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TOPICS

골관절염이
(Osteoarthritis)
기본

.

골관절염에 관해 기억할 사항
골관절염은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 내의 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골관절염은 가장 흔한 형태의
관절염이며 노년층에 더 흔합니다.
골관절염의 일반적인 증상에는 관절이 움직이는 모습의 변화와 관절이 느슨하거나 불안정하다는
느낌의 변화는 물론, 관절 통증, 뻣뻣함, 그리고 부종이 포함됩니다.
보통, 골관절염의 치료에는 운동, 건강한 체중 유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보조기 착용, 그리고
처방된 경우에는 약물 복용이 포함됩니다.
온열요법과 냉요법 사용, 반복되는 동작 회피, 그리고 질환에 관해 아는 데 도움이 되는 수업 참여
등 골관절염과 함께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골관절염이란 무엇인가요?
골관절염이란 무엇인가요?
골관절염은 관절 내의 조직이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될 때 생기는 관절 질환입니다. 골관절염은 가장
흔한 형태의 관절염이며 노년층에 더 흔합니다.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관절 통증이 있으며, 휴식 후에 잠시 동안 뻣뻣함(쉽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을 느낍니다. 가장 흔히 골관절염이 생기는 관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가락의 끝 부분과, 엄지의 맨 아래 부분과 끝 부분)
무릎.
고관절.
목.

허리 하부.
골관절염은 사람마다 다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상 활동에 골관절염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골관절염이 심한 통증과 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골관절염이 생기나요?
?? ????? ????? ?????
누구에게나 골관절염이 생길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흔합니다. 여성들은 특히, 50세
이후에 남성들보다 골관절염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젊은 연령층에도 골관절염이 생길 수 있는데 보통, 관절 부상 때문이거나 관절 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골관절염의 증상은 무엇입니까?
골관절염의 증상은 무엇입니까?
골관절염의 증상은 흔히 서서히 시작하며, 보통 하나 또는 몇 개의 관절에서 시작합니다. 골관절염의
일반적인 증상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관절을 사용할 때 통증(쉬면 좋아질 수 있음).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통증이 골관절염의 후기
단계에서 밤에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 또는 일정 시간 쉬고 난 후 보통 30분 미만 동안 지속하는 관절의 뻣뻣함.
관절 내부 및 주위의 부종, 특히 해당 부위를 많이 사용한 후의 부종.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변화.
관절이 느슨하거나 불안정하다는 느낌.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악화되면서, 다음과 같은 일부 활동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
변기에 앉거나 내려오기 또는 의자에 앉거나 내려오기
냄비를 잡기.
주차장을 걸어서 건너가기.
골관절염의 통증 및 다른 증상들은 피로감, 수면 곤란, 그리고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골관절염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 ??? ??? ??????
관절 조직 내의 변화는 관절의 부위들이 나빠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어납니다. 골관절염은 관절의 단순한 마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특정한 요인들 때문에 골관절염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노화.
과체중 또는 비만.
관절에 부상을 입거나 수술을 받은 병력.
관절의 반복적인 운동으로 인한 과사용.
바르게 형성되지 못한 관절.
골관절염의 가족력.

골관절염 검사가 있나요?
???? ??? ????
골관절염에 대한 단일 검사는 없습니다. 담당의사는 골관절염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할 수 있습니다.
병력을 요청하고 신체검사를 합니다.
방사선 검진 또는 자기공명영상(MRI)을 사용하여 관절에 대한 영상을 지시합니다.
증상에 대한 다른 원인들을 배제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합니다.
감염이나 통풍같은 관절 통증의 다른 원인들을 찾기 위해 관절액을 채취합니다.

골관절염은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 ??? ??? ????
골관절염 치료의 목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통증 및 다른 증상을 줄이기.
관절 기능 개선.
골관절염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삶의 질 유지.

보통, 골관절염 치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관절 통증과 뻣뻣함을 줄이고, 유연성과 근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운동하기. 안전하고 균형잡힌
운동 프로그램에 관해 물리치료사에게 상담하기. 운동 프로그램을 서서히 시작하고 시간을 갖고
새로운 수준의 활동에 적응하는 것을 기억하기.
관절에 미치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체중을 관리하기. 또한,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경우, 체중 감량은 통증을 줄이고, 더 많은 부상을 예방하며, 관절의 운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특히 무릎이나 고관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의사가 처방하고 헬스케어 전문가들이 체형에 맞게 제공하는 보호대 또는 교정 보조기 사용.
일부 사람들은 골관절염의 증상 관리에 도움이 되는 약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담당의사는 시도한
모든 다른 치료가 골관절염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수술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은
누구에게나 적절한 것은 아니며 담당의사는 최선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골관절염을 치료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 ??? ??????
골관절염 치료에는 환자와 여러 유형의 헬스케어 전문가들이 포함된 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들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절염 및 뼈, 관절, 그리고 근육의 다른 질환들을 전문으로 하는 류마티스 전문의.
몸의 구조(주로 척추)와 기능 사이의 관계에 집중해서 치료하는 척추 지압사.
영양 및 건강한 체중 유지에 관해 교육하는 영양사.
질환에 대한 이해와 치료 계획 착수를 돕는 교육 간호사.
관절을 보호하고, 통증을 극소화하며, 일상생활 활동을 수행하고,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교육하는 작업치료사
뼈와 관절 질환에 대한 치료와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운동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재활전문의(물리치료, 의학, 및 재활 전문의).
관절 기능을 개선하도록 도와주는 물리치료사.
서로 다른 헬스케어 제공자들 사이에서 케어를 조정하고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치료하는 가족
주치의 또는 내과 전문의 같은 주치의.
질환으로 인해 초래되는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는 심리학자 또는 사회사업가.

골관절염과 함께 생활하기
????? ?? ????
골관절염과 함께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있으며,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온열요법과 냉요법은 관절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팡이나 보행기는 안전하게 돌아다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안정을 제공하며 통증을 줄입니다.
손에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병뚜껑 오프너 같은 장치를 사용하면 꽉 잡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잦은 굽힘 같은 반복적인 동작을 피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깔창이나 버팀대는 관절을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해당 부위가 받는 통증과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거나 걸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제공자를 만나서 자신의 증상과 치료에 관해 상담하십시오. 골관절염에 관해, 그리고
증상을 관리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서 적극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업에 참여하실 것을
권합니다.
온라인과 지역사회의 지원 단체는 대처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 골관절염을 관리하여 건강하게
생활하는 방법에 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추가 정보
?? ??
?? ?????
무료 전화: 888-INFO-FDA (888-463-6332)
웹 사이트 https://www.fda.gov
Drugs@FDA. Drugs@FDA는 FDA 승인을 받은 의약품의 검색 카탈로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