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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슬관절학회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하고 혼란스러웠던 2017년 정유년도 어느덧 지나고, 2018년 새해 무술년이 

밝았습니다. 35년 역사를 지닌 대한슬관절학회의 1,300분이 넘는 회원 여러분께 지면으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학회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발전하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다짐을 합니다. 이를 위해 새해에는 더욱 더 임원 및 회원 분들과 힘을 모아 

나아가고자 합니다. 회장을 맡으면서 드린 약속을 열심히 수행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고, 해외 학자들이 우리 학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회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회가 되고, 우리 회원들이 해외 연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회의 학술지인 KSRR (Knee Surgery & Related Research) 이 큰 단계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며, 회원들의 참여와 도움을 당부 드립니다. 

불합리한 의료수가와 정책으로 우리 학회 회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올해에는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위원회를 포함한 다방면의 학회의 활동을 통하여 실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학회의 독자적인 Registry (가칭, Korean Knee Society Registry)를 준비 중에 있으며, 곧 여러 회원 

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우리의 진료를 되돌아 보고, 미래의 발전된 치료법과 정책을 수립하는데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모든 대한슬관절학회 회원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대한슬관절학회 회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대한슬관절학회의 발전을 위해 공헌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2018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8년 1월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이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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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임원 명단 

회                    장 이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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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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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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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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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편찬위원회 유재두(위원장), 박관규(간사), 고인준, 김동휘, 김영모, 김재균, 문찬웅, 배지훈, 심재앙, 오광준, 이상학, 조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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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석, 이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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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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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1.  정기학술대회의 초록접수마감은 2018년 2월 8일(목)까지이며, 완성논문/증보초록 마감은 2018년 4월 8일(일)까지이고, 채택된 논문의 

구연슬라이드는 2018년 4월 22일(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2.  초록 제출시 구연을 원하시는 언어(한글 혹은 영어)와 책임저자의 학술대회 참석여부, 연구 Funding 여부 및 타 학회에서 발표하신 적이 

있는지와 학술지에 게재된(e-pub 포함) 연구인지를 확인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3.  슬관절 골관절염의 결과 평가시에는 통증과 기능적 평가 방법 사용을 권장하며, 여러가지 기능적 평가방법중 대한슬관절학회에서 제정한 KKS 

(Korean Knee Score)를 사용하신 경우 초록 심사에서 우대할 예정입니다.

  4.  초록은 웹으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별첨을 참고하여 http://koreaknee.or.kr/abstract/2018_spring/intro.html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투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술대회명 개최 예정일 장소

2018 제5회 대전 충청 전방십자인대 심포지엄 2018. 02. 03 (토)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3층 대강당 범석홀

2018 Current Issues in Knee Arthroplasty 2018. 02. 09 (금) 서울대학교병원

제6회 고려대학교 슬관절 연구회 절골술 카데바 워크샵 2018. 02. 11 (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5층 실용해부센터 
실습실 및 제 1 강의실

AAOS 2018 Annual Meeting 2018. 03. 06 (화) - 10 (토) New Orleans, Louisiana, USA

2018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슬관절 심포지엄 2018. 03. 17 (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지하1층 대강당

17th 삼성-3D linker symposium 2018. 04. 07 (토) 삼성서울병원 본관 지하1층 대강당

제4회 건국 스포츠 의학 센터 심포지엄 2018. 04. 07 (토) 건국대 병원 대강당 (지하 3층)

2nd World Arthroplasty Congress 2018. 04. 19 (목) - 21 (토) Roma, Italy

제38차 대한관절경학회 춘계학술대회 2018. 04. 20 (금)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

골연부조직이식학회 2018. 04. 21 (토) 연대치대강당

2018 대한슬관절학회 제 36차 정기학술대회 2018. 04. 27 (금) - 28 (토)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18th ESSKA Congress 2018. 05. 09 (수) - 12 (토) Glasgow, UK

대한운동계 줄기세포 재생의학회 춘계학술대회 2018. 05. 20 (일) 건국대학교병원

제6회 관절경 수술 심포지엄 2018. 05. 27 (일) 서울아산병원

19th EFFORT Congress 2018 2018. 05. 30 (수) - 06. 01 (금) Barcelona, Spain

2018 APKASS Congress 2018. 05. 31 (목) - 06. 02 (토)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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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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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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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관학회 일정 | 

•   2017 대한슬관절학회 대구·경북 추계심포지엄이 Korean Knee Society Fall Course 이름으로  
ISAKOS approved course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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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회 소식 | 
 1.  제2회 World Arthroplasty Congress 등록 안내

   제2회 World Arthroplasty Congress가 2018년 4월 19 - 21일 로마에서 개최 될 예정입니다. 사전등록 기간은 2018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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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위원회 | 
• KSRR 공지 사항
 1.  KSRR은 현재 학술진흥재단, PubMed, PubMed Central, KoreaMed, KoMCI, CrossRef, EBSCO와 Google Scholar 등재 잡지입니다. 

2017년 4월, 학진 등재지 계속 평가 결과는 등재 학술지 유지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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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저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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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knowledgement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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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이후 Technical note는 video clip이 있는 경우에만 투고 받을 예정이며, 이를 위한 전자 투고 시스템의 보완을 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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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저자 비율, 해당호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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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간 조회를 위해선 

최소한 10일전 저자의 page proof가 끝나야 합니다. 출간일 준수를 위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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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매년 reviewers의 KSRR 논문 게재 편수를 평가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증례 보고와 Technical note를 제외한 종설이나 원저의 

게재 편수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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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명 개최 예정일 장소

Asan Meniscus & Osteotomy Symposium 2018. 07. 01 (일) 서울아산병원 대강당　

제23회 고려대학교 관절경 연구회 카데바 워크샵 2018. 07. 14 (토) - 15 (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실용해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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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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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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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부민병원 슬관절 심포지움 2018. 09. 01 (토) 부산 해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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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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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운동계 줄기세포 재생의학회 추계학술대회 2018. 11. 04 (일) 건국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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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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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무룹병원 Live Surgery 2018. 11. 24 (토) 미정

골연부조직이식학회 2018. 11. 24 (토) 고대유광사홀 

2018 대한슬관절학회 제10회 연수강좌 2018. 12. 01 (토) 미정

중앙대학교 심포지움 2019. 12. 개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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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 29 / No. 4 / December 2017 
Editorial

Pos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and Posterolateral Corner Injury 

Young Mo Kim, MD
Knee Surgery & Related Research 2017 Dec; 29(4): 243-245  https://doi.org/10.5792/ksrr.17.087 

Review Articles

Single-Bundle versus Double-Bundle Pos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A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Dong-Yeong Lee, MD and Young-Jin Park, MD
Knee Surgery & Related Research 2017 Dec; 29(4): 246-255  https://doi.org/10.5792/ksrr.17.050 

Current Concepts of Posterolateral Corner Injuries of the Knee 

Oog-Jin Shon, MD, Jae-Woo Park, MD, and Beum-Jung Kim, MD
Knee Surgery & Related Research 2017 Dec; 29(4): 256-268  https://doi.org/10.5792/ksrr.16.029 

Original Articles

Comparison of an Accelerometer-Based Portable Navigation System, Patient-Specific Instrumentation, and Conventional 

Instrumentation for Femoral Alignment in Total Knee Arthroplasty 

Kohei Kawaguchi, MD, Kazuhiko Michishita, MD, Takeshi Manabe, MD, Yoshiyuki Akasaka, MD, and Junya Higuchi, MD
Knee Surgery & Related Research 2017 Dec; 29(4): 269-275  https://doi.org/10.5792/ksrr.17.032 

Does Combination Therapy of Popliteal Sciatic Nerve Block and Adductor Canal Block Effectively Control Early Postoperative Pain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Jin-Hyeok Seo, MD, Seung-Suk Seo, MD, Do-Hun Kim, MD, Byung-Yoon Park, MD, Chan-Ho Park, MD, and Ok-Gul Kim, MD
Knee Surgery & Related Research 2017 Dec; 29(4): 276-281  https://doi.org/10.5792/ksrr.17.023 

Full Cementation in Revision Total Knee Arthroplasty Using a Constrained Condylar Knee Prosthesis with an Average 7-Year Follow-up 

Ki-Tae Kwon, MD, Kye-Young Han, MD, Woon-Sang Lee, MD, and Do-Hoon Kim, MD
Knee Surgery & Related Research 2017 Dec; 29(4): 282-287  https://doi.org/10.5792/ksrr.17.101 

Comparative Study of Clinical and Radiographic Outcomes of High Tibial Osteotomy in Patients with Kissing Lesions and Non-Kissing 

Lesions 

Oog-Jin Shon, MD, Sang-Jin Park, MD, Bum-Jin Shim, MD, and Dong-Yeol Lee, MD
Knee Surgery & Related Research 2017 Dec; 29(4): 288-294  https://doi.org/10.5792/ksrr.16.057 

Meniscal Extrusion Progresses Shortly after the Medial Meniscus Posterior Root Tear 

Takayuki Furumatsu, MD, Yuya Kodama, MD, Yusuke Kamatsuki, MD, Tomohito Hino, MD, Yoshiki Okazaki, MD, and  
Toshifumi Ozaki, MD

Knee Surgery & Related Research 2017 Dec; 29(4): 295-301  https://doi.org/10.5792/ksrr.17.027 

Measurement of Knee Rotation Angles Using a Smartphone Application: An Experimental Study of Porcine Knees 

Hee-June Kim, MD, Hyun-Joo Lee, MD, Ji-Yeon Shin, MD, Young-Seo Choi, MD, and Hee-Soo Kyung, MD
Knee Surgery & Related Research 2017 Dec; 29(4): 302-306  https://doi.org/10.5792/ksrr.17.046 

보험위원회에서는 회원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을 돕기 위하여 슬관절 분야에서 흔히 발생하는 동시 수술에 대한 청구 코드셑 

또는 복잡 사례등을 소식지 및 슬관절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심평원의 지역이나 심사위원 또는 환자 상태에 따라 동일 

코드 청구 시에도 삭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부당 삭감 사례에 대해서는 보험위원회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니 학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호는 연골성형술 (Chondroplasty)의 요양급여 산정 해설입니다.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의 재생을 위해 시행하는 연골성형술(Chondroplasty), 미세천공술(Microfracture) 또는 다발성 천공술(Multiple 

drilling)의 행위는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N0693)의 소정의 점수로 준용하여 산정하고 있다.(고시 제2012-153호, ’12.12.1. 시행)

 산정방법은 

  가.  ‘미세천공술(Microfracture) 또는 다발성 천공술 (Multiple drilling)의 방법으로 연골손상(Outerbridge 분류 III 또는 IV)의 

연골병변으로 크기가 1.5㎠ 이상인 경우에 시행한 경우 :

  ▶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N0693)의 소정점수로 준용하여 산정

 나.  ‘미세천공술(Microfracture) 또는 다발성 천공술(Multiple drilling)의 방법으로 연골손상의 크기가 1.5㎠ 미만인 경우에 시행한 경우’ 

또는 ‘관절연마(Abrasion) 등 기타 방법으로 시행한 경우’

  ▶  자-70다 사지관절절제술(N0710)의 소정점수로 준용하여 산정. 다만, 타 수술시 부수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보험위원회 | 

Three-Dimensional Evaluation of Similarity of Right and Left Knee Joints 

Ki-Mo Jang, MD, Jong-Hoon Park, MD, Minho Chang, PhD, Youngjun Kim, PhD, Deukhee Lee, PhD, Sehyung Park, PhD, and  
Joon Ho Wang, MD

Knee Surgery & Related Research 2017 Dec; 29(4): 307-315  https://doi.org/10.5792/ksrr.16.076 

Case Reports

Arthroscopic Pullout Fixation for a Small and Comminuted Avulsion Fracture of the Posterior Cruciate Ligament from the Tibia 

Shuji Nakagawa, MD, Yuji Arai, MD, Kunio Hara, MD, Hiroaki Inoue, MD, Manabu Hino, MD, and Toshikazu Kubo, MD
Knee Surgery & Related Research 2017 Dec; 29(4): 316-320  https://doi.org/10.5792/ksrr.16.025 

The Meniscofemoral Ligament Mimicking a Lateral Meniscus Tear 

Bong Keun Park, MD, Hohyoung Lee, MD, Seong-Tae Kim, MD, and Min Geun Yoon, MD
Knee Surgery & Related Research 2017 Dec; 29(4): 321-324  https://doi.org/10.5792/ksrr.16.036 

Subchondral Insufficiency Fracture in the Lateral Compartment of the Knee in a 64-Year-Old Marathon Runner 

Vincent VG An, BSc, Mathias van den Broek, MD, and Sam Oussedik, FRCS
Knee Surgery & Related Research 2017 Dec; 29(4): 325-328  https://doi.org/10.5792/ksrr.17.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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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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슬관절학회 슬관절 등록사업 (Korean Knee Society Knee Registry) 구축 | 

대한슬관절학회에서는 슬관절 전치환술, 부분치환술, 재치환술, 절골술 등 주요 수술의 결과를 등록, 분석하여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슬관절 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슬관절 등록사업은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 2017년 8월 Knee Registry TFT가 구성되었습니다. 

슬관절 등록시스템은 슬관절 수술의 주요지표와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슬관절 관련 연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병원 별 계정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등록 작업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조건으로 산출된 통계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환자개인정보와 데이터의 보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연골성형술에 대하여 심사 경향은 연령은 65세 미만, 크키는 4㎠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교과서적인 시행(그림참조)이 되지 않는 경우 

조정하고 있다.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Microfracture enhancement using Biomaterial for Articular Cartilage Injury of 

Femoral Condyle)  [* CartiFil™, Chondro-Gide®, ARTI FILM 등의 필름 생체재료를 말함.]  

 ▶ 자-69-2 (N07100의 소정점수로 산정.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산정한다.

  ① 만 15세 이상, 만 50세 이하의 연령층

  ② 급성 또는 반복적 외상(trauma)에 의한 대퇴과 (femoral condyle)의 연골손상

  ③ 1.5㎠ 이상 4㎠ 이하의 병변 크기

  ④ Outerbridge IV의 연골손상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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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지훈 간사(osman@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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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슬관절학회 슬관절학교과서 제3판 출판 예정 | 

대한슬관절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위원장 유재두 / 간사 박관규

1.  대한슬관절학회 에서는 영창의학사와 함께 슬관절 교과서 제3판 제작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자분들께 집필을 의뢰 드린 상황이며, 2018년 1월 

19일 1차 원고 마감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1월 말경 편찬위원회 위원과 교과서 담당위원을 모시고 교과서 편찬을 위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  저작권에 대한 사항으로 이번 판에 사용을 하는 그림 및 표에 대하여 모두 새롭게 저작권을 득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저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롭게 편찬될 슬관절학 교과서에 슬관절 학회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회원 동정 안내 | 

1. 서울성모병원 최남홍 교수 북미관절경학회 학회지 (Arthroscopy Journal, impact factor 4.29)의 Associate Editor 취임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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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 광장

이우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슬관절 레지스트리

환자 레지스트리는 1969년 Mayo 클리닉에서 인공관절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되었고, 국가적인 레지스트리는 1975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북유럽에서 발전하였다. 현재 여러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레지스티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내과 질환와 

암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현재 인공관절 

분야에서 레지스트리가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 인공관절 레지스트리는 

일정한 코호트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인적사항, 술기, 치환물, 수술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관련 연구와 질향상의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인공관절 레지스트리의 유용성은 인공관절 시판 후 감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금속-금속 관절면인 ASR 고관절 

치환물이 호주 인공관절 레지스트리에서 높은 재치환율을 보고되었고, 

영국과 뉴질랜드 레지스트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 결국 업체에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게 되었다. 단일 기관에서 인공관절의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는 것은 환자수나 시간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대단위 

환자를 포함하는 레지스트리를 통해 적은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연구자의 이해 상충과 오류를 보완할 수 있고 

근거중심의 치료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대한슬관절학회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슬관절 수술(관절치환술, 절골술) 환자의 사망률, 

합병증, 임상 결과 등 주요 통계자료를 산출하고,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슬관절 레지스트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절골술은 단일기관에서 수술결과를 평가하기에는 증례가 

부족하고 다른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는 시스템으로 절골술에 

관련된 문제점을 조기 발견하고, 효과적인 치료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지스트리 데이터는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환자 인적사항, 술기, 치환물 종류 등 기본적인 데이터만을 

포함하는데 대부분 레지스트리는 1단계에 해당된다(표1). 2단계는 

환자 기본정보, 동반질환, 상태 등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3단계는 

환자중심의 결과를 포함하며, 마지막 4단계는 영상의학적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 운용되는 대부분의 레지스트리는 치환물의 

생존율과 재치환율을 주로 보고하고 있지만, 최근의 흐름은 환자중심의 

결과를  수집하여  기능적  결과를  분석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상의학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레지스트리는 거의 없으며 

단일기관에서만 주로 이루어 지고 있다. 대한슬관절학회에서 구축하는 

레지스트리 데이터는 3단계와 4단계의 일부를 포함한다. 최근의 슬관절 

치환술은 치환물의 생존율뿐만 아니라 환자 만족도와 기능적인 결과가 

강조되고 있는바 차별화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레지스트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재정적 안정성 

및 수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국가마다 다른 운영방식은 

달라도 성공적인 레지스트리를 구축한 나라의 공통점은 학회와 국가에 

동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표2). 데이터의 

수집과 관리는 학회와 수술자가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환자 개인정보의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추적관리와 동의를 얻는 과정을 

학회에서만 주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국가적인 도움이 있어야 레지스트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질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환자, 수술자, 보건당국의 상호협조가 필수적이다. 

레지스트리를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지만 더 이상 늦출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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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판단하에 대한슬관절학회에는 학회중심으로 슬관절 전치환술, 

부분치환술, 재치환술, 절골술 분야의 레지스트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슬관절 레지스트리는 슬관절 환자 수술의 적절성과 수준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이용하고, 관련 연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레지스트리를 운영하기 위해 대한슬관절학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개발된 슬관절 

레지스트리는 수술환자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입력하고 관리하기 위해 

병원별 의사별 계정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등록 작업을 하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세분화된 검색으로 통계자료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데이터가 축적되면 연보를 발간하여 회원들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레지스트리 자료는 관찰 데이터이고 다양한 병원과 수술자가 

참여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환자, 의사, 

환자에게 수술과 치환물의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치료의 흐름과 

수술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고, 연구와 치료지침의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References

nce

표1 국가별 레지스트리 입력항목

국가 환자정보 수술정보 설문지 임상평가
영상의학
평가

호주 + + - - -

캐나다 + + - - -

덴마크 + + - + -

영국 + + - - -

핀란드 + + + - -

뉴질랜드 + + + - -

노르웨이 + + - - -

루마니아 + + - - +

슬로베키아 + + - - -

스웨덴 + + - - -

스위스 + + + + +

Kolling et al., J Bone Joint Surg(Br), 2007

표2 국가별 레지스트리 운영현황

국가 운영 재정 참여의무
환자식별
번호

환자동의

호주 협회 국가 - + -

캐나다 국가 국가 - + +

덴마크 협회 국가 + + +

영국 국가
임플란트 
징수

+ + +

핀란드 국가 국가 + + -

뉴질랜드 협회 국가/협회 - + +

노르웨이 협회 국가 - + +

루마니아 협회 국가 - + +

슬로베키아 협회 국가 + + -

스웨덴 협회 국가 - + -

스위스 협회 협회 - - -

Kolling et al., J Bone Joint Surg(Br), 2007

건강정보

슬관절 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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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관절의 탈구는 어깨관절이나 손가락 관절 탈구에 비해 발생 

빈도가 낮으나 정형외과 전문의 시험에 자주 출제 될 만큼 매우 중요한 

손상이다. 다발성 인대 파열이 있어 치료 후에도 어느 정도의 불안정성이 

남게되며 신경, 혈관 손상에 대한 진단이 간과되어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쳤을 경우 하지 절단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의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1. 정의 

슬관절 탈구는 대퇴경골 관절(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가 이루는 

관절)의 탈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구조물 

(전방십자인대, 후방십자인대, 내측측부인대, 외측측부인대, 후외측 

안정화 구조물) 중 일반적으로 전방십자인대, 후방십자인대를 포함한 

2개 이상의 구조물 손상이 동반되었을 때 슬관절 탈구라고 한다. 가장 

흔한 형태로는 전방, 후방십자인대와 후외측 구조물 또는 후내측 구조물 

손상이 동반된 경우이다. 

2. 원인

축구 중 태클과 같은 스포츠 손상이나 낙상이나 오토바이 운전자 

사고, 교통사고 등의 슬관절 부위의 직접적인 고에너지 손상으로 

발생한다. 고도 비만의 경우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등의 저에너지 

손상에서도 슬관절 탈구를 일으킬 수 있다. 

3. 증상

대부분 고에너지 손상으로 슬관절 주변 인대의 다발성 손상과 경우에 

따라서는 혈관 손상, 신경 손상, 골절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수상 

직후에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부종이 심하고 관절을 움직이기가 

어렵고 무릎 주위에 피멍 등이 관찰된다. 슬관절을 정복하더라도, 혈관 

손상이 동반된 경우는 하지의 혈액 순환이 차단되어 족부의 맥박이 뛰지 

않거나 온기가 회복되지 않는 등의 혈관 손상 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 

신경 손상으로 족관절의 능동 운동 소실이나 감각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관절이 정복되어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아 혈관, 신경 손상을 간과할 수 있음을 주의 해야 한다. 

4. 진단, 검사법

대부분의 경우 슬관절 탈구 후 자가 정복이 된 상태로 병원을 

내원하는 경우가 많아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단순 방사선 사진은 

슬관절이 탈구 된 채 촬영되는 경우는 적으나 아탈구 되어 있는 경우나, 

동반된 골절이나 견열 골절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신체 검사로 ▶ 그림 1. 슬관절 전방 탈구된 단순 방사선 사진

1. Berry DJ. Joint registries: what can we learn in 2016? Bone Joint J. 2017;99-B:3-7.

2. Delaunay C. Registries in orthopaedics. Orthop Traumatol Surg Res. 2015;101:S69-75.

3.  Hughes RE, Batra A, Hallstrom BR. Arthroplasty registries around the world: valuable sources of hip implant revision risk data. 
Curr Rev Musculoskelet Med. 2017;10:240-252.

4.  Kolling C, Simmen BR, Labek G, Goldhahn J. Key factors for a successful National Arthroplasty Register. J Bone Joint Surg Br. 
2007;89:1567-1573.

5.  Niederlander C, Wahlster P, Kriza C, Kolominsky-Rabas P. Registries of implantable medical devices in Europe. Health Policy. 
2013;113:20-37.

6.  Pugely AJ, Martin CT, Harwood J, Ong KL, Bozic KJ, Callaghan JJ. Database and Registry Research in Orthopaedic Surgery: 
Part 2: Clinical Registry Data. J Bone Joint Surg Am. 2015;97:1799-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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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 불안정성이나 혈관 손상의 여부, 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혈액 순환이 유지 되어 있는 경우 MRI 등을 통해 슬관절 인대, 

연골, 반월연골판 등의 정확한 손상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혈관 손상의 유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혈관 촬영이나 혈관 조영 

CT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슬관절 탈구가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혈관 조영술이나 CT를 시행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Ankle-Brachial 

index(ABI, 하지와 상지 혈압의 비율)가 0.9 미만이거나 혈관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즉 양하지의 온도 차가 있거나, 하지 맥박이 잡히지 

않았거나, 불규칙한 리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혈관 손상 

진단을 위한 혈관 촬영술이나 혈관 조영 CT(그림 2)등을 시행한다. 

슬관절 탈구 시 혈관 손상이 많은 이유는 하지의 전방 구획에 있는 

대퇴 표재 동맥이 후방 구획의 슬와 동맥으로 이행하는 근위부와, 슬와 

동맥이 원위부로 가지를 내면서 다시 전방 후방 경골 동맥으로 분지되는 

원위부에 각각 두꺼운 섬유막으로 움직이지 않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슬관절의 과신전이나 과도한 전단력이 있을 때 쉽게 손상되며, 4.8%-

65%까지 다양하게 보고 되고 있다. 

5. 치료 원칙 및 재활 

슬관절 탈구의 치료 원칙은 탈구된 관절을 정복하고 혈관 손상의 

유무를 평가하여 혈관 손상이 있으면 먼저 혈액 순환의 재개를 위한 

혈관 이식술이나 봉합술을 시행하고 혈관 및 주변 관절낭의 손상이 어느 

정도 치유 될 때까지 2-3주 기다렸다가 파열된 인대 및 손상된 연골, 

반월연골판에 대한 치료를 계획한다. 

슬관절이 탈구된 채로 내원하는 경우에는 도수정복을 시도하나 

파열된 인대나 근육이 관절에 끼어 정복이 안되는 경우에는 관혈적 

정복을 시행해야 한다. 혈관 손상이 있는 경우 무리하게 도수 정복을 

시도하는 것은 혈관 손상을 악화시킬수 있으므로 수차례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파열된 인대의 치료는 봉합술과 재건술이 있는데 견열 골절이나 견열 

손상이 있으면서, 수상 후 2-3주 이내의 경우는 봉합술이 권장되지만 3주 

이상 지연되었거나 실질부 파열의 경우 재건술이 권장되고 있다.  재활은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재활에서와 같이 지연된 재활을 권장한다.

▶ 그림 4. 전, 후방십자인대 및 후외측 인대 재건술 후 방사선 사진

▶ 그림 2. 슬관절 탈구 후 슬와 동맥 폐색이 확인된 혈관 조영 CT

▶ 그림 3. 혈관 문합술 후 슬와 동맥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혈관 조영 CT

해외연수기

김창완

인제대 부산백병원

미국의 동부에서...

-보스턴 하버드 MGH 연수기-

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김창완입니다 .  저는 

2015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년 동안 미국 하버드 대학 부속의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MGH)내 Bioengineering 

laboratory에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슬관절 소식지에 제 연수 

후기를 올릴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1년 동안 연수 과정 중 

저의 동부 여행기를 위주로 말씀 드릴까 합니다. 

보스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하버드, 캠브리지, MIT 

등 온통 대학이름들입니다. 미국 아이비리그의 중심에 서있고 주변에 

대학만 50여개가 된다하니 학문의 도시인 셈입니다. 이러한 보스턴에서 

연수의 기회를 얻게 되어 준비하는 내내 한없이 들뜨고 기쁜 마음과 

동시에 두려움이 교차하는 상태에서 연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2015년 겨울 미국의 동부는 역사상 최대 폭설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보스턴에서  오랫동안  삶을  살아왔던  터줏대감들도 

이주를 생각하게 할 정도였고, 연방 정부는 보스턴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제가 출발하던 날도 경유지인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비행기 결항 여부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른 기억이 납니다. 다행스럽게 

비행기는 출발을 하였고, 보스턴에 발을 딛었던 그 날도 생전 처음보는 

엄청난 눈이 저의 가족을 맞이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머무른 지역은 Newton 이라는 매우 조용한 동네입니다. 이 

지역은 원래 유태인들이 정착하여 살던 도시로 보스턴 중심가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정도 떨어진, 미국 내에서도 부유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아내와 두 아이들과 같이 연수를 갔던 까닭에  

▶  그림 1. 2015년 당시 보스턴 폭설 ▶  그림 2. 가족이 지냈던 arborpoint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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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주거비용이 꽤 비싸지만 치안이 매우 좋아 함께 머무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MGH의 lab까지 지하철 green-line을 타고 한 시간이나 

걸렸지만 가족과 함께 지내기에 더없이 좋은 지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arborpoint at woodland station이라는 아파트를 렌트하고 전기, 수도, 

자가용차, 아이들 학교 문제까지 해결하는데 2개월이나 소요되었습니다. 

제가 연수를 갔던 MGH는 1811년 설립된 미국에서 3번째로 

오래된 병원입니다. 1846년 세계 최초로 ether를 이용한 전신 마취하 

수술을 시행한 역사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hospital-based research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이 

곳 Bioengineering laboratory의 중국계 미국인 교수인 Guoan Li 

선생님께 연수를 받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저 말고도 중국, 이란, 미국, 

네덜란드 등 다양한 국적의 연구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슬관절 

뿐만 아니라, 척추, 족관절, 고관절 등 여러 분야의 생역학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연구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선생님들과 

다양한 주제의 대활를 나눌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슬관절 분야에서는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였는데, 특히 robot을 

이용한 슬관절의 biomechanics 연구는 저에게 흥미로운 분야였으며, 

연구 방법 및 데이터의 분석, 논문 작성 방향 등에 있어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와 연수기간이 비슷했던 중국 북경대에서 온 Lin 

Lin교수와 같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많은 교감을 얻게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시행했던 연구는 dual fluoroscope를 

이용하여 인공관절 치환술 후 보행시 motion을 3D로 modeling하고 

이 model을 이용하여 biomechanical study를 시행하는 것과,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추시 상 MRI를 시행하여 이 영상을 mapping을 

시행하여 load distribution과 degeneration 여부를 평가하는 

작업이었습니다 .  한국에  있을  때의  연구들과는  조금  생소했던 

연구였지만 평소 관심이 많았던 분야였기에 흥미롭게 참여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에 적응이 되어가고, 심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주변을 돌아보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짧은 봄이 

찾아와있었습니다. 주말마다 거의 마트에서 일주일간 생활할 물품들과 

▶  그림 3. MGH ▶  그림 5. bioengineering lab 멤버들과 함께

▶  그림 4. ether dome 앞에서 ▶  그림 6. 중국 북경대에서 온 Lin Lin 교수와 실험실에서

주변의 간단한 볼거리들만 찾아다니다. 4일간 휴가를 내고, 미국 

동북부의 끝자락, 캐나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카디아 국립공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일전에 어느 곳에선가 아카디아 국립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가보고픈 국립공원 1위’로 꼽았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 한 번쯤 가봐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다와 섬, 그리고 해안의 기암괴석들과 쉼 없이 부딪치는 파도가 

연출하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해양공원인 이곳은 조용한 숲과도 잘 

어우러져 한국의 바다와는 또 다른 감성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대서양과 접하고 있으며, 울창한 숲과 어우러진 호수들이 아름다운 

아카디아 국립공원은 랍스터 산지로도 매우 유명하여 아주 싱싱하고 

랍스터를 저렴한 가격에 실컷 먹을 수 있었습니다.

보스턴은 지도상 위도가 서울보다 약간 높기 때문에 여름에 더위가 

심하지는 않았으나, 약 1~2주간은 한국, 특히 부산 지방의 여름이 

생각날 만큼 더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습도가 많이 높지 않아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라 지내기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들의 여름 방학은 다양한 summer school 활동이 있는 

시기라 특별히 여행을 다니지는 않았으며, summer school 들이 집에서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어 아이들을 pick-up하는데 많이 신경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쁘게 지내는 생활 속에서도 주말에는 시간을 내어 주변에 

가봄직한 관광지들을 찾아 다녔는데, 보스턴에 대해서라면 미국의 

독립 시작을 알린 역사적인 사건인 보스턴 티 파티 사건을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 더욱 깊이 알고자 방문한 곳, 

보스턴 티 파티 박물관. 이곳에서는 그 당시의 배를 그대로 재연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시간대별로 단체로 설명을 들으며 관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왜 배에서 티 박스를 버려야 했는데 연극을 

통해서 영국의 만행을 보여주니 그들의 감정이 생생히 전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배로 이동하여 계속해서 설명을 듣고 티박스 모형을 

직접 바다로 던져보는 경험도 가져보았습니다. 
▶  그림 7.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보행시 dual fluoroscope 
촬영을 시행하는 모습

▶  그림 8. Acardia 국립 공원 ▶  그림 10. 보스턴 티파티 빌딩

▶  그림 9. Acardia에서 유명한 랍스터 식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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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스턴에서 해안 길을 따라 2-3시간 달리면 cape code 국립 

해변공원이 있는데, 이곳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첫발을 내디딘 

역사가 있는 곳으로, 지형이 L자를 뒤집어 놓은 모습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간절곶과 호미곶을 떠올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경치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해변이 많아 여름에는 휴양객으로 장사진을 이루며, 

케네디 일가와 미국 대통령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이기도 한 이 지역은 한 

때 고래잡이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합니다. 이 

시절의 이야기는 고래가 배를 들이 받은 실제 사건을 토대로 쓰여 출간된 

허먼 벨빌의 소설 ‘모비딕’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동부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캐나다와 미국의 경계에 있는데 캐나다 쪽에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웅장하다고 하여 캐나다로 넘어갔습니다.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는 단 1개의 물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국경 양쪽으로 몇몇 줄기의 폭포들이 합쳐져 있으므로 

사진으로만 보는 것에 비해 스케일이 매우 크고 웅장했습니다. 인간은 

대자연 속에서 힘없고 나약한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 듯 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나이아가라는 폭포 외에 또 하나의 자랑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와인. 온타리오 주는 기온차가 커서 포도 재배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기에 캐나다에서도 와이너리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꽤 유명한 나이아가라 아이스 와인을 한 병 

구매할 겸 와이너리에 잠시 들르기로 했습니다. 넓은 포도밭을 보며 

푸짐한 식사와 함께 포도주 시음까지 동시에 할 수 있어서 기억에 남는 

여행지였습니다.

보스턴의 가을은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주말을 이용해 

보스턴으로 2시간정도 북쪽으로 운전해서 가면 가을엔 낙엽으로, 겨울엔 

스키장으로 유명한 white mountain이 있습니다. 

white mountain은 워낙에 넓은 곳이라 차로 주변을 돌아다녀도 

1시간 이상은 걸립니다. 갓길에 잠깐 차를 세워놓고 단풍 구경 하이킹을 

할 수도 있으며, 주변 식당에서 간단한 식사와 한잔의 커피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가을산과 다른 점이라면 등산객이 없어서 

오롯이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낙엽냄새와 

바스락거리는 낙엽 밟는 소리를 감상하며 가을 기운을 몸속 깊은 곳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11월이 되어 1주일이라는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따뜻한 곳을 찾아 마이애미에서 캐리비안제도의 한 곳인 바하마를 

경유해서 돌아오는 크루즈여행을 계획하였습니다. 

배는 타이타닉 호처럼 매우 크고 총 11층까지 있어 32개에 달하는 

레스토랑과 각종 상점, 카지노, 수영장, 헬스장, 공연장, 극장 등등 

모든 시설을 갖춘 하나의 대형 복합 쇼핑몰의 느낌이었습니다. 배의 

최대속도는 시속 30~40km로 빠르지 않습니다. 하룻밤 자고나니 

도착한 곳은 코코케이 섬입니다. 코코케이에서 짧은 시간을 보내고 

▶그림 11. L자 모양의 Cape code ▶  그림 12. Cape code 해변 ▶  그림 13. 나이아가라 폭포의 무지개

▶그림 14. 와이너리 주변의 포도밭 ▶  그림 15. White mountain 주변 정경 ▶  그림 16. White mountain 하이킹 중 촬영한 사진

다시 바하마로 출발하였고 메인 홀에서 연주와 마술쇼 등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바하마에 도착하여 나사우 시내를 둘러보고 아틀란티스 

섬을  구경하였습니다 .  아틀란티스에서는  돌고래와  수영하기 , 

산호초바다에서의 스노클링 등 여러 가지의 해양 액티비티를 체험해볼 

수 있었으며, 다시 크루즈에 올라 캐리비안의 마지막 석양을 감상하며 

키웨스트를 거쳐 마이애미로 돌아왔습니다.

연수 후반기는 한국으로의 복귀를 위한 준비기였습니다. 아이들의 

한국 학교 재입학을 위한 서류준비부터 이삿짐을 보내기 위한 업체와의 

접촉, 사용하던 세간살이의 처분을 위한 인터넷 공고 등 처음 미국으로 

와서 준비했던 일들의 역순으로 귀국을 위한 준비를 하였으며, 보스턴 

지역의 유명한 폭설을 피하기 위해 날씨 정보에 귀를 귀우리며 귀국 

날짜를 잡았습니다. lab의 멤버들과 환송회를 하고, 드디어 2월초에 

귀국하였습니다. 

제가 MGH처럼 훌륭한 기관에서 연수를 올수 있었던 것은 제 주의의 

여러 선생님들께서 저를 잘 이끌어주시고, 도움을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특히 일산백병원 나경욱 교수님과 고려대 배지훈 선생님, 

제주대 남광우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저의 

기억 속에 묻혀버렸을 수 있는 경험을 이렇게 학회 소식지 지면에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슬관절 학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학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림 17. 크루즈 선박 ▶그림 18. 크루즈 선박 내부 ▶  그림 19. 배에서 바라본 캐리비안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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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Review

경골 고위 절골술에 동반된 
연골재생 술식이 필요한가?

리뷰어 :  문찬웅 (가톨릭의대), 선종근 (전남의대),  

김동휘 (조선의대), 최성욱 (제주의대)

서론

슬관절에 발생한 비정상적인 역학적 축은 관절염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적지만 발생하였을 때 질환의 진행 속도를 증가 시켜, 슬관절의 

기능 및 운동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다양한 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으며, 이는 크게 본인의 관절을 

유지하면서 역학적 축을 재배열하는 교정 절골술과 인공 슬관절 

치환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절골술의 경우 활동성이 높고, 비교적 

젊은 연령의 환자에 있어서 좀 더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초창기 

근위 경골 절골술은 슬관절의 비정상적인 역학적 축과 슬관절염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써 시작되었으나 통증의 재발 및 수술 술기의 어려움 

및 합병증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최근 전문 기구와 

장비를 이용한 다양한 술기들이 개발되어 더 나은 결과들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최근에서는 손상된 관절 연골의 재생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연골 재생 수술과 

절골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법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 연골 재생 수술은 

미세 골절술, 관절 연골 연마성형술, 연골하 천공술 및 bio-scaffold의 

추가 시술,자가 연골 세포 이식술, 동종 골연골 이식술, 그리고 줄기 

세포를 이용한 치료가 시도 되고 있으며 그 성과에 있어서도 논란이 

있다. 이에 각 술식에 대한 연구[1]에 대해 문헌고찰을 하고자 한다. 

본론

첫째, 교정 절골술시 관찰되는 연골 결손에 대해 전통적으로 미세 

절골술 및 연마 관절 성형술 등이 가장 빨리 시행되었으며, steretts[2] 

등은 내반 변형을 동반한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환자에 대하여 

관절 면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이기 위한 수술인 근위 경골 절골술과 

함께 연골 표면 치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전향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분석은 후향적으로 

진행되었다. 내반 변형과 연골 손상이 있는 총 3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골 표면 치환술과 함께 내측 근위 경골 개방형 쐐기 절골술을 

시행하였으며, 환자의 평균 연령은 51.3세(범위: 34-72세)이었다. 모든 

환자는 역학적 축이 5도 이상의 내반 변형을 보였으며, 시행한 연골 

성형술은 연마 관절 성형술(abrasion)과 미세 골절술이 시행되었다. 

수술 후 결과는 Lysholm과 WOMAC Osteoarthritis Index 점수 체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최소 추시 기간은 2년이었다. 38명의 환자 중 

87%에 해당하는 33명의 환자가 최소 2년 이상의 추시가 가능하였으며, 

평균 추시 기간은 45개월(범위: 24-80개월)이었다. Lysholm 점수는 

수술 전 43.5 점에서 수술 후 78점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WOMAC 

Osteoarthritis Index 점수는 수술 전 45.8점에서 수술 후 16.2점으로 

개선되었다. 평균 Tegner 점수는 5점이었다. 수술 실패는 일차 근위 

경골 절골술 시행 후 재수술을 시행하거나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시행한 생존율 분석은 

Kaplan-Meir 생존 분석을 이용하여 시행되었다. 3년 추시 상 생존율은 

96%를 보였고, 5년 추시상 생존율은 84%로 나타났다. 저자들은 내반 

변형이 있는 슬관절에 대하여 내측 근위 경골 개방형 쐐기 절골술과 미세 

절골술을 이용한 연골 표면 치환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최소 추시 

2년 결과에서 환자의 통증을 감소시켜주며, 슬관절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였다.  

또한 Pascale[3]등도 대조군 비교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미세 

절골술의 효용성을 주장하였는데, 이들은 미세 절골술이 내반슬을 

동반한 내측구획의 관절염을 가진 환자에게 시행한 경골 고위 절골술의 

결과를 향상시키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대퇴골 또는 경골에 

Outerbridge 3, 4형의 연골 결손을 가진 내반슬의 내측 구획 관절염 

환자에게 Puddu plate(Arthrex, Inc, Naples, Florida)를 이용하여 

경골 고위 절골술을 시행한 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중 A 군 20명은 

경골 고위 절골술과 미세 절골술을 동시 시행하였으며, B군 20명은 경골 

고위 절골술만 시행하였으며, 각 군은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최종 평가는 

수술 후 5년 째 임상 평가로 IKDC, Lysholm score와 환자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모든 환자에게 자신이 받은 치료를 모르게 하는 맹검법을 

이용하였으며, 같은 재활 프로토콜을 따랐다. 두 군 모두에서 수술 전 

후 Lysholm, IKDC점수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호전을 보였으며, 

두 군 간에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만족도 점수에 있어 수술 

전 점수에서는 양 군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수술 후 5년 추시 상 미세 

절골술을 동시 시행한A군이 B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36). 

저자들은 내반슬에 동반 된 내측 구획의 퇴행성 관절염을 가진 환자 

중 기존의 활동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환자에게 경골 고위 절골술은 

효과적인 수술법이라는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미세 절골술과 

절골술을 병용한 군에서 단독 절골술을 시행 한 군에 비해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좋은 결과만을 보고하지는 않아서 Jung[4]등은 

개방형 내측 쐐기 절골술 시 연골 하 천공술(subchondral drilling)의 

동반 유무에 따른 결과와 수술 후 2년에 2차 관절경을 통해 확인 한 

섬유 연골의 형성 정도를 비교하였다. 총 6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를 2군으로 나누어, 1군, 30명은 절골술과 연골 하 천공술을 동시 

시행하였고, 2군, 31명은 절골술만 시행하였다. 임상 평가는 Knee 

Society Score를 이용하여 술 전 및 술후 2년에 평가하였다. 연골 

손상의 상태는 초기 절골술 시 및 금속판을 제거하는 수술 후 2년에 

시행한 관절경을 통해 ICRS grading system에 따라 평가하였다. 

연골 병변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이를 2단계로 나누었는데 절골술 

시와 연골 상태에 비해 변화가 없을 경우를 grade 1, 섬유 연골의 

산포 및 부분적으로 덮여 있거나 균등하게 잘 덮여 있어 수술 전에 

비해 호전된 경우를 grade 2로 분류하였다. 또한 grade 2를 성숙도에 

따라 부분적으로 덮여 있거나 산발적이면 immature, 균등하게 덮여 

있으면 mature로 세분하였다. 1군에서 수술 전 평균 슬관절 점수 및 

기능 점수는 각각 67.3±8.2 점과 66.5±14.3 점이였고 수술 후 2년에 

각각91.2±6.4, 92.8±10.0으로 호전되었다(P=.001&P=.001, 각각). 

2군에서 수술 전 슬관절 평균 점수 및 기능점수는 각각 63.7 ±13.9 

및 66.8±9.1점에서 수술 후 2년에 각각 92.5±5.3, 92.2±8.0으로 

호전되었다(각각 P=.001, P=.001). 그러나 두 군 간에는 수술 후 2년 

추시 상 슬관절 점수 및 기능 점수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389, P=.806). 대퇴골 내과의 Grade2로의 치유는 

1군에서는 100% 2군은 94%에서 관찰되었다. 이 중 균등하게 잘 덮여 

있는 mature군은 1군에서 10%, 2군에서 3%였다(P=.354). 양 군 간에 

섬유연골의 생성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저자들은 경골 고위 

개방형 내측 쐐기 절골술 후 2년 추시 상 연골 하 천공술은 효과가 없어 

불필요한 술식이라고 결론지었으나 1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차이는 

없었으나 mature 군이 더 많았던 점을 고려할 경우 더 많은 증례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또한 이와 같은 비슷한 연구로 Schuster[5]등은 연골 재생 술식 

(연마술, 미세골절술)과 같이 시행한 내측 개방형 근위 경골 절골술의 

생존률과 기능적 결과를 알아 보기 위하여 2005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전층 관절 연골 결손과 4도 이상의 하지 내반 부정 정렬을 가진 

Kellgren-Lawrence 3 또는 4등급의 골관절염 환자 중 최소 5년 추시가 

가능하였던 총 91례, 85명(평균 나이 50±8년, 범위 28.3-67.7)의 자료를 

전향적으로 모아 생존률(인공 관절 치환술로 전환 여부 기준), 기능적 

결과(주관적 International Knee Documentation Committee(IKDC) 

점수)와 주관적 만족도(수술을 다시 받을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임상적 평가(객관적 IKDC 매개 변수에 따른), 

방사선적 평가와 재생된 연골의 평가를 위한 관절경적 재수술 등을 

1-2년 사이에 시행하였다. 5년 누적 생존률은 95.2%(95% 신뢰 구간, 

90.7%-99.7%)였고, 4례에서 인공 관절 치환술로 전환되었다(반치환술 

3례와 전치환술 1례, 추시율 87.9%). 주관적 IKDC 점수는 수술 전 

45.1±11.6점에서 수술 1년 후 69.1±14.2점, 3년 후 66.4±14.5점, 

5년 후 67.2 ± 14.4점으로 유의하게 호전되었다. 94.9% 환자는 관절 

치환술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5년 후 결과에 만족하였다. 관절경적 

추시 수술은 1.5±0.8년에 80례(87.9%)에서 시행되었다: 연골 재생 

등급은 대퇴골에서 양호 48.1%, 우수 39.0%와 비교하여 경골에서 양호 

50%, 우수 25.8%였다(P < .001). 전반적인 합병증 발생률은 6.6%였다. 

저자들은 연골 재생 술식과 동반한 근위 경골 절골술은 심한 내측 구획 

골관절염과 내반 부정 정렬의 치료에 효과적이지만 연골 재생술의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최근 미세절골술의 결과를 증진 시키기 위해 bio-scaffold 

를 추가하여 좋은 결과를 보고한 연구[6]가 있다. 저자들은 슬관절 내측 

구획 골관절염 환자의 치료로 근위 경골 절골술을 시행받은 환자들에서 

콜라겐 젤 보강 개량형 미세골절술이 재생된 연골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전향적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3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65세 미만의 내측 구획에 국한된 

골관절염 환자 40례를 근위 경골 절골술과 함께 미세골절술만 시행한 

군(1군, 20례)과 미세골절술과 콜라겐 보강술을 같이 시행한 군(2군, 

20례)에 무작위 배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28례에서 

수술 1년 후 근위 경골 절골술용 내고정물을 제거할 때 이차 추시 

관절경적 수술과 수복된 연골에 대한 생검술을 시행하고 조직학적으로 

International Cartilage Repair Society Visual Assessment Scale 

II(ICRS II) 등급, 영상학적으로 Magnetic resonance Observation of 



Vol. 4   2017

24
25

Cartilage Repair Tissue(MOCART) 점수, 그리고 임상적으로 통증에 

대한 Visual Analog Scale(VAS) 점수, Knee Injury and Osteoarthritis 

Outcome Score(KOOS), International Knee Documentation 

Committee(IKDC) 점수와 Tegner 활동도 점수를 평가하였다. 평균 

ICRS II 점수는 1군과 비교하여 2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1053.2 vs 

885.4, P=.002). 2군에서 조직과 세포 형태학, 표면 구조, 중간층/심층 

평가와 전반적인 평가에서 1군보다 유의하게 더 큰 호전을 보였다. 

수술 1년 후 MRI 검사상 MOCART 점수는 1군과 비교하여 2군에서 

유의하게 우수하였다(64.6 vs 45.4, P=.001). 결손 부위 수복 정도는 

1군보다 2군에서 더 좋았다(P=.040). 양군에서 모두 VAS 통증 점수, 

KOOS, IKDC 점수와 Tegner 활동도 점수에 대한 유의한 임상적 호전이 

있었지만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저자들은 근위 경골 절골술을 시행받은 

환자들에서 미세골절술만 시행받은 경우보다 콜라겐 보강술을 같이 

시행한 경우에 수복된 연골의 질이 우수하였으나, 수술 1년 후 임상적 

결과들은 이런 수복된 조직의 질적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장기적인 추시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둘째, 자가 연골 이식술을 추가한 연구들이 있으며 그 결과 또한 

다양하다. Franceschi[7]등은 슬관절의 내반 변형을 동반한 내측 경골 

고위부의 연골 손상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내측 근위 경골 개방형 쐐기 

절골술과 함께 관절경을 이용한 자가 연골세포 이식술을 시행 받은 

환자의 결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총 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시행되었으며, 남녀의 비율은 각각 4명/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50세(범위: 42-58세)이었다. 모든 환자는 슬관절 내반 변형과 

함께 내측 경골 고위부의 관절 연골 손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내측 근위 경골 개방형 쐐기 절골술과 함께 관절경을 이용한 자가 

연골 세포 이식술을 시행받았다. 초기 수술 후 추시 28개월 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결과 평가는 수술 전후로 IKDC 점수와 

Lysholm 점수, Tegner 점수, 그리고 VAS를 평가하였으며, 수술 후 

환자 만족도에 대해서도 조사 하였다. 임상적 결과는 수술 후에 모든 

평가에서 두드러지게 향상되었다 IKDC 점수는 술 전 abnormal 4명, 

severely abnormal 4명에서 수술 후 normal 4명, nearly normal 

3명, abnormal 1명으로, Lysholm 점수는 65.7(범위 49-88)에서 

94.6(범위 89-100)으로 향상되었다. 또한 Teger 점수와 VAS도 각각 

3.7에서 7로, 7.2에서 2.0으로 호전되었다. 또한 모든 환자에서 본인의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만족할 만한 수준의 스포츠 

활동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저자들은 슬관절의 내반 변형과 동반된 관절 

연골 손상에 대한 내측 근위 경골 개방형 쐐기 절골술과 자가 연골 세포 

이식술의 동반 시행은 유용한 치료 방법이라 결론 지었다. 

또한 Bode[8]등도 5도 이하의 내반 변형 환자에서 자가 연골 

이식술(ACI)과 동시에 HTO를 시행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임상적 

결과를 비교하였다. 1도에서 5도 사이의 내반 변형이 동반된 MFC 단독 

결손 환자 43명을 대상으로 평균 나이 39.14±8.35세; 평균 내반 변형 

2.84±1.19, 추시 기간은 71.88±23.99 개월이였다. ACI와 HTO를 동시에 

시행한 group A(n=19), ACI만 시행한 Group B(n=24)로 나누어 비교 

하였다. 생존율(survival rate)을 재시술이 필요 없는 경우로 정의 하고 

본 연구 결과의 주 척도로 결정 하였고 재시술이 필요 없는 소그룹에서 

기능적 평가(KOOS, WOMAC)를 시행 하였다. 전체 재시술율은 12(27.9 

%) 였고 생존율은 group A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group 

A 89.5 %, group B 58.33 %; p=0.023). 하지만 기능적 평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발견 하지 못 했다(KOOS symptoms group 

A 73.23, group B 59.64; p=0.274). 5도 이상의 내반 변형을 동반한 

내측 연골 결손 환자의 일반적 치료 경향과 마찬가지로, 5도 이하의 

내반 변형이 동반된 환자에서도 ACI와 HTO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재시술율을 줄여 주고 생존율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 한다고 하였다. 

저자들은 추가 연구[9]로 자가 연골 이식술(ACI)과 HTO를 동시에 

시행 후 생존율, 기능적 평가, 합병증, 그리고 직업 복귀에 대한 결과를 

알아 보고자 2004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내반 변형을 동반한 

내측 대퇴골(MFC) 연골 전층 단독 결손 환자 40명에게 ACI와 HTO를 

한번에 시행 후 결과를 분석한 후향적 연구로 평균 60개월을 추시 

하였다. 기능적 평가는 수술 전과 추시 때 표준 점수법(Lysholm, VAS, 

KOOS)를 이용 하였으며, 치료의 실패는 재수술 필요 여부로 정의 

하였고, 직업 복귀 정도는 REFA 점수를 이용하여 평가 하였다. 모든 

환자(평균 나이 36.8 SD±8.1세; 내반 변형 4.9±1.8 °; 평균 연골 결손 

크기 4.6±2.1 cm²)에 대해 수술 후 평균 60.5 개월에 임상적 평가를 

시행 하였다. 4명이 재시술이(실패율 10%) 필요 했다. 추시시 평균 

Lynsholm 점수는 76.2±19.8, 평균 KOOS 각 부분 점수로는 통증 

81.4±18.0, 증상 81.3±14.0, 일상 생활 활동력 87.6±16.2, 운동 기능 

66.7±22.8, 일상 생활 만족 55.5±22.0 점 이며, 직업 불능 기간은 평균 

94.5±77일 이었다. 작업 용량에 따른 직업 복귀 정도(직업 복귀 REFA 

0: 68.9±61.4일, REFA 4: 155.0±111.0일) 이었다. 자가 연골 세포 

이식술과 동시에 시행하는 근위 경골 절골술은 만족할 만한 임상적 

결과와 함께 안전성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다. 하지만 환자의 

작업 정도에 따라 직업 복귀가 늦어 질 수 있음을 고려 해야 한다고 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 하였다. 

그러나 Bauer[10]등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60세 이하(평균 

47세)의 젊은 내측 구획 관절 연골 병변과 하지 내반 정렬을 가진 환자 

중 근위 경골 절골술과 Matrix-induced Autologous Chondrocyte 

Implantation(MACI)를 동시에 시행받은 18례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관절 연골 결손 면적의 중간값은 6 cm²(범위: 2-14), 내반 부정 정렬의 

중간값은 6도(범위 5-8)였다. 근위 경골 절골술은 17례에서 외측 

폐쇄형으로, 1례에서 내측 개방형으로 시행하였다. 수술 후 5년까지 

Knee Injury and Osteoarthritis Outcome Score(KOOS), six minute 

walk test(6MWT),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을 시기에 따라 시행하며 

결과를 평가하였다. 수술 후 5개의 모든 KOOS 영역에서 유의한 

호전이 있었으며, 증상을 제외한 4개 영역의 호전은 수술 후 5년까지 

유지되었다. 6MWT 결과는 5년 때 감소하였다. MRI 복합 점수는 처음 

1년, 2년 때는 유의한 호전이 있었으나 5년 때는 감소하였다. 연구 종점 

때 5례(33%)에서 좋은 연골 충전이 관찰되었고 연구 기간 도중 사망한 

1례에서의 조직학적 검사에서 수술 후 20개월 때 초자 연골양(hyaline-

like) 연골의 전층 충전이 증명되었다. 수술 후 1년 이내에 3례의 이식물 

고정 실패가 발생하여 연구 기간 도중 15례는 고정 방법을 봉합술에서 

smart nail로 변경하였으나 1례에서 추가적인 실패가 발생하였고, 연골 

성형술이 필요한 이식물 비후가 1례 있었다. 그 외 심각한 합병증은 

없었으나 특히 8례의 슬개건염 등의 작은 합병증들이 있었다. 저자들은 

MACI와 근위 경골 절골술을 동반하는 치료법은 수술 후 5년 때 유의한 

임상적 호전을 보이는 안전한 치료법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전체 이식물 생존과 연골 충전은 불량하였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 인자들을 찾기 위해서는 더 장기적인 대규모의 

질 좋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Ferruzzi[11]등은 내반 변형 슬관절의 내측 부위에만 진행된 

관절염으로 진단된 활동적인 중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근위 경골 

절골술(HTO)만  시행한  그룹 ,  자가연골  이식술(ACI)과  HTO를 

같이 시행 한 그룹(ACI+HTO), 그리고 근위 경골 절골술에 미세 

천공술(MFX)를 시행한 그룹(HTO+MFX)으로 나누어 임상적 결과를 

후향적으로 비교하였다. 총 56명의 환자를 후향적으로 조사 하였으며, 

20명은 단독 HTO, 18명은 HTO+ACI, 그리고 나머지 18명은 HTO+MFX 

환자군이었다. 모든 환자에게 HSS 와 WOMAC 점수를 이용하여 임상 

검사를 시행 하였고, 수술 전과 최종 추시에 방사선 검사를 시행 하였다. 

3 그룹에서 동일한 임상적, 방사선적, 그리고 해부병리학적 패턴임을 

확인 하였으나 체질량 지수(BMI)에는 차이가 있었다. 최종 추시 시, 

모든 환자에서 임상적, 방사선적으로 술전에 비해 술후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HTO 단독 그룹과 HTO+ACI 그룹이 HTO+MFX 그룹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좋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결론적으로 11년 이상의 

추시에서 단독 HTO 치료, HTO+ACI 동반 치료가 기존의 문헌에 보고된 

것과 비슷한 좋은 결과를 확인 하였으나, ACI 의 추가 시술이 HTO 단독 

치료에 비해 유의한 우위성은 입증 하지 못 했다. 특히 HTO와 동반하여 

시행한 MFX 시술은 세 치료법 중 가장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셋째, Minzlaff[12]등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대퇴골 내과의 ICRS 

4등급과 ICRS 박리성 골연골염(OCD) 3또는 4등급의 국소 골연골 

결손과 Kellgren-Lawrence 1등급 미만으로 2도 초과의 내반 부정 

정렬을 동반한 젊고 활동적인 환자 30례에서 외반 근위 경골 절골술과 

동반한 자가 골연골 이식술(osteochondral autologous transfer, 

OAT)을 시행한 후 스포츠 활동도를 알아 보았다. 모든 환자들은 수술 

전 평생 정기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수술 

당시 스포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평균 나이는 31±6.0세, 평균 연골 

결손 면적은 3.3 cm2, 평균 수술 전 내반 부정 정렬은 4.6±2.0도였다. 

16례에서 외측 폐쇄형 절골술을, 14례에서 내측 개방형 절골술을 

시행하였다. 평균 6.9±2.4년의 추시 후 76.7%의 환자들이 정기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였다. 수술 전 1년과 비교하여 스포츠, 스포츠 종목 수, 

빈도와 지속 기간에 대해서 차이가 없었다. 중간 Tegner 활동도 점수는 

수술 전 5.0(2.0–7.0)점과 수술 후 5.0(4.0–7.0)점이었다. Activity Rating 

Scale(ARS)은 5.7점에서 5.3점으로 변하였다. 스포츠 종목의 유형들은 

수술 전 1년과 최종 추시 사이에 비슷하였다. 저자들은 젊고 활동적인 

환자들에서 OAT와 외반 근위 경골 절골술 후 높은 스포츠 복귀율과 수술 

전 1년 때와 비슷한 정도의 활동도 수준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는 임상 진료에서 이러한 복잡한 술식들을 계획하고, 적용하고 시행할 

때 관련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넷째, 최근 추가적인 줄기세포 주사 치료가 시도되고 있는데 

Wong[13]등은 내측 구획 개방형 절골술과 미세 절골술을 동시 시행한 

후 배양된 자가 골수유래 간엽 줄기 세포를 관절강내 주사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내측 단일 구획 관절염과 내반슬을 가진 56명, 56예의 

슬관절에 대해 줄기세포 치료군(28명)과 대조군(28명)으로 무작위 

배정을 하였다. Joint line congruity angle이 2도 이상, 대퇴골의 

변형으로 인한 부정 정렬이 있는 경우, 고정된 굴곡 구축, 55세 

이상인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모든 환자에게 교정 절골술과 

미세 절골술을 시행하였다. 줄기 세포 치료군은 교정 절골술 및 미세 

천공술 후 3주에, 배양된 줄기세포와 hyaluronic acid를 주사하였고 

대조군은 hyaluronic acid만 주사 하였다. 1차적인 결과 판정은 수술 

후 6개월, 1년, 2년에 IKDC 점수를 이용하였고 2차 판정은 Tegner & 

Lysholm 임상 점수와 수술 후 1년에 MRI를 시행하여 MOCART 점수를 

이용하였다.  평균 연령은 51세였고 평균 BMI는 23.85이였다. 두 군 모두 

Tegner, Lysholm, IKDC 점수가 수술 후 수술 전에 비해 개선되었으며, 

연령과 기초 점수, 평가 시간을 보정 후 줄기 세포치료군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좋은 점수를 보였다. 호전 정도는 IKDC 

점수에서 7.65(95% confidence interval [CI], 3.04 to 12.26; P ¼ 

.001), Lysholm scores에서 7.61(95% CI, 1.44 to 13.79; P ¼ .016), 

Tegner scores에서 0.64(95% CI, 0.10 to 1.19; P ¼ .021). 수술 후 

1년에 검사한 MOCART 점수 역시 대조군에 비해 더 호전되었으며, 그 

보정 점수는 19.6(95% CI, 10.5 to 28.6; P < .001)이였다. 저자들은 

배양한 간엽 줄기 세포의 관절강 내 주사는 연골 결손이 있는 내반슬에 

환자에 시행한 경골 고위 절골술 및 미세 절골술의 단기 임상결과 및 

MOCART 점수를 보다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다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Saw[14]등은 내반 변형을 가진 환자에게 시행한 내측 개방형 

쐐기 절골술 및 미세 천공술 후 말초혈액에서 채취 한 줄기 세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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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aluronic acid를 수술 후 관절강 내로 주사하여 내측 구획에 재생되는 

관절연골을 조직학적으로 평가하였다. 내측구획에 ICRS 4형의 

관절염과 내반슬을 가진 환자에게 시행한 절골술과 관절경하 연골 하 

천공술을 시행한 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말초 혈액 줄기세포를 수술 

전에 채취하여 증식 후 냉동 보존하였다. 수술 후 1주에 8ml의 말초혈액 

줄기세포와 2ml의 hyaluronic acid를 섞어 관절강 내로 주사하였고, 

이를 연속된 5주 간 매주 반복하였다. 또한 수술 후 6, 12, 18개월에 

3번의 추가적인 관절강 내 주사를 시행하였다. 금속판 제거술 시행 시 

연골 생검을 하고 H&E, safranin O염색 및 type I, II collagen 검출을 

위한 면역조직화학적(immunohistochemical) 염색을 시행하였다. 

조직은 14 components of the ICRS Visual Assessment Scale 

II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이차적 관절경 검사에서 재생된 연골은 

만족스러운 치유를 보였고, 조직학적으로 2형 콜라겐이 유의하게 

많았다. ICRS Visual Assessment scale II 조직 점수는 정상 연골의 

95%에 해당되었다. 감염이나 지연 유합, 불유합은 없었다. 이에 

저자들은 절골술에 동반된 줄기 세포의 주입은 정상 연골과 비슷한 

수준의 연골 재생 효과를 보였다고 결론지었다. 

그  외에도  특수한  상황 ,  즉  연골판  이식을  동반하는  경우로 , 

체계적인 고찰[15]에 따르면 슬관절 내측 단일 구획의 관절연골의 손상 

및 내반 변형, 그리고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이 있는 환자에서 근위 경골 

절골술 단독 시행군과 관절연골에 대한 수술 또는 동종 반월상 연골판 

이식술 동반 시행 군 간의 생존율 및 임상 결과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또한 내측 근위 경골 개방형 쐐기 절골술과 외측 근위 경골 

폐쇄형 쐐기 절골술 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문헌 고찰은 

PRISMA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양한 의료 데이터 베이스를 가지고 시행 

되었으며, 연구의 질적 평가는 modified Coleman Methodology 

Scores(MCMS)에 의해 평가 되었다. 총 61 건의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연구의 포함된 총 환자는 4557명이었다. MCMS를 통한 

연구의 질적 분석에서는 대체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평균 

추시 기간은 7.1년이었으며, 환자의 평균 연령은 53세였다. 단독으로 

시행된 내측 근위 경골 개방형 쐐기 절골술 후 생존율은 5년, 10년, 15년, 

20년으로 나누어 보았을때, 각각 92.4%, 84.5%, 77.3% 및 72.3%로 

나타났다. 5년 추시 상 손상된 관절연골에 대한 수술을 내측 근위 경골 

개방형 쐐기 절골술과 동시에 시행하였을 경우의 생존율은 97.7%로, 

절골술만 시행한 경우(92.4%), 동종 반월상 연골판 이식과 동시에 

절골술을 시행한 경우(90.9%)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서 임상적 결과를 유의하게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내측 개방형 절골술과 외측 폐쇄형 절골술 간의 생존율에 있어서는 

추시 2년째에는 개방형 절골술이 98.7%로 폐쇄형 절골술의 96.7%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생존율을 보였으나, 그 외의 다른 추시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관절연골 수술 및 동종 반월상 연골판 이식술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두 술기 간의 생존율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단독 근위 경골 절골술 후 생존율 및 임상 결과는 단기 및 중기 추시 

에서는 우수하였으나 추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결과는 악화되었으며, 

절골술과 동반된 추가적인 수술을 시행한 경우 역시, 우수한 조기 

생존율을 보였지만, 마찬가지로 추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임상 결과가 

악화됨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Schuster[16]등은 연골의 전층 결손된 K-L grade 3, 4 관절염과 

함께 전방 십자인대 결손 및 내반 변형이 동반된 환자들에게서 연골 

재생 시술(CR)과 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ACLR)과 함께 근위 경골 

절골술(HTO)을 동시에 시행 한 후 생존율과 기능적 결과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2005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전층 연골 결손 및 전방 

십자인대 손상, 내반 변형 4도 이상, 증상이 동반된 K-L grade 3, 4 의 

내측 슬관절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HTO, ACLR, CR 시술을 모두 

동시에 시행 하였으며, 최소 5년의 추시 기간으로 생존율(관절 성형술이 

필요치 않은 경우), 기능적 평가(subjective IKDC score), 그리고 환자의 

만족도를 이용하여 전향적으로 평가 하였다. 임상적(objective IKDC, 

KT-1000), 방사선적 평가, 그리고 관절경 재검사를 시행 하였다. 총 

23례,평균 나이 47.0세로 전체 추시 기간은 평균 6년(5.2–7.5년)으로 

100% 추시율 이었고, 인공 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경우는 없었다. 평균 

subjective IKDC score 는 최초 47.7±11.1 에서 추시 1년 72.8±15.0, 

3년 70.9±16.0 그리고 5년 73.1±16.4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P < .001). 평균 추시 1.3년(1-2년) 22(95.9%)례에서 임상 검사와 

관절경  검사를  하였다 .  재건된  전방십자인대  4례는(18 .1%) 

불안정하였고 2 예(9.1%)는 안정적이었으나 퇴행성 변화가 보였다. 거의 

모든 예에서 좋은 연골 재생 결과가 보였으나 기능적 평가인 subjective 

IKDC 점수와는 통계적 유의성이 보이지 않았다(P=.528). 이에 저자들은 

ACL 손상과 내반 변형이 동반된 슬관절 내측에 발생한 심한 골 관절염의 

경우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연골 재생 시술과 동시에 시행한 HTO는 

효과적인 치료법이다라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연골 재생의 효과와 

전방십자인대 재건물의 불안정성의 결과는 미지수로 남게 되었다.

결론

교정절골술시 연골 재생을 위한 여러가지 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으나 연골 재생 술식이 발전함에 따라 보다 

나은 결과가 기대 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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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개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성 염증성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유병률 

1%를 가지는 매우 드문 질환이다.1 류마티스 관절염의 대표적인 이환 

부위로 슬관절을 들 수 있는데 만성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활액막염은 

판누스(pannus)라 일컫는 활액막의 과증식을 유발하고 관절막의 

약화를 유발하여 슬관절 주변부 점액낭과 교통을 유발하여 베이커 

낭종(슬와낭종)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2 대부분의 베이커 

낭종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으나 경우에 따라 낭종 자체만으로도 통증과 

부종 뿐 아니라 심할 경우 구획증후군, 신경병증, 심부 정맥 혈전증, 

혈전정맥염, 가성 혈전정맥염 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수술적 

치료를 통해 제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3-6

저자들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서  발생한  파열된  슬와 

낭종에 대해 관절경적 제거를 시행하였으며 영상의학적, 수술적 소견 

및 조직검사상 베이커 낭종으로 진단되어 이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61세 여성환자로 2002년 타병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받은 

자로 2008년도부터 본원 류마티스 내과 외래 추시하던자로 정형외과 

외래 내원하기 수개월전부터 서서히 발생하는 좌측 오금부와 종아리의 

통증에 대해 류마티스 내과 방문하였으며 당시 외래에서 시행한 초음파 

및 슬관절 자기 공명 영상검사를 시행 하였으며 이후 정형외과로 환자를 

의뢰하였다.

신체 진찰 상 좌측 오금부 및 종아리의 부종이 관찰되었으며 

해당부분의 통증과 압통을 호소하였다. 관절 운동은 정상적이었으며 

다른 신경혈류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피검사상 WBC 

11,700, ESR 120mm/hr, CRP 5.99mg/dl.로 확인이 되었다.

슬관절 단순 방사선 후전 45도 굴곡 기립자세 촬영(Rosenberg 

view)상 경도의 슬관절 내측부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나 다른 뚜렷한 

변형은 확인되지 않았다(그림 1A).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발생된 

베이커씨 낭종 파열

최정환, 양재혁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정형외과학 교실

자기 공명 영상 검사상 슬관절 내부의 전반적인 활액막염과 함께 

2개의 낭종이 확인되었으며 하나는 오금부의 비복근건 과 반양막근건 

사이에서 발생하여 원위부로 확장되어 있었으며, 슬관절 내부와 

교통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1B, 1C, 1D). 크기는 전후 및 내외 

직경은 약 1.5cm, 5cm으로 확인되며 길이는 자기 공명 영상 검사상 

잘려있어 정확한 길이는 확인 할수 없었으나 9cm 이상으로 낭종막이 

파열되어 피하조직까지 fluid collection이 관찰되었다. 다른 하나의 

낭종는 2x4x4cm의 다방성낭종성 낭종이 대퇴원위 1/3의 후측부에서 

관찰되었으며 슬관절 내부와 교통은 자기 공명 영상 검사상에선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근위부의 낭종은 슬관절과 교통이 되지 않는 슬와낭종으로 

진단하였으며 원위부의 낭종을 슬관절과 교통이 있는 파열된 베이커 

낭종으로 진단하고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었다. 수술은 전내측과 

전외측 포탈을 통한 관절경적 접근을 시행하였으며 슬관절 내부에 

전반적인 활액막염이 있어 이에 대해 확액막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2개의 낭종 중 원위부의 파열된 베이커 낭종에 대해서 후내측 포탈을 

만들어 낭종과 슬관절 내부의 교통부를 넓혀 낭종 내부로 관절경을 

집어넣어 파열된 낭종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낭종으로 직접 포탈을 새로 

뚫어 낭종막을 쉐이버(shaver)를 사용하여 제거하였다(그림 2). 

근위부에 위치한 낭종은 자기 공명 영상 검사 및 관절경 소견상에서 

슬관절 내부와의 직접적인 교통은 관찰되지 않아 원위부에 위치한 

낭종을 제거한 후 복와위로 자세를 바꿔 직접 절개 낭종 제거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관절경시 시행한 정수압 펌프의 압력으로 인하여 관절경적 

낭종제거 시행한 병변으로 물이 새어들어가 하퇴부의 부종이 심해져 

구획증후군이 올 것을 염려하여 원위부의 낭종은 제거하지 못하였으며 

수술 후 초음파를 보며 흡인 치료 하기로 하고 다리를 신전시킨 상태로 

실린더 스플린트를 한 후 수술을 종료하였다. 수술 일주일 후 원위부의 

베이커 낭종의 수술 결과 확인 및 수술 당시 제거하지 못한 근위부 낭종의 

액체를 흡인하고자 초음파를 시행하였으며 초음파 소견상 근위부 낭종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였으며 원위부 낭종 또한 사라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근위부 낭종은 수술 당시 확인하지 못하였던 슬관절 내부와의 교통이 

있었거나 수술 당시에 원위 낭종 제거술을 시행할 당시 낭종간 교통이 

발생하여 이를 통한 낭종액의 배출이 되면서 소실된 것으로 저자들은 

추정하였다. 조직검사상 슬개상와 및 슬관절 내측부 활액막은 만성 염증 

및 과립성 조직등이 관찰되었으며,낭족막은 섬유성 유리질 조직들이 

사이로 염증 조직 및 염증 세포들이 침착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수술 익일부터 스플린트를 한 채 체중 부하 허용하였으며 

수술 일주일째 초음파 시행 후 스플린트를 제거하였다. 수술 후 수술 전 

호소하던 하퇴부의 부종 및 통증은 사라졌음을 확인하였다.

고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 있어 하지의 부종이 갑자기 발생되는 경우, 

신속하게 초음파, MRI 와같은 추가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베이커씨 

낭종의 경우 일발적인 관절염 환자들의 경우보다 활액막에 염증 소견이 

있어 파열될 가능성이 저 높기 때문이다. 본 증례의 경우, 저 심각한 

합병증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의료인이 류마티스 환자들을 볼 경우 

항상 주지하고 있어야 한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몸의 전신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다. 특히 관절에 침범한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 활액막이 

일차 침범 부위이다.7 염증의 진행될수록 활액막염 심해져 확액막이 

과증식한 판누스가 발생하며, 이는 활액막액을 과다 생성할 뿐 아니라, 

염증반응으로 관절의 연골 뿐 아니라 연골하부의 골조직까지 파괴하게 

된다.8 베이커 낭종의 경우 슬와 낭종이라고도 부르며 일반적으로 

비복근건과 반양막근건 사이의 점액낭과 슬관절 내부와 교통이 발생하게 

되고 이후 슬관절의 운동 시 관절내와 점액안내의 압력의 차이에 의해 
▶그림 1.  

▶그림 2.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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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메커니즘(valve-like mechanism) 로 점액낭안에 액체의 저류가 

발생하여 생기는 것이다.9

Fielding 등10의 연구에 따르면 베이커 낭종은 일반 성인의 경우 

약 4%에서 보고된다고 하였으며, 노인의 경우 좀더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Andonopoulos 등11은 류마티스 환자의 경우 약 

47.5%까지 베이커 낭종이 보고된다고 주장하였다.

베이커 낭종 자체는 대부분 증상이 없지만 간혹 슬관절의 뻣뻣함. 

통증, 촉지되는 종괴, 불편감 등을 호소할 수 있으며, 매우 드물지만 

낭종의  파열 ,  심부정맥  혈전 ,  신경병증 ,  구획증후군 ,  정맥저류 , 

혈전정맥염, 가성혈전정맥염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3-5 증상이 없거나 

심하지 않은 경우 경과 관찰 혹은 스테로이드 주입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여 볼 수 있다.12 허나 크기가 줄어들지 않거나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류마티스 환자의 경우 염증으로 인하여 관절막이 

약화되고 이를 통하여 슬관절 주변부의 점액낭과 발생된 베이커 낭종이 

파열이 일반인들보다 잘 발생하게 되며, 발견이 된다면 증상의 발생 및 

악화, 합병증 등에 대해 주의하여야 하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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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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th Congress of

Asia Pacific
Knee Society

November 8(Thu) — 10(Sat). 2018.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Gwangju. Republic of KOREA

combine with The 36th Annual Congress of 
Korean Kne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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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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