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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이명철  

학회 임원 명단

공지사항

레지스트리 경과보고
-  대한슬관절학회 레지스트리 (Korean Knee Society Registry) 
 경과 보고

도가니 칼럼
- 슬관절 유감(膝關節 遺感)

도가니 광장
- 정형외과 관점에서의 활동기준원가계산

건강정보
- 대퇴골 원위부 골절

해외연수기
- ‘America’s finest city’, 샌디에고 & 살아있는 지구, 
 옐로스톤 국립공원

Article Review
- 무릎 불안정성 환자에서 근위경골절골술은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가?

Case Study
-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발생한 슬관절 신전 제한과 Cyclops 병변

Quarterly Newsletter of the Knee

남해 벚꽃길(그림제공: 조세현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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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슬관절학회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절로 옷깃을 여미게 되던 추운 겨울도 지나고, 오랜만에 온 국민이 하나되어 환호하고 

아쉬워하던 동계올림픽도 끝났습니다. 따사로운 햇빛이 너무나 반가운 봄을 맞이하며 2018년 

대한슬관절학회 제36차 정기학술대회를 4월 27일(금) ~ 28일(토) 개최합니다. 

1,300분이 넘는 많은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대한슬관절학회는 매년 정형외과 

분과학회 중 가장 큰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40편이 넘는 많은 초록이 접수되어 학술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한 연제가 많이 발표될 수 있도록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 양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슬관절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해외 연자 Jean-Noel Argenson (프랑스), Takeshi Muneta (일본), Rainer Siebold  

(독일) 세 분을 초청하여 회원 여러분과 열띤 토론을 나눌 기회도 마련하였습니다. 

오랜 기간의 준비 끝에 우리 학회의 독자적인 “대한슬관절학회 레지스트리”가 정기학술대회 전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회원들께서 입력해 주신 데이터는 우리의 진료를 되돌아 보고, 미래의 발전된 치료법과 정책을 수립하는데 요긴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정기학술대회에서 보다 자세한 소개 및 사용안내를 준비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준비한 Gala dinner에도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시어 담소를 나누고, 친교를 쌓는 만남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대한슬관절학회 제36차 정기학술대회에 회원님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회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준비하신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고, 소중한 만남을 즐기실 수 있도록 여러 임원들과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2018년 4월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이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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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임원 명단 

회                    장 이명철

부        회        장 서승석

총                    무 장종범

역    대    회    장  김형순(초대), 문명상(2대), 한대용(3대), 하권익(4대), 인주철(5대), 김정만(6대), 배대경(7대), 안진환(8대), 정영복(9대), 

이병일(10대), 우영균(11대), 성상철(12대), 노권재(13대), 이기병(14대), 손승원(15대), 유정한(16대), 한창동(17대), 

서재곤(18대), 조우신(19대), 서정탁(20대), 최남용(21대), 송은규(22대), 조성도(23대), 전철홍(24대), 김명구(25대), 

빈성일(26대)

감                    사 문영완, 최남홍

평        의        원  강승백, 경희수, 고해석, 김경택, 김명구, 김주오, 김형수, 나경욱, 빈성일, 손종민, 송무호, 원예연, 유주형, 이광원, 이동철, 

이범구, 이주홍, 임수재, 전철홍, 정화재, 조성도, 조세현, 최남용, 최종혁, 최충혁

편  집  위  원  회  경희수(위원장), 김강일(부위원장), 송상준(간사), 김경태, 김영모, 김종민, 문영완, 문찬웅, 배기철, 선종근, 손욱진, 심재앙, 

염윤석, 오광준, 왕준호, 윤정로, 이대희, 인   용, 최의성, 하철원, 황선철

학  술  위  원  회  최충혁(위원장), 장종범(간사), 이용석(부간사), 고인준, 김동휘, 김석중, 김창완, 노정호, 박관규, 배지훈, 서영진, 안지현, 

양재혁, 왕   립, 이상학, 이상훈, 이한준, 정운화, 최성욱, 최원철, 한계영, 한혁수

교과서편찬위원회 유재두(위원장), 박관규(간사), 고인준, 김동휘, 김영모, 김재균, 문찬웅, 배지훈, 심재앙, 오광준, 이상학, 조형준

홍보전산위원회 이우석(위원장), 김동휘(간사), 김성환, 김종민, 김지형, 손욱진, 심재앙, 장종범

사료편찬위원회 최영준(위원장), 이상훈(간사), 경희수, 김영모, 나경욱, 배기철, 서승석, 선종근, 장종범, 최충혁

보  험  위  원  회  한승범(위원장), 양재혁(간사), 강승백, 고인준, 김경태, 김명구, 김성환, 노정호, 박관규, 박용지, 배지훈, 선승덕, 심재앙, 

이상학, 이용석, 이한준

제도운영위원회 서승석(위원장), 장종범(간사), 경희수, 송은규, 유재두, 이우석, 최남용, 최영준, 최충혁, 한승범

윤  리  위  원  회 최남용(위원장), 강승백, 경희수, 송은규, 전철홍, 조성도

국  제  위  원  회  송은규(위원장), 인   용(간사), 김진구, 나경욱, 선종근, 왕준호, 이광원, 이명철, 이범구

심  사  위  원  회   강동근, 김성환, 김영진, 김인성, 김재균, 김지형, 김태우, 김현정, 문상원, 박희곤, 신영수, 이범식, 이상진, 이승준, 이준규, 

이진규, 이창락, 장기모, 장문종, 정규성, 조형준, 주용범,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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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학회 | 

•  대한슬관절학회 제36차 정기학술대회 안내
 일시: 2018년 4월 27일(금) - 28일(토)  장소: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April 27, 2018 (Friday)

ROOM A ROOM B
07:20-07:55 Registration
07:55-08:00 Opening address Myung Chul Lee, The President of KKS

08:00-08:50 Session 1 
[TKA 1]

Session 2 
[Cartilage & Meniscus]

08:50-09:40 Session 3 
[TKA revision & Others]

Session 4 
[ACL 1]

09:40-10:00 Coffee break

10:00-10:50 Session 5 
[TKA 2]

Session 6 
[ACL 2]

10:50-11:50 Session 7 
[우수구연세션]

11:50-12:50 Luncheon symposium 1 Luncheon symposium 2
12:50-13:05 시상 및 KSRR 최우수 논문상 구연

13:05-13:30 Presidential lecture Myung Chul Lee
13:30-14:20 Special lectures I  Pf.Jean-Noël Argenson
14:20-15:10 Special lectures II Pf.Takeshi Muneta
15:10-15:30 Coffee break

15:30-16:20 Session 8 
[TKA 3]

Session 9 
[Osteotomy 1]

16:20-17:20 Session 10 
[TKA 4]

Session 11 
[ACL & Other ligament & Osteotomy]

18:00- Gala dinner Seoul Garden Hotel, Grand Ballroom B(2F)

April 28, 2018 (Saturday)

ROOM A ROOM B

08:30-09:20 Session 12 
[TKA 5]

Session 13 
[Osteotomy 2]

09:20-10:10 Special lectures III Pf.Rainer Siebold
10:10-10:30 Coffee break

10:30-11:20 Session 14 
[TKA 6]

Session 15 
[Patellofemoral disorder]

11:20-12:10 Session 16 
[TKA 7]

Session 17 
[UKA & Others]

12:10-12:30 총회

12:30-13:20 Luncheon symposium 3 Luncheon symposium 4

13:20-14:20 Session 18 
[TKA 8]

Session 19 
[ACL 3]

14:20-15:20 Session 20 
[General]

Session 21 
[Meniscus]

15:20-16:00 Special lecture IV 유화진 변호사
16:00- Closing address Myung Chul Lee, The President of K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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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회 소식 |  

1. APKASS Sydney 2018
  2018 APKASS Congress가 2018년 5월 31일 - 6월 2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2017 APKASS Congress는 

서울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25개국의 450명의 참가자들이 학문적 교류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APKASS는 Asia-Pacific 국가들의 슬관절, 
관절경, 스포츠 의학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학문적 위상을 주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가치 있는 국제학회 입니다. 내년 호주 시드니의 APKASS 
Congress에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학술대회명 개최 예정일 장소

2nd World Arthroplasty Congress 2018. 04. 19 - 21 Roma, Italy

제38차 대한관절경학회 춘계학술대회 2018. 04. 20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

골연부조직이식학회 2018. 04. 21 연대치대강당

2018 대한슬관절학회 제 36차 정기학술대회 2018. 04. 27 - 28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18th ESSKA Congress 2018. 05. 09 - 12 Glasgow, UK

대한운동계 줄기세포 재생의학회 춘계학술대회 2018. 05. 20 건국대학교병원

제6회 관절경 수술 심포지엄 2018. 05. 27 서울아산병원

19th EFFORT Congress 2018 2018. 05. 30 - 06. 01 Barcelona, Spain

2018 APKASS Congress 2018. 05. 31 - 06. 02 Sydney, Australia

제9회 APOKA(Asia Pacific Organization of Knee Arthroplasty) 심포지움 2018. 06. 22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강당

경희 슬관절 심포지움 2018. 06. 23 경희대학교 종합강의동 (청운관)

Asia Pacific stem cell and cartilage repair symposium 2018. 06. 30 빛고을 전남대병원

Asan Meniscus & Osteotomy Symposium 2018. 07. 01 서울아산병원 대강당　

제23회 고려대학교 관절경 연구회 카데바 워크샵 2018. 07. 14 - 15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실용해부센터

삼성서울병원 CCTIKS(Current Concept & Techniques In Knee Surgery) 2018. 08. 19

제2회 건국 슬관절 수술 워크숍 2018. 08. 25 건국대 병원 의전원 대강당 (지하1층)

2018 CUMC Knee Symposium: Management of Early Osteoarthritis of the Knee 2018. 09. 01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

제7회 부민병원 슬관절 심포지움 2018. 09. 01 부산 해운대

제38차 대한관절경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제9회 연수강좌 2018. 10. 13 - 14 고려의대 신의학관 유광사홀 및 최덕경 강의실

제3회 VPAS(Veterans Patello-femoral Arthosis Symposium) 2018. 11. 03 중앙 보훈병원 중앙관 지하 2층 강당

대한운동계 줄기세포 재생의학회 추계학술대회 2018. 11. 04 건국대학교병원

2018 Asia Pacific Knee Society (APKS) & 대한슬관절학회 추계심포지움 2018. 11. 08 - 10 김대중 컨벤션 센터, 광주

5th Korea University Asia Cadaver Workshopo 2018. 11. 09 - 10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실용해부센터

제11회 무룹병원 Live Surgery 2018. 11. 24 미정

골연부조직이식학회 2018. 11. 24 고대유광사홀 

2018 대한슬관절학회 제10회 연수강좌 2018. 12. 01 미정

중앙대학교 심포지움 2019. 12. 개최예정

| 연관학회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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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회 | 

• KSRR 공지 사항

 1.  KSRR은 현재 학술진흥재단, PubMed, PubMed Central, KoreaMed, KoMCI, CrossRef, EBSCO와 Google Scholar 등재 잡지입니다. 
학술지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 애써주신 회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  학술지 위상 강화와 국제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당면한 최우선 과제인 SCOPUS 와 SCI(E)를 등재를 위해선 논문 편수와 인용률의 
획기적인 증가가 필요합니다. 회원님들이 SCI(E)에 투고 시 최근 2년간 게재된 KSRR 논문의 적극적인 인용을 부탁드리며, 많은 citation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원저를 KSRR에 많이 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3. 투고 관련 요청 사항

  1)  KSRR 편집위원들은 종설을 배정받은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고, 학술, 심사위원들은 원저, 특히 연구비 지원 연구 또는 슬관절 수술 관련 
기초 연구 들의 적극적인 투고를 부탁 드립니다. 증례 보고의 citation은 원저, 종설에 비해 현저히 불량하며, 게재 편수를 늘여 impact 
factor를 낮추는 요인입니다. 원저, 종설을 제외한 증례 보고의 투고는 지양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평가 또는 학회 기여상 선정에서도 
증례 보고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원고 투고 시 연구비 지원(병원, 의료 및 제약회사, 지자체, 정부, 법인)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병원으로부터 연구 장려금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최종 게재 시 연구비 지원을 명기하실 수 있습니다.

  3) 기초 연구 논문의 게재 시 100만원의 장려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게재 논문에 학회 지원 받음을 명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4)  원저의 저자에 해외 공동 연구자(해외 방문 펠로우 등)의 삽입을 독려하며, 특히 중국, 일본, 인도 등을 제외한 국적의 공저자가 있는 경우 
게재 승인 쪽으로 유도할 예정입니다. 정형외과 의사 외 재활의학과, 류마티스 내과, 간호사 등의 연구자가 주저자 또는 공저자로 포함된 
원저 투고도 환영합니다. 

  5)  최근 SCI(E) 등재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으며, 획기적인 impact factor의 향상이 요구됩니다. 해당년도의 Impact factor는 직전 
2년 동안의 게재 논문의 citation 횟수를 계산합니다. 2018년의 impact factor의 향상을 위해선 2016년, 2017년 KSRR 게재 논문들을 
인용하셔야 합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학회지 인용을 부탁드립니다. 

  6)  SCI(E) journal review 항목 중 현재 KSRR이 부족한 사항으로, funding acknowledgement와 투고 논문의 다국적성 등입니다. 이로 인해 
게재 승인 논문의 최종 교정 과정 중, 위 1-4)항에 대한 문의와 독려가 있을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7) Technical note는 video clip이 있는 경우에만 투고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별도의 전자 투고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8)  게재 승인 후 저자 변경을 요구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를 불허하고 있으므로, 투고 시 정확한 저자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논문게재 시기에 대한 결정은 해당호의 주제, 국내외 저자 비율, 원저와 증례보고 비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게재 시기에 대한 편집부의 결정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9)  출간 후 학진, 과총, Pubmed, Pubmed Cetnral 업로드 작업에 적어도 1주일이상 소요됩니다. 해당호의 당월 1일, 출간일을 지키기 위해선 
최소한 10일전 저자의 page proof가 끝나야 합니다. 출간일 준수를 위해 논문 저자의 빠른 저자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0)    승인된 종설, 원저의 일부는 Epub을 진행하고 있으며, epub 게재 후 본문 내용의 수정은 불허합니다. Page proof 시 면밀한 저자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4.  슬관절 학회 해외 연수 지원금을 수여 받은 연구자는 의무적으로 해외 공저자와의 기초 연구나 review article을 KSRR에 투고, 게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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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매년 reviewers의 KSRR 논문 게재 편수를 평가해 오고 있습니다. 증례 보고와 Technical note를 제외한 종설이나 원저의 게재 편수만이 평가 

대상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6.  원고 투고 시 개인 고유번호 등록인증제인 저자고유식별번호(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ORCID) 시스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ORCID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연구자들의 고유 식별번호로 동명이인, 영문이름 표기의 혼란, 저자 확인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KSRR에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들께서는 http://orcid.org/에 접속하셔서(Register now를 클릭) ORCID 번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 Vol. 30 / No. 1 / March 2018

Editorial
Unicompartmental Knee Arthroplasty
Kim KT

Knee Surg Relat Res 2018 Mar; 30(1): 1~2 
Review Articles
Distal Femoral Varus Osteotomy for Valgus Arthritis of the Knees: Systematic Review of Open versus Closed Wedge Osteotomy
Kim YC, Yang JH, Kim HJ, Tawonsawatruk T, Chang YS, Lee JS, Bhandare NN, Kim KS, Delgado GD, Nha KW

Knee Surg Relat Res 2018 Mar; 30(1): 3~16 
Original Articles
High Tibial Osteotomy versus Unicompartmental Knee Arthroplasty for Medial Compartment Arthrosis with Kissing Lesions in 
Relatively Young Patients
Ryu SM, Park JW, Na HD, Shon OJ

Knee Surg Relat Res 2018 Mar; 30(1): 17~22 
Intentionally Increased Flexion Angle of the Femoral Component in Mobile Bearing Unicompartmental Knee Arthroplasty
Cho KY, Kim KI, Song SJ, Kim KJ

Knee Surg Relat Res 2018 Mar; 30(1): 23~27 
Long-Term Clinical Results of Unicompartmental Knee Arthroplasty in Patients Younger than 60 Years of Age: Minimum 10-Year 
Follow-up
Kim KT, Lee S, Lee JS, Kang MS, Koo KH

Knee Surg Relat Res 2018 Mar; 30(1): 28~33
Clinical and Radiological Results with Second-Look Arthroscopic Findings after Open Wedge High Tibial Osteotomy without 
Arthroscopic Procedures for Medial Meniscal Root Tears
Lee HI, Park D, Cho J

Knee Surg Relat Res 2018 Mar; 30(1): 34~41 
Seasonal Influence on Postoperative Complications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Malik AT, Azmat SK, Ali A, Mufarrih SH, Noordin S

Knee Surg Relat Res 2018 Mar; 30(1): 42~49
Using Illness Rating Systems to Predict Discharge Location Following Total Knee Arthroplasty
Rudasill S, Dattilo JR, Liu J, Clements A, Nelson CL, Kamath AF

Knee Surg Relat Res 2018 Mar; 30(1): 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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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위원회 | 

대한슬관절학회 보험위원회에서는 수가 개선을 위하여 불합리한 수가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임상에서 경험하시는 불합리한 수가에 관한 의견을 
주시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접수처 대한슬관절학회(kks@koreaknee.or.kr) / 보험위원회 양재혁 간사(jaekorea@gmail.com) 

Relationship between Lateral Femoral Bowing and Varus Knee Deformity Based on Two-Dimensional Assessment of Side-to-Side 
Differences
Cho MR, Lee YS, Choi WK

Knee Surg Relat Res 2018 Mar; 30(1): 58~63
Effects of Femoral Lateral Bowing on Coronal Alignment and Component Position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A Comparison of 
Conventional and Navigation-Assisted Surgery
Kim CW, Lee CR

Knee Surg Relat Res 2018 Mar; 30(1): 64~73 
Combined Rotational Alignment Change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in Different Tibial Component Designs: Implications for 
Optimal Tibial Component Rotational Alignment
Rhee SJ, Cho JY, Jeung SH, Poon KB, Choi YY, Suh JT

Knee Surg Relat Res 2018 Mar; 30(1): 74~83 
Case Reports
Acute Arterial Occlusion Following Primary Total Knee Arthroplasty
Park BJ, Cho HM, An KY, Lee HJ

Knee Surg Relat Res 2018 Mar; 30(1): 84~88 
Serial Radiographs Showing Progression of a Patellar Stress Fracture and Beneficial Surgical Technique for a Displaced Patellar 
Stress Fracture
Kizaki K, Yamashita F, Funakoshi N

Knee Surg Relat Res 2018 Mar; 30(1): 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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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슬관절학회 출간도서 | 
1. 슬관절학 개정판 
  대한슬관절학회에서는 78명의 국내 유명한 교수님들로부터 원고를 수집하여 이제까지의 슬관절에 

관한 모든 것을 요약하여 알 수 있도록 교과서를 제작하였습니다. 본 교과서에서는 슬관절의 해부학은 
물론 생역학, 평가, 재활, 관절경 수술, 관절연골, 반월연골판, 인대 손상, 슬개골 및 신전기전 질환, 골절, 
소아청소년 슬관절, 종양, 슬관절염의 치료법, 슬관절 전치환술 등 모든 분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전공의, 전문의 일선에서 진료하는 정형외과 선생님은 물론 모든 임상 선생님들의 연구 
및 진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정가: 280,000원(판매가 266,000원)

 - 출판사: 비엠엠코리아

 - 출판연도: 2013년 10월

 - 구입은 영창출판사(Tel: 02-926-3221)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 슬관절 수술 아틀라스 
  대한 슬관절학회에서는 슬관절 수술 아틀라스를 출간 하였습니다. 슬관절 관련 분야의 최신 지견과 

근거에 기반을 둔 수술법과 임상 술기를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사진들을 
첨부하여 다양한 수술 술기를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집필하였습니다. 집필을 맡으신 선생님들과 
편집위원들의 열정과 정성으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슬관절 분야의 지식과 수술술기를 담았으므로 
슬관절학을 배우고 치료하는 선생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정가: 150,000원(판매가 142,500)
 - 출판사: 엘스비어코리아

 - 출판연도: 2014년 10월

 - 구입은 영창출판사(Tel: 02-926-3221)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3. 대한슬관절학회 용어집 
  대한슬관절학회에서는 슬관절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용어들을 수집하고 용어를 재정비하고 

통일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 12월에 업무를 개시하여 1년 5개월 동안 슬관절 분야의 
대표적 영어 교과서의 색인, 대한정형외과학회 교과서 색인 및 용어집, 대한슬관절학회 교과서 편찬시 
논의 된 용어통일 리스트에서 용어를 수집하여 약 5,000 여개의 주요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용어집은 관련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용어 해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습니다. 슬관절학회 용어집은 스마트폰 엡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며 엡스토어에서 
슬관절학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출판물을 구입 불가하나 인쇄본을 원하시면 슬관절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가격: 출판물 구입 불가

 - 출판사: WILEY
 -  대한슬관절학회 용어집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며, 앱 스토어에서 슬관절학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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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슬관절학회 슬관절학교과서 제3판 출판 예정 | 

대한슬관절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위원장 유재두 / 간사 박관규

대한슬관절학회에서는 영창의학사와 함께 슬관절교과서 제3판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저자분들께 집필을 의뢰 드린 상황이며, 2018년 1월 19일 1차 
원고 마감을 예정으로 하였으나, 저자분 들의 요청으로 현재 진행 상황 및 추가 집필 기간에 대하여 저자분들께 간단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위원회 회의에서 2018년 2월 28일로 마감을 연기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6월 8일 금요일 교과서 편찬위원회 위원 및 담당 위원님들과 1차 
감수를 시작할 예정이며, 마감일 연기에 따라 모든 일정이 부득이 일정 기간 연기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편찬될 슬관절학교과서에 슬관절학회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회원 동정 안내 | 

1. 을지병원 최남홍 교수 북미관절경학회 학회지 (Arthroscopy Journal, impact factor 4.29)의 Associate Editor 취임하셨습니다.
2. 윤여승회원이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퇴임하시고 4월 1일부로 영주 적십자 병원 초대 원장으로 취임합니다. 

• 회원님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알리고 싶은 회원님들의 동정을 학회로 연락주시면 소식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접수처   대한슬관절학회(kks@koreaknee.or.kr)

| 소식지 표지 사진 공모 안내 |   

우리 학회는 참신하고 멋진 사진을 선정하여 소식지 표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대한슬관절학회 소식지 표지 사진 공모에 많은 관심과 투고 부탁 
드립니다.

    접수처   대한슬관절학회(kks@koreakne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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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스트리
경과보고

2017년 27대 이명철 대한슬관절학회장이 취임한 이후 8월 1일 
이우석 슬관절학회 홍보전산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16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대한슬관절학회 레지스트리 TFT”가 발족되었다. 
슬관절 수술(인공관절, 절골술) 환자의 사망률이나 결과 등 주요 
통계자료를 산출하고,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슬관절학회 
레지스트리를 구축하여 슬관절 환자 수술의 적절성과 수준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이용하고, 슬관절 치료 연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레지스트리의 구축방향은 개인별 
계정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등록 작업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조건으로 나온 통계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자개인정보 및 입력한 데이터의 보안을 철저히 
하기로 하였다. 

이후 수 차례의 회의를 거쳐 기본적인 환자 인적사항, 술기, 치환물 
종류, 환자 기본정보, 동반질환 외에도 환자중심 임상결과, 영상의학적 
데이터의 추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다른 국가들에서 대부분 
채택되지 않은 “절골술”을 추가하였고, 웹 기반의 접근 및 등록이 
용이한 등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병원 별이 아닌 개인별 아이디를 
부여하고, 증례 기록지 형식으로 웹 페이지(https://www.mytrial.co.kr/
kks)(그림)에서 온라인 입력이 용이하며, IT staff가 미비 혹은 오류 
데이터에 대하여 쿼리 생성 및 수정을 보조할 수 있게 하였으며, 모든 
등록 과정 및 데이터 보관에서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현재 베타테스트 중이며, 4월 27일 춘계학술대회 전에 오픈을 
예정으로 하고 있다. 춘계학술대회에서 회원들께 이명철 회장께서 직접 
보다 자세한 소개를 드릴 예정이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통하여 
훌륭한 레지스트리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향후 국가의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보다 손쉽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앞선 시스템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대한슬관절학회 레지스트리 

(Korean Knee Society Registry) 

경과 보고
한혁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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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칼럼

슬관절 유감(膝關節 遺感)

나는 1971년 정형외과 전문의 147호로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회원이 
되었고, 그 해에 모교(경북의대) 교실에 전임강사로 발령을 받았다. 당시는 
정형외과 내에서 전공분야가 세분화 되지 않았던 시대라 대학의 스텝이 
되면 모든 환지를 다 잘 치료 하여야 했으므로 전 분야를 열심히 공부 
했다, 나는 모든 분야를 열심히 공부 하면서도 특히 외상과 슬관절 분야에 
흥미를 많이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5차 WPOA(서태평양지역정형외과 
학회.-현재AOAA)학회가 1976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 되었다. 이 때 
참가한 각 나라의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모두 자기의 전문분야에서 치료한 
많은 증례를 발표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빨리 전공분야 분과가 
되어야겠다고 생각 했다.  

WPOA기간 중 각 대학의 젊은 스텝 들은 참가한 각 나라의 저명 
교수들의 안내를 맡았는데 나는 일본 오카야마(岡山) 대학의 “고다마 
도시오(兒玉 俊夫)” 교수의 안내를 맡았다. 이 분 과의 인연으로 일본 
오카야마 대학에 유학 할 수 있었으며 슬관절과 인연을 맺게 되었으니 
WPOA 는 내 일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학회가 되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상대방이 여비 및 체재비 일체를 
부담한다는 공증서가 있는 초청장이 있어야만 해외연수가 가능했다.  
외환 부족과 안보 문제로 자비로 해외여행은 금지 되여 있었다. 특히 나는 
국립대 교수로서 공무원 이였으므로  대학의 총장 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외연수가 가능한 매우 까다롭고 어려웠던 시절이였다.

인주철

경북의대 명예교수 

이노우에교수, 본인, 고다마교수, 야마모도교수,1977년, (고다마 교수댁에서) 동경 체신병원에서 와다나베 선생과 함께, 197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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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야마 대학에서 나는 나와 동년배가 되는 두 친구를 만났다.  
이노우에 하지메(井上 一)교수와 야마모도 스미끼(山本純己)교수 이었다. 
두 교수 모두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와서 학문적으로 나 보다 
한수 위의 수준 이였다. 나는 이 두 교수에게서 학문 과 연구에 대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많이 배웠다. 이노우에 교수는 와다나베(度 ) 선생으로부터 
수학 후 관절경 분야를 전공하고 있었고, 야마모도 교수는 인공슬관절 
분야를 영국 ICLH(Imperial College London Hospital)의 Freeman 
& Swanson에게서 수학 후 귀국하여 자기 모델의 슬관절 인공관절(K-Y 
Mark II)을 개발하여 시술 중에 있었다. 나는 이 두 교수에게서 슬관절 
관절경 과 인공 슬관절에 대한 개념 과 술기를 배웠다. 나는 귀국을 앞두고  
동경 체신병원에 있는 “마사기 와다나베” 선생을 찾아갔다. 선생은 
친절하게 맞아주며, 자기 저서인 “Atlas of Arthroscopy, 2nd ed.”에 
친필 사인을 해주면서(아직 보관하고 있다) 머무는 동안에 모든 편의를 
봐 주었다. 몇일 간  선생의 술기를 배우면서 나는 관절경 기계를 사가지고 
귀국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겁도 없이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일반외과 하는 모교 선배에게 
돈을 빌리고, 이노우에 교수의 안내 도움을 받아 동경에 있는 관절경 
제조사인 “신고고기가이샤(新光光器會社)”를 찾아가서 거금 일화 15
만 엔을 주고 와다나베 No. 21 Arthroscpe를 사가지고 귀국했다. 40
여 년 전 일화 15만 엔이 얼마나 큰 돈 이였는지 감히 짐작 가실 것이다.  
관절경 사용은 전남의대 김형순 교수님이 처음 이라고 알려지고 있으나, 
관절경을 국내에 사가지고 온 사람은 내가 처음이 아닌가 싶다.

힘들게 사가지고 온 관절경은 국내에서의 사용에 우여곡절 있었으며 
몇 년을 잠자다가, 내가 1983년 3월 영남의대에 창설 멤버로 가면서 빛을 
보았고 이후 와다나베 신형 No. 22를 비롯한 미국, 유럽의 여러 브랜드가 
나오면서 나의 관절경은 무대 뒤로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야마모도 교수의 영향을 받아서 나는 귀국 후 국산 인공슬관절을 
개발해보고자 기초 작업으로 한국인 슬관절의 해부학적 계측을 시행 하여 

데이터를 정리 했었다(1978년). 당시 국내 금속처리 기술이 인공관절을 
제조하기에는 제한점이 많아서 인공슬관절 개발은 중도에 포기 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유학 시절의 도움을 준 일본의 두 교수 중 이노우에 교수는 후에 
오카야마 대학의 주임교수를 지냈고 은퇴 후 아직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야마모도 교수는 주임교수 경합에서 실패 후 마쓰야마 적십자 
병원에 계시다가 몇 년 전 에 타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를 일본으로 
초청해 주고 슬관절과 인연을 맺어준 고다마 교수는 후계자 문제로 
우울증으로 고생 하시다가 타계 하셨다고 한다. 인생무상이다.

1983년 5월 영남대병원이 개원 하였는데 내가 개원 멤버로 참여 하게 
되었다. 나는 교수진을 확보 한 후 제일먼저 교수별 전공분야를 정하고 
분과를 시행하였다. 이 때부터 슬관절 분야에 전념 하였고 슬관절 학회를 

와다나베 선생이 준 책

본인이 구입한 와다나베 No.21 Arth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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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슬관절 학회가 발족 된 지 약 40년이 지난 현재,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퇴행성 슬관절 질환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료방법도 
다양하며 계속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다. 슬관절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대부분의 경험 많은 의사들은 관절질환의 정도에 맞게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가장 경제적으로 치료하여 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미천한 경험으로 수술에만 현혹되고, 
졸속한 판단으로 치료하여 환자들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선배의 한 사람 으로서 매우 
놀랍고 걱정스러운 일이다.

학회나 논문에 태연히 발표하는 합병증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술자에 의해 발생한 것이 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한다.

합병증을 줄이고 마음 아픈 치료기억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슬관절 전문의 모두는 “일기일회 
(一期一會)”의 정신으로 , 환자를 내 가족 같이 정성을 다하여 치료해야 
할 것이며, X-ray 필름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고치는 것이라는 것, 

앉아 있는 사람을 만들지 말고 서서 걸을 수 있는 사람으로 고처 준다는 
것을 항상 생각 하면서 치료에 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오늘도 
환자들의 무릅을 고쳐 주느라고 정열을 쏟고 있는 슬관절 전문의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슬관절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헌다

이글을 정리하며 다시 돌아오지 않을 40여 년 전 철 없고, 겁 없던 
시절을 회상해 보면서 잠시 아련한 추억에 잠겨본다. 

와다나베 No.21 Arthroscopy로 본인이 시술하는 장면, 1977년

야마모도교수와 함께 TKR 수술 장면, 1977년

야마모도 교수가 개발한 K-Y type Mark 2 로 수술한 TKR , 1977년

한국형 인공 슬관절 개발을 위한 한국인 슬관절의 해부학적 계측, 1978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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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광장

이한준

중앙대병원 정형외과 

정형외과 관점에서의 

활동기준원가계산

최근에는 대부분의 병원들이 원가관리시스템을 도입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높은 수익증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익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원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병원에서의 
원가분석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의료행위에는 많은 의료진이 필요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간호직, 행정직과 기능직 등의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병원 경영상의 원가는 직접 산출이 가능한 직접비용보다 
분배가 필요한 간접비용이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된다. 전통적인 
원가계산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원가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등장한 것이 활동기준원가계산(Activity Based Costing : ABC)이다. 
활동기준원가계산이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제반 
경제활동의 수행과정에 필요한 활동에 소요된 자원의 비용을 화폐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전통적인 원가계산과는 달리 
활동에 기초하여 원가를 추적 부과하여 효율적인 원가관리를 추구하는 
회계기법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된 활동을 파악 및 분류하고 활동에 
투입된 자원을 원가동인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활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의료 행위에서는 원가 동인이란 각 직종별로 발생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코디네이터나 간호사의 상담활동의 경우 상담시간, 
공간, 장비 그리고 전기 사용료 등의 비용을 총 망라한 비용을 의미한다. 
병원에서의 원가분석 시 고전적인 원가계산방법은 간접비 분배를 위해서 
수익, 근무시간 등 한두 개의 기준만을 적용하여 활용하였다. 하지만 
병원처럼 원가를 발생시키는 주체(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

나 요인이 다양한 조직에서 전통적 방법으로 원가를 배부하면 오류의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활동기준원가계산 방법이 전통적 방법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도입한 병원들이 기대하였던 
효과를 제대로 얻고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이처럼 

도입이나 운영이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스템 도입 비용이 
많이 들고 활동조사에 어려움이 많다. 대학병원의 활동을 나누다 보면 
수천 개 이상의 활동이 나올 수 있으며, 이를 일일이 측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활동원가 별로 원가동인을 파악하기 때문에 각 
원가대상별 활동을 측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히 크다. 두 번 째는 
활동 동인을 결정하는데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인과관계가 
높은 활동도 있지만, 많은 활동들은 합리적인 동인을 찾기가 어렵고 활동 
조사 시에 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분류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활동분석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각 직종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과도하게 선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각 병원마다 다양한 기준으로 활동의 범위와 정도를 분배하므로 
일관적인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활동기준원가는 
모든 원가가 원가동인에 의해 직접적으로 비례한다는 것처럼 설명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원가가 정확하게 비례하지는 않으며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복합적으로 보이는 혼합원가가 대부분이다. 활동기준원가계산의 
설비수준 활동의 경우 여전히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한다. 즉 시설의 감가상각비 등은 그 원가동인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기계가동시간이나 직접노동시간 등과 같은 자의적인 배부기준에 
의해 제품에 분배되어야 한다. 따라서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한다. 

첫째, 병원의 정보화 수준이 원가분석을 위한 필요한 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가 중요하다. 병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에 적용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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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원가배부과정의 주관성 및 임의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활동수와 분배 기준 수를 줄여 원가분배과정이 단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정형외과에서 활동기준원가계산의 적용이 신뢰성이 있고 
적용이 적절할까? 그 동안 의료보험수가 결정은 관행적으로 인건비와 
장비가격만 따진 비용만을 의료비의 원가 산정기준으로 계산하고 
의료인의 의료 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가치 인정은 전무하였다. 이로 
인하여 정형외과는 수술 수가가 원가 대비 턱없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다. 그리고 정형외과는 수술장비가 크고 비용도 비싸다. 수술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장비도 있고 어떤 장비는 우수한 결과를 얻으면서도 합병증이 
적은 수술을 위해 사용되는 것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런 수술용 보조 
장비들은 가격이 고가화 되면서 장비구입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나 
수술 시 별도의 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 즉 기존의 수가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수가가 정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비가 크고 무거워서 수술 시 의료인력도 많이 투입해야 하고 수술할 
때 수술기구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수술 후 이 기구들을 세척하는 

등의 장비소독과 관리수가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집도의가 수술을 
하는 시간은 한 시간 남짓이라고 해도 마취 준비시간, 수술 후 회복시간 
그리고 수술간 대기시간도 수술실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원가는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는 한 시간 정도의 수술이지만 원가계산에서는 약 
3시간 정도를 사용한 원가로 계산된다. 따라서 활동기준원가계산에서는 
이러한 모든 행위가 원가에 계산되므로 수술을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말이 나온다.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형외과 수술은 인력, 장비가 많이 
투입되는 수술로 수술 원가가 매우 높다. 하지만 수술 수가는 매우 낮고 
이에 대한 보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활동기준원가계산은 병원의 성과관리를 판단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즉, 활동기준원가계산은 병원의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병원의 적절한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활동기준원가계산에서 인지된 문제점 
들에 대해 학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각각의 병원에서도 적절한 
활동의 배분을 통해 정형외과 실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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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 원위부 골절

허벅지 뼈인 대퇴골에서 무릎에 가까운 부위의 골절인 대퇴골 원위부 
골절은 분쇄 골절(골절 양상이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는)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골절선이 관절면까지 침범하여 향후 외상성 관절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관절내 골절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치료 결과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골절입니다. 고령의 
환자에서는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무릎 관절이 굽혀지면서 
넘어져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젊은 연령의 환자에서는 교통사고나 
높은 곳에서 추락과 같은 고에너지 손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내 여러 구조물의 손상이나 대퇴골 중간 부위의 분쇄 또는 
분절 골절과 같은 동반 손상의 빈도가 높아, 다른 동반된 손상 여부에 대한 
자세한 검사가 필요한 골절입니다. 또한 개방성 골절이나 신경 및 혈관 
손상의 빈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과 
같은 성장기에 대퇴골 원위부 골절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퇴골 원위부 
골단의 성장판 손상 가능성이 높으며, 성장 과정에서 심각한 하지의 
변형이나 골절된 대퇴골의 단축에 의한 양측 하지의 길이 차이를 초래 
할 수 있어, 골절의 치료뿐만 아니라 성장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1. 해부학적 구조

대퇴골 원위부는 대퇴골에서 무릎 관절에 가까운 부위로서 관절면에서 
9~15cm 이내의 부위를 말하여 과상부와 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퇴골 원위부와 골간단인 과상부는 대퇴골의 중간 부위에 비해 뼈 안쪽의 
비어있는 공간인 골수강이 넓고, 뼈를 형성하고 있는 피질골이 얇아서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골절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골절부의 아래쪽 부위는 내측 방향 및 앞쪽 방향으로 꺾이게 되며, 
골절된 아래쪽 뼈가 몸통쪽으로 당겨져 올라가 겉에서 보면 다리 길이가 
단축된 것처럼 보이며, 이는 무릎 관절 주변의 근육들의 작용 방향에 따라 

▶그림 1. 대퇴골 원위부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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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현상으로, 골절부의 뼈 모양을 맞추는 정복 과정에서 근육이 
작용하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어야 적절한 형태로 뼈를 맞출 수 
있습니다. 대퇴 동맥은 허벅지를 따라 주행하다 아래쪽으로 진행되어 
슬와동맥이 되며, 슬와동맥은 내전근과 가자미근에 의해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 골편이 동맥을 찌르는 혈관 손상이 동반되기 
쉬어 혈관 평가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응급으로 혈관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2. 손상 정도의 평가

대퇴골 원위부 골절에서는 대퇴 원위부 및 무릎 관절의 부종, 변형, 
과도한 이동성, 마찰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한 외력에 인한 골절인 
경우는 동반 손상의 유무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특히 수상 직후 검사 
시에는 혈관 손상의 징후가 없더라도 나중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수상 후 
수일 동안 혈관 손상에 대한 점검 및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 
주변의 상처가 있어 무릎 관절 안까지 연결되어 있는 개방성 손상의 평가를 
위해서는 관절 내로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여, 창상으로 생리식염수의 유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의학적 검사로는 기본적으로 단순방사선 
촬영(x-ray)을 할 수 있습니다. 관절내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전산화 
단층촬영(CT) 및 3차원 입체 영상이 정확한 평가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순 방사선 촬영을 할 때 촬영 보조자가 수상된 다리를 아래쪽으로 당겨 
골편의 중첩을 줄여 촬영하게 되면 골절 상태의 평가가 용이 합니다. 또한 
대퇴골 원위부 골절에서는 골반의 비구 골절, 고관절 탈구나 대퇴 경부 
골절, 대퇴 간부 골절 등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고관절과 대퇴골 전장을 
포함하는 방사성 촬영이 필요하며, 앞에서 말한 혈관 손상의 임상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동맥혈관 조영컴퓨터 촬영(Angio CT)이 필요합니다. 
대퇴골 원위부 골절에서는 동반되는 인대 손상이 드물기 때문에 MRI  
(자기공명영상)은 술전에 일반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나 드물게 측부인대 
혹은 전방십자인대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3. 치료

치료의 목적은 관절면은 원래의 형태로 맞추는 해부학적 정복과 하지 
길이의 회복, 골절된 부위의 각 변형 및 회전 변형을 교정하여 원래의 
해부학적 정렬을 유지하여 뼈가 유합될 때까지 견고한 고정을 하는 
것입니다. 치료 방법은 골다공증 및 동반 손상 여부, 골절의 분쇄 정도, 
대퇴사두근의 손상, 개방성 골절, 관절면의 침범 여부 등을 고려하여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대퇴골 
원위부 골절 후 무릎 관절의 강직 및 각 변형, 뼈가 늦게 붙는 지연유합, 
뼈가 해부학적 모양이 아닌 잘못된 형태로 붙는 부정유합, 뼈가 붙지 
않는 불유합, 무릎 관절의 외상성 관절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릎 관절의 강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고정 
및 조기 관절 운동이 중요합니다. 최근 연부 조직을 보존하는 생물학적 
고정이 여러가지 장점이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관절면의 심한 
분쇄가 동반된 경우에는 관절면을 직접 보며 뼈를 맞추는 개방성 정복에 
비해 관절면을 정확히 맞추기는 어려워 골절 상황에 맞는 적절한 고정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1) 보존적 치료

최근에는 보존적 치료보다는 안정된 정복과 고정이 가능한 수술적 
내고정법이 추후 기능 회복에 더 유리하여, 전위 정도에 관계 없이 환자가 
수술을 할 수 없는 내과적 및 외과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술적 방법이 더 흔하게 이용됩니다. 그러나 전신의 이상이 있는 경우 
골편의 전위 여부에 따라 치료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골절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의 경우는 보조기를 착용한 후 제한된 체중 
부하로 치료할 수 있지만 고정력이 약해 재전위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위된 골절에 대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하지를 
당기는 견인치료를 시도할 수 있으며 이때는 피부를 당기는 견인보다는 뼈 
자체에 견인 기구를 장착하여 다리를 당기는 골견인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때는 체중의 약 1/9~1/10 정도의 무게로 다리를 견인하게 됩니다. 
이 때 비복근 등 근육에 의한 후방 굴곡 등의 각변형을 예방하기 위해 무릎 
관절을 약 20도 정도 굴곡하여 시행해야 하며, 3~4일 정도 견인 치료를 
시행한 이후에도 후방 굴곡이 교정되지 않으면, 대퇴골에 추가적인 
기구를 삽입하여 대퇴골 간부의 직각 방향으로 견인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정복이 이루어지면 2~3주 유지한 뒤 견인 기구를 
제거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더 장기간의 견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견인 치료는 장기간의 입원 기간이 필요하며, 삽입된 기구를 
통해서 균이 전파되어 감염이 될 수 있으며, 불안정성 골절은 석고 고정과 
견인 방법만으로 정복의 유지가 쉽지 않으며, 회전 정렬의 경우에는 정복 
유지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골견인은 전신 상태가 불량하여 

▶ 그림2. 하지 골견인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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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위해서 기다리거나 오염 정도가 심한 개방성 골절 또는 연부조직 
손상 때문에 수술이 지연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2) 수술적 치료

골절 부위를 직접적으로 관찰하면서 골절을 맞추는 관혈적 정복은 
해부학적인 정복 및 견고한 내고정으로 무릎 관절의 조기 운동을 
가능하게 하며, 골절의 각변형 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내고정에 사용되는 기구는 매우 다양하며 환자의 상태 
및 골절 양상, 뼈의 상태, 의사의 경험 및 숙련도에 따라 적절한 기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① 고정 기구

대퇴골 원위부 고정 기구에는 고정각 칼날 금속판(fixed angled 
blade plate), 역동적 과 나사(dynamic condylar screw, DCS), 과부 
지지 금속판(condylar buttress plate), 잠김 과부 지지 금속판(locking 
condylar buttress plate), 골수내정(intramedullary nail), Zickel 
과상부 금속정(Zickel supracondylar nail), 외고정 기구(external 
fixation), 잠김 과 금속판(locking condylar plate) 등이 있습니다.

고정각 칼날 금속판(fixed angle blade plate)은 정면과 측면에서 
각 변형을 교정하는 능력이 우수하고, 칼날 부위를 관절면과 평행하게 
위치하면 대퇴골 원위부의 축성 정열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어 정복을 
확인하는데 용이한 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관절면에서 2cm 이내의 
골절까지도 고정이 견고한 고정이 가능하고 고정의 안정성이 높은 기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칼날이 정면, 측면, 대퇴골의 축에 정확하게 위치해야 
하므로 술기가 어려워 고정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잠김 과부 지지 금속판(locking condylar buttress plate)은 금속판 
자체에 고정되는 잠김 나사를 사용할 수 있는 대퇴과 금속판입니다. 이는 
관절내 골절 및 관절 외과 골절, 분쇄가 심한 대퇴골 원위부 골절, 대퇴골 

원위부 부정유합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금속판은 역동적 과 
나사, 고정각 칼날 금속판에 필적하는 생역학적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대퇴골 내측 결손이 존재하더라도 잠김 나사가 금속판 자체에 고정되어 
버티게 되므로 무릎이 안쪽으로 휘어지는 내반 변형을 예방할 수 있어, 
내측 대퇴골에 금속판을 추가 고정 해야 하는 필요성이 감소하여, 
연부조직에 추가적인 손상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잠김 압박 금속판을 이용하여 금속판 및 나사가 통과하는 부위만 절개하는 
최소침습적인 절개 방법을 이용하는 간접적 방법으로 대퇴골의 전체적인 
정렬을 맞춘 후 골절의 근위부와 원위부를 잠김 나사로 고정하는 최소 
침습 내고정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골절 부위의 연부조직을 손상시키지 
않음으로써, 골절 부위의 혈액 순환을 보존하고, 골편의 생존력을 
유지하여 조기 골유합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골수내정(intramedullary nail)은 대퇴골 내부에 비어있는 공간인 
골수강에 두꺼운 철심을 넣어 고정하는 방법으로 철심이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 골반쪽에서 기구를 삽입하는 방법을 전향적 고정이라고 부르며 무릎 
관절에서 기구를 삽입하는 방법을 후향적 고정이라고 합니다. 골수내정 
역시 금속판 고정처럼 광범위한 피부 절개나 연부조직의 박리가 필요 없어 
골다공증을 동반한 고령층 환자나 다발성 손상 환자에서 관절 외 골절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심한 관절내 분쇄 골절에 사용하기 어렵고 다른 고정 
기구에 비하여 고정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외고정법은 연부조직의 광범위한 손상이나 오염된 창상이 동반되는 
경우, 슬와동맥의 손상이 동반된 경우, 심한 화상이 동반된 골절과 
골절선이 관절면에서 2cm 이내에 위치하여 금속판이나 금속정 등으로 
고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응이 됩니다. 하지만 핀 주위 감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고정을 해야하는 원인이 해결되면 가능하면 2주 이내에 
내고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그림 3. 대퇴골 원위부 골절 고정기구들

고정각 칼날 금속판 잠김 과부 지지 금속판 골수내정➞

▶ 그림 4. 잠김 과부 지지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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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의 치료

고령의 환자에서 낙상 등과 같은 저에너지 손상에 의해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다공증이 
동반된 골절에서는 일반적인 기구로 안정적 고정력을 얻기 어려울 수 
있어, 잠김 나사를 가지고 있는 잠김 과부 지지 금속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방법으로도 충분한 나사의 고정력을 얻기 힘든 경우 나사의 
고정력을 높이기 위해 골시멘트가 추가적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골시멘트가 골절부 근처로 새어나가서 골절 치유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환자의 상황과 골절 양상에 따라 보존적인 
치료나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과 같은 수술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4) 대퇴골 원위부 골단 골절

어린이나 청소년기에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 골절에 동반되어 성장판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상 기전은 원위부 골단의 전방으로 전위된 
경우 및 무릎 관절이 과도하게 신전 되었을 경우이며, 내측 및 외측 
전위는 강한 내전력이나 외전력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전방 전위에 의한 
골절에서는 후방의 신경, 혈관 손상이 동반될 수 있어 주위가 필요합니다. 
골단의 전위가 없는 경우에도 성장판의 손상이 있을 수 있어 주기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상 후 10일 이내에 도수 정복을 시도해야 하며, 
성장판에 추가적인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 견인을 90% 정도하고 지렛대 
작용에 의한 정복은 10% 정도만 가하며, 반복적으로 정복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도수 정복이 실패한 경우나 골절의 전위가 
심한 경우, 골절편이 큰 경우에는 관혈적 정복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그림 5. 골수내정을 이용한 내고정술

✱  본 내용은 일반인들에게 정확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자 대한슬관절학회 학술위원회 산하 건강정보 소위원회에서 작성 및 편집중인 원고입니다.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대한슬관절학회 또는 건강정보 소위원회 간사 배지훈(osman@korea.ac.kr)에게 연락주시면 반영할 예정입니다.  

✱  대한슬관절학회에서 작성한 건강정보(대한슬관절학회 홈페이지 일반인 건강정보 참조)를 각 병원 질환 홍보게시판에 게시를 권장해드리며 대한슬관절학회로 
연락을 주시면 원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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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철

차의대 분당차병원 정형외과

‘America’s finest city’, 

샌디에고 & 살아있는 지구, 

옐로스톤 국립공원

안녕하십니까, 차의대 분당차병원에 근무 중인 최원철입니다. 
슬관절학회 소식지에 연수 후기 및 여행기를 작성해 달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감사한 마음 못지 않게 걱정이 앞섰습니다. 제가 연수를 출발한 
시점으로부터 4년 이상이 흘러 당시의 사정과 현재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고 평소 세세한 기록을 남기는 부지런함이 부족하기에 변변치 않은 
기억에 기대어 내실 없는 글을 올리게 될까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부족하나마 샌디에고에서의 생활과 미국 여행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옐로스톤 (Yellowstone) 국립공원으로 다녀온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3년 8월부터 2년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고의 
스크립스 연구소 (The Scripps Research Institute, TSRI)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스크립스 연구소는 세계 최대의 민간 생의학 
연구소로, 약  3,000명의  연구자  및  대학원생이  재직  중인  대형 
기관이었습니다. 같은 뿌리를 가진, 그러나 서로 독립적인 기관인 
인접 스크립스 병원 (Scripps health)은 지역 내 4개 대형 병원에 
2,600여명의 의사가 근무 중인 남부 캘리포니아 최대 병원 중 하나이며 
이 두 기관은 많은 연구를 함께 진행하며 활발한 연계 연구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UC San Diego로 연수가 결정되려던 중 시기가 맞지 
않아 무산되는가 싶다가 새로이 스크립스 소개를 받아 영상 통화를 
통해 화상 면접을 불과 3-4개월여만에 일사천리로 진행하여 연수 

출발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앞서 샌디에고로 연수를 다녀오신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주로 UC San Diego에 계셨던 까닭에 스크립스라는 
기관에 대해서는 연수가 결정되고 나서야 자세히 알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고 보니 날씨 좋은 휴양 도시 정도로만 막연히 
생각했던 샌디에고가 실은 biotechnology가 도시의 주요 산업 중 
하나로 여겨질 만큼 활성화 되어 있고, 실리콘 밸리에 빗대어 실리콘 
비치 (Silicone beach) 라 불리기도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스크립스, UC San Diego 외에도 Sanford-Burnham, Salk 

▶  그림 1. 스크립스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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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와 같이 유수의 기관들이 타운처럼 인접하여 있고 프로젝트에 
따라 교류하며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스크립스의 여러 연구실 중 정형외과 lab인 SCORE (Shiley 
Center for Orthopaedic Research & Education)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며 P.I.는 Darryl D’Lima 선생님이셨습니다. SCORE lab은 원래 
biomechanics 연구를 주로 시행하다가 5-6년전부터 biology 쪽 연구도 
같이 시행하고 있었고 저는 cartilage, meniscus tissue engineering 
관련해서 배워 보고자 하였기에 biology 쪽 연구팀으로 배정되었습니다. 
Biology 쪽 연구는 공간이 넓고 보다 많은 시설을 갖춘 TSRI의 Martin 
Lotz 선생님의 arthritis research lab에서 주로 시행하게 되어 있어서 
독특하게도 연수 기간 동안 사실상 두 분의 P.I. 밑에서 두 lab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D’Lima 선생님은 인도 출신 정형외과 의사이자 Ph.D. 
이시고 Lotz 선생님은 독일 출신 류마티스 내과 의사이자 Ph.D. 로 
미국에서는 모두 연구 업무에 전념하며 lab을 이끌고 계십니다. 두 P.I. 
선생님들 모두 여유 있고 유머러스 하면서도 연구에 대한 대단한 열정이 
있으셨고 다양한 프로젝트와 업무들을 혼란 없이 합리적으로 처리하시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D’Lima 선생님은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16년 봄, 대한슬관절학회 정기학술대회에 
초청 연자로 방문해 주셔서 반가운 마음이 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구실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연수 형식으로 방문한 정형외과, 류마티스 
내과 의사들을 비롯, pos-doc 연구원들을 포함한 20여명의 연구원들이 
근무하고 있어 다양한 사람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Lab의 주요 연구 테마들은 osteoarthritis의 pathogenesis 
규명, 관절 노화 기전 연구, 조직공학 기법을 이용한 근골격계 조직 
재생 등이었으며, 저는 cartilage / meniscus tissue engineering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체 조직 (활액막, 슬개골 하 지방체, 복부 지방, 
연골판) 기원 줄기세포와 hydrogel, PLA, collagen 등의 scaffold를 
이용한 meniscus tissue engineering 연구에 주로 참여하였습니다. 
사실 세포 배양으로부터 조직 절편 제작/염색, PCR/IHC/FACS 같은 
시약이나 기계를 사용하는 연구들에 이르기까지 연구 전반을 스스로 
진행해야 하는 분위기라 시행 착오를 거듭할 수 밖에 없었고 연수 
전반기에는 좌절을 거듭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연구실 멤버들과 나름 
가까워진 후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하니 쌀쌀해 보이는 인상들과는 달리 
성심껏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고마우면서도 왜 진작 그러지 못했나 살짝 
후회가 들기도 했습니다. 매 주 각각의 P.I. 선생님별 lab 미팅, 격주마다 
있는 두 lab의 합동 미팅, 그리고 매달 관절 노화와 골관절염 연구를 위한 
다기관 미팅 (PROGRAM PROJECT GRANT, PPG)에 이르기까지 잦은 
모임을 갖고 얼핏 집요하다 할 정도로 꼼꼼하게 매 실험 결과에 대해 
토론하고 다음 단계 연구를 위해 아이디어를 내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연수기간 중 3차례 정도 1시간 가량 
토픽 리뷰와 연구 진행 상황 보고를 합동 미팅 때 발표해야 하였는데 
그 때마다 정말 긴장하고 신경이 쓰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구실 전체 
멤버가 모이는 거의 유일한 모임인 매년 크리스마스 파티가 샌디에고 

▶  그림  2 .  관절  노화와  골관절염  연구를  위한  다기관  미팅 
(PROGRAM PROJECT GRANT, PPG) 후 단체 사진. D’Lima 
선생님 (앞줄 좌측 2번째) 와 Lotz 선생님 (앞줄 좌측 3번째) 

▶  그림 4. 한식당에서 가진 Asian doctor / Ph.D. 모임. 왠지 훨씬 
익숙하고 자연스럽다.

▶  그림 3. Colwell 교수님 댁에서의 크리스마스 파티.  이 날은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 초록색 자켓을 항상 입으신다 (좌측 위). 
D’Lima 선생님 (빨간 옷)께 자리 양보(?) 없이 다들 편하게 앉아 있는 
장면이 이채롭다 (우측 위). 연구실 동료들과 함께. 어색한 표정뿐 
아니라 맥주도 아닌 물을 들고 있는 손이 더 어색하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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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Jolla에 위치한 Lab의 pioneer 격인 정형외과 노교수님 Colwell 
박사의 자택에서 있어 참석하여 서로 준비한 선물을 나누고 교수님 
내외가 준비하신 식사를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의 모임은 거의 
없었지만 한,중,일 세 나라에서 연수 온 정형외과 의사, Ph.D. 들은 각 
나라 음식점을 돌아가며 음주를 곁들인 동양식(?) 모임을 가지며 친목을 
도모하곤 했습니다.

샌디에고는 AAOS와 같은 큰 미팅이 종종 열리고 LA에서도 비교적 
가까운 관광 도시라 이미 다녀오신 분들이 많을 듯 합니다. 워낙 좋은 
날씨와 생활 환경으로 유명하여 ‘America’s finest city’라는 거창한 
닉네임을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물론 미국 내에도 훨씬 더 고풍스러운 
전통을 자랑하거나 화려한 도시 환경을 자랑하는 곳들은 많고 각각의 
매력이 있겠습니다만 저와 저희 가족에게는 샌디에고가 기후, 자연, 
생활 환경 모두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아 그 칭호가 결코 과장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연수를 가족과 함께 떠나시는 많은 선생님들, 특히 
초등학생 정도의 자녀를 두신 분들이 내심 고민하는 것이 주거, 교육 
문제이실 것 같은데 샌디에고는 교육 환경도 상당히 좋은 편이었고 워낙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학교, 직장의 사람들 대부분 
여유가 있으면서 포용하려는 분위기가 있어 연수지로서는 상당한 장점이 
있는 도시라 생각됩니다. 여느 대도시에 크게 부족하지 않은 도시 시설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조금만 외곽으로 나오면 한없이 한적하고, 바다와 
산, 사막과 같은 자연도 지척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태평양과 내륙의 
사막 지역 사이에 위치하여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었는지 습하지도, 
건조하지도 않은 쾌적한 날씨가 연중 이어지는 것이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이 춥기도 하고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을 볼 때면 특히 
샌디에고의 날씨가 그리워지곤 합니다. 

2년이라는 짧지 않은 연수 기간 도중 아이들 방학 때가 되면 빠짐없이 
미국 내 여행을 가곤 했습니다. 그 중 특히 기억에 남는 곳이 2014년 8월 
다녀온 옐로스톤 (Yellowstone) 국립공원입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찾아가기 편한 요세미티나 그랜드캐년과 같이 유명한 

▶  그림 6. Del Mar beach의 일몰 촬영. 집에서 10분 정도 차를 
달리면 근사한 해변에서 석양을 만날 수 있었다.

▶  그림 7. San Diego Padres 의 홈구장 펫코파크. 메이저리그 구장 
중 가장 아름다운 구장으로 손꼽히면서도 입장료가 가장 저렴하고 
지역의 유명한 맛집들이 모여 있어 가족 나들이 가기에 최고.

▶그림 5. 샌디에고 남서쪽 해안의 Point Loma 전망대에서 바라본 뷰. Coronado 섬과 멕시코 지역까지 보이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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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들이 있지만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경우 유달리 뚝 떨어져 
있어서 작심을 하고 장기간의 여행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찾기 어려운 
곳입니다. 1872년 미국 최초이자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경기도 면적만큼이나 넓어 미국 최대의 국립공원이면서 또한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한다 하니 여러모로 최고 수식어가 붙는 국립공원인 듯 
합니다. 

Wyoming, Montana, Idaho 3개의 주에 걸쳐 위치할 만큼 넓고 
공원 내의 동서남북 지역마다 특색이 달리 있어 동선을 잘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청난 크기의 공원이기에 주마간산 격으로 본다 
하여도 꼬박 3일은 걸리는 곳이라 적절한 숙소를 정하는 것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방문객에 비해 공원 내에 숙소들이 많지 않고 
특히 숙소 바로 앞의 간헐천이 장관을 이루어 최고로 인기가 좋은 
Old Faithful Inn의 경우 1년 전부터 예약이 찬다고 들었기에 6개월 
전에 여행을 결정하고 늦지 않을까 걱정을 하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old faithful inn은 예약이 다 찼고 그나마 가능한 예약도 서로 다른 
숙소에서 각각 1박씩 3박만이 가능하였습니다. 피치 못하게 숙소와 
가까운 지역을 위주로 각 날짜 별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오히려 행운이었던 것 같으니, 공원 내가 워낙 넓고 숙소 사이에 거리가 
멀어서 만약 한 곳에 숙소를 정해 놓고 다녔더라면 이동하느라 허비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숙소 주변 지역의 풍광이 
저마다 너무나 달라 옮길 때마다 여행의 재미를 더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몇 달 뒤 틈틈이 예약 사이트에 들러 보다가 마침 예약이 취소된 
old faithful inn 예약까지 성공하게 되니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차로 이동한다면 샌디에고로부터 꼬박 2일 이상 운전해야 도달하는 
거리라 차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까지는 
비행편으로 이동 후 차량을 렌트 하였습니다. 솔트레이크씨티 공항에서 
옐로스톤까지도 7시간 이상을 운전해야 했지만 계속 바뀌는 풍경과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루함을 잊고 달려갔습니다.

하루를 꼬박 써서 옐로스톤에 도달한 후 이튿날 처음 찾아간 북서쪽의 
Norris 지역에 이르니 멀리서 보아도 마치 산불이라도 난 듯 곳곳에 

▶  그림 8. 옐로스톤 국립공원 지도 (인터넷 자료 발췌)

▶  그림 9. Norris 지역의 basin과 geyser.

▶  그림 10. Trail 바로 옆에 수증기를 뿜는 basin이 보인다.
▶  그림 11. Grand Canyon of Yellowstone과 협곡 사이를 흐르는 

Yellowstone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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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가 보입니다. Norris 지역은 옐로스톤 내에서도 가장 뜨겁고 
예측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사방 팔방에 증기를 
뿜어 내는 온천수 pool들과 거품 먹은 물기둥을 뿜어내는 geyser라 
칭하는 간헐천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Basin이라 칭하는 듯 한데, 
사이사이에 트레일을 위한 데크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데 곳곳에 길을 
벗어나는 것이 매우 위험함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이 보이고, 지나다 
보면 정말 용암이 바로 옆에 흐르는 듯한 곳도 있었습니다. 마치 땅이 
거친 숨을 토해 내는 것과 같은 자욱한 수증기와 깊이를 알 수 없는 
오묘한 색깔의 pool들을 보고 있으니 말 그대로 지구가 살아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강렬한 첫인상을 뒤로 하고 다다른 북동쪽 Canyon village 쪽은 
또 전혀 다른 분위기 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협곡은 왜 ‘Grand 

▶  그림 12. 물기둥을 뿜어내는 Old Faithful Geyser

▶  그림 13. Castle Geyser

▶  그림 14.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Basin

▶  그림 15. Old Faithful Inn 내부

▶  그림 16. Grand Prismatic Spring. 안내판의 사진은 항공 촬영한 
사진으로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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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yon of Yellowstone’이라는 명칭을 얻었는지 알 수 있었고, 
협곡의 사이를 흐르는 Yellow stone 강과 강물이 이루어 만든 두 폭포 
(Upper & Lower falls)의 모습도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두번째 숙소는 
Yellowstone lake에 인접한 곳이었는데 호수의 넓이가 350km2가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인 데다 그 큰 호수가 이런 고지대에 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수평선이 보일 정도로 넓은 호수 주변은 고즈넉한 산책을 
즐기기에 그만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간 간격으로 물기둥을 뿜어낸다 하여 ‘old faithful’이란 
이름을 가진, 재미있는 유래를 지닌 간헐천이 파열음과 함께 40m 이상 
높이의 물기둥을 뿜어내는 장면은 듣던 대로 장관이었습니다. 분출 
시간에 맞추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며 감탄사를 
쏟아내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였습니다. 공원 내 숙소 
중 가장 유명하다는 Old Faithful Inn은 온통 나무로 지어진 실내에 
백열등 불빛이 비추어진 것이 꽤나 멋들어져 보였습니다. 또 숙소 바로 
앞의 old faithful geyser 외에도 20여개의 크고 작은 geyser들이 있고 
서로 다른 특징들이 있어 한참을 둘러보아도 전혀 지루함이 없었습니다. 
옐로스톤을 대표하는 경관의 하나로 사진을 찾아 보면 가장 흔히 보이는 

Grand Prismatic Spring은 막상 가보니 너무나도 규모가 커서 마치 
호수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묘한 색깔을 지닌 물과 흙, 자욱한 수증기와 
주변의 황량함은 지금껏 제가 본 어떤 풍경과도 비슷한 점을 찾기 어려운 
독특한 광경이었습니다. 

옐로스톤 여행은 비록 짧았지만 강렬하게, 살아있는 지구를 느끼게 해 
주었던 것 같고, 공원 곳곳의 풍경이 정말 다채로워 순간순간이 새롭고 
신기하였습니다. 공원 내에서 이동 중에도 사방의 아름다운 풍경은 물론 
수시로 보이는 야생동물들의 모습에 지루할 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옐로스톤을 뒤로 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쪽의 또다른 국립공원인 Grand 
Teton 에 잠시 들려 호수와 산을 바라보며 커피 한잔을 마셨던 것도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두서 없는 글을 적고 나니 부끄러움이 앞섭니다만 이렇게 예전의 
사진을 찾아 보며 추억을 되살려 부족한 경험이나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슬관절 학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연수를 
다녀오고 소중한 기억을 가질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추천해 주신 은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림 17. 가까이에서 본 Grand Prismatic Spring

▶ 그림 19. 차 바로 옆으로 따라 걷는 Bison

▶  그림 18. 길 옆에서 본 Mule Deer 무리

▶  그림 20. Grand Teton 국립공원 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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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Review

무릎 불안정성 환자에서 
근위경골절골술은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가?

리뷰어 :  신영수 (보훈병원), 이창락 (인제대부산백병원), 

 장문종 (서울대보라매병원), 정규성 (인제대서울백병원)

서론

근위 경골 절골술 (high tibial osteotomy, HTO)은 슬관절이 
비정상적인 역학적 축을 가짐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역학적 축을 변경하여 슬관절에 부하가 가해지는 위치를 바꾸는 술식이다. 
전통적으로 근위 경골 절골술은 내측 구획 (medial compartment) 
골관절염 (osteoarthritis)를 치료하기 위한 술식으로 사용되었으며, 인대 
기능부전 등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가진 무릎에서는 금기되는 술식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근위 경골 절골술은 관상면 (coronal) 뿐만 아니라 
시상면 (saggital)의 정렬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비정상적 정렬을 
보이면서 만성적인 인대 기능부전이 있는 무릎에서 HTO를 이용하여 인대 
기능 부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각 인대 기능 부전 상태가 다르고 그에 따른 수술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리뷰에서는 인대 기능 부전 
상태에서 HTO를 시행한 임상 결과에 대해서 보고한 문헌을 고찰하여 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과거에 불안정성이 있는 무릎은 HTO의 금기로 알려져 왔지만, HTO
는 관상면 뿐만 아니라 시상면의 정렬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방십자인대를 비롯한 후방십자인대 및 후외방 인대 기능부전과 
비정상적 정렬이 있는 경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1]. 근위 경골은 해부학적으로 정사면체가 아닌 삼각형의 모양  
(후방을 기준으로 약 45도 경사) 이기 때문에, 내측 개방 절골술을 시행할 
때 벌리는 gap 기준으로 전내측 gap이 후내측 gap과 동일하다면 
후방경사각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후방경사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내측 gap이 후내측 gap보다 작아야 한다. 이와 반대로 외측 경골 
절골술은 후방 경사각이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내측 절골술은 근위 
경골-비골 관절을 보존하기 때문에 비골의 근위부 이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후외방 구조물의 길이를 변화시키지 않아서 후외방 불안정성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절골술을 시행한 후 감소된 경골 후방 경사각은 경골 
후방 전위를 야기하기 때문에 전방십자인대 기능부전시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증가된 후방경사각은 경골 전방 전위를 야기하기 때문에 
후방십자인대 기능 부전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이용하여 
환자의 상황에 맞는 술식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슬관절 불안정성에서 HTO를 시행 후 임상 결과에 대해서 체계적 문헌 
고찰을 시행한 연구들이 최근에 보고되고 있다. 

2015년 Cantin 등[2]은 슬관절 불안정성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HTO
의 역할에 대해서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하였다. 인대 기능 부전에 
의한 만성 슬관절 불안정성은 골 이상 소견 및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대 재건술 이외에 추가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며,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하여 HTO가 효과적일 
수 있는 만성 슬관절 불안정성에 동반되는 슬관절 상태를 분류하였다. 
첫째, 내반 골관절염과 동반된 전방 불안정성, 둘째, 내반 및 외측 인대 
불안정성과 동반된 만성 전방 불안정성, 셋째, 증가된 경골 경사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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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된 만성 전방 불안정성, (4) 만성 후방 불안정성 혹은 후외측부 손상의 
4가지 경우에 있어 HTO가 장점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총 24개의 연구 
중에서 첫째, 내반 골관절염과 동반된 전방 불안정과 관련된 연구는 13
개가 있었으며 개방 절골술은 73개 (23%), 폐쇄 절골술은 248개(77%) 
시행되었고 3개의 연구에서 Lysholm score는 수술 전 46.2(range 
36.5-52)에서 84.5(range 80.9-93.5)로 호전되었다. 부작용으로 29%
에서 관절강직이 발생하였고, 16%에서 절골술 재수술이 필요하였으며, 
15%에서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전방 전위는 
2.4 mm였으며, 6%에서 이식건 실패를 보였다. 모든 연구에서 activity 
level은 수술 후에 호전되었으며, 골관절염은 두 연구에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렬상태를 살펴보면 8개의 연구에서 수술 후 외반 
3.7도로 측정되었으며, 5개의 연구에서는 시상면 정렬을 측정하였는데 
개방 절골술에서는 경골 후방 경사가 평균 0.3도 증가하였고, 폐쇄 
절골술에서는 평균 0.4도 감소하였다. 둘째, 내반 및 외측 인대 불안정성과 
동반된 만성 전방 불안정성과 관련된 연구는 3개가 있었으며, double 
varus (내반 변형과 외측 인대구조의 불안정성)에서는 술자에 따라서  
1단계 또는 2단계 수술을 시행하였다. Triple varus (경골의 외회전과 
과신전 동반)에 대하여 2단계의 수술을 권유하였으며, 88%에서 추가적 
인대 재건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셋째, 증가된 경골 경사각과 동반된 
만성 전방 불안정성이 언급된 연구는 2개가 있었으며, 폐쇄 절골술과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 후에 증세가 호전되었다고 하였다. 넷째, 
만성 후방 불안정성 혹은 후외측부 손상에 관한 연구는 3개가 있었는데, 
정렬축을 먼저 교정한 이후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경우에 인대 재건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만성 불안정성을 가지는 
슬관절에서는 수술 전 관상면 및 시상면 상에서의 불안정성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절골술 시행 여부와 그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HTO 시행 후 슬관절 안정성과 수술 결과, 환자 만족도, 합병증 등 
임상결과에 대해서 13개 연구를 체계적으로 문헌 고찰한 결과에 따르면 
[3], 문헌들간 슬관절 인대 병변, 과거에 시행된 수술, 슬관절 불안정성 
측정방식이 균일하지 않았지만, 모든 연구상에서 HTO 이후에 슬관절 
불안정성이 개선되었다. HTO 단독 시행한 경우와 십자인대 재건술을 
병합한 경우에서는 HTO와 십자인대 재건술을 병합한 경우가 슬관절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하였다. 후외측부 불안정과 관련된 연구는 4개가 
있었으며 (먼저 HTO를 시행한 이후에 불안정성이 지속되면 추가적으로 
인대재건술이 시행) 대부분 연구에서 수술 전보다 수술 후에 호전된 
양상을 보였다. 환자 만족도는 최종 추시 시 75%~97% 에서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수술 이후 운동 복귀는 18%~80% 에서 가능하였지만, 복귀한 
운동의 정의가 각 논문마다 달라서 정확한 비교가 어려웠다. 합병증은 
0~47%로 보고 되었고, 수술 이후 강직, 내고정물로 인한 자극, 절골부위 
유합 지연, 불유합, 심부정맥혈전증 등이 발생하였다. 결론적으로 HTO
가 불안정성을 회복하고, 상대적으로 환자 만족도가 높으며, 운동 활동에 
복귀할 수 있지만, 대상 질환, 추적관찰시간, 결과측정방식이 연구 간에 
일정하지 못하여서 명확하게 비교 평가하는데는 한계점이 있다고 하였다.   

골 정렬이 인대 재건술 후 안정성과 실패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불안정한 무릎을 가진 환자들에게 추가적인 무릎 인대 수술의 
시행 유무에 따라 재정렬 수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4], 경골 경사가 증가한 환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재발률이 증가하였으며, 후방십자인대/후외방구조물/외측측부인대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내반 변형이 재발을 유발하는 중대한 위험 
요인이었다. 전방십자인대 기능부전에서 HTO를 시행하여 후방 경골 
경사각을 감소시키면 경골의 전방 전위는 감소되며, 후방십자인대/
후외방구조물/외측측부인대 불안정성에서 내반 부정정렬을 교정하는 
것은 안정성의 증가와 더불어 더 좋은 임상적 결과를 보여 주었다. 
결론적으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실패의 경우 후방 경골 경사를 고려해야 
하며 재수술시 후방 경골 경사각을 감소시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내반 정렬과 동반되어 존재하는 후방십자인대/후외방구조물/
외측측부인대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골교정은 치료의 첫 번째 단계로 
고려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슬관절 만성 불안정성 중에서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전방 불안정성과 관련된 임상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술 전 
전방십자인대 결핍을 동반한 증상이 있는 내반 변형 환자들에서 HTO 
단독 (26명, 그룹 1) 군과 HTO +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26명, 그룹 2)을 
시행한 군을 평균 5.8년 추시한 중 장기 임상적 결과 (Lysholm 및 IKDC
점수, KT-2000) 및 방사선적 (Kellgren-Lawrence, K-L grade) 평가를 
살펴보면[5], 전방 안정성 (KT-2000)은 두 그룹 간 차이가 없었지만, 
Lysholm score (그룹 1: 69.4±15.7; 그룹 2: 78.3±16.4; p=0.020)와 
IKDC score (그룹 1: 64.8±13.0; 그룹 2: 74.0±15.6; p=0.006)는 그룹 
2에서 유의하게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양 군 모두에서 술 전에 비해 
술 후 관절염이 진행하였으며 (KL 술 전: 2.3±0.63; KL 술 후: 2.8±0.74; 
p<0.001), 관절염 진행 정도는 두 그룹 간 차이가 없었다. 술 후 합병증은  
4%정도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으며, 두 그룹 간 차이가 없었다. HTO 
단독 시행으로 통증을 완화시키고 주관적 무릎 안정성을 향상 시킬 수 
있지만, 추가적인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중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 
관절염 진행 및 합병증의 증가 위험을 높이지 않으면서 무릎의 기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Schuster 등[6]은 전방십자인대 불안정성 및 내반 부정정렬을 
동반한 K-L grade 3 혹은 4의 골관절염 환자에서 개방 절골술,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및 연골 성형술 (chondral resurfacing, abrasion/
microfracture)을 시행하였을 때 생존률 및 기능적 결과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경골 터널 아래로 절골술 (Tomofix 사용, 경골 고평부 62% 
부위에 역학축)을 시행하였으며, 최소 5년 이상 추시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주관적 만족도와 주관적 IKDC score을 포함한 기능적 결과, 
객관적 IKDC 지표 및 KT-1000을 활용하여 임상적 평가를 시행 하였으며, 
방사선학적 평가 및 수술 후 1-2년 뒤에 이차 관절경술을 시행하였다. 
총 23건의 슬관절 (평균연령 47±5.8세)이 포함되었고, 평균 6.0±0.8년

(5.2~7.5년) 추시 하였다. 주관적 IKDC score는 47.7±11.1에서 첫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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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72.8±15.0, 3년후에 70.9±16.0, 5년후에 73.1±16.4로 호전되었다 
(P<0.001). 수술 전 수치를 제외한 추적관찰 기간에 측정된 수치들은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년 vs 3년, P=0.455; 1년 vs 
5년, P=0.745; 3년 vs 5년, P=0.350). 이차 관절경술은 22건 (95.5%)

에서 1.3±0.5년 (1.0~2.0년)에 시행되었다. 객관적 IKDC 지표는 수술 후 
호전되었다. 수술 전 내반 정렬은 평균 8.5±2.4도로 측정되었는데, 수술 
후에 외반 2.0±2.3도로 교정되었다. 4건 (18.1%)에서 전방 불안정성이 
측정되었고, 2건 (9.1%)에서 전방 불안정성은 없었지만 관절경상에서 
다발의 퇴행성 변화를 보였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연골 재생은 좋은 
결과를 보였지만, 주관적인 IKDC score와의 연관성은 없었다 (P=0.528). 
전체적인 합병증 발생률은 13%였으며, 1례에서 불안정성 재발로 
십자인대 재재건술을 시행하였고, 2례에서 신전 결손으로 인한 수술이 
필요하였다. 내반 부정정렬 및 십자인대 불안정성을 동반한 심한 내측 
골관절염 환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HTO, 연골성형술을 병합하여 
수술하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방십자인대 손상이 동반되어 있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젊은 
환자에서 HTO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하여 Li 등[7] 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근위경골절골술을 동시에 시행한 임상 결과에 
대해서 체계적 문헌 고찰을 시행하였다. 1990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Medline에서 내측구획 관절염 및 전방십자인대의 치료를 위한 
HTO와 전방십자인대재건술을 동시에 시행한 연구를 취합하였으며,  
2년 이상 추시된 연구만을 취합하였다. 총 11개의 연구 (218개 무릎)가 
선별되었으며 전방 불안정성, 골관절염, 주관적 결과, 시상면 및 관상면 
정렬, 합병증 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281개의 무릎 중에 160예 (73.4%)

는 외측 절골술, 58예 (26.6%)는 내측 절골술이었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내측 절골술의 비율이 56.9% 로 내측 절골술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방 불안정성의 경우 KT-1000 관절 측정기로 측정한 양측차이가 
술 후 평균 2.4mm로 측정되었으며 (4개 연구), IKDC 객관적 검사 기준 
상 85.7%에서 A 또는 B 등급의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8개 연구). 관절염 
측면에서는 각 연구마다 제시하는 관절염의 지표 및 기준이 상이하여 
명확하게 결과를 제시하긴 불가능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주관적 결과에서는 IKDC 주관적 점수 기준으로 술 후 73.4 
점의 양호한 점수를 보였으며 (4개 연구), Lysholm 점수 기준으로 술 
전 46.2 점에서 술 후 84.8 점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등 주관적 
점수는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상면 정렬 측면에서는 평균 교정각은 
약 7.13도 였으며 (11개 연구) 모두 내반에서 외반정렬로 교정되었다. 
후방 경사각은 내측 절골술에서 0.8도 감소하였으며, 외측 절골술은 
1.2도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3개 연구). 합병증 발생율은 24.3%
로 나타났으며, 정맥혈전증 (7.7%), 유착 (6.1%), 혈종 (2.8%) 등이 많이 
발생한 합병증이었다. 절골술 실패는 2.2%, 십자인대 실패는 1.7% 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내측 관절염 및 전방십자인대 기능부전을 가지고 
있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젊은 환자에서 HTO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술식은 충분히 시행해 볼 수 있는 salvage procedure 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  

다음으로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 (revision ACL reconstruction)

이 고려되는 환자에서 내반 부정정렬 (malalignment)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2013년 Won 등[8]은 전방십자인대 재-
재건술이 시행되는 환자들에게서 (1) 더 심한 내측 반월 연골판 파열 및 
골관절염을 동반한 내반 부정정렬이 더 흔하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2) 
일차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받는 환자보다 HTO에 대한 적응증을 
더 흔하게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평가항목으로 기계적 경-
대퇴 각 (mechanical tibiofemoral angle)과 슬관절 weight loading 
line (%, 하지의 기계적 축이 슬관절을 통과하는 부분-경골 고평부의 내측 
끝에서부터 외측 끝), 그리고 경-대퇴 관절에서 방사선학적 골관절염의 
정도와 반월연골판의 상태를 측정하였으며,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 
그룹 (58명)과 일차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그룹 (116명)을 비교하였다. 5
도 이상의 내반 기계적 경-대퇴각을 가지는 비율 (19% vs 8%, p=0.029) 
및 25% 이하의 weight loading line을 가지는 슬관절의 비율 (22% vs 
9%, p=0.011) 측면에서 볼 때,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 그룹에서 내반 
부정정렬이 더 흔하게 나타났다.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 그룹에서 
내측 반월연골판 고도 손상 (high-grade injury)이 더 흔하였고 (34% 
vs 16%, p=0.007), 내측 구획에 더 심한 방사선학적 골관절염을 가지는 
경향이 있었다 (19% vs 9%, p=0.076). HTO에 대한 적응증을 만족하는 
환자들의 비율은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 그룹에서 더 높았다 (14% vs 
2%, p=0.003). 따라서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을 시행받는 환자들은 
하지 정렬(alignment)과 내측 구획 골관절염 문제를 다루기 위한 동시 
(concurrent) HTO 적응증일 수 있지만 부가적인 시술로 인하여 증가되는 
위험과 morbidity를 상쇄하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내반 변형이 있지만 슬관절 내측 구획의 관절증이 없는 
환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시 HTO를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 내반 변형과 전방십자인대 
기능 부전이 있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HTO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9]. 내반 변형이 있으면서 일차 단일 가닥 (primary 
single bundle)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 받은 20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내반 변형 기립 하지 전장 방사선 사진 (standing hip-
knee-ankle radiographs)에서 측정된 mechanical axis deviation 
(MAD, 무릎의 중심에서 하지 기계적 축까지의 거리, mm) 기준으로 
MAD의 정도에 따라 Group 1: 0 mm~4 mm (67명), Group 2: 5 mm~9 
mm (53명), Group 3: 10 mm~14 mm (38명), Group 4: 15mm이상 
(43명) 총 4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평균 45개월의 추시 기간동안 인대 
안정성 (Lacnman 검사), 축 이동 검사 (pivot shift test), KT-2000 
관절계로 임상 결과를 측정하였으며, Lysholm score 와 IKDC score를 
이용하여 임상적 평가를 시행하였다. 임상결과 상 side-to-side KT 2000, 
Lysholm score, 및 IKDC 기능적 점수에서 수술 전 MAD의 정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안정성과 기능적 
점수는 수술 전 내반 변형에 의해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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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의 관절염 또는 내반 밀림 (varus thrust)이 없다면, 내반 변형이 있는 
슬관절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시 경골의 교정 절골술이 필수적이지는 
않다고 하였다[9].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부정 정렬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이후 불안정성 재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 정렬이 동반된 
전방십자인대인대 기능 부전 환자에서는 연조직 재건만으로는 수술 
실패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과도한 후방 
경골 경사는 전방십자인대 기능 부전을 악화시키며 수술 실패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나이가 많거나 덜 
활동적인 환자에서는 기계적인 과부하 증상이 있는 경우 우선 HTO를 먼저 
시행할 수 있고, HTO 후 불안정성을 호소하면 2차 치료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젊은 환자에서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할 때 HTO를 시행하여 하지 정렬을 교정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10]. 환자의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기본적인 임상적, 
방사선적 평가 이외에도 순수 내반 혹은 외반 부정정렬 유무, 외측인대 
손상을 의미하는 varus thrust 존재 유무, 전방십자인대 결핍과 관련된 
과도한 경골 경사 존재 유무, triple-varus knee 존재 유무 및 한 구획의 
퇴행성 변화 정도 등이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다. 결론적으로 
내반 부정 정렬과 증가된 경골 경사는 전방십자인대 기능 부전에서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고, 부정 정렬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이후 재건 
인대에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불안정성 재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재교정 절골술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재교정 절골술은 내측 
구획의 기계적 마모를 감소시키고 경골 변형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함께 시행된 HTO는 하지 정렬을 개선하고 
전방 무릎 안정성을 복원하며 관절염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10].

지금까지 전방십자인대와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하지만 
하지의 정렬은 전방십자인대 뿐만 아니라 후방십자인대 및 후외방구조물 
기능 부전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도 중요한 사항이다.  

내반 (varus) 및 후외방 구조물 (posterolateral instability) 손상을 
가진 환자는 보행시에 과신전 (hyperextension) 및 내반 밀림 양상과 
함께 내전 (adduction moment) 증가, 외전 (abduction moment) 
감소의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무릎의 내측 구획이 좁아지고 외측 구획이 
넓어지며 손상된 하지의 과사용 현상이 발생하면서 손상된 하지로 체중이 
지속적으로 쏠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1]. 내측 절골술은 근위 경골-비골 
관절을 보존하기 때문에 비골의 근위부 이동을 막을 수 있어서 후외방 
구조물의 길이를 변화시키지 않아서 후외방 불안정성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절골술을 시행한 후 증가된 후방경사각은 경골 전방 전위 
(anterior translation)을 야기하기 때문에 후방십자인대 기능부전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이용하여 환자의 상황에 맞는 술식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방십자인대 및 후외방손상 시 절골술을 
시행한 후 증가된 후방 경사각이 후방 불안정성을 안정화 시키며, 후외방 

구조물에 가해지는 외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절골술은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근위 경골 절골술을 시행한 후 여전히 
슬관절의 불안정성이 남아 있다면, 약 6~8개월 후 연부 조직 재건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1]. 

후방십자인대 및 후외방구조물 기능 부전을 가진 무릎에서 후방 
경사각이 전후방 전위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회전 안정성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대해서 Petrigliano 
등[11]은 카데바를 이용하여 후방경사각이 회전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10개의 카데바를 이용하였으며, 후방 
십자인대와 후외방구조물을 절제하고 HTO를 시행한 후 시상면 기준으로 
후방 경사각을 5도 증가 및 감소 하게 만든 상태에서 130N-후방 전위 
(posterior drawer test), 5N-Nm 다이알 (30도 및 90도, dial), 역 
축-회전 (reverse pivot shift) 검사를 시행하였다. 후방십자인대와 
후외방십자인대를 절제한 무릎을 정상 무릎과 비교하였을 때 10.5mm 
후방전위가 발생하였으며, 30도 및 90도 다이알 검사에서는 15.5mm 
증가 및 14.5mm 증가하였다. 역 축-회전 검사에서는 17.9mm 증가하는 
등 정상적인 무릎과 비교하였을 때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후방경사각을 5도 증가시킨 절골술 상태에서는 절골술 이전 
상태보다 후방 전위가 3.3mm 유의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30도 및 90도 다이알 검사 및 역 축-회전 검사에서는 절골술 이전 상태와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후방경사각을 5도 감소시킨 
절골술 상태에서는 절골술 이전 상태보다 후방 전위가 4.8mm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역 축-회전 검사에서도 9.0mm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증가한 후방경사각은 후방십자인대와 
후외방구조물이 손상된 무릎에서 시상면 기준 후방안정성을 
향상시키지만 회전불안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감소한 
후방경사각은 후방 및 회전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후방십자인대 
및 후외방구조물이 동반 손상된 경우 후방경사각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다[11]. 

후외측 구조물 손상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는 좋지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만성 후외측 구조물 손상이 있는 환자에서 내반 변형의 교정 
실패는 후외측부 봉합술 또는 재건술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내반 변형을 동반한 만성 후외방 구조물 기능 부전 무릎에서 내측 개방 
HTO가 Primary treatment 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Arthur 등[12]

이 보고한 연구의 결과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Arthur 등[12]

은 grade 3의 만성 후외측 불안정성과 내반 변형이 동반된 상태에서 일차 
치료로 시행된 내측 개방 HTO의 기능적 결과를 전향적으로 평가하였다. 
2단계 인대 재건수술 (second-stage ligamentous reconstruction)

은 절골부위가 치유되고 최소 3개월이상의 재활 후에도 임상적 및 
기능적으로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환자에게 시행하였다. 평균 37개월 
추시 관찰에서 21명 중 8명 (38%)에서 충분한 슬관절의 기능 개선이 
있었고, 추가적인 후외측 구조물의 재건술이 필요하지 않았다. 관상면상 
기계적 축 작용점 (mechanical axis action point, 하지의 기계적 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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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골 고평부를 지나는 지점)에는 수술전과 수술 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수술 전과 후의 경골 후방 경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13명의 환자에서는 절골술 후 평균 13.8개월에 2단계 인대 재건수술이 
시행되었다. 최종 Cinccinati Knee Rating System score는 후외측 
재건술을 시행한 환자들이 후외측 재건술을 시행하지 않았던 환자들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High-velocity 슬관절 손상을 가진 9명 중 7명은 2차 
재건술이 필요하고, 다발성 인대 손상을 가진 14명의 환자 중 10명은 
후외측 구조물의 재건술이 필요하였다. 후외측부 단독 손상을 가진 6
명중 4명에서는 2차 인대 재건술이 필요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HTO
는 만성 후외측 불안정성과 내반 변형을 동반한 환자에서 효과적인 일차 
치료법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low-velocity 무릎 손상과 후외측부 단독 
손상을 가진 환자에서는 절골 부위의 치유 및 재활 치료 후에 2차적인 
인대재건술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결론

이상의 문헌에서 살펴보았듯이 HTO는 관상면 뿐만 아니라 시상면의 
정렬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 정렬을 보이면서 만성적인 인대 
기능부전이 있는 무릎에서 호전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인대 기능 부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각 인대 기능 부전 상태가 
다르고 그에 따른 수술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Savarese E, Bisicchia S, Romeo R, Amendola A. Role of high tibial osteotomy in chronic injuries of posterior cruciate ligament 
and posterolateral corner. J Orthop Traumatol 2011;12:1-17.

2.  Cantin O, Magnussen RA, Corbi F, Servien E, Neyret P, Lustig S. The role of high tibial osteotomy in the treatment of knee 
laxity: a comprehensive review. Knee Surg Sports Traumatol Arthrosc 2015;23:3026-37.

3.  Dean CS, Liechti DJ, Chahla J, Moatshe G, LaPrade RF. Clinical Outcomes of High Tibial Osteotomy for Knee Instability: A 
Systematic Review. Orthop J Sports Med 2016;4:2325967116633419.

4.  Tischer T, Paul J, Pape D, Hirschmann MT, Imhoff AB, Hinterwimmer S, et al. The Impact of Osseous Malalignment and 
Realignment Procedures in Knee Ligament Surgery: A Systematic Review of the Clinical Evidence. Orthop J Sports Med 
2017;5:2325967117697287.

5.  Mehl J, Paul J, Feucht MJ, Bode G, Imhoff AB, Sudkamp NP, et al. ACL deficiency and varus osteoarthritis: high tibial 
osteotomy alone or combined with ACL reconstruction? Arch Orthop Trauma Surg 2017;137:233-40.

6.  Schuster P, Schulz M, Richter J. Combined Biplanar High Tibial Osteotomy,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and 
Abrasion/Microfracture in Severe Medial Osteoarthritis of Unstable Varus Knees. Arthroscopy 2016;32:283-92.

7.  Li Y, Zhang H, Zhang J, Li X, Song G, Feng H. Clinical outcome of simultaneous high tibial osteotomy and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for medial compartment osteoarthritis in young patients with anterior cruciate ligament-deficient 
knees: a systematic review. Arthroscopy 2015;31:507-19.

8.  Won HH, Chang CB, Je MS, Chang MJ, Kim TK. Coronal limb alignment and indications for high tibial osteotomy in patients 
undergoing revision ACL reconstruction. Clin Orthop Relat Res 2013;471:3504-11.

9.  Kim SJ, Moon HK, Chun YM, Chang WH, Kim SG. Is correctional osteotomy crucial in primary varus knees undergoing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Clin Orthop Relat Res 2011;469:1421-6.

10.  Crawford MD, Diehl LH, Amendola A. Surgical Management and Treatment of the Anterior Cruciate Ligament-Deficient Knee 
with Malalignment. Clin Sports Med 2017;36:119-33.

11.  Petrigliano FA, Suero EM, Voos JE, Pearle AD, Allen AA. The effect of proximal tibial slope on dynamic stability testing of the 
posterior cruciate ligament- and posterolateral corner-deficient knee. Am J Sports Med 2012;40:1322-8.

12.  Arthur A, LaPrade RF, Agel J. Proximal tibial opening wedge osteotomy as the initial treatment for chronic posterolateral 
corner deficiency in the varus knee: a prospective clinical study. Am J Sports Med 2007;35:1844-50.

nce



Vol. 1   2018
33

3232

Case Study

20세 남자 환자로 내원 2주 전 점프 후 착지 동작에서 좌측 슬관절 
외반 및 신전 손상을 받은 후 좌측 슬관절 통증과 부종이 발생하였다. 
타 병원에서 촬영한 자기공명영상(MRI)에서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반월연골판 손상 진단 하 부목 고정 후 본원 외래를 방문하였다. 당시 
시행한 신체검사 상, 전반적인 무릎의 부종 및 통증으로 인한 굽힘 제한 
소견이 관찰 되었고, Lachmam 검사 양성 소견을 보였다. 타 병원에서 
시행한 MRI 소견 상 전방십자인대 중간부 완전 파열,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찢김(Ramp lesion)과 대퇴골 외과 및 근위 경골의 골부종, 
외측측부인대 부분 파열 소견이 관찰 되었다(그림 1).

환자는 과거력 상 특이 소견 없었으며, 넘어지면서 많은 체중이 가해진 
상태로 좌측 슬관절이 외반 및 신전되었음을 문진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우선 대증치료 시행하고, 수상 후 10일 째 수술 계획을 잡고, 관절내시경을 
시행하였다. 관절내시경 검사 상 전방십자인대의 중간부 완전 파열, 외측 
및 내측 반월연골판의 후각부로 종파열 소견이 관찰되었다. Achilles 
tendon allograft를 이용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으며, tibial 

remnant sparing technique을 이용하였다. 내측 및 외측 반월연골판의 
봉합술은 Smith & nephew 사의 Fast-fix®를 all inside technique을 
이용하여 시행하였다(그림 2).

술 후 5일째 석고고정 유지하며 목발 보행하며 퇴원하였고, 술 후 2
주부터 부분 체중 부하 및 점진적 관절 범위 운동을 시행하였다. 그 후 
통상적인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술 후 3개월 
이후 외래에서 시행한 신체검사 상 통증 및 동요는 인지되지 않았으나 
완전 신전 제한 및 대퇴사두근의 약화 소견 관찰이 되었으며 특히 슬관절 
신전 시 통증 호소하였다. 그 후 지속적인 신전 운동을 시행하였으나 
환자는 10도로 측정되는 신전 제한 소견은 지속되어 술 후 1년째 좌측 
슬관절 MRI 촬영을 시행하였다. 

MRI 소견 상 전방십자인대는 파열 없이 비교적 잘 유지되어 있었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발생한 

슬관절 신전 제한과 Cyclops 병변

왕 립

동아대학교병원

▶  그림 1. 수상 직후의 자기공명영상 소견에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반월연골판 후각부 찢김, 외측 측부 인대 파열 및 골부종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  그림 2.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및 외측 반월연골판의 종파열 소견으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측 및 외측 반월연골판 봉합술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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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방으로 nodule 병변이 관찰 되었고, 봉합한 내측 반월연골판 
후각부의 음영 증가 소견도 관찰되었다(그림 3).

환자에게는 새로 생긴 내측 반월연골판 후각부 파열 가능성 그리고 
신전 제한이 생기고 지속되는 이유는 cyclops 병변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음을 설명하였다. Second-look 관절내시경을 통해 확진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수술을 시행하였다. 관절내시경 소견 상 전방십자인대는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으며 전방으로 cyclops 병변이 관찰되었다. 내측 
및 외측 반월연골판인 경우 파열 없이 잘 치유된 소견이 관찰되었다. 
수술 과정에서 hypertrophic된 전방십장인대 전방의 nodule에 
대해서는 관절경적 제거술을 시행하였고, 병리학적 확인을 시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fibrotic hypertrophic tissue 소견임을 확인하였다(그림 4). 

수술 과정에서 hypertrophic nodule에 대해 관절경적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당시 완전 신전은 얻을 수 없었다. 술 후 순차적으로 관절 
신전 운동을 시행하였으며, 1달 뒤 외래 방문 시 완전 신전을 얻었고, 동요 

소견 없는 상태로 잘 회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증례고찰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발생한 운동 제한, 특히 신전 제한은 종종 
확인할 수 있다. 특히 Localized anterior arthrofibrosis인 cyclops 
병변은 1~9.8%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발생되는 신전 제한의 2번째 
흔한 원인이다. 가장 흔한 원인은 graft impingement로 tibia tunnel이 
너무 앞쪽에 존재할 경우 발생하게 된다1). 다른 신전 제한의 원인으로는 
suprapatellar 또는 infracondylar adhesion, fat pad의 fibrosis, 
patellar entrapment 그리고 capsular contracture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1).

Cyclops 병변의 pathogenesis는 multifactorial이며 아마도 
tibia tunnel drilling 과정에서의 debris와 ACL fiber의 remnant 
또는 intercondylar notch의 impingement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1-3). Nodule은 전방십자인대 경골 부위의 앞쪽에 위치하게 되며, 
경골과 대퇴골 사이에서 pinch되며 terminal extension시 mechanical 
block으로 작용된다. 

조직학적으로 병변은 dense fibrous tissue에 둘러싸인 central 
granulation tissue로 구성된다3). Cyclops 병변은 초기에는 fibrosis 
소견을 보이고 후기에는 fibrocartilaginous soft tissue 소견을 보인다. 
Fibrous tissue, fibrocartilage, bone, synovium 그리고 fat pad에서 
유래된 fat tissue까지 cyclops lesion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4).

자기공명영상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조사하는 정확한 검사 방법으로 graft failure, post-op re-injury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중요한 합병증들로는 
Graft instability, disruption, extension loss, hardware failure, 
patellar fracture 등이 있다5). Cyclops 병변인 경우 MRI에서 signal 
characteristics를 가지며, T1W image에서 주변 fluid와 차별된 low 
signal intensity를 보이고, T2W image에서 heterogenous low signal 
intensity를 가지게 되어 주변 high signal intensity를 보이는 fluid와 
감별할 수 있다2). 

관절내시경 소견 상 보이는 병변은 head-like appearance를 보이며 
reddish-blue discoloration을 보이는 venous channel을 동반하여 
눈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며, “Cyclops lesion” 이라 불리게 된 이유이다. 
병변은 관절내시경 하에 제거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notchplasty 또한 
이루어 져야 된다1,2,6). 

▶  그림 3. 재건된 전방십자인대 전방의 cyclops 병변이 자기공명영상에서 
확인되었다

▶  그림 4. 내측 및 외측의 이전 파열 부위의 치유 소견 및 전방십자인대가 잘 
유지됨을 확인 하였다. Cyclops 병변에 대해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신전 
제한 소견은 여전히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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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ops syndrome은 Jackson and Schaefer에 의해 처음으로 
기술되었고, 특히 술 후 발생하는 full extension loss와 terminal 
extension시 “clunk”가 발생하는 청각적, 촉각적 증상으로 소개되었다. 
술 후 aggressive한 Physical therapy가 완전 신전을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cyclops 병변과 증상이 관련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7,8). 
최근에서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아닌 전방십자인대 다발이 정상인 
사람에서도 보고됨으로써, microtrauma가 전방십자인대에서 발생하여 
cyclops 병변이 발생될 수 있음을 확인되었다6).

본 증례인 경우 cyclops 병변의 발생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수술 중 
전방십자인대의 잔여 조직을 많이 남은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내측 및 외측 반월연골판 봉합술을 같이 시행하였기 때문에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단독 시행했을 경우보다 2주라는 부목고정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고, 능동적 관절 운동의 시작 시점이 조금 늦어지면서 intercondylar 
notch fibrosis가 생겨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Achilles tendon 
allograft와의 연관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으며 외상 후 충분한 관절 
운동범위 회복을 얻지 못하고 1주 뒤 수술을 보다 빨리 시행한 점도 
연관성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병변 제거술 시행 후 환자의 증상은 빠른 
회복을 보여 최종적으로 완전 신전을 얻어 신전 제한의 원인은 cyclops 
병변이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전방십자인대 파열 후 수술을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완전 신전 제한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 cyclops 병변을 필히 의심하고,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자기공명영상을 통한 확인이 도움이 
되고, 치료로써 arthroscopic resection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References

1.  Recht MP, Piraino DW, Cohen MA, Parker RD, Bergfeld JA. Localized anterior arthrofibrosis (cyclops lesion) after 
reconstruction of the anterior cruciate ligament: MR imaging findings. AJR Am J Roentgenol. 1995;165:383–5.

2.  Recht MP, Piraino DW, Applegate G, Richmond BJ, Yu J, Parker RD, et al. Complications after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Radiographic and MR findings. AJR Am J Roentgenol. 1996;167:705–10.  

3. Sheldon PJ, Forrester DM, Learch TJ. Imaging of intra-articular masses. Radiographics. 2005;25:105–19.

4.  Bradley DM, Bergman AG, Dillingham MF. MR Imaging of cyclops lesions. AJR Am J Roentgenol. 2000;174:719–26. 

5. Recht MP, Kramer J. MR Imaging of the postoperative Knee: A pictorial essay. Radiographics. 2002;22:765–74

6.  Runyan BR, Bancroft LW, Peterson JJ, Kransdorf MJ, Berquist TH, Ortiguera CJ. Cyclops lesions that occur in the absence of 
prior anterior ligament reconstruction. Radiographics. 2007;27:e26. 

7.  Shelbourne KD, Johnson GE. Outpatient surgical management of arthrofibrosis after anterior cruclate ligament surgery. Am J 
Sports Med. 1994;22:192–7. 

8.  Dodds JA, Keene JS, Graf BK, Lange RH. Results of knee manipulations after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s. Am J 
Sports Med. 1991;19:283–7. 

nce



1 2 3 4 5

Dear colleague
We are glad to announce that “The 10th Congress of Asia-Pacific Knee 
Society” will be held at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in Gwangju, 
Korea on November 8-10th, 2018.
Knee surgery has undergone a tremendous evolution in Asia-Pacific 
region in the last decades. With newer technologies, patient outcomes 
have improved and patients are able to return to their work early. 
The collaboration between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nd knee 
surgeons has helped in innovations for the benefit of our patients and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APKS has been an integral part of this 
process over the years. We hope you could share current updates various 
knee topics related to sports medicine, arthroscopy, joint replacement 
and its alternatives, articular cartilage restoration and we are confident 
that this congress would offers the perfect platform for orthopedists and 
researchers to exchange professional scientific knowledge and valuable 
clinical experiences. Also, it will be a significant experience to share 
friendship with one another, as we are firmly rooted in a belief that we 
can be better by working together.
We are very much trying to do our best for a memorable and factastic 
meeting. Look forward to meeting you all at November, 2018.
Welcome to APKS 2018 in Gwangju.

With our best regards,

CONGRESS CHAIRMAN
1 Eun-Kyoo Song  ( Professor,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Bitgoeul Hospital, Center of Joint Disease )

PRESIDENT OF APKS
2 Tomoyuki Saito  ( Professor, Yokohama City University )

CO-CHAIRMAN 
3 Myung-Chul Lee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
4 Seung-Suk Seo  ( Director, Bumin Hospital )
5 Chong-Hyuk Choi  ( Professor, Yonsei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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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OF EVENTS
10th Asia Pacific Knee Society (APKS 2018) is held biennially at 
various asia-pacific countries and the first congress of APKS was held 
in Tokyo in 2000. The program consists of presidential lecture, invited 
lectures, panel discussions and many free papers which designed 
to offer the participants a comprehensive update on major issues in 
knee surgeries about sports medicine, arthroscopy, joint replacement 
and its alternatives, articular cartilage restoration.

SUBJECT OF THE EVENT
The program will include various 
knee topics related to sports medicine (meniscus, ligament, patellar and 
extensor mechanism disorders, etc.), arthroscopy, joint replacement and 
its alternatives (total knee arthroplasty, unicondylar knee arthroplasty, knee 
around osteotomy, etc.), articular cartilage restoration (stem cell procedure, 
microfracture, OATs, etc.). Diagnosis, treatment, and novel technique of 
these topics are also be widely discussed, so that this congress will be an 
opportunity to interact with orthopedic surgeons from many part of the world.

* ABOUT GWANGJU, KOREA - The Taste and Elegance of Gwangju
Gwangju, is derived from Gwang(광, Chinese Character 光) meaning ‘light’ and Ju(주, 
Chinese Character 州) meaning ‘province’ thus making Gwangju(officially known as 
Gwanju Metropolitan City) the Province or City of Light.  And as the sixth largest city in 
South Korea. Gwangju is the home of great food that represents traditional Korean cuisine. 
Also Gwangju is well-known with its various international cultural events. Especially, the 
Gwangju Biennale and the Gwangju Design Biennale attract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audiences. You will be mesmerized by the taste and the beauty of Gwangju, Korea!

1 UNESCO World Cultural Heritage Sites
2 Asia Culture Center
3 Impressed with the taste of Gwangju(Gwangju Cuisine)
4 Gwangju Design Bien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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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MMODATION

1 Holiday Inn Gwangju
Holiday Inn Gwangju is located directly opposite the 
Kim- daejung Convention Center.
Distance from Venue : 1min.(by walk)  /  Tel : +82-62-610-7000
Website > www.holidayingwangju.com

2 Ramada Plaza Gwangju
Ramada Plaza Gwangju Hotel was thoroughly assessed by the 
Wyndham Hotel Group (USA) and received much praise for its 
luxurious design and wide assortment of facilities.
Distance from Venue : 5min.(by car)  /  Tel : +82-62-717-7000
Website > www.ramadagwangju.com

* VENUE -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KDJ Center)is the first exhibition and convention facility 
in the Honam (south part of Korea) area, and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culture, 
tourism, and industry of Gwangju.    
{ ※ Kimdaejung was a former president and Nobel Peace Prize winner in 2000 }

* TRANSPORTATION

50min. (by Plane) Gimpo int’l airport  Gwangju airport

3h 40min. (Limousine Bus) Incheon int’l airport  Gwangju
3h 20min. (Express Bus) Seoul  Gwangju

1h 30min (SRT) Seoul · Suseo station  Gwangju
Songjeong station (20 times daily) 

1h 50min (KTX) Seoul Yongsan Station  Gwangju
Songjeong station (23 times daily) 

2h 49min (KTX) Incheon int’l airport  Gwangju
Songjeong station (2 times daily)

Gwangju

Incheon,
Seoul, 
Su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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