, 기능 및 삶의 질 개선을
보이는가?

슬관절전치
환술 후 초기
및 재활기
환자

한약치료 +
통상적 재활
치료

통상적 재활치료

통증, 기능,
삶의 질,
호전율,
이상반응

RCT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환자에서 뜸
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은 통상
적 재활치료 단독 시행에 비해 통증,
기능 및 삶의 질 개선을 보이는가?

슬관절전치
환술 후
초기 환자

뜸치료 +
통상적 재활
치료

통상적 재활치료

통증, 기능,
삶의 질,
호전율,
이상반응

RCT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서
추나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은
통상적 재활치료 단독시행에 비해 통
증, 기능 및 삶의 질 개선을 보이는가?

슬관절전치
환술 후
재활기 환자

추나치료 +
통상적 재활
치료

통상적 재활치료

통증, 기능,
삶의 질,
호전율,
이상반응

RCT

4-1

슬관절전치환술 후 수술 후 초기 환자
에서 침치료가 거짓침에 비해 통증,
기능 및 삶의 질 개선을 보이는가?

슬관절전치
환술 후
초기 환자

침치료

4-2

슬관절 수술후 재활기 환자에서 침치
료와 통상적 재활치료를 병행하는 것
은 통상적 재활치료 단독 시행에 비해
통증, 기능, 삶의 질 개선을 보이는가?

슬관절전치
환술 후
재활기 환자

슬관절 수술 후 재활기 환자에서 전침
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를 병행하는
것은 통상적 재활치료 단독 시행에
비해 통증, 기능, 삶의 질 개선을 보이
는가?

전침

5

약침

6

한약

뜸

8

추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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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 선택 (검색 전략, 포함 및 배제 기준 설정)
(1) 문헌검색

문헌 검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수술후 증후군 개발위원회에서 논의 후 선정하였다. 문헌 검색
의 포괄성을 위해 Ovid-Medline, Ovid-Medline, Cochrane library 등의 Core Database(DB)를 검색하
였으며, 보완대체의학 관련 DB인 Ovid-AMED 검색도 수행하였다. 또한 중국의 근거 검색을 위해 중
국 DB도 검색 DB에 포함하였다. 국내 DB로는 Oriental Medicine Advanced Searching Integrated Sys-

tem(OASIS),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of Korea(NDSL),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KISS), KoreaMed 및 Korean Medical Database(KMBASE)를 사용하였다.
문헌 검색 전략에 대해서는 개발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였으며, DB별로 특성 및
검색언어에 따라 검색용어를 변경 적용하였다. 특히 추나 및 수기 치료 등과 관련된 술기 용어는 개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색어에 적극 활용하였다. 자세한 검색전략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언어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제한하였고 검색일은 시작기간은 제한하지 않고 2020년 2월 24일 최종검색을
완료하였다.
<국외 데이터베이스>
DB명

제공기관

URL

Ovid-MEDLINE

Wolters Kluwer, 미국

http://ovidsp.tx.ovid.com/

Ovid-EMBASE

Wolters Kluwer, 미국

http://ovidsp.tx.ovid.com/

Cochrane Library

Cochrane Library, 미국

http://www.thecochranelibrary.com

Ovid-AMED

Wolters Kluwer, 미국

http://ovidsp.tx.ovid.com/

CNKI

中国知网, 중국

http://www.cnki.net

기타

<국내 데이터베이스>
DB명

제공기관

URL

전통의학정보포털(OASIS)

한국한의학연구원

http://oasis.kiom.re.kr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NDSL)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https://scholar.ndsl.kr/index.do

KISS 학술데이터 베이스

KSI 한국학술정보 ㈜

http://kiss.kstudy.com/

KoreaMed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http://www.koreamed.org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

의학연구정보센터

http://kmbase.medric.or.kr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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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선택과 배제 기준

문헌 선정에서의 이견을 최소화하고자 개발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선택 및 배제 기준을 사전에
정의하였다. 선택기준은 임상질문별로 사전에 정한 PICO로 활용하였으며 아래에 표로 제시하였다.
최종 선정 핵심질문
번호

Clinical Key Question

P

I

C

O

S

진단
의과 협진 의뢰
1

슬관절 전치환술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 의과 협진 의뢰가 필요한
가?

슬관절전치
환술 환자

의과 협진

현 수준의 의과
협진 평가(임상
적 문헌적)

평가의 정확성,
평가의 합리성

RCT

슬관절전치
환술 환자

진단 및
치료계획

현 수준의 진단
및 치료계획방
법 평가(임상적
문헌적)

평가의 정확성,
평가의 합리성

RCT

슬관절전치
환술 환자

한의학적
변증진단

현 수준의 변증
진단
평가(임상적
문헌적)

평가의 정확성,
평가의 합리성

RCT

침치료

거짓침 or
비활성대조군
or 슬관절 재활
or no treatment

통증, 기능,
삶의 질,
호전율,
이상반응

RCT

통증, 기능,
삶의 질,
호전율,
이상반응

RCT

진단 및 치료계획

2

슬관절전치환술 환자의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한의변증진단

3

슬관절전치환술 환자의 진단에 있어
한의변증진단을 고려해야 하는가?

치료
침

4

슬관절전치환술 환자에게 침치료가 통증,
기능 및 삶의 질 개선을 보이는가?

슬관절전치
환술 환자

4-1

슬관절전치환술 후 수술 후 초기 환자에
서 침치료가 거짓침에 비해 통증, 기능 및
삶의 질 개선을 보이는가?

슬관절전치
환술 후 초
기 환자

침치료

거짓침(sham)

4-2

슬관절 수술후 재활기 환자에서 침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를 병행하는 것은 통상적
재활치료 단독 시행에 비해 통증, 기능,
삶의 질 개선을 보이는가?

슬관절전치
환술 후
재활기 환자

침치료 +
통상적 재활
치료

통증, 기능,
삶의 질,
통상적 재활치료
호전율,
이상반응

RCT

슬관절 수술 후 재활기 환자에서 전침치
료와 통상적 재활치료를 병행하는 것은
통상적 재활치료 단독 시행에 비해 통증,
기능, 삶의 질 개선을 보이는가?

슬관절전치
환술 후
재활기 환자

전침치료 +
통상적 재활
치료
(진통제 포
함)

통증, 기능,
통상적 재활치료 삶의 질,
(진통제 포함)
호전율,
이상반응

RCT

전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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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Clinical Key Question

P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서 약침
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의 병행치료은
통상적 재활치료 단독 시행에 비해 통증,
기능, 삶의 질 개선을 보이는가?

슬관절전치
환술 후
재활기 환자

7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서 한약치료
시행은 통증, 기능, 삶의 질 개선을 보이
는가?

I

C

O

S

약침
약침 치료+
통상적
재활치료

통증, 기능,
삶의 질,
통상적 재활치료
호전율,
이상반응

RCT

슬관절전치
환술 후
환자

한약치료

거짓한약 외치
요법 or 통상적
재활치료

통증, 기능,
삶의 질,
호전율,
이상반응

RCT

7-1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환자에서 한약
외치요법은 거짓한약 외치요법에 비해
통증, 기능, 삶의 질 개선을 보이는가?

슬관절전치
환술 후
초기 환자

거짓한약 외치
한약외치요법
요법

통증, 기능,
삶의 질,
호전율,
이상반응

RCT

7-2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및 재활기 환자
에서 한약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이
통상적 재활치료 단독 시행에 비해 통증,
기능 및 삶의 질 개선을 보이는가?

슬관절전치
환술 후
초기 및
재활기 환자

한약치료 +
통상적 재활
치료

통증, 기능,
삶의 질,
통상적 재활치료
호전율,
이상반응

RCT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환자에서 뜸치료
와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은 통상적 재활
치료 단독 시행에 비해 통증, 기능 및
삶의 질 개선을 보이는가?

슬관절전치
환술 후
초기 환자

뜸치료 +
통상적 재활
치료

통증, 기능, 삶
통상적 재활치료 의 질, 호전율,
이상반응

RCT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서 추나
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은 통상적
재활치료 단독시행에 비해 통증, 기능 및
삶의 질 개선을 보이는가?

슬관절전치
환술 후
재활기 환자

추나치료 +
통상적 재활
치료

통증, 기능, 삶
통상적 재활치료 의 질, 호전율,
이상반응

RCT

6

한약

뜸

8

추나

9

침 관련 임상 질문에서 중재 관련 선택기준은 침, 온침, 화침, 전침을 모두 포괄하였으며 상기 행위
들을 모두 침 관련 근거로 활용하였다. 전침, 화침, 온침의 경우 각각 침 자체의 효과에 다른 기전의 추
가적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임상에서는 당일의 환자 상태에 따라 일반침, 전침, 화침, 온침을 번갈아
사용하기도 하고 특정 경혈에만 전침, 화침, 온침을 병행하기도 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는 특성이 있
어 임상에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렇게 결정하였다. 또한 근거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슬관절전치
환술 후 환자 관련 임상연구에서 각 침법에 따라 나누는 것이 근거 확보와 권고안 도출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개발위원회는 침의 경우 이번 권고안에서는 다양한 침을 통합하여 평가하
였으며, 향후 갱신에서는 구분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임상전문가 인터뷰에서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서 특정 근육의 경결점 등을 풀어주는 침치료를 행하기도 하는 것이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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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임상에서의 관점을 반영하여 침 근거에 dry needling 등의 임상연구도 함께 포함하여 근거로 평가하
였다.
배제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 한국의 한의사들이 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중재가 수행된 연구 (예- 약침 시술시 양약과 함께 투
여)
* 해당 배제기준은 국내 임상현장을 반영하지 않은 중재들에 대하여 초기에 배제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모호한 문헌은 별도 분류하여 최종 문헌 선정시 위원회 소속
임상가의 최종 선정배제 평가를 수행하여 문헌을 선정 및 배제하였다.

- 일반적인 보존 치료로 보기 힘든 비교군과 비교한 연구 (예- 재수술 등)
- 슬관절전치환술의 범주로 볼 수 없는 수술에 대한 연구
- 소아 및 청소년에서 수행된 연구
문헌 선정은 검색된 모든 문헌에 대해 2명 이상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중복 배제 후
제목 및 초록 확인 후 1차 선택배제, 원문 확인 후 2차 선택배제를 진행하였다.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견 일치를 이루었으며, 일치가 안 되는 경우는 제 3자 개입하여 합의를 도출하였
다.
모든 선택된 연구에 대해 연구의 일반 정보, 대상자 특성, 중재군, 비교군, 결과 변수 및 효과 측정치
등을 개별적으로 자료 추출을 시행하였으며, 자료 추출 결과는 근거표(evidence table)로 정리하였으며,
정리된 결과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3) 근거 평가
문헌의 비뚤림 위험 평가를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에 대해서는 A MeaSurement Tool to

Assess the methodological quality of systematic Reviews(AMSTAR)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고, 무작위 배
정 임상연구에 대해서는 Cohrane collaboration의 Risk of bias 도구2)를 사용하였다. 모든 연구 자료에 대
하여 독립적으로 2인 이상의 연구자가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가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평가자 2인이 합의를 했으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 3자가 중재하여 결정하였다.

4) 근거 합성과 분석
추출된 결과값에 있어서 양적 분석이 가능한 경우 Review Manager 5.3 (Copenhagen: The Nordic

Cochrane Centre, The Cochrane Collaboration, 2014)을 이용하여 메타분석을 시행하였다. 비교군 및
결과변수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변수가 연속형 자료인 경우는 역분산분석을 사용하여 표
준화된 평균차(Standardized mean diﬀerence, SMD) 또는 평균차(Mean Diﬀerence, MD)로 제시하였다.
포함된 연구의 특성에 따라 고정효과모형(fixed eﬀ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ﬀect model)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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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결과변수가 이분형 자료인 경우에는 Mantel-Haenszel 분석을 이용하여 위험비

(Risk Ratio, RR)로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 디자인(비교군의 종류, 치료 기간 및 횟수 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위 그룹 분석(sub-group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연구간 이질성(heterogeneity) 확인
은 I2 test와 카이제곱 분석(Chi-square test)로 시행하였다.

5) 근거 수준 및 권고 등급
본 임상진료지침에서의 근거수준과 권고등급 평가는 Grading of Recommendations Assessment, De-

velopment, and Evaluation(GRADE)에 준하여 평가하였다. GRADE 평가 과정은 크게 근거수준 평가
와 권고등급 결정의 2단계로 진행된다. 근거수준 평가는 권고를 위한 핵심질문을 선정한 이후 각 질문
에 대한 주요 연구 결과를 확인하고, 모든 관련 근거를 요약하고 각 결과에 대해서 근거의 수준을 등급
화 하였다.
근거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한 요소는 연구설계이며, 무작위배정 임상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의 경우 ‘높다’(High), 관찰연구(Observational Study)의 경우 ‘낮다’(Low)로 설정하였으며,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한 문헌 평가 시에는 비뚤림의 위험과 문헌의 질, 근거의 양, 근거의 일관성 등에
따라 근거 수준을 평가하였다. 권고등급 결정은 임상질문별 근거수준과 해당 임상적 중요성을 바탕으
로 권고를 결정하였다. 권고등급은 대상 환자에게 치료를 시행하였을 때의 편익과 위해 간의 차이, 총
편익의 크기 또는 편익에 대한 불확실성의 크기를 고려하고 편익과 유해의 저울질, 가치와 선호도, 임
상에서의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1) 근거수준
근거 수준 분류
높음
(High)

내용
효과의 추정치가 실제 효과에 가깝다는 것을 매우 확신할 수 있다.

중등도
(Moderate)

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확신을 중등도로 할 수 있다. 효과의 추정치는 실제 효과에 근접할 것
으로 보이지만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

낮음
(Low)

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확신이 제한적이다. 실제 효과는 효과 추정치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매우낮음
(Very Low)

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확신이 거의 없다. 실제 효과는 효과의 추정치와 상당히 다를 것이다.

고전문헌 근거, CTB
(Classical Text-based )

현대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근거연구가 아직 수행되지 않았으나. 기성 한의서 등 고전
텍스트*에 기록된 근거가 있고 임상현장 활용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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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고등급
권고등급

정의

표기법

A

편익이 명백하고 임상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을 경우 권고한다.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Is recommended)

B

편익이 신뢰할 만하고 진료현장에서 활용도가 높거나 보통인 경우,
또는 권고의 근거관련 연구의 근거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임상적 이득
이 명백한 경우 부여한다.

사용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Should be considered)

C

편익을 신뢰할 수 없으나, 진료현장에서 활용도가 높거나 보통인
경우 부여한다.

사용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May be considered)

D

편익을 신뢰할 수 없고,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
(Is not recommended)

서지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전문가 그룹의 공식적 합의에 근거하여
권고한다.

전문가 그룹의 공식적 합의에 근거하여
권고한다.
(Is recommended based on the expert
group consensus)

GPP*

* GPP: Good Practice Point

6) 권고 작성
검색 및 선택배제를 통해 확보된 근거 문헌을 통해 권고안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질환의 특성상 다
양한 한의치료기술에 대한 단독치료 근거 문헌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방
법으로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 대한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통하여 임상근거
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임상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중재이나 관련 근거 문헌을 찾기 어려
운 경우에는 임상에서의 활용도를 감안하여 임상적 고려사항을 통해 해당 중재를 권고하는 것으로 하
였다. 또한 임상적 고려사항에서는 우선 확보된 근거 문헌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국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혈위 및 한약처방의 구성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들을 고려하여 임상 한의
사들에게 필요한 내용, 한약 및 추나기법 등을 권고할 경우 한국의 한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중
심으로 관련 국내연구 등을 찾아 추가적으로 활용하였다.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진 중재가 많지 않아 모
든 권고안에서 비용을 반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비용 관련 비용효과 분석 등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진
관련 중재에서는 비용효과 분석 결과를 감안하여 권고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7) 합의안 도출
개발위원회에서는 선택/배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헌 선정 후 임상 질문별 근거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근거수준과 권고등급을 포함한 권고안 초안을 마련하였다. 개발된 권고안 초안을 대한침구의학회 소
속 전문가 3인, 대한한방재활의학회 소속 전문가 3인, 개원의 패널 2인을 포함한 임상 한의사 3인, 공공
기관소속 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수정 델파이를 통
한 공식적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최종 권고안을 도출하였다. 자세한 합의 도출 일정과 결과는 부록에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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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인 및 인증
1) 외부 검토
개발그룹의 개발위원회에서 권고안 초안을 개발하고, 이후 외부 전문가 패널로 구성된 검토위원회
에서 델파이 기법을 통해 공식적인 합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합의 도출 시에도 수정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받아 내용에 반영하였으며, 완성된 임상진료지침 초안에 대하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과 모니터링 위원회의 외부 검토를 실시하였다.

2020년 11월 임상진료지침 초안 제출 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과 모니터링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안을 작성하였다. 이후 본 임상진료지침은 전문학회의 검토와
인증을 완료하여 최종안을 제출하였다. 제출된 최종안은 검토평가위원회의 검토 및 평가를 거쳐 3차
수정·보완 후 근거중심한의약추진위원회의 최종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에도 한의표준임상진료
지침 개발사업단의 템플릿 변경 및 기타 수정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정을 거쳐 최종본이 완성될 예정이
다.
이처럼 본 임상진료지침은 개발그룹 자체 검토뿐 만 아니라 외부검토 그룹검토 결과에 따른 수정
및 보완을 통해 임상진료지침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1) 외부 검토 그룹
위원회

한의표준임상
진료지침
개발사업단

직책

이름

소속

지역

총괄

김남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서울

임상진료지침 검토 총괄

이지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서울

임상진료지침 검토 수행

김수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서울

임상진료지침 검토 수행

권수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서울

임상진료지침 검토 수행

김종우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서울

임상진료지침 검토 실무 총괄

장보형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서울

임상진료지침 검토 수행

이선행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서울

임상진료지침 검토 수행

서효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서울

임상진료지침 검토 수행

김은정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경기

임상진료지침 검토 수행

이동효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전북

임상진료지침 검토 수행

실무자

위원장

외부검토그룹

위원회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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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 학회 승인
본 임상진료지침은 한방재활의과학회, 척추신경추나의학회의 승인을 받았다. 학회 승인을 위해 한
방재활의과학회, 척추신경추나의학회에 구성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인증위원회의 검토가 이루어
졌다. 전문 학회에서는 개발의 엄격성, 내용타당성, 권고안의 적용 및 실행가능성, 결정가능성 등 학술
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학회인증결과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
업단에 제출하였다.

3) 인증
슬관절전치환술후 한의치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의 주관
하에 개발되고 있으며 사업단 내에서 개발된 임상진료지침의 인증절차를 진행하였다. 사업단에 학회

승인을 받은 임상진료지침의 초안이 제출되어 사업단 측 검토·평가위원회를 통해 AGREEⅡ에 의한 방
법론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인증, 조건부인증, 인증의 세 가지 평가결과를 도출 중에

있다. 검토·평가위원회에서 인증된 임상진료지침은 근거중심한의약추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인
증 완료되며, 근거중심한의약추진위원에서 재검토를 요청할 경우 검토·평가위원회에서는 다시 검토와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토·평가위원회에서 조건부인증으로 평가된 경우 지침 개발팀에게 보완 혹
은 수정할 것을 요청하고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 임상진료지침은 Delphi 합의도출 검토위원회, 전문학회의 검토와 승인 후 2020년 11월에 1차 최

종안을 제출하였으며, 검토·평가위원회를 거쳐 2차 수정·보완 후 근거중심 한의약추진위원회의 최종
인증 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

4. 출판
본 슬관절전치환술후 한의치료 임상진료지침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단을 통하여 출판
한다.
[참고문헌]

1. Roger C et al. Management of Postoperative Pain: A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rom the
American Pain Society, the American Society of Regional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and
the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Committee on Regional Anesthesia, Executive Committee, and Administrative Council. The Journal of Pain. 2016;17(2):131-57.
2. Shea et al. Development of AMSTAR: a measurement tool to assess the methodological quality
of systematic reviews. BMC Medical Research Methodology. 200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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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권고사항

1. 진단
1.1) 의과 협진 의리
1.2) 진단 및 치료 계획
1.3) 한의변증진단
2. 치료
2.1) 침
2.2) 전침
2.3) 약침
2.4) 한약
2.5) 뜸
2.6) 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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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
1.1) 의과 협진 의뢰
【 R1 】
권고안

권고등급/근거수준

참고문헌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의 수술 부위에 대한 진찰 및 신체검진을 통해
감염, 신경손상 등이 의심되는 경우 의과 협진 의뢰를 고려할 수 있다.

C/Very low

-

임상적 고려사항
슬관절 전치환술 환자 치료과정에서 의과 협진의뢰는 수술후 감염 등이 의심되거나 극심한 통증 등이 발생하는 경우, 수술
후 환자의 주요 증상 재발이 의심되어 상세한 진단이 요망되는 경우, 기타 상황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의과의 약물처치 등
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시행할 수 있다.

(1) 배경

최근 10년 동안 슬관절전치환술 시행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슬관절관련 수술
환자는 수술 특성상 수술 후 일정기간 동안 수술한 관절부위 통증 및 운동기능 제한이 지속된다. 이에
슬관절전치환술 후 관리 및 재활치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적으로 수술 후의
관리가 수술의 최종적인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각종
수술 후 관리 및 재활치료 시, 기존의 재활치료와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하는 통합의학적 접근을 시도하
여 재활치료의 목적을 보다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치료
시 수술 부위의 감염관리와 후유증 등의 문제점을 통합치료 전에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임상질문: Q1
슬관절 전치환술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 의과 협진 의뢰가 필요한가?
권고 적용군

중재

비교

결과

진료환경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

의과 협진

현 수준의 의과협진 평가
(임상적 문헌적)

평가의 정확성,
평가의 합리성

한·양방 협진병원
한방병원

① 개별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 진료 시 의과 협진 고려 가능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연구를 검색한 결
과, 임상 질문에 부합하는 문헌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슬관절 수술환자에 대한 일개 한방병원에서의 한
양방협진 매뉴얼 연구가 있었다. 매뉴얼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다빈도로 내원하는 환자에 대한 슬관절
수술과 관련된 각 수술별 재활치료 일정, 환자에 대한 안내사항, 수술 후 감염관리, 한방과 양방 각각의
협진의뢰 사유 및 진료내용 등을 적시하여 각과별 의료진의 진료 시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확인되었다. 임상현장에서 의과 협진의뢰는 수술후 감염 등이 의심되거나 극심한 통증 등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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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권고사항

하는 경우, 환자에 대한 체계적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할 경우, 수술 후 환자의 주요 증상 재발이 의심되
어 상세한 진단이 요망되는 경우, 기타 상황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의과의 약물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3) 권고안 도출에 대한 설명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 진료 시 의과 협진을 고려해야할 필요성 파악을 위해 탐색적으로 수행된
연구로는 일개 한방의료기관에서 협진관련 매뉴얼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치료 프로토콜 제안 연구가 있
다. 그러나 임상질문에 해당하는 적합한 논문은 검색이 되지 않았기에 근거 등급은 Very low를 부여하
였다. 또한 한국의 이원화된 의료 현장에서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를 한의사가 진료할 경우에 발생 가
능한 제한사항 등을 의과 협진을 통하여 극복하고, 환자에게 추가적인 의과적 진료에 의한 이익을 기대
할 수 있는 만큼 임상진료지침 개발 그룹의 임상적 경험과 일개 한방병원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 협진
매뉴얼 개발연구 결과에 근거한 합의를 통해 권고 등급 C를 부여하였다.
향후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 진료에 있어 의과협진 및 의뢰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양질의 임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본 개발위원회는 의과 협진관련 문헌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
하여 임상적 고려사항을 최종 도출하였다.
(4) 참고문헌

1. Song MY, Jo HG, Seol JU, Leem JT. Proposal of East-West Integrative Medicine Manual for
Rehabilitation after Knee Surgery. Journal of Korean Medicine Rehabilitation. 2018;28(1):97107.
2. Buchbinder R, Richards B, Harris I. Knee osteoarthritisand role for surgical intervention: lessons learned from randomized clinical trials and population-based cohorts. Curr Opin Rheumatol. 2014 Mar;26(2):138-44.
3. Kruse LM, Gray B, Wright RW. Rehabilitation after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a
systematic review. J Bone Joint Surg Am. 2012 Oct 3;94(19):17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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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진단 및 치료계획
【 R2 】
권고안

권고등급/근거수준

참고문헌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통상적 재활치료와 병행되는
경우 수술 후 단계별 치료목표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치료계획을 수립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C/Very low

-

임상적 고려사항
슬관절 전치환술 환자 치료과정에서 수술부위 조직학적 치유 및 감염관리, 수술후 통증의 완화 및 슬관절 기능 회복(관절
가동범위 및 근력 등) 등을 위하여 수술후 초기, 중기, 재활기 각 단계별 적절한 치료목표를 설정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
하다.

(1) 배경

최근들어 슬관절 손상 및 파열에 따른 수술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골
관절염이나 반월상 연골질환과 같은 보존적 치료로 완치 가능한 질환과 더불어 외상 등 구조적 손상에
의한 수술적 치료 적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슬관절관련 수술은 일반적으
로 수술 후 일정기간 동안 수술한 관절부위의 통증 및 운동기능 제한이 지속된다. 이에 슬관절전치환술
후 관리 및 재활치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적으로 수술 후의 관리가 수술의
최종적인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치료의 목적은 수술 부위 조직학적 치유 및 감염관리와 수술 후 통증의 완
화 및 어깨 관절 기능의 회복(근력 및 관절 안전성 등) 등을 단계별 목표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목표의 달
성을 위하여 다양한 슬관절전치환술 후 관리 및 재활치료 방안이 제안 및 사용되고 있다.
(2) 임상질문: Q2
슬관절 전치환술 환자의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시 수술후 시기별 단계를 고려해야 하는가?
권고 적용군

중재

비교

결과

진료환경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

진단 및 치료계획

현 수준의 진단 및
치료계획방법 평가
(임상적 문헌적)

평가의 정확성,
평가의 합리성

한·양방 협진병원
한방병원

① 개별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의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시 필수 고려조건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연구를
검색한 결과, 임상 질문에 부합하는 문헌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개 한방병원에서의 슬관절 수술
후 환자에 대한 한양방 협진 매뉴얼 연구에서 통상적 재활치료과정을 고려한 한의치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근골격계 질환 환자의 수술후 한방재활치료의 효과를 살펴본 후향적 연구와 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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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에서 한의치료가 수술후 단계에 따른 한의사의 진단에 의해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권고안 도출에 대한 설명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시 필수 고려조건 파악을 위한 연구로는 일개 한방
의료기관에서 협진관련 매뉴얼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치료 프로토콜 제안 연구가 있다. 그러나 임상질문
에 해당하는 적합한 논문은 검색이 되지 않았기에 근거 등급은 Very low를 부여하였다. 또한 한국의 이
원화된 의료 현장에서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를 한의사가 진료할 경우에 발생 가능한 제한사항 등을
의과 협진을 통하여 극복하고, 환자에게 추가적인 의과적 진료에 의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임
상진료지침 개발 그룹의 임상적 경험과 일개 한방병원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 협진 매뉴얼 개발연구
결과에 근거한 합의를 통해 권고 등급 C를 부여하였다. 향후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 진단에 있어 필수
적으로 고려되어져야하는 조건 탐색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양질의 임상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
라 사료된다. 본 개발위원회는 의과 협진관련 문헌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임상적 고려사항을 최
종 도출하였다.
(4) 참고문헌

1. Song MY, Jo HG, Seol JU, Leem JT. Proposal of East-West Integrative Medicine Manual for
Rehabilitation after Knee Surgery. Journal of Korean Medicine Rehabilitation. 2018;28(1):97107.
2. Weber AE, Kopydlowski NJ, Sekiya JK. Nonsurgical management and postoperative rehabilitation of medial instability of the knee. Sports Med Arthrosc. 2015 Jun;23(2):104-9.
3. Gadea F, Monnot D, Quélard B, Mortati R, Thaunat M, Fayard JM, Sonnery-Cottet B. Knee
pain after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evaluation of a rehabilitation protocol. Eur J
Orthop Surg Traumatol. 2014 Jul; 24(5):7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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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의변증진단
【 R3 】
권고안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의 한의치료 계획시 변증진단을 고려할 수
있다.

권고등급/근거수준

참고문헌

C/Very low

-

임상적 고려사항
슬관절 전치환술 환자의 한의변증 진단 시, 수술후 초기에는 어혈, 기체 변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장
부, 기혈 변증 등에 따른 세부변증 진단을 고려할 수 있다. 수술 후 환자에게 근골격계 통증 및 불편증상 외에도 신경계, 소
화기계, 순환기계 및 전신 증상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통증과 기능장애 외의 증상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 변증
진단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배경

슬관절전치환술 후 한방재활치료 및 관리를 위해 수술부위, 주소증 및 체질 등을 토대로 감별진단
을 시행해야하며, 이 때 실시하는 것이 한의변증진단이다. 임상현황에서 흔히 접하는 다빈도 변증유형
을 관련서적과 논문을 통해서 분석하고, 임상가 설문조사 및 전문가 델파이를 통해서 대표 변증유형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2) 임상질문: Q3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의 진단에 있어 한의변증진단을 고려해야 하는가?
권고 적용군

중재

비교

결과

진료환경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

한의학적
변증진단

현 수준의 변증진단
평가(임상적 문헌적)

평가의 정확성,
평가의 합리성

한의원 및 한방병원

① 개별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의 진단 시 한의변증진단 실시 필요여부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연구를 검색
한 결과, 임상 질문에 부합하는 문헌이 확인되지 않았다.
(3) 권고안 도출에 대한 설명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 진단시 한의변증진단 필요성 여부 파악에 대해 현재까지 시행된 연구로는
일개 한방의료기관에서 협진관련 매뉴얼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치료 프로토콜 제안 연구가 있다. 그러나
임상질문에 해당하는 적합한 논문은 검색이 되지 않았기에 근거 등급은 Very low를 부여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와 임상진료지침 개발 그룹의 임상적 경험과 일개 한방병원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
자 협진 매뉴얼 개발연구 결과에 근거한 합의를 통해 권고 등급 C를 부여하였으며, 향후 슬관절전치환
술 후 환자 진료에 있어 의과협진 및 의뢰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양질의 임상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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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권고사항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개발위원회는 의과 협진관련 문헌과 전문가 합의(델파이) 등을 반영하여
권고안을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의 한의치료 계획시 어혈, 기체 변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장부, 기혈 변증에 따른 세부변증 진단을 고려할 수 있다.’로 최종 도출하였다.
(4) 참고문헌

1. 한방재활의학과학회. 한방재활의학 5판. 글로북스. 2020.106-112;153-155.
2. Song MY, Jo HG, Seol JU, Leem JT. Proposal of East-West Integrative Medicine Manual for
Rehabilitation after Knee Surgery. Journal of Korean Medicine Rehabilitation. 2018;28(1):9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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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
2.1) 침
【 R4 】
권고안

권고등급/근거수준

참고문헌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서 침치료 시행 후, 수술부위의 통증감소와
기능회복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게 침치
료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

B/Moderate

1-9

임상적 고려사항
슬관절 전치환술 후 침치료는 수술후 시기 및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한의사의 진단에 의한 경락변증
에 따라 족양명위경, 족태음비경, 족태양방광경, 족소음신경, 족소양담경, 수양명대장경, 수태양소장경, 수태음폐경, 임맥
등의 근위부, 원위부 경혈 및 아시혈에 시행할 수 있다. 수술후 초기 침치료시에는 감염 등에 유의해야 한다.

(1) 배경

침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법 중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이다. 그러나 침치료의
효과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비교군(플라시보 혹은 거칫침)을 무엇으로 설정해야 하느냐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다. 어떠한 비교군을 설정하여 침의 효과를 비교하느냐에 따라 침의 효과가 매우 다르
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짓침을 포함한 비활성 대조군과의 비교와 활성 대조군에서 침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비활성 대조군과 활성 대조군으로 나누어 각 효과를 비교하여 확인
하고자 하였다.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중 가장 중요도가 높다고 인정되고 있는 치료법의
하나인 침치료의 유효성에 관한 임상연구 근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슬관절전치환술 후 어느 시기에
침치료를 시행했느냐에 따라 비교군이나 치료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연구디자인, 치료 시기(수술
후 초기 및 재활기) 등을 확인하여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권고안 도출 시에는 분석된 결과에 임상 전문
가의 의견을 더하여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2) 임상질문 : Q4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게 침치료가 통증, 기능 및 삶의 질 개선을 보이는가?
권고 적용군

중재

비교

결과

진료환경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

수술 직후 침치료

거짓침(sham)

통증, 기능, 삶의 질,
호전율

한·양방 협진병원

(3) 권고안 도출에 대한 설명

하위그룹의 근거를 바탕으로 침치료의 단독 혹은 병행치료를 통해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 있어
수술부위의 통증감소와 기능회복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각 권고안에 해당하는 근거수준을 참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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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권고사항

포괄적 권고안의 근거수준을 중등도(Moderate)로 설정하였다.
임상현황 분석결과와 관련 논문을 확인한 결과,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에 침치료가 병행된다면 임
상적 이득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선택된 연구에서는 임상 연구중의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가 많아 위해에 대해 평가하기 어려웠으나, 침치료가 국내외 임상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까
지 침의 안전성 관련으로 출판되고 있는 다양한 논문들을 보면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게 침치료 시행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4) 참고문헌

1. Chen C-C, Yang C-C, Hu C-C, Shih H-N, Chang Y-H, Hsieh P-H. Acupuncture for pain relief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Regional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2015;40(1):31-6.
2. Mayoral O, Salvat I, Martín MT, Martín S, Santiago J, Cotarelo J, et al. Eﬃcacy of myofascial
trigger point dry needling in the prevention of pain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a randomized,
double-blinded, placebo-controlled trial.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3;2013:694941.
3. Mikashima Y, Takagi T, Tomatsu T, Horikoshi M, Ikari K, Momohara S. Eﬃcacy of acupuncture during post-acute phase of rehabilitation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2;32(4):545-8.
4. 赵书恒, 郑珍, 黄彬, 朱俊志, 陈红云. 腹针在TKA术后精细化康复方案中的疗效研究. 中国中
医急症. 2018;27(5):827-829,833.

5. Petersen, T, Hautopp, H, Duus, B, Juhl, C. No Eﬀect of Acupuncture as Adjunctive Therapy
for Patients with Total Knee Replacement: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Pain Medicine.
2018;19(6):1280-1289
6. Zhang, Y. Zhang, L. Lu, M. [Acupuncture combined with femoral nerve block for postoperative analgesia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and functional rehabilitatio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Zhongguo Zhenjiu. 2018; 38(3):251-255.
7. 杨曼, 刘强, 王伟伟. 腕踝针结合活血通络方外敷治疗膝关节置换术后疼痛疗效观察. 陕西中
医. 2019:40(4):531-533

8. Melchart D, Weidenhammer W, Streng A, Reitmayr S, Hoppe A, Ernst E, et al. Prospective investigation of adverse eﬀects of acupuncture in 97,733 patients.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2004;164(1):104-5.
9. Witt CM, Pach D, Brinkhaus B, Wruck K, Tag B, Mank S, et al. Safety of acupuncture: results
of a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with 229,230 patients and introduction of a medical information and consent form. Forschende Komplementärmedizin/Research in Complementary
Medicine. 2009;16(2):91-7

351

수술후증후군(한의표준)-최종.indb 351

2021-12-29 오후 4:55:53

슬관절전치환술후 한의치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2.1.1)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 단독치료
【 R4-1 】
권고안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환자에서 침치료군이 거짓침군에 비해 단기
적인 통증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슬관절전치
환술 후 초기 환자에게 침치료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

권고등급/근거수준

참고문헌

B/Moderate

1-2

임상적 고려사항
슬관절 전치환술 수술후 초기 침치료시 혈해(SP10), 양구 (ST34), 위중(BL40), 슬관(LR7), 족삼리(ST36) 등의 무릎주위 경
혈 및 두침(감각영역, GV20, GV24), 이침 등의 경혈과 슬관절 주변 근육의 통증유발점에 대한 침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침
치료로 통증감소 효과를 평가할 때 진통제 복용량 감소 등의 항목도 평가할 수 있으며, 치료효과에 대한 평가기간의 설정
시 단기간의 평가보다는 재활기까지의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술후 통증발생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복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침치료시 수술후 초기인점을 감안하여 시술시 감염 등에 유의해야 한다.

(1) 배경

침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법 중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이다. 그러나 침치료의
효과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비교군(플라시보 혹은 거칫침)을 무엇으로 설정해야 하느냐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다. 어떠한 비교군을 설정하여 침의 효과를 비교하느냐에 따라 침의 효과가 매우 다르
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작위임상시험에서 다빈도로 사용되는 비활성 대조군인 거짓침
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중 가장 중요도가 높다고 인정되고 있는 치료법의
하나인 침치료의 유효성에 관한 임상연구 근거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치료에 대한 치료 효과를 확인하여 분석하였다. 권고안 도출 시에는 분석된 결과에 임상 전문가의 의견
을 더하여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지침 개발과 관련하여 부족한 근거를 보완하기 위하여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 대한 침
치료 및 추나치료 임상시험 병행 경제성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임상연구 및 경제성 평가 연구결과를 요
약하여 기술하였다.
(2) 임상질문 : Q4-1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환자에서 침치료가 거짓침에 비해 통증, 기능 및 삶의 질 개선을 보이는가?
권고 적용군

중재

비교

결과

진료환경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환자

침치료

거짓침(sham)

통증, 기능, 삶의 질,
호전율

한·양방 협진병원
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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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별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서 수술 직후 침치료가 거짓침에 비하여 통증, 기능 및 삶의 질에서 개선
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임상연구는 두 편이었다.1,2) 수술직후의 환자에게 혈해(SP10), 양구(ST34),
위중(BL40), 삼음교(LR7), 족삼리(ST36), 백회(GV20), 일월(GB24) 등의 경혈에 1회 자침하였고, 이
침을 추가로 시술하여 효과를 비교하였다. 수술 초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수술 후 2, 4, 8, 12,

24 시간 등에 걸쳐 확인한 통증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1) 또 다른 연구에서는 침(dry
needling)과 거짓침의 통증, 기능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퇴원 후 1개월 시점에 중재군과 대조군의 통증
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2)
② 연구결과의 요약

메타분석 결과, 24시간에 확인한 통증에서 중재군이 MD –8.00 (95% CI –14.33, -1.67)으로 유의한
통증 감소가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1)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 퇴원 후 1개월 시점의 통증평가 결
과를 메타분석한 결과. 중재군이 MD –8.50(95% CI –24.62, 7.62)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2)
근거수준 평가에서 개별 연구들의 질평가 결과, 무작위배정 방법, 배정은폐와 눈가림의 비뚤림 위
험이 대부분 낮았다.1,2) 그리고 비직접성 항목에서는 근거 수준을 낮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비
일관성 측면에서는 각 결과변수별 1편이어서 이질성은 평가할 수 없었다. 또한 표본수가 OIS를 만족하
지 않아서 비정밀성 측면에서 한단계 낮추어 Moderate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통증 결과변수에서 근거
수준은 Moderate로 판단하였다.
결과요약표(Summary of Finding)
예측되는 절대효과(95% CI)

결과
(결과중요도)

총 환자수
(문헌 수)

근거수준
(GRADE)

비교위험도
(95% CI)

대조군

중재군

Pain(24h)
(VAS)
(Critical)

60
(1 RCT)1)

◯
Moderatea

-

-

MD 8.00 낮음
[-14.33, -1.67]

점수가 낮을수록
개선됨을 의미함

Pain(1month)
(VAS)
(Critical)

38
(1 RCT)2)

◯
Moderatea

-

-

MD 8.50 낮음
[-24.62, 7.62]

점수가 낮을수록
개선됨을 의미함

비고

VAS: Visual Analogue Scale
a: OIS 기준을 만족하지 않음

③ 임상연구 결과의 요약

본 진료지침 개발과정에서 슬관절 전치환술 환자에 대한 침치료 효과 근거문헌으로서 국내의 연구
가 많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국내 의료환경에서 슬관절 전치환술 환자에 대한 침치료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임상연구를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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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구는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2주간의 표준 침치료와 통상적 양방 치
료(Usual care) 병행 치료효과 및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시행한 탐색적 예비임상시험이었다.

2018년 11월 30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
서 단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후 입원치료기간 동안 Usual care 군과 Usu-

al care 병행 침 치료군으로 무작위 배정을 실시하여 대상자를 등록하였고, 수술 후, 2주 입원기간동안
중재를 실시하며. 중재중단 후, 3,4주 및 12주차에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9인의 대상자가 모집되었고, 중도탈락 2인을 제외한 총 47명의 대상자(치료군 24명;대조군 23
명)가 본 연구를 최종적으로 완료하였으며, ITT 분석법으로 총 49명의 대상자(치료군 24명;대조군 25
명)이 분석되었다. 1차 유효성 평가변수로는 K-WOMAC, 2차 유효성 평가변수로 무릎관절 통증 정도

(Knee joint Numeric Rating Scale, NRS), Risk of Fall, 무릎 관절가동범위(Knee joint Range of motion,
ROM)를 살펴보았으며, 안전성 평가항목으로 이상 반응, 실험실 검사를 시행하였다.
유효성 평가변수는 기저치의 군간 차이가 확인되어, 기저치 보정값으로 분석시점의 결과값을 분석
한 결과, 1차 평가변수인 K-WOMAC과 2차 변수인 NRS, Risk of fall, Range of motion의 각 평가항목
에서 방문차수에 따른 불편증상 개선에 대한 경향은 찾을 수 있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할 수 없
었다. 안전성 평가 분석 결과, 치료 전 후의 실험실 검사 및 이상반응 발현여부를 통해 수술후 병발가능
한 천식 및 창상열개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예측 가능한 수술후 이상반응이였기에, 대증치
료를 통해 연구 기간내에 해당 이상반응에 대한 처리를 신속히 완료하였으며, 기타 추적관찰기간 동안
에 발생한 이상반응의 경우는 본 임상시험 중재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수술직후 환자대상 침중재 처치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최초 임
상시험으로, 연구 설계에 참고할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태였기에, 모든 임상시험 설계 방법의 내용은 국
내외 양방 연구 및 유관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통해 결정되었으며, 설정한 평가변수들이 통계적 유의성
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중재처치 후, 통증 및 기능개선에 대한 경향을 탐색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의
미있는 연구인 것으로 사료되며. 본 임상연구의 유효성 평가 결과는 진료지침의 권고등급 변경에는 반
영되지 않았으나 향후 확증적 임상연구의 표본수 산출 및 추가 대규모 연구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④ 임상연구병행 경제성평가 결과의 요약

슬관절 전치환술 후 환자에 대한 통상적 치료와 침 병행치료의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는 임상시험
병행 경제성 평가연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성 평가연구는 임상시험 환경을 기반으로 제한적 사회적 관점에서 1) 임상시험 환경에서 임상
시험 기간 내에 발생한 비용과 효용을 종합한 비용-효용분석을 시행하고 2) 모형을 통하여 실제의 임상
에서 침 병행치료가 사용되는 환경을 가정한 모형을 통한 경제성평가의 수행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1) 임상시험 병행 비용-효용 분석은 임상시험 환경을 기반으로 제한적 사회적 관점에서 임상
시험 기간 내에 발생한 비용과 효용을 종합하여 제한적 사회적 관점으로 직접의료비용을 산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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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간은 기본 추적기간 4주 이후 추가 추적을 시행한 12주까지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침 병행치료 요법을 적용한 군의 비용-효용성을 PP data 분석에
기반한 Regression model 및 Bootstrapping 분석에서 모두 열등한(dominant)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PP
분석에서 Regression model에서 ICER는 –7,274,950 비용효과적일 확률은 0.149, Bootstrapping 모델
에서의 ICER는 –8,086,697 비용효과적일 확률은 0.138로 추정되었다.
침 병행치료의 임상시험은 탐색적 임상시험으로, 본격적인 임상시험 시행 이전 치료의 초기 안전성
및 유효성 정보와 후속 임상시험의 설계와 평가방법의 근거 제공 등의 목적이 주된 목적인 임상시험이
었으므로 대상 환자수가 소수이며, 치료기간이 수술 후 입원기간이었던 2주로 매우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으며, 수술 직후 3개월간에는 환자의 회복의 경과가 매우 다이나믹하며 통상적 치료과정에서 상당
한 양방 약물 치료의 통제가 불가한 점 및 환자간의 변이가 다양한 점 등과 같은 임상시험에서 효과의
차이 검증의 어려운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임상시험 결과의 하위분석 및 효과성의 기준에
따라 결과들이 다소 변동이 있었으며 체계적 고찰 결과에서도 침 병행치료의 효과성은 매우 단기간에
만 입증이 가능하며 문헌간의 이질성이 매우 커서 경제성평가를 위한 근거로써 가치는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성 평가결과는 선택의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나 유일한 판단 근거일 수 없으며, 경제성평
가의 결과는 임상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등의 종합적인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2) 침 병행치료의 통상적 치료 대비 비용-효용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에 기반한 분석을 위
해 모형의 구조와 종류 설정을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자문을 수행하고 임상시험 결과를 경제성평가
모델에 반영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모형을 이용한 침 병행치료의 통상적 치료 대비 비용-효용성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의 구조와 종류 설정을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자문을 수행하였으나 2주
라는 짧은 임상기간과 4주까지의 정규 추적 결과로는 장기분석모델에 적합한 마르코프 모형 적용에 회
의적임에 따라 임상의 특성에 적함한 의사결정수형(decision tree) 모델에 근거한 단기분석 모형을 구축
하여 (1) 효과의 차이가 있는 하위집단의 분석, (2) 효과의 차이를 검증하는 다른 방안으로 최소의 임상
적 중요한 차이(Minimal clinical important diﬀerent: 이후 MCID)를 적용한 효과의 분석, (3) 체계적 문
헌고찰을 통한 메타분석 결과의 적용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였으나 비용-효과분석 혹은 비용효용분석을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모형에 기반한 분석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경제성 평가의 결과는 슬관절 전치환술 후 통증개선이 제한적인 환자의 통증 및 기능개선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치료전략을 제시하고자 시도된 침 병행치료 임상시험의 환경에서 분석된
비용-효용분석의 결과로 임상환경이란 제한적 상황에서 3개월(12주)의 단기간의 결과이며 통상적 치
료가 열등한(dominant) 대안으로 산출되었으나 임상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에 한계가 있는 결과인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전, 노인 인구의 활동성 및 건강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슬관절 전치
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수술 이후 회복과 이를 통한 삶의 질 관리에 대한 미충족 의료가
있으며, 이와 같은 미충족 의료 및 수술후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를 위한 공식 및 비공식 비용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에 기인한 사회적 질병부담과 사회의료비용 지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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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 등을 고려하여 슬관절 전치환술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치료의 선택의 폭을 확장시키는 측면
에서 침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치료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3) 권고안 도출에 대한 설명

슬관절전치환술 후 수술환자에서 수술 후 침치료는 거짓침에 비해 시기별로 각기 다른 통증 개선
효과가 보고되었다. 수술 후 24시간과 같이 수술 직후인 단기적 시점에의 침치료가 거짓침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통증을 개선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1) 퇴원 후 1개월과 같은 장기적 효과
를 볼 때, 수술 후 침치료는 거짓침에 비하여 통증개선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2) 각 개별 연구
의 근거수준 평가에서 각각의 근거수준이 Moderate로 평가되었으나, 위와 같이 단기와 장기 측정 시점
에서 상반된 치료효과를 보였으므로, 슬관절전치환술 후 침치료를 시행하는 것의 근거수준은 중등도

Moderate로 판단하고, 권고등급은 B로 판단하기로 하였다.
지침 개발과정에서 이루어진 임상연구의 결과는 본격적인 임상시험 시행 이전 슬관절 전치환술 초
기 안전성 및 유효성 정보와 후속 임상시험의 설계와 평가방법의 근거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 탐색적
임상시험이었으므로 대상 환자수가 소수이며, 치료기간이 수술 후 입원기간이었던 2주로 매우 제한적
인 측면이 있었으며, 수술 직후 3개월간에는 환자의 회복의 경과가 매우 다이나믹하며 통상적 치료과
정에서 상당한 양방 약물 치료의 통제가 불가한 점 및 환자간의 변이가 다양한 점 등과 같은 임상시험
에서 효과의 차이 검증의 어려운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
므로 결과를 권고등급의 변경에 반영하지 않았다.
(4) 참고문헌

1. Chen C-C, Yang C-C, Hu C-C, Shih H-N, Chang Y-H, Hsieh P-H. Acupuncture for pain relief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Regional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2015;40(1):31-6.
2. Mayoral O, Salvat I, Martín MT, Martín S, Santiago J, Cotarelo J, et al. Eﬃcacy of myofascial
trigger point dry needling in the prevention of pain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a randomized,
double-blinded, placebo-controlled trial.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3;2013:69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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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치료
【 R4-2 】
권고안

권고등급/근거수준

참고문헌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서 침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
군이 통상적 재활치료 단독 시행군에 비해 통증감소와 기능회복, 낮은
부작용 발생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게 통상적 재활치료와 침치료 병행치료 시행을 고려
할 수 있다.

C/Low

1-8

임상적 고려사항
슬관절 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 침치료는 한의사의 진단에 의한 경락변증에 따라 족양명위경, 족태음비경, 족태양방광경,
족소음신경, 족소양담경, 수양명대장경, 수태양소장경, 수태음폐경, 임맥 등의 근위부, 원위부 경혈 및 아시혈에 시행할 수
있다. 침치료시 수술후 시기 및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감염 등에 유의해야 한다.

(1) 배경

침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법 중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이다. 그러나 침치료의
효과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비교군(플라시보 혹은 거칫침) 설정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있다. 어떠한
비교군을 설정하여 침의 효과를 비교하느냐에 따라 침의 효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비활성 대조군보다는 일반적인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
는 통상적 재활치료군과 비교하는 임상 질문이 더 적합할 것으로 개발위원회는 판단하였다.
(2) 임상질문 : Q4-2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서 침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를 병행하는 것은 통상적 재활치료 시행에 비해 통증, 기능,
삶의 질 개선을 보이는가?
권고 적용군

중재

비교

결과

진료환경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

침치료 + 통상적
재활치료

통상적 재활치료

통증, 기능, 삶의 질,
호전율

한·양방 협진병원
한방병원

① 개별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게 통상적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재의 의료 현황이다. 여
기에 침치료를 부가적으로 시행하였을 때 통상적 재활치료만 시행한 군에 비해 통증, 기능, 삶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통증 측면(VAS)에서, 총 네 편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보고되었
으며, 이들 중 두 편의 연구4,5)를 제외한 2편의 연구중재군에서 유의한 효과가 보고되었다.1,2) 기능의 측
면에서, Hospital for Special Surgery Knee Rating Scale(HSS)2,4)로 측정한 연구 중 한편의 논문2)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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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나머지 1 편4)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ROM1,2,4)의 측면에서, 중재군의 효과
를 보고한 논문은 두 편1,2)이었으며, 나머지 두 편의 논문은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4) Activities of
3)
Daily Living Questionnaire(ADL)의 차이를 보고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 한 편 이 있었으며, 삶의 질을
다룬 무작위 대조군 연구 한 편3)이 보고되었다. ADL과 삶의 질의 군간 차이를 보고한 연구3)는 모두 통

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② 연구결과의 요약

VAS로 측정한 통증영역에는 4편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포함되었으며 , 중재군에서 MD
–1.03(95% CI –1.29, -0.77)로 유의한 통증개선 효과가 확인되었다. HSS을 이용한 기능 영역에서는 2
편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메타분석에 포함되었으며, MD 4.04(95% CI 1.61, 6.47)으로 중재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기능의 개선이 확인되었다. ROM 영역에서 2편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분석한 결과, MD 5.06(95% CI 1.29, 8.83)로 보고되어, 중재군과 대조군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삶의 질에 대한 메타분석에는 1개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포함되었으며, RR 1.00(95% CI

0.75, 1.32)으로 중재군과 대조군 사이에는 통계적 차이가 없었으며, ADL의 메타분석에서 분석된 1개
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는 RR 0.95(95% CI 0.76, 1.19)로 중재군과 대조군 사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과지표별 근거수준 평가에서 개별 연구들의 질 평가 결과, 일부 연구들에서 무작위배정 방법 의
비뚤림 위험이 높았으며, 배정은폐와 눈가림은 불확실하게 판단되어 한 단계씩 낮추었다. 그리고 비직
접성 항목에서는 근거 수준을 낮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비일관성 측면에서도 우려할만한 이
질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Function 지표에서는 합성된 효과추정값의 신뢰구간이 넓고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구간을 지나서 비정밀성 측면에서 한단계 낮추었다. 따라서 통증, 기능(HSS), ROM,

ADL QoL 결과변수에서는 근거수준은 Moderate이었다.
결과요약표(Summary of Finding)
예측되는 절대효과(95% CI)

결과
(결과중요도)

총 환자 수
(문헌 수)

근거수준
(GRADE)

비교위험도
(95% CI)

대조군

중재군

Pain(2w)
(VAS)
(Critical)

264
(4 RCTs)1-6)

◯
Moderatea

-

-

SMD -1.03] 낮음
[-1.29, -0.77]

점수가 낮을수록
개선됨을 의미함

Function
(HSS)
(Critical)

124
(2 RCTs)4,5)

◯
Moderateb

-

-

MD 4.04 높음
[1.61, 6.47]

점수가 높을수록
개선됨을 의미함

Range
(ROM)
(Critical)

124
(2 RCTs)4-6)

◯
Moderatea

-

-

MD 5.06 높음
[1.29, 8.83]

점수가 높을수록
개선됨을 의미함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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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결과중요도)

총 환자 수
(문헌 수)

근거수준
(GRADE)

비교위험도
(95% CI)

QoL
(Critical)

168
(1 RCT)7)

◯
Moderatea

ADL
(Important)

168
(1 RCT)7)

◯
Moderatea

예측되는 절대효과(95% CI)

비고

대조군

중재군

RR 1.00
[0.75, 1.32]

-

-

점수가 높을수록
개선됨을 의미함

RR 0.95
[0.76, 1.19]

-

-

점수가 높을수록
개선됨을 의미함

w: Weeks; VAS: Visual Analogue Scale; HSS: Hospital for Special Surgery Knee Rating Scale; ROM: Range of movement; QoL:
Quality of Life; ADL: Activity of Daily Living Scale
a. 눈가림의 비뚤림위험이 높거나 불확실함
b. 무작위방법의 비뚤림위험이 높고, 눈가림 불확실함

(3) 권고안 도출에 대한 설명

통증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슬관절전치환술 후의 통상적인 치료인 슬관절 재활에 침치료를 부가
적으로 시행한 것에 대한 효과를 확인한 결과 유의한 통증 감소 효과가 관찰되었고, 근거수준은 중등도

(Moderate)로 평가되었다. 기능(HSS) 결과지표 및 ROM 결과지표 역시 중재군에서 유의하게 효과가
확인되었고 근거수준은 Moderate로 평가되었다. ADL과 QOL는 둘다 중재군과 대조군 사이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근거수준은 중등도Moderate로 평가되었다.
종합근거수준은 핵심적 결과지표인 통증, 기능(HSS), ROM, QoL 모두 최신문헌이 많이 추가되었
고, 통증과 기능의 중요도가 더 높으면서 표본수의 크기가 타당하였으나, 연구 설계에 있어 모두 높은
비뚤림을 나타냈기에 근거수준을 Low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에 침치료가 병행된다면 임상적 이득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선택된
연구에서는 임상 연구 중의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위해에 대해 평가하기 어려웠으나, 침
치료가 워낙 국내외 임상에서 많이 쓰고 있으며, 현재까지 침의 안전성 관련으로 출판되고 있는 다양
한 논문들을 보면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8,9) 따라서 침치료로 인한 위해는 크지 않
다고 보았다. 단 수술 후 초기 환자의 경우 감염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만큼 시술시 소독 등에 주의하고
수술 절개에 인접한 경혈은 특히 주의하여 시술할 필요가 있다. 임상적 고려사항 도출에 있어서는 선택
된 임상연구에서 사용된 경혈과 임상 전문가 인터뷰 등에서의 내용을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수술 후 통
증 환자에 있어서는 상태에 따라 전침도 같이 적용할 수 있으며, 전침을 활용하였을 때 좀 더 높은 통증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 비용 대비 효과를 평가한 국내외 연구 논문이 현재까지 전무함으로 비용에 관한 판단을 고려할
수 없었기에, 해당 임상질문에 대한 보다 많은 근거들이 도출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현재 슬관절전치환술 환자에 대한 수술직후 침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이 통상적 재활치
료 단독시행에 비해 효과(임상적 유효성/안전성 및 임상시험병행 경제성 평가 포함)적인지에 대해 임
상시험이 수행 중에 있으며, 2021년 4월경 최종 결과를 본 지침에 포함하여 권고안을 수정보완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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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침
2.2.1)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치료
【 R5 】
권고안

권고등급/근거수준

참고문헌

슬관절 전치환술 수술후 재활기 환자에서 전침치료와 통상적 재활치
료 병행군이 통상적 재활치료 단독 시행군에 비해 통증감소와 기능회
복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슬관절 전치환술 후 재활
기 환자에서 통상적 재활치료와 전침치료 병행치료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

B/Moderate

1-3

임상적 고려사항
슬관절 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서 전침치료는 한의사의 진단에 의한 경락변증에 따라 족양명위경, 족태음비경, 족태양
방광경, 족소양 담경 등의 근위부, 원위부 경혈 및 아시혈에 시행할 수 있다. 침치료시 수술후 시기 및 환자의 상태를 고려
하여 감염 등에 유의해야 한다.

(1) 배경

전침은 침에 전류를 흘려 유침 시간동안 자침 부위에 전기 자극을 지속적으로 가하는 치료 방법이
다. 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전침은 주로 통증에 대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근골격
계관련 환자에 대한 한의 치료 방법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국외에서도 전침을 통증 질환에 활용
하여 효과를 보고한 임상 연구들의 출판이 많아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임상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한국에서의 전침 임상연구가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침과 통상
적 재활치료를 병행하는 한양방 협진연구는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이번 권고안 도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에서의 근거는 제한적이었다. 향후 잘 설계된 좀
더 많은 임상연구를 통해 양질의 근거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 이에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
대한 전침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의 유효성에 관한 임상연구 근거를 분석하고 임상 전문가의 의
견을 더하여 권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임상질문 : Q5
슬관절 수술후 재활기 환자에서 전침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를 병행하는 것은 통상적 재활치료만 시행하는 것에 비해 통
증, 기능, 삶의 질 개선을 보이는가?
권고 적용군

중재

비교

결과

진료환경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

전침치료 +
통상적 재활치료
(진통제 포함)

통상적 재활치료
(진통제 포함)

통증, 기능, 삶의 질,
호전율

한·양방 협진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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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별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서 수술 후 침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이 통상적 재활치료 단
독 시행에 비하여 통증, 기능 및 삶의 질에서 개선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임상연구는 네 편이었다.1-4)
중국에서 시행된 한 연구에서 수술 후 1, 3, 5, 7일 시점의 통증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중재군이 대조
군에 비하여 3, 5, 7일의 시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통증이 개선되었다.1) 또 다른 연구에서 중
재군과 대조군의 수술 후 1, 2, 3, 7일 시점에 통증을 측정하였으며, 수술 후 1, 2, 3일에 평가한 통증 점
수가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2,4)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수술 후 7, 15, 30일 시점에 중재
군과 대조군의 통증을 측정하였는데, 모든 시점에서 군간 통증점수에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3).

1편의 연구에서 기능을 ROM으로 평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② 연구결과의 요약

메타분석 결과, 수술 후 7일에 측정한 통증에서 MD –0.33 (95% CI –0.57, -0.10)으로 중재군에서
의 통증감소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수술 후 7일에 측정한 ROM에서는 MD 1.72(95% CI

–0.69, 4.13)로 분석되어, 중재군에서 ROM이 더 적은 범위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근거수준 평가에서 개별 연구들의 질 평가 결과, 무작위배정 방법, 배정은폐와 눈가림의 비뚤림 위
험이 대부분 불확실하여 한 단계 낮추었다.2,3) 그리고 비직접성 항목에서는 근거 수준을 낮출 이유가 없
다고 판단하였으며, 비일관성 측면에서는 Pain 결과변수에서 I2가 79%로 높고, 결과의 방향이 한편은
유효하나 2편이 유효하지 않은 방향에 있어, 한단계 낮추어 Low로 평가하였다. ROM 결과지표에서는
비정밀성 측면에서 95% 신뢰구간이 넓고 유의하지 않은 구간을 지나서 한단계 낮추어 Low로 평가하
였다.
결과요약표(Summary of Finding)
예측되는 절대효과(95% CI)

결과
(결과중요도)

총 환자수
(문헌 수)

근거수준
(GRADE)

비교위험도
(95% CI)

대조군

중재군

Pain(7days)
(VAS)
(Critical)

160
(3 RCTs)1-3)

◯◯
Lowa,b

-

-

MD 0.33 낮음
[-0.57, -0.10]

점수가 낮을수록
개선됨을 의미함

Range(7days)
(ROM)
(Critical)

120
(2 RCTs)2,3)

◯◯
Lowa,c

-

-

MD 1.72 높음
[-0.69, 4.13]

점수가 높을수록
개선됨을 의미함

비고

VAS: Visual Analogue Scale; ROM: Range of Motion
a. 무작위배정방법, 배정은폐, 눈가림방법이 불확실함
b. I2가 79%로 높고, 결과의 방향에도 차이가 있음
c. 95% 신뢰구간이 넓고 유의하지 않은 구간을 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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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권고사항

(3) 권고안 도출에 대한 설명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서 전침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은 통상적 재활치료 단독시행군에
비해 수술 후 7일 시점의 통증감소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ROM 지표에서는 중재군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각 개별 연구의 근거수준 평가에서 각각의 근거수준이 Low로 평가되었고,

ROM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개선 방향을 보였으나, 통증 지표는 보고한 문헌이
3편으로 한정적이였으며, 표본 수가 작으며 연구의 질평가 결과도 불확실한 면이 많아서 신뢰도가 낮
았다, 임상적 현실과 근거의 신뢰도를 고려했을 때, 핵심적 결과지표 중에서 통증결과지표를 좀더 중요
하게 고려하여 권고등급은 C로 판단하기로 하였다.
단, 비용 대비 효과를 평가한 국내외 연구 논문이 현재까지 출판되지 않았기에, 비용에 관한 판단을
고려할 수 없었기에, 해당 임상질문에 대한 보다 많은 근거들이 도출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
다.
(4) 참고문헌

1. Chen, D, Sheng, D, Xu, J. L, Zhang, Y. Y, Lin, T. Y. Eﬀect of electroacupun-ture on supplementary analgesia and the levels of serum β-endorphin and prostaglandin E2 in patients with total knee arthroplasty. Zhongguo zhen jiu. 2019;39(3):247‐250

2. 杨勇, 尹吉恒, 韩丽. TKA 术后患肢穴位电针刺治疗对术后疼痛及康复的影响. 世界最新医学
信息文摘. 2017;17(35):24-25+27
3. 孙一田, 阎伟, 刘晓晨, 电针疗法用于全膝关节置换术后疼痛的临床研究. 中医外治杂志.
2018;27(05):15-16
4. 陈钢, 辜锐鑫, 徐丹丹. 电针疗法在全膝关节置换术后康复中的应用. 中国针灸. 2012;
32(4):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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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약침(봉약침)
■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치료
【 R6 】
권고안

권고등급/근거수준

참고문헌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서 약침(봉약침)치료와 통상적 재활
치료의 병행치료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할 수
없었으나, 임상활용 현황 결과 및 전문가 그룹의 합의에 근거하여 슬
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게 약침(봉약침)치료와 통상적 재활치
료의 병행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C/Very low

-

임상적 고려사항
슬관절 전치환술 후 환자에 대한 약침(봉약침)치료는 소염, 활혈, 진통 등의 목적으로 약침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수술후
절개로 인한 상처부위에 인접한 경혈은 주의하여 시술하여 감염 등에 유의해야 한다. 봉약침 시술시에는 처치전 과민반응
검사가 사전에 꼭 필요하며, 용량 및 시술 주기 등에 대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1) 배경

약침 치료는 경락학설과 약물요법의 원리를 결합한 치료법으로 한방 임상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
는 치료법이다. 봉독을 이용한 봉약침은 특히 근골격계 질환 및 심한 통증에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임상전문가 인터뷰에서 봉약침을 슬관절전치환술후에 응용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 그리고 슬관절전치환술후 한방통합치료 적용 증례에서도 봉약침1)과 웅담우황사
향약침2) 등을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으로 인해 봉약침과 약침은 임상에서의 활용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약침과
봉약침으로 각각 근거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약침, 봉약침 모두 무작위 배정 임상연구가 많지 않아
각각 근거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대규모 임상연구를 통해 근거가 확립된다면, 약침 각각
의 권고안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대규모 임상연구가 수행된다면 시술부위 및 방법에 대해서도 추
후 권고안에서는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임상질문 : Q6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서 약침(봉약침)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의 병행치료은 통상적 재활치료만 시행에 비해
통증, 기능, 삶의 질 개선을 보이는가?
권고 적용군

중재

비교

결과

진료환경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

약침(봉약침) 치료+
통상적 재활치료

통상적 재활치료

통증, 기능, 삶의 질,
호전율

한·양방 협진병원
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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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권고사항

① 개별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

체계적이고 포괄적 검색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상질문의 근거로 활용할 임상연구를 확보하지 못
했다.
② 연구결과의 요약

체계적이고 포괄적 검색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상질문의 근거로 활용할 임상연구를 확보하지 못
했다.
(3) 권고안 도출에 대한 설명

근거에 해당하는 임상연구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임상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슬관절전치환
술후 환자에서 봉약침이나 약침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확인하였다. 전문가들은 봉약침, 어혈약침, 자하
거 약침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발표된 증례보고에서도 봉약침과 웅담우황사향의
활용1,2)이 확인되어 임상적 활용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개발위원회는 근거등급은 Very

Low로 설정하며, 등급 C로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임상적 고려사항은 임상 전문가 인터뷰 등을 감안하여 도출하였다.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
대한 약침(봉약침)치료는 소염, 활혈, 진통 등의 목적으로 약침치료를 시행할 수 있으며, 봉약침은 알레
르기 반응으로 인한 위해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봉약침 및 침 안전성 관련 보고에서, 약침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은 낮은 수준이었으며, 상당수는 심각하지 않은 부작용이었다.3) 따라서 약침(봉약침)
처치 전 과민 반응 검사(skin test for allergic response before the pharmacopuncture treatment)를 꼭 시행
하고, 환자의 전신 상태 등을 감안하여 용량 및 주기를 결정한다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수술 후 시기에 따라서 약침 시술 부위에 따라 주의 깊은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 단, 비용 대
비 효과를 평가한 국내외 연구 논문이 현재까지 전무함으로 비용에 관한 판단을 고려할 수 없었기에,
해당 임상질문에 대한 보다 많은 근거들이 도출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4) 참고문헌

1. Kim YH, Hwang MH, Kim JS, Lee HJ, Lee YG. Two Cases Report of Korean Medical Treatment for Pain and Stiﬀness after Total Knee Replacement. Journal of Korean Medicine Spine &
Joint. 2016;13(1):91-8.
2. Heo YK, Lee SH, Lee H. A Clinical case study on the case of osteoarthritis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Journal of Hawhwa Medicine. 2007;16(1):61-7.
3. Kim M-R, Shin J-S, Lee J, Lee YJ, Ahn Y-J, Park KB, et al. Safety of Acupuncture and Pharmacopuncture in 80,523 Musculoskeletal Disorder Patients: A Retrospective Review of Internal
Safety Inspection and Electronic Medical Records. Medicine. 2016;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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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한약
【 R7 】
권고안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서 한약치료 시행 후, 염증감소, 통증감소
및 기능회복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게
한약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권고등급/근거수준

참고문헌

B/Low

1-7

임상적 고려사항
슬관절 전치환술 후 환자에 대한 한약치료는 수술후 단계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며, 수술후 초기에는 주로 사용된 한약은
어혈(瘀血), 활혈(活血) 등의 목적으로 익기활혈탕(益氣活血湯), 혈부축어탕(血府逐瘀湯), 서근활혈통락탕(舒筋活血通络
汤)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상에서 청열사습탕(淸熱瀉濕湯), 빈창산(檳蒼散), 대강활탕(大羌活湯) 등도 활용할 수 있다.
슬관절 전치환술 환자에게 한약치료 시행 시 환자의 슬관절 통증 및 불편 증상 외에도 신경계, 소화기계, 순환기계 및 전신
증상등을 고려한 변증진단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배경

한약치료는 한의치료방법 중 대표적인 치료방법 중 하나이다. 약 4천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역사가
깊은 치료법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첩약(조제 한약)으로 환자 개개인의 몸상태와 체질을 고려한 한
약치료가 주로 시행되고 있다. 임상에서는 한약제제가 아닌 첩약(조제 한약)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
나, 표준화의 문제와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관련 근거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서 한약의 의의에 대해 한의원의 임상 전문가 5인 및 재활의학과 교수진

5인을 인터뷰한 결과, 수술후 나타날 수 있는 어혈증상을 개선할 수 있으며, 수술 후 저하되기 쉬운 면
연력을 증강하고 통증, 근력저하의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답변을 얻었다. 또한 환자 상태에 따라 활혈

(活血), 서근활락(舒筋活絡), 진통(鎭痛)을 통해 통증을 개선해줄 수 있으며, 후유장애 개선에도 의미
가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응답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슬관절 수술 후 한약 치료 관련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임상연구가 다양하
게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아직까지 한의계에서 슬관절전치환술 수술후 환자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처방이 없는 상황으로, 대표적인 처방이 많지 않으므로 한약 전반에 대한 근거를 검토하였으
며, 임상적 고려사항을 통해 처방 등을 권고하고자 하였다.
(2) 임상질문 : Q7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서 한약치료 시행은 통증, 기능, 삶의 질 개선을 보이는가?
권고 적용군

중재

비교

결과

진료환경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

한약치료

한약외치요법 또는
거짓한약

통증, 기능, 삶의 질,
호전율

한·양방 협진병원
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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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고안 도출에 대한 설명

하위그룹의 근거를 바탕으로 한약치료의 단독 혹은 병행치료를 통해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 있
어 수술부위의 염증감소, 통증감소 및 기능회복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각 권고안에 해당하는 근거수준
을 참고하여 포괄적 권고안의 근거수준을 Low로 설정하였다.
포함된 논문의 처방들이 중국논문으로 한국의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한국의 증례 및 전
문가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여 임상적 고려사항을 도출하여 전문가 합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임상에서
치료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그 비용 대비 효과를 평가한 국내외 연구 논문 및 기타근거가 많이 창출
되지 않고 있는 분야라 향후 임상연구를 통해 근거창출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하였기에 B등
급으로 포괄적 권고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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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 한약 외치요법 단독치료
【 Q7-1 】
권고안

권고등급/근거수준

참고문헌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환자에서 한약 외치요법군은 위약 외치요법
군에 비해 유의한 통증감소가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환자에서 한약 외치요법을 고려할 수 있다.

C/Low

1-7

임상적 고려사항
슬관절 전치환술 후 외치요법이 통증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었으므로, 수술후 환자에게 외치요법을 고려할
수 있다. 외치요법은 수술후 시기별, 증상별 임상경험 축적이 더욱 필요하며, 수술부위에 대한 감염 등에 유의하여 시행하
여야 한다.

(1) 배경

한약외치요법은 한의치료방법 중 대표적인 치료방법 중 하나이다. 환자의 체질과 증상에 맞는 한약
재를 달여 초음파 기기를 통해 투약하는 형식이다.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서 한약치료(외치요법 포함)의 의의에 대해 한의원의 임상 전문가 5인 및
재활의학과 교수진 5인을 인터뷰한 결과, 수술후 나타날 수 있는 어혈증상을 개선할 수 있으며, 수술후
저하되기 쉬운 면역력을 증강하고 통증, 근력저하의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답변을 얻었다. 또한 환자 상
태에 따라 활혈(活血), 서근활락(舒筋活絡), 진통(鎭痛)을 통해 통증을 개선해줄 수 있으며, 후유장애
개선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응답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슬관절전치환술 후 한약 치료 관련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임상연구가 다양
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가 있었으며, 아직까지 한의계에서 슬관절전치환술 수술후 환자에서 사용
되는 표준화된 처방이 없는 상황이다.
(2) 임상질문 : Q7-1
슬관절 전치환술 후 환자에서 한약치료 시행은 통증, 기능, 삶의 질 개선을 보이는가?
권고 적용군

중재

비교

결과

진료환경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환자

한약외치요법

거짓한약 외치요법

통증, 기능, 삶의 질,
호전율

한·양방 협진병원
한방병원

① 개별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게 한약 외치요법을 한 중재군과 거짓한약 외치요법을 시행한 대조군의
임상적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색 및 선택배제를 수행하였을 때 총 1편의 무작위 대조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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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선택되었다.1) 중국에서 시행된 한 연구에서, 중재군 53명에게 수술후 한약 외치요법을 시행하고,
대조군 58명에게 거짓한약 외치요법을 시행한 결과, 수술 후 7일 후 통증과 ROM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의 치료효과가 검증되었다.1)
② 연구결과의 요약
결과요약표(Summary of Finding)
예측되는 절대효과(95% CI)

결과
(결과중요도)

총 환자수
(문헌 수)

근거수준
(GRADE)

비교위험도
(95% CI)

대조군

중재군

Pain(7일)
(VAS)
(Critical)

1111)
(1 RCT)

◯◯
Lowa,b

-

-

MD 0.84 낮음
[-1.25, -0.43]

점수가 낮을수록
개선됨을 의미함

Range(7일)
(ROM)
(Critical)

1111)
(1 RCT)

◯◯
Lowa,b

-

-

MD 5.70높음
[2.08, 9.32]

점수가 높을수록
개선됨을 의미함

비고

ROM: Range of movement;
a. 무작위화방법에서 비뚤림위험이 높고, 배정은폐, 눈가림이 불확실하여 serious로 판단
b. OIS를 만족하지 않음

메타분석에서 한약 외치제를 제공한 중재군의 통증(VAS)의 MD –0.84 (95% CI –1.25, -0.43)로 유
의한 통증 개선 효과가 관찰되었다.1) ROM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한약 외치제를 제공한 중재군의 MD

5.70(95% CI 2.08, 9.32) 효과가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1)
포함된 1편의 논문이 무작위화방법에서 비뚤림 위험이 높고, 배정은폐, 눈가림 방법도 명확하게 제
시하지 않아 1등급을 낮추고, 1편으로 표본수가 부족하여 비정밀성에서 1등급을 낮췄다. 문헌이 1편이
어서 비일관성은 평가할 수 없었고, 기타 요소들도 등급을 낮울 이유가 없어서 Pain과 ROM 결과지표
모두 Low로 평가하였다.
(3) 권고안 도출에 대한 설명

슬관절전치환술 환자에서의 한약 외치제를 제공하는 것이 거짓한약 외치제를 제공하는 것에 비하
여 핵심적인 결과지표 2개 모두에서 임상적인 효과를 보였고, 종합 근거수준은 낮음(Low)으로 평가되
었다.
거짓한약 외치제와 비교한 것은 연구설계상 효과를 보기에 적절한 연구이나, 단 1편이고 연구방법
론에서 비뚤림 위험이 높아 근거수준이 높지 않아서, 임상적 유의성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어 권고등급은 C로 결정하였다.
단, 비용 대비 효과를 평가한 국내외 연구 논문이 현재까지 전무함으로 비용에 관한 판단을 고려할
수 없었기에, 해당 임상질문에 대한 보다 많은 근거들이 도출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연구자 임상현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 대해 한약 처방을 한의사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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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변증유형에 따라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임상적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4) 참고문헌

1. Xu, H, Zhang, H. N, Wang, C. Y, Lv, C. Y, Yin, Z. Y. Local phonophoresis of traditional chinese herbs: A good assistant for analgesia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and Experimental Medicine. 2017;10(8):12426-1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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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및 재활기
■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치료
【 Q7-2 】
권고안

권고등급/근거수준

참고문헌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및 재활기 환자에서 한약치료와 통상적 재활
치료 병행군이 통상적 재활치료 단독 시행군에 비해 염증감소, 통증감
소 및 기능회복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서
한약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B/Low

1

임상적 고려사항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및 재활기 환자에 대한 한약치료는 한의사의 진단에 의한 변증유형, 수술후 시기에 따라 처방을
시행할 수 있다. 수술후 시기에 따라 도홍사물탕(桃紅四物湯), 혈부축어탕(초기)(血府逐瘀湯), 익기활혈탕(益氣活血湯), 독
활기생탕(獨活寄生湯), 보중익기탕(중기)(補中益氣湯), 지황음자(후기)(地黃飮子) 등의 처방을 시행할 수 있으며, 환자 변
증유형에 따라 어혈(瘀血)형, 풍한습(風寒濕)형, 간신허(肝腎虛)형 등으로 구분하여 기본처방을 구성하고 약물을 가미할
수 있다.

(1) 배경

한약치료는 한의치료방법 중 대표적인 치료방법 중 하나이다. 약 4천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역사가
깊은 치료법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첩약(조제 한약)으로 환자 개개인의 몸상태와 체질을 고려한 한
약치료가 주로 시행되고 있다. 임상에서는 한약제제가 아닌 첩약(조제 한약)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
나, 표준화의 문제와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관련 근거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서 한약의 의의에 대해 한의원의 임상 전문가 5인 및 재활의학과 교수진

5인을 인터뷰한 결과, 수술후 나타날 수 있는 어혈증상을 개선할 수 있으며, 수술후 저하되기 쉬운 면역
력을 증강하고 통증, 근력저하의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답변을 얻었다. 또한 환자 상태에 따라 활혈(活
血), 서근활락(舒筋活絡), 진통(鎭痛)을 통해 통증을 개선해줄 수 있으며, 후유장애 개선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응답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슬관절 수술 후 한약 치료 관련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임상연구가 다양하
게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아직까지 한의계에서 슬관절전치환술 수술후 환자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처방이 없는 상황으로, 대표적인 처방이 많지 않으므로 한약 전반에 대한 근거를 검토하였으
며, 임상적 고려사항을 통해 처방 등을 권고하고자 하였다.
슬관절전치환술 수술후 환자에서의 한약치료는 수술 시기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처방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술후 급성기 환자에서는 어혈을 제거하고 서근활락(舒筋活絡), 진
통(鎭痛)의 목적으로 처방이 될 수도 있으며, 심한 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기혈(補氣血)하거
나 강근골(强筋骨)하는 관점에서 처방을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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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상질문 : Q7-2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및 재활기 환자에서 한약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이 통상적 재활치료 단독 시행에 비해 통증,
기능 및 삶의 질 개선을 보이는가?
권고 적용군

중재

비교

결과

진료환경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및 재활기 환자

한약치료+
통상적 재활치료
(항응고제, 진통제 등)

통상적 재활치료
(항응고제, 진통제 등)

통증, 기능, 삶의 질,
호전율

한·양방 협진병원
한방병원

① 개별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

슬관절전치환술 후의 보존적 치료(진통제 또는 재활) 등과 한약을 병행하였을 때 임상적 효과가 있
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색 및 선택배제를 수행하였을 때 총 7편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선택되었다.17)

일부 연구에서1-3) 수술 후 진통을 위한 양약치료를 하는 상황에서 한약을 병행하는 군과 한약을 병행

하지 않는 군의 통증 정도 및 경과를 비교하였다. 사용된 한약은 중국에서 출판된 논문으로 세 편에서
모두 다른 처방을 사용하였으며 익기활혈탕(益氣活血湯), 혈부축어탕(血府逐瘀湯), 서근활혈통락탕

(舒筋活血通络汤)으로 확인되었다. 각각의 연구에서 각각의 처방은 어혈제거 목적으로 투여하였거나
활혈(活血)을 통한 진통목적 등으로 투여된 것으로 보인다. 통증 관련 분석에서 세 논문1-3) 모두 关节功
能评分라는 평가도구를 사용하였는데 이 도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이 개선되는 것으로 해석
되었다. 다른 연구4,5)는 통증을 VAS, NRS를 이용하여 7일 이내의 시점에 측정하였다. 그 결과 두 연구
모두에서 수술 후 7일 시점에 통증지표가 통계적으로 개선되었다.4,5) 다른 연구6)에서는 수술 후 4주 시
점의 기능상태를 HSS로 측정하였으며, 기준값을 이용하여 치료성공율을 보고하였다. 그 결과 수술 후

4주 시점에 한약을 병행한 중재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치료성공율이 높았
음이 보고되었다. HSS를 이용하여 기능을 평가한 또 다른 연구7)는 수술 후 6개월 시점에 한약을 병행
한 중재군의 기능상태가 대조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음을 보고하였다.
② 연구결과의 요약

메타분석에서 중재군의 통증(측정도구; 关节功能评分)의 MD 6.60 (95% CI –0.30, 13.50, p=0.03)
로 유의한 통증 개선 효과가 관찰되었다.1-3) 통증을 VAS와 NRS4,5)로 측정한 연구를 합성한 결과, SMD

-0.61(95% CI –0.91, -0.3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효과가 보고되었다. 기능의 측면에서 关节功
1-3)
能评分로 측정한 3개의 연구 를 합성한 결과 MD 4.09 (95% CI 3.11, 5.06)로 유의한 개선 효과가
관찰되었으며, HSS로 측정한 1개의 연구7)를 분석한 결과 MD 9.63(95% CI 5.45, 13.81)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수준의 효과가 보고되었다. ROM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한약을 병행한 중재군의 MD

18.00(95% CI 14.56, 21.44) 효과가 통계적으로 확인되었으며6), 치료성공율을 분석한 메타분석에서는
2,6)

RR 1.25(95% CI 1.08, 1.4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치료효과가 확인되었다.

포함된 7편의 논문들이 눈가림방법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거나 높은 비뚤림 위험을 보여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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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한 등급을 낮췄다. Pain(4주) 결과지표에서는 합성된 효과값의 95%신뢰구간이 너무 넓고 유의
하지 않은 구간을 통과하여 비정밀성 측면에서 한단계 더 낮춰 낮음(Low)로 평가하였다. Pain(7일이내)
결과지표에서 합성된 문헌은 2편이었으나 표본수가 충분하고 95%신뢰구간도 넓지 않았으며 다른 요
소에서도 등급을 낮출 필요가 없어 High로 평가되었다. 기능(关节功能评分)은 다른 추가적 등급을 낮
을 요소가 없어 Moderate으로 평가하였고, 기능(HSS)과 ROM 결과지표는 포함 문헌 1편으로 표본수
가 OIS를 충족하지 않아 한 단계 더 낮춰 Low로 평가하였다. Eﬀect rate 결과지표에서는 추가적인 등급
을 낮출만한 요소가 없어 Moderate로 평가하였다.
결과요약표(Summary of Finding)
예측되는 절대효과(95% CI)

결과
(결과중요도)

총 환자수
(문헌 수)

근거수준
(GRADE)

비교위험도
(95% CI)

대조군

중재군

Pain
(关节功能评分)
(Critical)

2401-3)
(3 RCTs)

◯◯
Lowa,b

-

-

MD 6.60 높음
[-0.30, 13.50]

점수가 높을수록
개선됨을 의미함

Pain(7일이내)
(Critical)

1844,5)
(2 RCTs)


High

-

-

SMD 0.61 낮음
[-0.91, -0.31]

점수가 낮을수록
개선됨을 의미함

Function
(关节功能评分)
(Critical)

2401-3)
(3 RCTs)

◯
Moderatea

-

-

MD 4.09 높음
[3.11, 5.06]

점수가 높을수록
개선됨을 의미함

Function
(HSS)
(Critical)

1067)
(1 RCT)

◯◯
Lowc,d

-

-

MD 9.63 높음
[5.45, 13.81]

점수가 높을수록
개선됨을 의미함

ROM
(Critical)

986)
(1 RCT)

◯◯
Lowc,d

-

-

MD 18.00 높음
[14.56, 21.44]

점수가 높을수록
개선됨을 의미함

Effect rate
(Important)

1382,6)
(2 RCTs)

◯
Moderatea

RR 1.25 높음
[1.08, 1.43]

-

-

점수가 높을수록
개선됨을 의미함

비고

ROM: Range of movement; HSS: Hospital for Special Surgery Knee Rating Scale;
a. 눈가림방법에서 비뚤림위험이 높음
b. 95% 신뢰구간이 너무 넓으면서 유의하지 않은 구간을 지남
c. 눈가림,배정은폐,눈가림 방법이 불확실함
d. 1편으로 표본수가 OIS를 만족하지 않음

(3) 권고안 도출에 대한 설명

슬관절전치환술 환자에서의 보존적 치료 중 대표적으로 쓰이는 진통제나 재활에 한약을 추가로 병
행하는 경우를 보존적 치료만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권고안 및 권고등급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
석 가능한 임상연구는 7편이었으며, 핵심적인 결과지표 중 가장 근거수준이 낮은 지표를 반영하여 최
종 근거수준은 Low로 평가되었다.
한약은 전문가 인터뷰에서 슬관절전치환술 환자에게 많이 사용하는 치료방법으로 확인되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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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슬관절전치환술 후 통합 한방 치료 증례 보고에서도 청열사습탕(淸熱瀉濕湯)을 사용한 증례8), 청열
사습탕(淸熱瀉濕湯)과 빈창산(檳蒼散)을 처방한 증례9), 대강활탕(大羌活湯)을 처방한 증례10) 등이 확
인되어 임상적 활용도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환자의 회복을 빠르게 한다는 측면에서 임상적
이득 또한 크다고 보았다.
분석에 포함된 연구가 중국에서 출판된 연구로 국내에서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게 쓰는 처방과
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포함된 한약이 익기활혈(益氣活血)시키거나, 활락(活络), 진통시키
는 한약처방으로 한국에서의 접근과 큰 차이가 있지 않다고 보았다.
한약을 병행한 경우 통증 감소 및 기능의 회복 등에서 병행하지 않은 군에 비해 효과를 보였으며, 전
신 기능을 개선해주어 재발 방지 및 빠른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득이 크다고 보았다. 또한
한의사에 의해 처방되는 한약의 경우 부작용이 많지 않으며, 나타난다고 해도 경미한 소화 장애나 가역
적인 가벼운 부작용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11) 한약의 병용이 위해를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권고 등급을 B로 결정하였다.
포함된 논문의 처방들이 중국논문으로 한국의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한국의 증례 및 전
문가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여 임상적 고려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및 재활기 환
자에 대한 한약치료는 한의사의 진단에 의한 변증유형, 수술 후 시기에 따라 처방을 시행할 수 있으며,
초기에는 도홍사물탕(桃紅四物湯), 혈부축어탕(血府逐瘀湯), 중기에는 익기활혈탕(益氣活血湯), 독
활기생탕(獨活寄生湯),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후기에는 지황음자(地黃飮子) 등의 처방을 시행할
수 있으며, 환자 변증유형에 따라 어혈(瘀血)형, 풍한습(風寒濕)형, 간신허(肝腎虛)형 등으로 구분하
여 기본처방을 구성하고 약물을 가미할 수 있다.’로 도출되었다.
임상에서 치료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그 비용 대비 효과를 평가한 국내외 연구 논문 및 기타근거
가 많이 창출되지 않고 있는 분야라 향후 임상연구를 통해 근거창출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된
다. 향후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 관련 한약 임상연구가 활발히 진행된다면 처방별 근거 검색 및 처방
별 권고안 도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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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汤联合穴位灸法的康复满意度. 中国组织工程研究.2018;22(27):4271-4276

6. 李志峰. 膝关节置换术结合中药疗法对膝关节骨性关节炎的临床效果观察. 河南医学研究.
2018;27(20):3759-3760
7. 柴巍 巍. 膝 关节置换术 结合中药疗法 对膝 关节骨性关节炎的效果. 首都食品与医药.
2019;26(4):175
8. Kim CG, Lee JH, Jo DC, Moon SJ, Park TY, Ko YS, Song YS, Lee JH. Korean Medical Rehabilitation for Total Knee Replacement. J Korean Med Rehab. 2014;24(1):111-8.
9. Kim YH, Hwang MH, Kim JS, Lee HJ, Lee YG. Two Cases Report of Korean Medical Treatment for Pain and Stiﬀness after Total Knee Replacement. Journal of Korean Medicine Spine &
Joint. 2016;13(1):91-8.
10. Heo YK, Lee SH, Lee H. A Clinical case study on the case of osteoarthritis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Journal of Hawhwa Medicine. 2007;16(1):61-7.
11. Lee JY, Jun SA, Hong SS, Ahn YC, Lee DS, Son CG. Systematic Review of Adverse Eﬀects
from Herbal Drugs Reported in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Phytotherapy Research.
2016;30(9):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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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뜸
2.5.1)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치료
【 R8 】
권고안

권고등급/근거수준

참고문헌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환자에서 뜸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은
통상적 재활치료 단독 시행에 비해 유의한 통증감소, 기능회복, 근력
증가가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환자에서 뜸치
료를 고려할 수 있다.

C/Low

1-2

임상적 고려사항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환자에게 통상적 재활치료와 뜸치료를 병행하여 시행할 때, 혈해(SP10), 양릉천(GB34), 족삼리
(ST36) 등을 비롯한 족태음비경(SP), 족양명위경(ST), 족소양담경(GB), 수양명대장경(LI), 임맥(CV) 등의 경혈 및 아시혈
등의 혈위를 고려할 수 있다. 시술시 수술부위 감각저하로 인한 화상 및 감염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배경

뜸은 다양한 질환에서 사용되는 한의학적 치료방법 중 하나이며, 근골격계 질환에서도 임상에서 적
용되고 있다. 뜸요법은 온경산한(溫經散寒), 부양고탈(扶陽固脫), 통경락(通經絡)의 효과가 있으며,
만성질환, 한증, 허증에 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수술 후 환자에서 환자 상태에 따라
뜸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의 상당수가 퇴행성 슬
관절염으로 수술을 한 경우이며, 오랜 통증에 시달려온 고령의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뜸이 더욱 의미가
있을 수 있다.
(2) 임상질문 : Q8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환자에서 뜸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은 통상적 재활치료 단독 시행에 비해 통증, 기능 및 삶
의 질 개선을 보이는가?
권고 적용군

중재

비교

결과

진료환경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환자

뜸치료 + 통상적
재활치료

통상적 재활치료

통증, 기능, 삶의 질,
호전율

한·양방 협진병원
한방병원

① 개별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

총 4편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확인되었다.1-4) 4편 모두 중국에서 수행되었다. 2편1-2)은 대조군은 통상
적 재활치료를 실시하였으며, 중재군에서는 통상적 재활치료와 뜸치료를 병행하였으며, 각각 통증(VAS)
및 기능(Hospital for special surgery, HSS) 측면에서 유의한 개선이 확인되었다. 다른 연구에서는3)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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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통상적 재활치료를 시행하였고, 중재군에게는 대조군 치료방안과 더불어 뜸치료 (양구(ST34), 족
삼리(ST36) / 하루 2회 / 총 14일 치료)가 부가되었다. 그 결과 수술 후 3일, 4일 시점에 중재군에서 통
증의 유의한 개선이 확인되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중재군에게 통상적 재활치료에 부가하여 수술 후

2일부터 시작하여 매회 15분, 매일 2회의 뜸치료를 시행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결과, 수술 후 3일 시점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개선효과가 보고되었다.4)
② 연구결과의 요약

메타분석 결과 통증(10일~6주)에 대해 메타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MD -1.59 (95% CI -1.92, -1.25)

로 뜸을 병행한 군이 유의한 통증 감소 효과가 확인되었다. 통증을 수술 후 3일 시점에 분석한 결과,

MD –0.49 (95% CI –0.57, -0.41)로 뜸을 병행한 중재군에서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통증개선
이 확인되었다. HSS 등의 기능지표의 경우에는 메타분석 결과 MD 1.91 (95%CI -1.18, 4.99)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뜸치료 병행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 4편에 대해 비뚤림 위험을 평가한 결과 무작위 배정 방법이 명시
되지 않거나, 배정은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선택 비뚤림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판
단되었다. 따라서 근거수준 평가에 있어서 비뚤림 위험으로 인해 한 등급을 낮추었다. 2편에서 포함된
환자수가 134명으로 OIS를 만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비정밀성 측면에서 한 등급을 낮추었다. 따라

서 통증(VAS, 10일~6주)과 기능(HSS) 모두 근거 수준을 Low로 평가하였다. 한편, 통증(VAS, 3일)의
경우, 추가적으로 근거수준을 낮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어 Moderate로 평가하였다.
결과요약표(Summary of Finding)
예측되는 절대효과(95% CI)

결과
(결과중요도)

총 환자수
(문헌 수)

근거수준
(GRADE)

비교위험도
(95% CI)

대조군

중재군

Pain(10일~6주)
(VAS)
(Critical)

1341,2)
(2 RCTs)

◯◯
Lowa,b

-

-

MD 1.59 낮음
[-1.92, -1.25]

점수가 낮을수록
개선됨을 의미함

Pain(3일)
(VAS)
(Critical)

4123,4)
(2 RCTs)

◯
Moderatec

-

-

MD 0.49 낮음
[-0.57, -0.41]

점수가 낮을수록
개선됨을 의미함

Function
(HSS)
(Critical)

1341,2)
(2 RCTs)

◯◯
Lowa,b

-

-

MD 1.91 높음
[-1.18, 4.99]

점수가 높을수록
개선됨을 의미함

비고

VAS: Visual Analogue Scale; HSS: Hospital for special surgery
a. 무작위배정방법이 명시되지 않고 배정은폐 방법 등이 불분명함
b. OIS 기준을 만족하지 않음
c. 배정은폐, 눈가림 방법이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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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고안 도출에 대한 설명

선택된 연구에서 슬관절전치환술 후 뜸치료의 병행이 유의하게 통증을 감소시켜 임상적 이득은 뚜
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택비뚤림과 비정밀성으로 인해 핵심적인 결과의 결과지표의 종합 근거
수준은 Low로 평가되었다.
선택된 연구 4편 모두에서 부작용 관련 언급이 없어 위해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임상
에서 수술 후에 쓰이는 뜸이 간접구인 경우가 많고, 한의사에 의해 주의깊게 시술된다면 위해가 크지
않다고 개발위원회는 판단하였다.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게 통합한방치료를 적용한 증례에서 간접구를 사용하는 등5) 임상에서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개발위원회는 권고등급을 C로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러나 두 편의 임상 근거가 제한적으로 선택되었으며, 비용 대비 효과를 평가한 국내외 연구 근거가 고
려되지 않았기에 향후 많은 연구가 필요한 영역으로 사료된다. 임상적 고려사항으로는 슬관절전치환
술 후 초기 환자에게 통상적 재활치료와 뜸치료를 병행하여 시행할 때, 혈해(SP10), 양릉천(GB34), 족
삼리(ST36) 등을 비롯한 족태음비경(SP), 족양명위경(ST), 족소양담경(GB), 수양명대장경(LI), 임맥

(CV) 등의 경혈 및 아시혈 등의 혈위를 고려할 수 있다. 시술시 수술부위 감각저하로 인한 화상 및 감염
등에 유의하여야 함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
(4) 참고문헌

1. 李会娟, 刘丽媛, 李肖妮. 隔药灸疗法联合康复训练在全膝关节置换术后的应用及效果评价.
国初级卫生保健. 2015;29(5):115-6.

2. 邵海波, 吴红. 艾灸对初次人工全膝关节置换术后疼痛及关节功能恢复影响的临床疗效观察.
黔南民族医专学报. 2015;28(4):254-6.

3. 鞠昌军, 周鑫, 董程程, 林乐琴, 刘海宁, 侯燕. 温灸疗法改善全膝关节置换术后股四头肌无力
临床观察. 中国针灸. 2019;39(3):276-280.

4. 周鑫, 林乐琴, 董程程, 鞠昌军. 艾灸联合功能锻炼在全膝关节置换术后康复治疗中的应用. 中
医正骨. 2019;31(1):14-19.

5. Kim YH, Hwang MH, Kim JS, Lee HJ, Lee YG. Two Cases Report of Korean Medical Treatment for Pain and Stiﬀness after Total Knee Replacement. Journal of Korean Medicine Spine &
Joint. 2016;13(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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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추나
2.6.1)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치료
【 R9 】
권고안

권고등급/근거수준

참고문헌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서 추나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 병
행은 통상적 재활치료 단독시행에 비해 통증감소와 기능회복이 관찰
되었다. 이에 따라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서 통상적 재활치
료에 추나치료를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B/Low

1-6

임상적 고려사항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치료의 과정에서 고관절 가동제한, 골반 및 대퇴부 근육, 긴장 완화를 목적으로 슬관절 주변 경혈
과 근육에 대한 압박기법, 하지부 근육과 슬관절 주변 인대에 대한 근막기법, 고관절 관절가동기법 등의 추나요법을 시행
할 수 있다. 시술시 수술 후 시기, 환자의 체력 및 근력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시술시 과도한 관절각도의 증가 및 수술부위
에 대한 과도한 압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배경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수기 치료 방법이다. 추
나는 한국에서 척추 및 관절 질환으로 인한 근골격계 통증치료에 임상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
러나 추나는 아직 행위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추나, tuina, chuna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
법에 따라 추나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번 한의표
준임상진료지침 개발에서는 추나, tuina, chuna 등으로 명시된 연구로만 추나치료로 분류하여 근거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근거안 도출시에는 추나(推拿)와 Tuina, Chuna 등으로 명칭이 명확하게 추나로 명
시된 임상연구들의 근거를 중점으로 활용하여 근거수준을 도출하였으며 권고안을 도출하였다. 그러
나, 실제 임상 전문가 인터뷰 등에서는 추나의 구체적인 방법인 관절가동술, 근막기법 뿐만 아니라 근
육에 대한 구체적인 추나요법으로서 근에너지기법(Muscle Energy Technique, MET)등을 사용한다고
조사된 바 있어, 향후 추나요법의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된 근거들도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슬관절전치환술 후에는 슬관절 재활운동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에 추가하여 추나치료를
수행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임상연구 근거를 확인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지침 개발과 관련하여 부족한 근거를 보완하기 위하여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 대한 침
치료 및 추나치료 임상시험 병행 경제성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임상연구 및 경제성 평가 연구결과를 요
약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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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상질문 : Q9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서 추나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은 통상적 재활치료 단독시행에 비해 통증, 기능 및
삶의 질 개선을 보이는가?
권고 적용군

중재

비교

결과

진료환경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

추나치료 + 통상적
재활치료

통상적 재활치료

통증, 기능, 삶의 질,
호전율

한·양방 협진병원
한방병원

① 개별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

슬관절전치환술후 추나치료를 통상적 재활치료와 병행하였을 때 더 효과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수
행한 체계적인 검색을 통해 총 6개의 문헌이 선택되었다.1-6) Hospital for special surgery(HSS)를 통한 기
능을 평가한 중국 논문이 총 5편 있었으며 모두 유의한 개선효과를 확인하였다. 5편 모두 통상적 재활
치료에 추나를 병행하여 기능 및 삶의 질 변화를 확인하였다.1,2,4-6) 또한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Arthritis Index(WOMAC)을 통한 기능평가를 시행한 논문이 1편 있었으며. 군간 통계적 유
의성을 통해 개선효과를 확인하였다.3)
② 연구결과의 요약

HSS 변수에 있어 메타분석을 수행하였을 때 MD 6.32 (95% CI 4.78, 7.87)로 유의한 호전이 확인
되었다. 1편은 WOMAC을 이용한 기능을 평가하였으며, MD -11.35 (95% CI -16.61, -6.09)로 유의
한 호전이 보고되었다3). 한 논문에서 신체통증에 대한 삶의 질을 SF-36 비교하였으나 MD 2.93 (95%
4)

-1.75, 7.61)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포함된 상당수의 임상 연구들이 배정은폐나 무작위배정 방법을 명시하지 않아 선택 비뚤림에서 자
유롭지 않았기에 비뚤림 위험 항목에서 한 단계를 낮췄다. 기능(HSS) 결과지표를 보고한 5편의 임상연
구 메타분석에 포함된 대상자 수는 총 298명이었고, 비정밀성, 비일관성 및 비직접성에서는 단계를 낮
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능(WOMAC) 및 삶의 질(SF-36) 메타분석에는 임상연구가 1편만 포
함되었고, 표본수가 OIS를 충족하지 않아서 비정밀성 측면에서 한단계를 더 낮추어 Low로 평가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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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요약표(Summary of Finding)
예측되는 절대효과(95% CI)

결과
(결과중요도)

총 환자수
(문헌 수)

근거수준
(GRADE)

비교위험도
(95% CI)

대조군

중재군

Function
(HSS)
(Critical)

298
(5 RCTs)

◯
Moderatea

-

-

MD 6.32 높음
[4.78, 7.87]

점수가 높을수록
개선됨을 의미함

Function
(WOMAC)
(Critical)

58
(1 RCT)

◯◯
Lowa,b

-

-

MD 11.35 낮음
[-16.61, -6.09]

점수가 낮을수록
개선됨을 의미함

QoL
(SF-36)
(Critical)

58
(1 RCT)

◯◯
Lowa,b

-

-

MD 2.93 높음
[-1.75 7.61]

점수가 높을수록
개선됨을 의미함

비고

HSS: Hospital for special surgery; WOMAC: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Arthritis Index; SF-36: 36-Item Short
Form Survey
a: 무작위배정방법이 명시되지 않고 배정은폐 방법 등이 불분명함
b: OIS 기준을 만족하지 않음
c. 배정은폐, 눈가림 방법이 불분명함

③ 임상연구 결과의 요약

진료지침의 개발당시 근거문헌으로 검색된 임상연구에 국내연구가 많지 않았으므로 국내 의료환경
에서 슬관절 전치환술 후 추나치료와 통상적 치료 병행이 기능장애 개선 및 통증완화에 효과적인지 알
아보기 위한 임상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임상시험은 2018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톨릭관동대학교부속 국제성모병원에
내원한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3개월이 경과되었으나 시각적 상사척도(NRS) 4점 이상의 슬
관절 통증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 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배정을 하여 등록을 하였다. 추나요법은 주 2회,
총 4주 치료를 시행하였고, 중재 중단 후, 8, 12주차에 추적관찰을 시행하고, 12주차의 경우는 경제성
평가에 한하여 대면조사 및 기타 방식으로 평가를 시행하였다. 대조군인 통상적 치료군은 의과에서 슬
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3개월 후, 수술부위 염증, 인공관절 이완등 명백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은 환
자 중 NRS 4점 이상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약물 치료를 시행함에 따라 약물치료를 시행
하였다. 1차 유효성 평가변수로는 K-WOMAC, 2차 평가변수로는 NRS, ROM, Risk of Fall을 사용하였
으며, 안전성 평가변수로는 이상반응과 실험실 검사를 시행하였다.
총 24인의 대상자가 모집되었고, COVID-19 등의 상황으로 인해 최소 2회 이상의 유효성 평가를 시
행한 22명(치료군 10명; 대조군 12명)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유효성 평가변수는 기저치의 군간 차이가 확인되어, 기저치 보정값으로 분석시점의 결과값을 분석
한 결과, 1차 평가변수인 K-WOMAC은 통증 도메인에서는 v2-v10 변화량, 기능 도메인과 총점 도메
인에서는 v2-fu1 변화량이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었으며, 4주간 추나치료가 슬관절 통증 및 기능개선
에 유효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통증 NRS, Risk of fall, Range of motion 평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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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의 불편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안전성 평가 분석
결과, 치료 전 후의 실험실 검사 및 이상반응 유무를 살펴보았으며 특별한 이상반응은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④ 임상연구병행 경제성평가 결과의 요약

임상연구병행 경제성평가 연구는 임상연구 병행자료를 활용하여 제한적 사회적 관점으로 여성 슬
관절 전치환술 환자에서 통상적 치료와 추나 병행치료의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는 연구로 의사결정수
형(decision tree) 모형을 기본 분석모형으로 위약군 대비 점증적 비용-효과비(ICER) 분석을 수행하였
다.
의사결정 수형 모형은 건강상태를 기반으로 하여 분석되었으므로 건강상태에 머무는 동안 단일한
건강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임상에서 건강상태별 QoL을 산출한 값을 직접 적용할 경우 단순 추나를 슬
관절 전치환술 환자에게 통상적 치료와 병행 치료할 경우의 ICER는 53,470,866원으로 산출되었다. 사
회적 지불의사 금액(WTP)인 1 GDP를 3,500만 원으로 가정할 때 비용-효과적인 대안으로 보기 어려
우나 짧은 임상기간과 여건상 적은 환자수의 임상으로 진행한 결과인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장기적인
임상시험의 추가적인 진행을 통해 슬관절 전치환술 환자에게 통상적 치료와 추나 병행치료의 잠재성
을 추가적으로 탐색해 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경제성 평가의 결과 해석에 있어 유의할 점은, 경제성 평가는 선택의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나 유일
한 판단 근거일 수 없다는 점이다. 임상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등의 종합적인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
다.
노인 인구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전, 노인 인구의 활동성 및 건강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슬관절 전치
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수술 이후 회복과 이를 통한 삶의 질관리에 대한 미충족 의료가 있
는 상황에서 미충족 의료 및 슬관절 전치환술 이후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를 위한 공식 및 비공식 비용
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기인한 사회적 질병부담과 사회의 의료비용 지출가
능성 등 균형 있게 고려하여 슬관절 전치환술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가능한 치료방법 확장을 모
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본 경제성 평가 연구는 슬관절 전치환술 후 통증개선이 제한적인 환자의 통증 및 기능개선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치료전략을 제시하고자 시도된 추나 병행치료 임상시험과 병행된 경제성
평가의 결과로 3개월(12주)의 단기간의 결과이므로 결과의 해석에 주의할 필요하며, 앞으로 다기관 혹
은 장기추적 임상 연구의 근거를 공고히 한 이후 이를 토대로 추나치료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권고안 도출에 대한 설명

선택된 연구에서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 치료 등의 일반적 관리와 추나치료의 병행이 유의하게 기
능을 개선시켜 임상적 이득은 뚜렷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핵심 결과지표의 종합 근거수준은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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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되었다. 선택된 연구 6편 모두에서 부작용 관련 언급이 없어 위해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슬관절전치환술 후 사용되는 임상에서의 추나는 관절가동술이나 근막기법 등으로 한의사에 의
해 주의깊게 시술된다면 위해가 크지 않다고 개발위원회는 판단하였다. 또한 지침 개발과 관련되어 이
루어진 임상연구에서 4주간의 추나치료가 슬관절 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게 통증과 기능개선에 유
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게 통합한방치료를 적용한 증례에서 확인하였을 때 추나를 사용하는 등
7)

임상에서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개발위원회는 권고등급을 C로 결정하였다. 임

상연구의 결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성 평가의 결과도 긍정적인 결과로 분석되었으나 임
상연구가 탐색적 임상시험으로서 추후 장기적인 연구를 통한 추가적인 근거마련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근거등급의 상향조정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향후 해당 임상질문에 대한 보다 많은 근거들이 도출될 필
요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임상적 고려사항으로는 국내 증례 보고 등을 참조하고, 임상전문가 인터뷰 등을 참조하여 슬관절전
치환술 후 재활치료의 과정에서 슬관절 주변 경혈과 근육에 대한 압박기법, 하지부 근육과 슬관절 주변
인대에 대한 근막기법, 하지부 관절가동기법 등의 추나요법 등 시행할 수 있다. 시술시 수술 후 시기, 환
자의 체력 및 근력에 따라 과도한 관절각도의 증가 및 수술부위에 대한 과도한 압박 등에 유의하여 시
행하도록 하며, 감염 등에 유의하여야 함을 고려하도록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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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슬관절전치환술후 임상진료지침 활용
슬관절전치환술후 한의치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실행과 확산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한의사의
권고안 인지 및 이해 부족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의계에서 근거 중심 의학 및 근거에 기반한 진
료보다는 아직까지는 임상적 경험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확산 전략을 통
해서 근거 중심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가고, 도출된 권고안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넓혀나갈 필요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진료지침의 이용 질 지표로는 한의사 설문조사를 통해 설문에 응답한
한의사 20% 이상이 슬관절전치환술후 한의진료 한의임상진료지침을 인지하고 있는지와, 인지한 한의
사의 20% 이상이 슬관절전치환술후 한의진료 한의임상진료지침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지표로 설정할
수 있다.
본 지침 이용에 있어 개발계획 당시, 임상활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 진료 한의사를 대상으로 다빈도 치료중재에 대하여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그 내용을 토대로 중재
를 설정하여 개발되었다. 실제 임상 현장에 슬관절전치환술후 한의치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보급
확산되고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치료 효과 향상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지침활용의 촉진요
인이라 사료된다.
권고안이 효과적으로 확산 및 실행할 수 있도록 진료지침 요약본 및 임상진료지침 기반의 슬관절
전치환술 후 환자 한의진료 흐름도를 포함한 확산자료를 개발하였다. 사업단 홈페이지 (http://www.

g-kom.or.kr) 및 한의사협회 게시판 등을 통해 확산 자료의 파일을 무료 배포하여 효과적으로 확산 및
시행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 학회의 학술대회 및 한의사 대상 보수교육 등에서 관
련 자료를 배포 및 교육을 통해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2. 한계점 및 의의
- 권고안 도출에 사용된 근거의 제한점
GRADE 방법을 적용했을 때 비뚤림 위험과 비일관성 및 비정밀성 측면에서 근거 수준을 낮춰야 하
는 근거가 많았다. 이는 수행된 임상 연구의 설계 및 수행에 있어서 비뚤림 위험이 있고 적은 수의 환자
를 대상으로 한 적은 연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출판된 근거 문헌이 많았으며, 중국에서 출판
된 문헌의 경우 제한된 정보만을 담고 있어 비뚤림 위험 높음 또는 불명확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았
다. 또한 포함된 연구들의 치료기간의 다양성과 치료방법의 다양성 등 임상연구의 디자인이 다양하였
다. 또한 출판된 연구의 수가 적고 활용할 근거가 없어, 일부 임상 질문에서는 전문가 합의를 통한 권고
안 도출이 이루어져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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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약침과 약침의 통합 권고 도출
봉약침과 약침의 특성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구분하여 권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봉약침 연구
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권고안에는 봉약침과 약침을 통합하여 근거를 도출하였으며, 많은 임
상연구가 시행되어 향후 권고안 갱신에서는 구분하여 각각 권고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세밀한 권고안 도출의 어려움
수술후 어느 시기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는지에 따라 중재에 따른 효과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고 생각된다. 그러나 상당수의 문헌에서 수술 후 몇 주의 환자인지, 어떠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인지
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근거문헌에서 제한적으로 서술되었기 때문에
수술 후 시기에 따른 세밀한 권고안 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임상진료지침 갱신 때는 좀 더 세밀
한 권고 도출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될 수 있는 잘 수행된 임상연구가 많이 출판되기를 기대한다.

- 임상 현실의 반영의 어려움
국내 현실에서는 슬관절전치환술 후 통증이나 강직, 부종 등이 지속되어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도
많으나, 빠른 전신 기능의 회복, 빠른 치유 등을 위해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결과변수의 경우에는 측정의 어려움이 있다. 삶의 질 등의 변화로도 볼 수 있기는 하나, 삶의
질 만으로는 정확하게 측정될 수 없는 요소일 수 있으나, 적당한 결과 변수 측정도구가 없는 것이 현실
이다. 따라서 이 측면 관련한 권고를 도출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 임상에서의 다양한 중재를 포괄하지 못함
임상에서는 다양한 한의 중재들을 활용하여 치료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국내 현황 조사 자
료가 부족하였으며, 시간의 한계 등으로 인해 모든 중재 관련 근거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향후 갱신 시
에 다양한 중재들을 포함하여 갱신할 예정이다.

- 권고 사항에 대한 동의
한의학적 치료 권고 사항에 대해 모든 한의사가 동의한다고 볼 수 없으며, 모든 임상 현장에 대한 적
용을 일반화할 수 없다. 현재까지 출판된 슬관절전치환술 후 한의 치료에 대한 최선의 근거를 모아 임
상적 경험과 더불어 권고안을 두출하였다. 그러나 환자의 임상 상황에 맞게 치료 방법을 선정하는 최종
결정자는 실제 진료를 행하는 한의사이므로 각 한의사의 임상 경험 및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임상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 심사기준을 삼기 어려우며, 더
욱이 특정한 임상적 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시행된 의료 행위를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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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연구 병행 경제성 평가
임상 병행 경제성 평가 연구 결과를 고려한 임상 권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분석 결과와 임상
적 연결성 부족으로 권고안 직접 반영으로 도출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환자등록 연구에서 빅데
이터 분석 및 환자 의료이용 패턴 분석 등으로 경제성을 고려한 임상 권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책 변동 및 연구 환경 변경으로 자료 연계가 불가한 현실적인 한계점으로 인
해 임상 권고안에 경제성평가 결과를 직접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본 지침 개발 연구에서
는 탐색적 임상병행 경제성 평가로 현재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연구를 위한 기초 근
거 생산을 위한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3. 향후 계획
본 임상진료지침은 현재까지의 모든 근거를 수집하여 개발되었으나, 근거의 양이 많지 않았다. 권
고안 도출시 근거가 부족했던 부분은 향후 임상연구 지원이 필요한 임상 연구 주제 도출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며, 임상연구가 필요한 주제들에 대해 간략히 제시하였다.

- 봉약침 관련 연구 : 임상에서 다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사용 한의사들이 경험
적 효과를 높이 평가하나, 아직까지 관련 근거가 출판된 바가 없어 잘 디자인된 임상연구가 필요하
다. 또한 수술 후 환자에서의 환부와 가까운 부분의 침 또는 약침 시술 안전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임상연구 수행을 통해 이에 대한 근거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 한약 관련 연구 : 현재 근거로 확보된 연구는 모두 중국 연구로 한국에서 쓰여지는 처방과 유사한
연구도 있었으나, 차이가 있는 연구도 있었다. 한국에서는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서 쓰여지는
한약에 대해 조사하고 이 처방들이 실제 환자에서 부종, 통증, 기능,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
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추나 관련 연구 : 추나 관련 임상 연구들이 매우 적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었으며, 연구 디
자인 및 수행에 있어서도 비뚤림 위험이 높은 연구였다. 특히 추나 관련 모든 임상연구가 중국에서
출판된 연구로 한국에서의 추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시행하는 추나 방법을 중
재로 사용하는 잘 설계된 임상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수술 시기나 상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추
나 기법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수술 환자의 상태 및 수술 시기 등에 따라
어떠한 추나 기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임상 연구 디자인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통합 치료 관련 연구 : 슬관절전치환술후 환자의 경우 노인 환자가 많아 수술 후 통증이나 관절 가
동 범위 제한이나 보행 시 불편감 외에도 전체적인 기력저하, 부종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할 수 있
다. 이러한 다양한 증상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실제 임상에서도 다각적인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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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침, 약침, 추나, 한약 등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복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의 임상 현황 반영을 위해서는 통합 치료와 관련한 효과도 임상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임상진료지침은 2017년 초기 발행 후, 3년 후인 2020년 갱신을 완료하였으며, 초기 발행된 임상
진료지침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근거를 보완 및 검토하여 새로운 권고안을 설정하였다. 2020년
에 갱신 이후에는 지침 개발 주관학회인 한방재활의학과학회 및 학회내 임상지침 질관리 모니터링 위
원회(신설예정)에서 5년마다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확인되는 경우 또는 지
침의 사용자 대상 조사를 통해 권고된 중재의 선호도나 임상에서의 활용 추이의 변동이 따라 신규 권고
안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침 개발 주관학회인 한방재활의학과학회 및 학회내 임상진료
지침 평가위원회에서 재검토하여 갱신 예정이다.
또한 임상진료지침에서 권고하는 중재의 활용여부 및 정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으로
한방의료기관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슬관절전치환술후 한의치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관련
인지도 및 활용여부를 지표로 삼아 평가할 예정(cutoﬀ: 응답율의 20%)이며, 또한 진료시에 주로 활용
하는 한의 치료 방법을 조사하여 한의표준진료지침의 권고안과 비교하여 지침의 세부내용이 임상현장
에서 직접적으로 시행되는 정도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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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진료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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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전치환술후 환자 내원

진단

의과 협진 의뢰

R1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의 수술부위에 대한 진찰 및 신체검진을
통해 감염, 신경손상 등이 의심되는 경우 의과 협진 의뢰를 고려할
수 있다. (C/Very low)

수술후
시기별 진단

R2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통상적 재활치료와 병행
되는 경우 수술후 단계별 치료목표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치료계획
을 수립하는 것을 고려할 수있다. (C/Very low)

수술후
한의 변증진단

R3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의 한의치료 계획시 변증진단을 고려할 수
있다. (C/Very low)

치료

단독 치료
R4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서 침치료 시행후, 수술부위의 통증감소
와 기능회복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슬관절 전치환술후 환자에게
침치료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 (B/Moderate)

침
R4-1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환자에서 침치료군이 거짓침군에 비해
단기적인 통증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환자에게 침치료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
(B/Moderate)

R7-1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환자에서 위약 외치요법군에 비해 유의한
통증감소가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환자에
서 한약외치요법을 고려 할 수 있다. (C/Low)

수술후
초기
한약
외치요법

✚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 치료

뜸

R8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환자에서 뜸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
은 통상적 재활치료 단독 시행에 비해 유의한 통증감소, 기능회복,
근력증가가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슬관절 전치환술 후 초기환자에
서 뜸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C/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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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 치료

R4-2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서 침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군이 통상적 재활치료 단독 시행군에 비해 통증감소와 기능
회복, 낮은 부작용 발생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게 통상적 재활치료와 침치료
병행치료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 (C/Low)

R5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서 전침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군이 통상적 재활치료 단독 시행군에 비해 통증감소와 기능
회복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서 통상적 재활치료와 전침치료 병행치료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 (B/Moderate)

약침

R6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서 약침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
의 병행치료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할 수
없었으나, 임상활용현황 결과 및 전문가 그룹의 합의에 근거하여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게 약침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
의 병행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C/Very low)

한약

R7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서 한약치료 시행 후, 염증감소, 통증
감소 및 기능회복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게 한약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B/Low)

침

전침

수술후
재활기

수술후 초기 및 재활기

한약

추나

R7-2

슬관절전치환술 후 초기 및 재활기 환자에서 한약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군이 통상적 재활치료 단독 시행군에 비해 염증감소,
통증감소 및 기능회복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슬관절전치환술
후 환자에서 한약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B/Low)

R9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서 추나치료와 통상적 재활치료
병행은 통상적 재활치료 단독시행에 비해 통증감소와 기능회복이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슬관절전치환술 후 재활기 환자에서 통상적
재활치료에 추나치료를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B/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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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플렛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제작(2021년)
다운로드:http://www.nck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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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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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제작(2021년)
다운로드:http://www.nck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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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포그래픽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제작(2021년)
다운로드:http://www.nck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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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 정리
HSS (Hospital for Special Surgery)

HSS 도구는 Hospital for Special Surgery에서 인공 관절술의 결과를 알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 1970
년대에 소개된 도구이며, 인공 관절술 외에도 고관절 및 슬관절 수술 결과를 알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HSS score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7개 항목 즉 동통, 기능, 관절 운동 범위, 근력, 굴곡 구축, 불안정
성과 감점(subtra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통이 가장 많은 점수(30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 기
능(22점) 및 관절 운동(18점)의 순서이고 근력, 굴곡 구축 및 불안정성은 각 10점으로 같다. 100점 중 약

50점은 면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나머지 50점은 진찰을 해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결과가 좋게 되어 있다.
KSS (Knee Society score)

무릎의 인공관절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구성된 Knee Society는 1989년 HSS의 단점을 보
완하여 Knee Society score를 만들었다. KSS는 HSS에 A-P 불안정성과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
여건에 따른 환자의 분류법을 추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평가법은 HSS와 다른 평가 점수를 부여했
으며 크게 세 개의 분야로 나뉘는데 하나는 슬관절 점수, 또 하나는 기능 점수, 그리고 신체적 여건에 대
한 분류이다.
NRS (Numerical Rating Scale for pain intensity)

NRS는 0에서 10까지 나열된 여러 형태의 척도를 통해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숫자를 사용하여 말이
나 글로 대답하는 척도이다. 종이에 직선으로 표시하는 VAS에 비해 임상에서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는 것이 장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SF-MPQ (Short Form Mcgill Pain Questionnaire)

Melzack과 Torgerson에 의해 만들어진 MPQ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임상에서는 이를 간략화한
SF-MPQ가 주로 사용되며, PRI(Pain Rating Index), PPI(Present Pain Intensity), VAS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PRI는 말로 표현하는 통증 양상에 따라 15항목 중 해당 항목을 선정하여 0점부터 3점까지 점
수를 부여하고, 최대 가능 점수는 45점이다. PPI는 말로 표현하는 통증 정도에 0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한다. SF-MPQ의 모든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SF-36 (Short Form-36)

Rand Corporation에서 개발된 SF-36는 신체적 통증(2), 육체적인 측면의 역할 장애(4), 정신적인 측
면의 역할 장애(3), 육체적 기능 제한(10), 사회적 기능 제한(2), 정신 건강(5), 건강에 대한 인식(5), 및
생활 활력 및 피로 정도(4)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는 건강관련 삶의 질 척도로 8개의 영역을 35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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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VAS (Visual Analogue Scale for pain intensity)

VAS는 무증상을 0, 참을 수 없는 통증을 10으로 표시한다. 직선 위에 통증의 정도를 표시하고 길이
를 재서 그 정도를 평가한다. 본래의 VAS는 직선 위에 중간 단계 표시가 재하지 않으며 대체로 직선의
길이가 10cm이다. cm 혹은 mm로 표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WOMAC :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Osteoarthritis Index

관절의 통증, 경직 및 신체 기능을 포함하여 무릎 및 엉덩이 관절염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널
리 사용되는 표준 설문지로 1982년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에서 개발됨. 통증 문항

5개(점수 범위 0~20), 강직 문항 2개(점수 범위 0~8) 및 기능 제한 문항 17개 (점수 범위 0~68)로 이루
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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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해상충선언서
1) 이해상충서약서 서식
이해상충공개서약서
연구 과제명

수술후 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참여 연구원

송윤경, 최성열, 박정식(가천대학교), 박태용, 채동식(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조재흥(경희
대학교), 황의형(부산대학교), 이정한(원광대학교)

본인은 상기 연구와 관련하여 특정기관과 연구 관련자로부터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원과 제
공에 대한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보고합니다.
 아래 사항 중 한 항목 이상 해당됩니다.


지원기관으로부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비용이나 교육 보조금, 연구기기, 자문 또는 사례금
형태로 1,000만원 상당의 비용을 제공받았습니다.
총 금액 :



지원기관의 지분이익이나 스톡옵션과 같이 경제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제공받았습니다.
총 금액 :
종 류:



기타 1,000만원 상당 또는 5%가 넘는 지분이익이나 이권을 제공 받았습니다.
총 금액 :
종 류:



지원기관에 공식/비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장, 자문역, 고문 등)
기관명 :
직 위:



연구대상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특허, 상품권, 라이센싱, 로열티 등)
종 류: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이 소속된 회사가 위에서 기술된 것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

 상기 항목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확인한 모든 내용은 정확히 기술되었으며 만약 연구 진행 중에 재정적인 이해관계가 변동되는 이해상충(COI)이
생기는 경우 이를 인지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한방재활의과학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제출일자: 2020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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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부록

2) 이해상충선언 결과
(1) 수용개작 개발 그룹(2019-2020)
구분

직책

실행위원회

개정위원회
집필위원회

검토 및 인증 위원회

위원

이름

소속

지역

이해상충 관계

송윤경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경기

없음

김경자

인하대학교 간호과대학

인천

없음

고유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서울

없음

송윤경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경기

없음

박태용

카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경기

없음

이정한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전북

없음

조재흥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서울

없음

황의형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부산

없음

최성열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경기

없음

박정식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경기

없음

최유민

우석대학교

전북

없음

차윤엽

상지대학교

강원

없음

염승룡

원광대학교

전북

없음

서병관

경희대학교

전북

없음

김은정

동국대학교

경북

없음

고연석

우석대학교

전북

없음

황만석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경남

없음

김민규

자생한방병원

서울

없음

김현호

한의플래닛

서울

없음

이준환

한국한의학연구원

대전

없음

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대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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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 후 레지스트리 그룹(2019-2020)
구분

개정 위원회

직책

레지스트리 연구 수행

이름

소속

지역

이해상충 관계

송윤경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경기

없음

정영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

없음

정원석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서울

없음

이정한

원광대학교 익산한방병원

전북

없음

이은정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대전

없음

설재욱

청연 한방병원

전남

없음

박지훈

박지훈 한의원

경기

없음

이승조

소중한몸한의원

전북

없음

이지혜

정한의원

경기

없음

김한겸

김한겸한의원

경기

없음

김의영

어깨동무한의원

경기

없음

유명석

대명한의원

서울

없음

이효근

견우한의원

서울

없음

3. 승인서
아래 학회에서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수술 후 증후군 한의표
준임상진료지침”을 검토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해 승인합니다.
학회명

학회장

승인일자

1

한방재활의학과학회

회장 최진봉

2021년 9월 27일

2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회장 양회천

2021년 9월 29일

3

대한침구의학회

회장 백용현

2021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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