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류 마 티 스 학 회 지
Vol. 11, No. 2, June, 2004

□ 원

무릎 골관절염에서의 펄스 전자기장 치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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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Pulsed Electromagnetic Fields in the Treatment of Knee
Osteoarthritis. Report of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Randomized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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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pulsed electromagnetic fields (PEMF) in the
treatment of knee osteoarthritis (OA).
Methods: In this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double-blind trial, 51 patients with knee
OA, diagnosed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the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were
treated with PEMF or placebo. Eleven patients failed to attend after screening and were
excluded from analysis. Treatment consisted of 3 half-hour periods of exposure per week
over 6 weeks in a specially designed cylindrical device that emits low-frequency pulsed
electromagnetic fields (25 gauss, 12 Hz). The primary outcome measure was reduction in
pain on movement using a 10 cm visual analog scale. Secondary outcome measures
included joint swelling and tenderness, the Lequesne index, and overall evaluations of
improvement by the patient and examining physician. Evaluations were made at baseline, 3
week and 6 week during treatment and 4 weeks after finishing treatment.
Resul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EMF and placebo groups in
respect of any outcome measures after treatment. Range of motion and knee sw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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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ded to be improved in the PEMF group. There were no clinically relevant adverse
effects attributable to PEMF treatment.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EMF treatment has no clinically significant
benefits in patients with knee OA resistant to conventional treatment. The larger studies are
needed to confirm the efficacy of PEMF therapy in knee OA.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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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 무릎 골관절염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환자로

서

3개월 이상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진통제, 물리

론

치료 등으로 치료함에도 중등도 이상의 통증이 있는
펄스 전자기장(pulsed electromagnetic fields) 치료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임신 중이거나 인공 심박

잘 아물지 않는 골절에 효과가 인정되어 이미 1970

동기를 부착하고 있는 환자는 제외하였다. 시행하기

년대부터 사용하고 있는 치료로서 1979년에 미국 식

전에 서면동의서를 받았고 증상이 더 심한 한쪽 무

품의약국(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공인을

릎에만 시행하였다. 51명의 환자(치료군 26명, 위약

1,2)

받았다

. 또한 골관절염의 대체 치료방법으로도 제

군 25명)가 선택기준에 합당하였다.

3)

시되었다 . 실제 임상에서 사용 중인 골절이나 다른
질환의 치료 효과를 보고한 연구에서 펄스 전자기장

3. 치료계획

치료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

환자는 PEMF 치료군과 위약군으로 무작위로 배

나 골절의 지연유합 이외의 질환에서 임상적인 효과

정하였다. 치료기간은 주 3회(월, 수, 금), 6주간 치

가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직 없고, 미국류마티

료하여 총 18회 시행하였다. PEMF 치료조건은 25

스학회(American College of Rhematology)에서도 현재

gauss, 12 Hz로 매회 30분간 시행하였다. 환자는 의

무릎 및 고관절의 골관절염의 치료방법으로 펄스 전

자에 앉아서 무릎을 펴고 원통형의 펄스 전자기장

4)

자기장 치료법은 추천되고 있지 않다 . 그러나 Trock
1,2)

등

발생 기구 내에 해당 무릎을 위치시킨다. 이 장치는

은 골관절염 환자에게 펄스 전자기장 치료를 시

자기장 발생기(magnetic field generator), 고리형의 에

행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저자

어코일(ring-shaped air coil), 전자 접촉면(electronic

들은 펄스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원통형 기구를 고

interface) 등의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독특한

안하여 이를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 적용하여 치료효

형태의 펄스 전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기구이다. 자기

과를 연구하고자 무작위배정, 위약대조, 이중맹검 임

장 발생기는 낮은 전압의 직류전기를 생산해낸다.

상시험을 시행하였다. 무릎 골관절염을 대상으로 삼

전자접촉면은 전류를 코일에 전달해 주어 자기장 발

은 것은 무릎은 펄스 전자기장 발생 장치를 적용하

생기와 코일 간에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에어코

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4,5)

.

일은 동질의 자기력 선속(magnetic flux)을 x축, y축,
1)

z축으로 발생시킨다 . 저주파 발생 방법은 직류전원
을 스위칭 회로에 의해서 펄스 형태의 저주파를 발

대상 및 방법

생시키도록 하는 것으로, 100 Hz 이하의 저주파로

1. 임상시험방법

100 gauss 이하의 자기장을 만들어내도록 고안되었다.

이중맹검, 위약대조,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

본 연구에서는 평균 12 Hz의 초저주파의 25 gauss의
자기장을 펄스형태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위약군에서

2. 대상 환자의 선택

도 동일한 시간의 조작을 가했고 한 명의 간호사가

2000년 10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담당하였다. 이 장치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자기

류마티스내과 외래를 방문한 환자 중 미국류마티스

장만을 발생시키므로 열이나 소리가 발생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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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치료받는 동안에 아무런 느낌을 받지 않는다.

절운동 시 발생하는 통증강도이고, secondary endpoint로

따라서 위약군에서도 위약인지를 알 수 없다.

는 관절의 종창과 압통, 운동범위, Lequesne index, 의사
와 환자의 전반적인 효과판정 등으로 하였다.

4. 관찰 및 검사

치료군과 위약군에서 치료 전, 후의 관절운동 시

치료시작 2주∼0주 전에 성별, 나이, 증상의 시작

통증강도와 관절운동범위는 기저상태와 3주, 6주 및

시점, 투여받고 있는 약물, 신장, 체중, 체중지수

10주의 값 혹은 변화율을 비교하였고 t-test를 사용하

(body mass index) 등을 조사했다. 또한 관절의 종창,

였다. 관절운동 시 통증강도와 관절운동범위의 각

압통, 운동범위 등을 검사하였고, Lequesne index를

군내에서의 변화량의 유의성 평가는 paired t-test를

조사하였고, 통증강도를 100 mm VAS (visual ana-

사용하였다. 관절종창과 압통, Lequesne index의 비교

logue scale)로 측정하였다. 검사실 검사로는 말초혈

는 Wilcoxon rank sum test를 사용하였고, 이 들의 변

액검사, 화학검사, 요검사를 시행하였다. 이 검사는

화량의 유의성은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이용하

치료종료 시점인 6주째에도 반복하여 시행하였다.

였다. 환자와 의사에 의한 전반적인 효과판정의 비

치료시작 후 3주, 6주, 10주에 관절검진을 시행하
였고, Lequesne index를 조사하였으며, 운동 시 통증

교는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였다. 통계학적인 유
의수준은 0.05로 정하였다.

의 강도를 100 mm VAS로 측정하였다. 또한 환자와
의사에 의한 전반적인 효과판정을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7단계 임의척도(arbitrary scale)를 사용하였다.
3=아주 많이 좋아졌다, 2=많이 좋아졌다, 1=약간 좋
아졌다, 0=변화가 없다, -1=약간 나빠졌다, -2=많

결

과

1. 대상환자
총 51명(여자 46명, 남자 5명) 중 치료군에 26명,
위약군에 25명이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11명은 서면

이 나빠졌다, -3=아주 많이 나빠졌다.

동의서를 작성하고 기초조사를 받았으나 치료에 계

5. 효과의 판정 및 통계처리

속 참여하지 못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 중 6

Intention-to-treat 분석을 했고 primary endpoint는 무릎관

명은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2명은 교통불편을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51 patients with knee osteoarthritis
ꠧꠧꠧꠧꠧꠧꠧꠧꠧꠧꠧꠧꠧꠧꠧꠧꠧꠧꠧꠧꠧꠧꠧꠧꠧꠧꠧꠧꠧꠧꠧꠧꠧꠧꠧꠧꠧꠧꠧꠧꠧꠧꠧꠧꠧꠧꠧꠧꠧꠧꠧꠧꠧꠧꠧꠧꠧꠧꠧꠧꠧꠧꠧꠧꠧꠧꠧꠧꠧꠧꠧꠧꠧꠧꠧꠧꠧꠧꠧꠧꠧꠧꠧꠧꠧꠧꠧꠧꠧꠧꠧꠧꠧꠧꠧꠧꠧꠧꠧꠧ
placebo (n=25, Mean±SD)
PEMF (n=26, Mean±SD)
p-valu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ears)
63.52±8.85
66.23±8.80
.278***
Body weight (kg)
63.88±8.62
66.57±9.64
.299***
Height (cm)
156.50±4.34
157.02±4.45
.681***
2
BMI* (kg/m )
26.10±3.05
27.05±3.68
.333***
Disease duration (year)
12.72±7.54
12.80±7.57
.970***
Sex (M:F)
23：2
23：3
VAS**
49.56±12.56
54.11±14.51
.237***
†
ROM
121.48±15.97
121.11±16.09
.936***
††
Swelling
0.36±0.57
0.50±0.65
.417
††
Tenderness
0.60±0.58
0.77±0.65
.332
††
Lequesne index
9.04±3.84
10.65±3.40
.119
††
Pain or discomfort
3.72±1.90
4.81±1.69
.039
††
Maximum distance walked
1.60±1.58
2.11±1.58
.132
‡
††
ADL
3.68±1.84
3.73±1.61
.66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body mass index, **10 cm visual analogue scale, ***t-test, †range of moti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Wilcoxon
rank sum test
― 145

―

― 대한류마티스학회지 제 11 권

제 2 호 2004 ―

이유로, 1명은 현기증이 심하여, 1명은 대상포진에

사이에 통계학적인 차이가 없었다. 0주와 비교하였

감염되어, 또 다른 한 명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을 때 치료군에서는 3주, 6주에 유의한 호전을 보이

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기초자료 조사를 받은 후

다가 10주에는 유의한 호전을 보이지 않았다(p=

치료 1주 내에 중도탈락되었다. 치료 종료시점인 6

0.001, p=0.005, p=0.312 by Wilcoxon signed rank

주에는 40명(치료군 및 위약군 각각 20명), 치료종료

test). 위약군에서는 3주와 6주에는 호전을 보이다가

후 4주째인 10주에는 30명(치료군 및 위약군 각각

10주에는 유의하게 악화되었다(p＜0.001, p=0.005, p=

15명)의 환자가 연구를 마쳤다. 위약군과 치료군간

0.043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에 나이, 체중, 신장, 체중지수, 관절염의 유병기간,
복용약물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다. 관절운동 시

관절운동범위, 종창, 압통의 두 군 간의 변화량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통증강도, 관절운동범위, 관절의 종창 및 압통의 정

Lequesne index의 총점의 평균치도 치료 전과 3주,

도, Lequesne index 등에서도 양 군 간에 차이를 보

6주, 10주에 양 군 간에 통계학적인 차이가 없었고

이지 않았다(표 1). 6주까지 치료를 완료한 40명에

그 변화량을 비교하였을 때 두 군 모두에서 0주에

대해서도 두 군 간에 차이는 없었다. 이는 각 군 사

비해 3주, 6주, 10주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호전은

이에 병의 중증도에 차이가 없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없었으며 두 군 간에도 통계학적인 차이를 보이지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학적인 차이는 보지 않았다.

않았다. Lequesne index를 각각의 소단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표 3). 먼저 통증부분에서 평균치는 치료

2. 관절운동시 동통(표 2)

전과 3주, 6주, 10주에 두 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

무릎 관절운동 시 통증강도는 치료 전과 3주, 6주,

았고 통증 변화량을 보면 두 군 모두 통계학적으로

10주에 치료군과 위약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

유의한 호전이 없었으나 치료군에서 6주, 10주의 변

다. 또한 치료군과 위약군에서 0주와 비교했을 때 3

화량이 위약군보다 큰 경향을 보였다(p=0.094, p=

주, 6주, 10주에 통증강도의 호전이 있었으나(치료군

0.070 by Wilcoxon rank sum test). 보행부분에서는

에서 각각 p=0.001, ＜0.001, 0.003, 위약군에서 각각

양 군 간에 평균치에서의 차이는 없었고, 변화량을

p=0.001, 0.001, 0.015), 이 변화량은 두 군 사이에 통

보면 위약군에서는 3주, 6주, 10주에 통계학적으로

계학적인 차이는 없었다.

유의한 호전을 보였고(p＜0.001, p=0.010, p=0.001 by

3. 관절운동범위, 관절의 종창, 압통 및 Lequesne
index (표 2)

Wilcoxon signed rank test), 치료군에서는 변화가 없
었으나 두 군 간에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다. Activities of daily living의 평균치는 두 군 간에 차이가

무릎의 관절운동범위는 치료 전과 3주, 6주, 10주

없었고 그 변화량은 위약군에서는 3주에 약간의 호

에 두 군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전을 보이고 치료군에서는 변화가 없었으나, 두 군

고 변화량을 보았을때 치료군에서 3주, 6주에 유의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한 호전을 보였으나(p=0.023, p=0.032 by paired t-test)
위약군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4. 환자와 의사의 전반적인 효과 판정

관절의 종창은 치료 전과 3주, 6주, 10주에 각 군

환자와 의사에 의한 전반적인 효과판정을 하였는

사이의 차이는 없었다. 0주와 비교했을 때 치료군에

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7단계 임의척도를 사용하

서는 3주, 6주, 10주에 계속적으로 유의한 호전을 보

였다. 그러나 아주 많이 좋아졌다와 아주 많이 나빠

였고(p=0.001, p=0.045, p=0.017 by Wilcoxon signed

졌다는 평가를 한 환자나 의사가 한 명도 없었고 많

rank test), 위약군에서는 3주, 6주에는 통계학적으로

이 좋아졌다와 많이 나빠졌다고 대답한 경우도 적어

유의한 호전이 있으나 10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서 7단계 척도를 사용하지 않고 호전(2∼3), 불변

지 않았다(p＜0.001, p=0.009, p=0.254 by Wilcoxon

(1∼-1),

signed rank test).

하였다. 치료군과 위약군에서 3주, 6주, 10주에 호전,

관절의 압통은 치료 전과 3주, 6주, 10주에 각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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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2∼-3)의

3개

군으로 나누어

분석

불변, 악화 중에서 불변이라고 답한 경우가 제일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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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in osteoarthritis parameters in PEMF-treated and placebo patients
ꠧꠧꠧꠧꠧꠧꠧꠧꠧꠧꠧꠧꠧꠧꠧꠧꠧꠧꠧꠧꠧꠧꠧꠧꠧꠧꠧꠧꠧꠧꠧꠧꠧꠧꠧꠧꠧꠧꠧꠧꠧꠧꠧꠧꠧꠧꠧꠧꠧꠧꠧꠧꠧꠧꠧꠧꠧꠧꠧꠧꠧꠧꠧꠧꠧꠧꠧꠧꠧꠧꠧꠧꠧꠧꠧꠧꠧꠧꠧꠧꠧꠧꠧꠧꠧꠧꠧꠧꠧꠧꠧꠧꠧꠧꠧꠧꠧꠧꠧꠧ
week
placebo (n=20, Mean±SD)
PEMF (n=20, Mean±SD)
p-valu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S
0
50.45±13.24
52.35±14.69
.670***
3
43.45±14.09
45.10±15.67
.728***
6
39.53±18.62
41.25±15.77
.756***
10
42.67±17.05
40.80±14.83
.751***
‡
‡
VAS (%)*
0∼3
-13.71±15.56
.001
-13.49±15.34
.001
965***
‡
‡
0∼6
-24.08±26.22
.001
-20.25±20.81
＜.001
615***
‡
‡
0∼10
-17.15±23.94
.015
-22.15±24.20
.003
574***
ROM
0
121.05±17.13
120.70±16.28
.948***
3
125.40±8.87
125.35±13.27
.989***
6
126.10±10.67
126.70±12.66
.875***
10
127.80±10.47
121.00±10.47
.086***
‡
‡
ROM (%)*
0∼3
5.53±16.76
.156
4.48±8.08
.023
.802***
‡
‡
0∼6
6.28±16.79
.121
5.88±11.36
.032
.932***
‡
‡
0∼10
3.94±12.09
.227
2.48±13.16
.477
.753***
†
Swelling
0
0.45±0.60
0.50±0.61
.768
†
3
0.23±0.44
0.21±0.42
.773
†
6
0.11±0.32
0.10±0.31
.957
†
10
0.27±0.46
0.27±0.80
.438
††
††
†
Swelling (Δ)**
0∼3
-0.20±0.41
＜.001
-0.31±0.48
.001
.414
††
††
†
0∼6
-0.26±0.56
.009
-0.40±0.60
.045
431
††
††
†
0∼10
-0.27±0.70
.254
-0.13±1.06
.017
762
†
Tenderness
0
0.55±0.60
0.75±0.72
.
386
†
3
0.45±0.51
0.65±0.59
287
†
6
0.47±0.51
0.65±0.59
361
†
10
0.67±0.49
0.73±0.46
695
††
†
†
Tenderness (Δ)**
0∼3
-0.10±0.31
＜.001
-0.10±0.45
.001
965
††
††
†
0∼6
-0.05±0.52
.005
-0.10±0.55
.005
776
††
††
†
0∼10
0.06±0.59
.043
-0.13±0.74
.312
.403
†
Lequesne index
0
9.30±3.69
10.70±3.49
.334
†
3
8.50±3.36
10.05±3.73
.313
†
6
8.05±3.45
8.85±3.81
.437
†
10
9.00±4.58
9.67±4.92
.917
††
††
†
Lequesne index (%)* 0∼3
-8.03±11.21
.604
-7.82±21.01
.473
732
††
††
†
0∼6
-11.40±12.28
.175
-18.97±23.96
.735
.370
††
††
†
0∼10
-6.55±23.42
.460
-9.54±37.30
.781
.44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ercent change from baseline=(late week average-baseline average)/baseline average×100. Negative value means
improvement when compared with baseline. **Improvement from baseline=(late week average-baseline average),
†
‡
Negative value means improvement when compared with baseline. ***t-test, Wilcoxon rank sum test, paired
††
Wilcoxon signed rank test.
t-test,

았고 두 군 간에 통계학적인 차이가 없었다(표는 제
시하지 않았음).

5. 부작용
검사실 소견에서 말초혈액검사, 화학검사, 요검사,
ESR에서 유의한 변화가 없었고, 그 외 부작용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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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bgroup analysis of Lequesne index in PEMF-treated and placebo patients
ꠧꠧꠧꠧꠧꠧꠧꠧꠧꠧꠧꠧꠧꠧꠧꠧꠧꠧꠧꠧꠧꠧꠧꠧꠧꠧꠧꠧꠧꠧꠧꠧꠧꠧꠧꠧꠧꠧꠧꠧꠧꠧꠧꠧꠧꠧꠧꠧꠧꠧꠧꠧꠧꠧꠧꠧꠧꠧꠧꠧꠧꠧꠧꠧꠧꠧꠧꠧꠧꠧꠧꠧꠧꠧꠧꠧꠧꠧꠧꠧꠧꠧꠧꠧꠧꠧꠧꠧꠧꠧꠧꠧꠧꠧꠧꠧꠧꠧꠧꠧ
week
Placebo (n=20, Mean±SD)
PEMF (n=20, Mean±SD) p-valu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ain or discomfort
0
3.95±1.73
4.75±1.65
0.108
3
3.45±1.70
4.30±2.03
0.124
6
3.16±1.54
3.50±1.76
0.470
10
4.00±2.14
3.67±1.76
0.767
†
†
Pain or discomfort (%)* 0∼3
-14.95±24.05
.065
-14.96±28.34
.134
0.792
†
†
0∼6
-10.48±33.01
.102
-29.11±27.32
.788
0.094
†
†
0∼10
-2.27±31.01
.212
-25.41±31.39
.918
0.070
Maximum distance
0
1.50±1.50
2.25±1.68
0.085
walked
3
1.20±1.00
2.15±1.42
0.020
6
1.31±1.25
1.90±1.37
0.136
10
1.13±0.83
2.07±2.28
0.267
†
†
Maximum distance
0∼3
-8.00±22.42
＜.001
7.84±54.85
＜.001
0.948
†
†
walked (%)*
0∼6
-0.95±36.69
.010
-6.80±36.97
.030
0.372
†
†
0∼10
-6.67±23.09
.001
32.14±193.87
.001
0.363
ADL**
0
3.80±1.85
3.70±1.69
0.900
3
3.75±1.77
3.60±1.85
0.799
6
3.53±1.71
3.45±1.79
0.924
10
3.80±2.57
3.93±1.87
0.579
†
†
ADL (%)*
0∼3
-1.46±14.32
.001
2.03±60.35
.030
0.870
†
†
0∼6
-7.34±21.00
.057
-1.21±60.80
.014
0.807
†
†
0∼10
-0.91±31.33
.136
17.16±63.00
.174
0.64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ercent change from baseline=(late week average-baseline average)/baseline average×100. Negative value means
improvement when compared with baseline. **Activities of daily living, ***Wilcoxon rank sum test, †Wilcoxon
signed rank test.

소하지 않았으며 검사자에 의해서도 관찰되지 않았

이지 않은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고 위약효

다.

과가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연구1,2,5)와 다른 결과를

고

1)

보였다. Trock 등 의 연구에서는 1년 이상의 유병기

찰

간을 가지고 있고,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나 기타
본 연구는 51명의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통제, 물리치료 등에 의해 증상 조절이 충분하지

펄스 전자기장 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시행하였

않은 환자로서, 무릎 부위 이외에도 손가락의 골관

다. 관절운동 시 동통은 양 군 모두에서 의미있게

절염 환자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1994년에 발표된

호전되었으나, 치료군과 위약군 간에 관절운동 시

Trock 등2)의 연구에서는 1년 이상의 유증상 기간을

동통, 관절의 종창, 압통 및 운동범위의 변화량 등에

가지며, 무릎 골관절염 이외에도 경추부위의 골관절

서 두 군 간에 통계학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염 환자도 포함되어 있다. Zizic 등 의 다기관 연구

5)

VAS는 통증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의 차이 때문에

에서는 20세 이상의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개인마다 차이가 심하여 치료결과를 평가하는 감수

하였으나 유병기간은 명시하지 않았다. 즉, 기존의

4)

성에서는 취약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 따라서 본

연구들과 본 연구는 대상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연구에서처럼 VAS에서는 치료군이나 위약군 모두에

무릎 골관절염 환자만을 대상으로 시행한 Pipitone과

서 호전을 보이지만 Lequesne index에서는 호전을 보

Scott 의 연구에서는 유병 기간은 본 연구에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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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았지만(평균 40개월) WOMAC score나 EuroQol

러 가설이 있었다. 대개는 in vitro나 실험실내 in

score에서 치료군과 위약군 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vivo 연구에서 밝혀진 것들이다. 즉,

35

S-sulfate의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은 12년 이

proteoglycan 내로의 융합(incorporation)을 증가시키고,

상의 평균 유병기간과 중등도 이상의 통증을 가지고

35

있었고, 기존의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었던 환자들을

켜 proteoglycan의 합성을 증가시키고, 부갑상선 호르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전의 보고들과 다른 결과

몬과 transforming growth factor β에 의해 연골세포

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proteoglycan의 합성을 증가시

1)

Trock 등 은 총 1개월간 30 Hz 이하, 10∼20 gauss

S-, 3H-thymidine의 연골세포 내로의 융합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6)

. 또 펄스 전자기장은 인

의 전자기장을 이용하여 1주에 3∼5번씩 총 18번을

간의 관절연골의 대사를 촉진시키며, 유사분열(mito-

시행하였고, Trock 등2)은 5 Hz, 10∼12 gauss로 10분,

sis)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다6). 또한 저

10 Hz, 15∼25 gauss로 10분, 12 Hz, 15-25 gauss로

자들의 연구에서 PEMF 치료 시 연골세포의 apopto-

10분씩 1일 30분 동안, 1주에 3∼5번을 약 1 개월

sis를 억제하고 Bcl-2가 증가됨이 관찰되었다(unpubli-

동안 시행하여 총 18번을 투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

shed observation).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펄스 전자기

4)

다. Pipitone과 Scott 은 오전과 오후에는 7.8 Hz, 저

장 치료의 무릎 골관절염에서의 작용기전은 여러 가

녁에는 3 Hz, 각 각 ＜0.5 gauss의 전자기장을 매 10

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간

분간 총 6주간 투여하였고, Zizic 등5)은 100 Hz, low

엽세포(mesenchymal cell) 대사의 활성화, 염증의 억

amplitude로 하루 6∼10시간씩 총 4주간 치료를 시행

제, 국소적 혹은 중추적인 통각의 조절 등 으로 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2 Hz, 25 gauss로 주 3회,

각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얻은 임상적 효

1,2)

4)

의

과에 대한 기전은 아직 불명확하다2,4). 본 연구에서

은 골관절염에서 긍

치료군과 위약군에서 모두 VAS의 개선이 유의하게

정적인 치료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의

관찰된 것은 위약 효과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Pipitone과 Scott4)은 매일 시

였다. 그러나 치료군에서 무릎의 관절운동범위와 종

행하였지만 통증 감소 등에서 치료군과 위약군 사이

창이 호전된 경향을 보여,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

한 번에 30분씩 총 18번을 시행하여 Trock 등
방법과 유사하였다. Trock 등

1,2)

5)

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고, Zizic 등 은 치료군에

규모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서 통증과 관절의 기능에서는 호전을 보였으나 압
통, 종창, walking time에서는 치료군과 위약군 사이

결

론

에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렇게 전자기장을
방출하도록 만든 기기의 크기, 모양, 극성 등이 다양

펄스 전자기장 치료는 기존의 치료에 별 반응이

하여 각 연구들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또한 매

없는 무릎 골관절염에서 사용했을 때 특별히 부작용

일 시행하는 것의 효과는 어떤지에 대해서는 추가적

은 없었으나 위약과 비교하여 더 나은 효과는 없었

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주목할

다. 그러나 무릎의 관절운동범위와 종창은 PEMF에

만한 것은 현재까지 표준화된 치료방법이 정해져 있

의해 호전되는 경향을 보였다. 향후 더 많은 환자를

지 않고, 펄스 자기장 치료를 처음 개발한 Markoll

대상으로, 여러 자기량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보는

등6)은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골관절염 등에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의미있는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전
자기장의 자기량에 따른 통증감소 효과에 대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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