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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슬관절연구회 경희수 회장  

학회 임원 명단

공지사항

去者必返

도가니 광장
- 울타리를 넘어서 
-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Acadia National Park”

건강정보
- 근위 경골 절골술 (무릎 절골술)

Article Review
-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서 보조기는 효과가 있는가?

Case Study
-  외상후 원위 대퇴골 내반 변형에 대한 원위 대퇴골 내측 개방성  
쐐기 절골술

발리(2017 AAC), 사진제공: 박상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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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슬관절학회 회원 여러분께 

대한슬관절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4일 토요일 대한슬관절학회 추계심포지움이 대구·경북 슬관절연구회의 

주관으로 5년 만에 다시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개최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모든 

회원님들의 참석을 환영합니다. 

대구·경북 슬관절연구회는 1995년에 전국 규모의 슬관절 심포지움을 개최한 후 매년 심포지움을 주최해 오다가 

2001년 2월 대구·경북 슬관절연구회를 정식으로 발족하여 매년 6회 이상의 집담회를 하는 등 매우 왕성한 학술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회원이 70명 이상 활동하는 연구회로 발전하였습니다. 

슬관절 분야는 대한정형외과학회의 분과학회 중 회원수 1,300명을 초과하는 최대의 분과 학회로 발전하였습니다. 

그에 발맞추어 각 슬관절연구회도 많은 발전을 이루어 젊은 정형외과 의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슬관절학회의 임원 및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이루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5년전 보다 대구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모두 대구에 오셔서 대구의 공기를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이번 

대구 심포지움은 슬관절 분야의 최신 경향 및 이견을 허심탄회하게 발표 및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회원님들 꼭 참석하시어 개인의 학문 발전의 기회와 회원 여러분들 상호간에 친목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경북 슬관절연구회 회장  경 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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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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구, 문영완, 문찬웅, 배기철, 선종근, 손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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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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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진, 선종근, 안지현, 왕준호, 이상학, 이상훈, 이한준, 정운화, 최성욱, 한계영, 한혁수

교과서편찬위원회 유재두(위원장), 이상학(간사), 고인준, 김동휘, 김영모, 김재균, 문찬웅, 박관규, 배지훈, 심재앙, 오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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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지훈(간사), 강승백, 고인준, 김경태, 김명구, 김성환, 노정호, 박관규, 박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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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학회 | 

•  2017 대한슬관절학회 대구·경북 추계심포지움
 일시: 2017년 11월 4일 (토) 

 장소: 호텔 인터불고 대구, 본관 2층 컨벤션홀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300번지(팔현길 212), Tel: 053-602-7114) 

      PROGRAM

•  2017 대한슬관절학회 제9회 연수강좌
 일시: 2017년 12월 2일 (토)

 장소: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서울

07:30-07:50 Registration 
07:50-07:55 Opening Address 이명철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07:55-08:00 Welcome Address 경희수 대구·경북슬관절연구회 회장

Session 1. Meniscus & Cartilage 좌장: 인주철, 김경택

08:00-08:08 Meniscus repair 배기철 계명의대
08:08-08:16 Management of root tear & fascicular tear 최종혁 연세의대
08:16-08:24 Meniscal allograft transplantation 최남홍 을지의대
08:24-08:32 Management of large chondral defect 하철원 성균관의대
08:32-08:42 Discussion 

Session 2. Ligaments Part 1 Anterior Cruciate Ligament & ALL 좌장: 김정만, 이범구

08:42-08:50 Best tunnel position in ACL reconstruction 윤경호 경희의대
08:50-08:58 ACL reconstruction in old paitents 고해석 가톨릭의대
08:58-09:06 Revisional ACL reconstruction 손욱진 영남의대
09:06-09:14 ALL reconstruction - When & How? 김진구 건국의대
09:14-09:24 Discussion 

Session 3. Ligaments Part 2 PCL, MCL, PLC & MPFL 좌장: 정영복, 정화재

09:24-09:32 PCL reconstruction - What’s New? 이광원 을지의대
09:32-09:40 MCL repair & reconstruction - When & How? 이주홍 전북의대
09: 40-09:48 Current trend of PLC reconstruction 서승석 부민병원
09:48-09:56 MPFL reconstruction - Current concept  경희수 경북의대
09:56-10:06 Discussion 
10:06-10:25 Coffee Break 

Session 4. Panel Discussion #1: cartilage, meniscus & ligament surgeries 
  좌장: 노권재, 손종민

10:25-10:50 I'm using novel method or new technology 김명구 인하의대, 빈성일 울산의대

Session 5. Panel Discussion #2: cartilage, meniscus & ligament surgeries  
  좌장: 이병일, 김형수

10:50-11:20 The most difficult case in my career 1 
  황선철 경상의대, 안길영 포항성모병원, 김영모 충남의대

Session 6. Panel Discussion #3: cartilage, meniscus & ligament surgeries  
  좌장: 손승원, 최남용

11:20-11:50 The most difficult case in my career 2 
  김종민 울산의대, 문찬웅 가톨릭의대, 심재앙 가천의대

Luncheon Symposium 좌장: 경희수

11:50-12:50 New treatment option for OA: ARCOXIA 장종범 서울의대

Session 7. Osteotomy around the Knee - What’s New? 좌장: 우영균, 전철홍

12:50-12:58 Closing wedge HTO 이상훈 CM충무병원

12:58-13:06 Open wedge HTO 나경욱 인제의대
13:06-13:14 DFO 한승범 고려의대
13:14-13:22 Discussion 

Session 8. Partial Knee Arthroplasty - What’s New? 좌장: 임홍철, 이동철

13:22-13:30 Medial UKA 인   용 가톨릭의대
13:30-13:38 Lateral UKA 송무호 부산대동병원
13:38-13:46 Patellofemoral arthroplasty 유재두 이화의대
13:46-13:54 Discussion 

Special Lecture 좌장: 안진환, 조성도  

13:54-14:34 1. ACL reconstruction with remnant preserving technique 
 2. Distraction arthroplasty for advanced OA in younger patients  
  Dr. Nobuo Adachi
14:34-14:45 Discussion 
14:45-15:05 Coffee Break 

Session 9. Total Knee Arthroplasty in Special Situation  좌장: 채인정, 김주오

15:05-15:13 TKA in extra-articular deformity  강승백 서울의대
15:13-15:21 TKA in stiff knee  최영준 울산의대
15:21-15:29 TKA in knee with severe flexion contracture or recurvatum  최충혁 한양의대
15:29-15:37 TKA after HTO 유주형 일산병원
15:37-15:47 Discussion

Session 10. Revision Total Knee Arthroplasty -  What’s New? 좌장: 정현기, 한창동

15:47-15:55 Aseptic Loosening 임수재 순천향의대
15:55-16:03 Instability 김강일 경희의대
16:03-16:11 Prevention of infection 이우석 연세의대
16:11-16:19 Revision for Infected TKA: one stage vs. two stage 문영완 성균관의대
16:19-16:30 Discussion 

Session 11. Panel Discussion #4: Knee Arthroplasty 좌장: 이기병, 서재곤

16:30-16:55 I'm using novel method or new technology 이명철 서울의대, 선종근 전남의대

Session 12. Panel Discussion #5: Knee Arthroplasty 좌장: 배대경, 조우신

16:55-17:25 The most difficult case in my career 1  
  송상준 경희의대, 김경태 서울성심병원, 이한준 중앙의대

Session 13. Panel Discussion #6: Knee Arthroplasty 좌장: 김영후, 서정탁

17:25-17:55 The most difficult case in my career 2 
  윤정로 중앙보훈병원, 한계영 강원의대, 김종필 동국의대
17:55-18:00 Closing 이명철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  2018 대한슬관절학회 제36차정기학술대회
 일시: 2018년 4월 27일 (금) ~ 2018년 4월 28일 (토)

 장소: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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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회 소식 | 

 1.  제2회 World Arthroplasty Congres 개최 안내

   제2회 World Arthroplasty Congres 가 2018년 4월 19일 ~ 21일 로마에서 개최 될 예정입니다. 초록 접수 마감일은 2017년 10월 19일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APKASS Sydney 2018: Call for Abstracts and Meeting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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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접수 마감일은 11월 30일입니다. 

| 연관학회 일정 | 
학술대회 /심포지엄 개최일 장소

2017 대한슬관절학회 대구·경북 추계심포지엄 2017. 11. 4 인터불고 호텔

제2회 중앙보훈병원 Veterans Patellofemoral Arthrosis Symposium (VPAS) 2017. 11. 11 중앙보훈병원 지하2층 대강당 

제10회 무룹병원 Live Surgery 2017. 11. 25 마산 경남은행본점 세미나실, 경남

제9회 대한슬관절학회 연수강좌 2017. 12. 2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서울

중앙대병원 슬관절 심포지엄 2017. 12. 9 중앙대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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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RR은 편집위원, 학술위원, 심사위원의 협조와 노력으로 1주내 심사의뢰 승인과 3주내 심사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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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정형외과 의사 외 재활의학과, 류마티스 내과, 간호사 등의 연구자가 주저자 또는 공저자를 

포함된 원저 투고도 환영합니다. 

  5)   KSRR 논문을 해외 SCI(E) 투고 시 많이 인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저자들이 이를 오해하여 KSRR에 투고하며 

KSRR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가 인용율로써 15%까지는 허용 수치이지만 현재 KSRR 자가 인용율은 훨씬 높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KSRR 논문 투고 시 KSRR 논문의 불필요한 자체 인용은 지양해 주십시요. 

  6)   최근 SCI(E) 등재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으며, 획기적인 impact factor의 향상이 요구됩니다. 해당년도의 Impact factor는 직전 

2년 동안의 게재 논문의 citation 횟수를 계산합니다. 2017년의 impact factor의 향상을 위해선 2015년, 2016년 KSRR 게재 논문들을 

인용하셔야 합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학회지 인용을 부탁드립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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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항에 대한 문의와 독려가 있을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8)   2016년 9월 이후 Technical note는 video clip이 있는 경우에만 투고 받을 예정이며, 이를 위한 전자 투고 시스템의 보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  게재 승인 후 저자 변경을 요구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를 불허하고 있으므로, 투고 시 정확한 저자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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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슬관절 학회 해외 연수 지원금을 수여 받은 연구자는 의무적으로 해외 공저자와의 기초 연구나 review article을 KSRR에 투고, 게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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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 편수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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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No. 3 / September 2017 
EDITORIAL

Treatment of Infected Total Knee Arthroplasty

Chul-Won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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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ARTICL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Culture-Negative Periprosthetic Joint Infection: Epidemiology, Diagnosis and Treatment

Hong-Kwon Yoon, Seong-Hee Cho, Dong-Yeong Lee, Byeong-Hun Kang, Sang-Hyuk Lee, Dong-Gyu Moon, Dong-Hee Kim,  
Dae-Cheol Nam, Sun-Chul Hwang

Platelet-Rich Plasma Injections as a Treatment for Refractory Patellar Tendinosis: A Meta-Analysis of Randomised Trials

Leanne Dupley, Charalambos P. Charalambous

ORIGINAL ARTICLES

Efficacy of Open Debridement and Polyethylene Exchange in Strictly Selected Patients with Infection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Whee Sung Son, Oog-Jin Shon, Dong-Chul Lee, Sang-Jin Park, Han Seok Yang

Early Clinical Outcomes of a New Posteriorly Stabilized Total Knee Arthroplasty Prosthesis: Comparisons with Two Established 

Prostheses

Nimesh P. Jain, Sung Yup Lee, Vivek M. Morey, Suri Chong, Yeon Gwi Kang, Tae Kyun Kim

Extramedullary Tibial Bone Cutting Using Medial Cortical Line in Total Knee Arthroplasty

Ju-Hyung Yoo, Chang-Dong Han, Hyun-Cheol Oh, Sang-Hoon Park, Se-Han Jung, Yun-Jae Lee

Tomographic Study of Femoral Positioning in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Using the Transtibial Technique

Robson Rocha da Silva, Marcos Almeida Matos, Valonie Carlos Neves Brasileiro Costa, Vitor Hugo Abreu Azevedo de Morais,  
Luiz Eduardo Lago de Castro

One-Year Serial Follow-up Magnetic Resonance Imaging Study of RigidFix for Femoral Fixation in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Jung Ho Noh, Jae Woo Lee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of Isolated Posterior Cruciate Ligament Avulsion Fractures: Clinical and Functional Outcome

Sachin Joshi, Chirag Bhatia, Ashwin Gondane, Avinash Rai, Sumer Singh, Shobhit Gupta

Efficacy of JOINS on Cartilage Protection in Knee Osteoarthritis: Prospective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oong Il Kim, Ja Young Choi, Kwang Gi Kim, Myung Chul Lee

Comparison of Mechanical Axis and Dynamic Range Assessed with Weight Bearing Radiographs and Navigation System in Closed 

Wedge High Tibial Osteotomy

Dae Kyung Bae, Jong Whan Lee, Seong Jin Cho, Sang Jun Song

CASE REPORTS

Closed Wedge Distal Femoral Osteotomy with a Polyaxial Locking Plate Designed for the Proximal Tibia: Minimum 5-Year Outcomes

Ryuichi Nakamura, Kenji Fujita, Rei Omi, Kazunari Kuroda, Masaki Takahashi, Kazumi Ikebuchi, Hitoshi Nishimura, Yasuo Katsuki

Discoid Medial Meniscus Tear, with a Literature Review of Treatments

In Soo Song, Jun Bum Kim, Jong Keun Lee, Byeong-Seop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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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공개 사례를 근거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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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니 학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호는 인공 슬관절치환술 후 재수술시 일부 치환물만 교체하는 경우 수술료 산정방법입니다.

 1) 슬개골(patella), 대퇴골(femur), 경골(tibia) 치환물을 교체하는 경우

 예시) ① 슬개골, 대퇴골 또는 경골 치환물 교체를 단독으로 시행

   ② 슬개골과 대퇴골 치환물 교체를 동시 시행

   ③ 슬개골과 경골 치환물 교체를 동시 시행

  :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슬관절)의 소정점수[분류번호: 자71-1나(2)., 코드:N4712,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N4717]와 제거료 

[자71-1나(2)주: N4722,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N4727]를 별도 산정

 2)  위 ‘1)’을 제외한 나머지 중간 부속품(bearing, poly liner 등)만 교체시 자71-1나(2) 인공관절 재치환술(부분치환-슬관절)의 소정점수를 

산정(제거료 산정불가) (고시 제2017-118호, ’17.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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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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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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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슬관절학회 슬관절학교과서 제3판 출판 예정 | 

대한슬관절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위원장 유재두/ 간사 박관규

1.  대한 슬관절학회에서는 영창의학사와 함께 슬관절 교과서 제 3판 제작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판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구성하기 보다는 

지난 판을 보완하는 증보판의 성격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기존 부분 중 삭제가 되거나, 새로 추가되는 내용도 있을 예정입니다. 

2.  2권 약 1300 페이지(1권 약 700 페이지, 2권 약 600 페이지)로 발행 예정이며, 현재 저자, 감수 및 담당위원분들께 연락을 드렸고, 저자 허락이 

마무리 되면, 2018년 1월 중순까지 원고를 마감하여, 감수 작업 후 2018년 하반기에 출간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슬관절 학회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회원 동정 안내 | 

 1. 해운대부민병원 조세현 선생님 근무지 변경 

  해운대부민병원 조세현 선생님은 2017년 8월 1일자로 거붕백병원(경남 거제 소재)으로 근무지를 이동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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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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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去者必返 

슬관절학회 회원 님들께

안녕들 하시고 모두들 이 좋은 계절에 건강하시고 행복한 순간순간이 

지속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원고 청탁을 받고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사양할까도 생각했으나 

여러분과 교감을 갖기 위해서 몇 자 적어 보기로 하였으니 양해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어떤 의사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잠깐이나마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노력하고 생각하고 또 노력하며 앞으로만 질주하지는 않았는지… 

전후좌우를  돌아  볼  겨를도  없이  질주는  하지  않았는지  각자의 

위치에서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성공하는 

삶일까? 특히 정형외과 의사로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너무 나태한 

점 등 후회되는 점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교차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사는 삶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삶일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날그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지요. 그러나 각자가 왜 정형외과 

의사가 되었는지, 의과대학 입학할 때 초심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마도 

환자들을 보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기위해서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또는 성공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한 적도 

있었고, 그때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걸 하는 후회도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세월이 갈수록 우리 사회가 의사선생님에서 의사로 전락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의사들의 책임도 있겠지요.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는데 우리 의사들이 적응을 잘 못 하는 점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사회 제반 사정이 변하므로 오는 반사작용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선 우리 의사들이 먼저 보다 더 열정적으로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서 보다 진취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해서 의학 발전과 아울러 더욱 

더 성심 성의껏 진료에 임하고 근본적으로 환자와 우리들의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또한 자기 자신을 연마하면 

더욱 더 발전하고 성공적인 삶과 동시에 보다 더 좋은 사회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겠지요.

“한 철학자가 치밀함이 지능의 부족함을 채워 줄 수가 있다며, 

치밀함이 곧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가르는 분수령이라고 

지적했다. 즉, 성공한 사람은 무슨 일에서든 최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아무리 사소한 일에도 소홀함이 없지만, 실패한 사람은 그와 

정반대라는 것이다. 쉬운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면 어려운 일을 피할 

수 있고, 작은 구멍을 열심히 메우면 큰 화를 피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글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지 다시 한번 더 

되돌아 볼 수 있고 앞으로 좀더 열심히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 슬관절 학회가 다른 학회 못지않게 활발하고 

보다 더 긍정적이며 진취적인 학회가 되도록 회원 각자가 노력하고 

거자필반(去者必返)

정영복 9대 회장님

남양주 현대병원

임원들의 수고와 노고에 힘입어 잘 하고 있고 잘 할 것 이라고 믿고 

있으며 잘 할 것임에 학회자타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특히 환자를 대할 

때, 환자를 이해하고 환자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는 우리모두가 되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UNDERSTANDING’ 단어를 음미해보면 다른 사람 밑에 서서 보면 

보다 쉽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환자를 대할 때 언제든지 보다 낮은 곳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본 강의 동영상에 

의하면 하버드대학에서 지난 75년간 두개군을 추적 조사 한 결과,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은 주위 가족이나 공동체 간에 관계를 잘 형성한 

사람이고, 특히 가족관계에서 질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군에서 

그렇지 못한 군보다 건강하게 오래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강의를 

듣고서 인간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 보다 더 나 주위의 가족, 

친척, 친구나 선후배 관계에서 더 배려하고 이청득심(以聽得心) 즉 잘 

듣는 자세로 경청(敬聽)을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과 인터뷰 동영상 중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미래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현재 이 시간을 등한시 하므로 

미래도 현재도 재대로 살지 못하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는 

우를 범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나 주위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데는 몇 

초이나 이를 치유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 용서를 실천함으로써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용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라.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고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인정하라 - Interview with God”

오늘 하루를 공짜로 선물로 받았으니 선물 받은 하루하루를 잘 

활용하고 보다 더 보람 차고 활기찬 하루하루가 되시고 서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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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광장

이상훈

CM병원

울타리를 넘어서

대학병원에서 이직을 한 지 어느새 일년이 되어간다. 주변 분들께 

가끔 “현재의 상황이 그다지 익숙하지 않다” 고 얘기하곤 하는데, 

의례적인 말은 아니다. 현재 직장에 그럭저럭 적응이 되었지만 아직도 

일년 전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뭔지 모르게 좀 불안정한 

내 모습을 발견하곤 한다. 내가 마음 속 개원에 대한 생각을 품었던 것은 

봉직의를 시작하기도 전부터였고 항상 마음 한구석에 지니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하던 일과 생활의 전환에 대한 준비는 어떤 면으로도 

되어 있지 못했던 듯하다. 이직의 순간부터 한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슨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었다. 

공직과 개인병원에 소속된 의사의 권위와 명예가 다른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병원의 수익과 의사로서의 윤리는 상충하는지? 의사의 

자기 홍보는 필요한 것인지? 4년차 시절 의약분업과 파업을 겪고 나서 

가지게 된 궁금증은 지금도 진로에 대한 고민과 함께 얽혀 계속되고 

있다. 여러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가로지르며 의사 사회 내에서도 

서로 이질적인 군들이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의료환경에서 이와 같은 

궁금증은 내게 오는 환자들의 관찰만으로는 잘 알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나는 의료사회의 꽤 넓은 범위를 통찰하게 되고 여기서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어렴풋이 생각했었다. 

이전에 하던 많은 일들에서 벗어나고 매우 유용한, 새로운 일을 

배워서 내 자신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거의 그렇지 않았다. 주로 외래나 수술장에서 환자를 만나고 

수술을 하는 일상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 또는 그 수술의 종류도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이런저런 문서 및 강의록을 작성하는 것도 다르지 

않았다. 모든 의무기록 작성을 직접 해야 해서 키보드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늘었지만 학회 일이 상대적으로 적어져서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발표할 프리젠테이션 파일 작성도 예나 지금이나 

하고 있는 일이다. 이전에는 의대생 실습교육과 강의에 참여해야 했다면 

지금은 가끔 물리치료사와 직원들의 교육이 있다. 게다가 그 눈높이에 

맞추어 새로 만들어야 해서 조금 더 시간이 들었다. 회의나 미팅도 잦아서 

오전스케쥴이 더 바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저녁이 길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대략 보면 별반 차이가 없으나 좀더 자세히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었다. 외래에서 만나는 환자들 수가 적어 이전보다 한 명 한 명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전 대학병원에서 내게 진료나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이 찾아온 경우는 병원을 찾아오느라 고생했다는 

원망부터 이전 수술과 향후 치료 등에 대한 질문과 얘기를 끝도 없이 

풀어놓았다. 환자들 또한 병원의 낮아진 문턱을 느끼며 심적인 부담이 

덜해진 탓인지 말이 많아졌다. 내가 원래 맺고 끊음이 불분명한 터라 

환자와의 상담은 끝도 없이 길어졌다. 처음에는 이와 같은 긴 상담에 

내 자신의 만족감도 더했고 시간에 대한 부담도 없었으나 환자수가 좀 

늘어나니 이는 결국 대기시간이 길어진 환자들의 불평으로 이어졌다. 

진료시간은 다시 박해졌으나 그래도 이전보다는 여유있는 외래를 보고 

있다. 외래에 임하는 내 마음도 편해졌고 더 좋게 보자면 환자들과의 

거리감이 줄어들어 의사-환자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바뀐 직장에서 새로 접한 환자들은 대학병원에서 보던 환자들보다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더했다. 대학병원으로 가는 환자일수록 더 많은 

진료를 보았고, 들은 얘기가 많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수술은 큰 병원에서’ 라는 인식도 당연히 뿌리깊다. 

예상했었지만, 한참 설명을 들은 후에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말없이 

취소하여 나를 맥빠지게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문제는 수술에 대한 

거부감 뿐 아니라 비수술적인 특정치료방법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도 크다는 것이다. 많은 

슬관절 통증이 스테로이드 주사제나 수술을 제외하고는 단시간 내에 

통증의 해결이 힘든 경우가 많았다. 역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와 개원가 

환자 특성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급성 통증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환자들의  바람은  ‘수술은  하지말고, 주사제는  가능하면 

쓰지않고, 그리고 빨리 잘 해결’하는 것이었다. 외래에서 수없이 보던 

반월상연골판 기시부 파열과 전방슬관절 동통은 예전에 보던 것보다 

통증이 더욱 심하였고, 낫지 않는다면서도 매일 외래로 와서 도대체 

감당이 안되는 경우도 있었다. 진통소염제가 수 일 내에는 전혀 소용이 

없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가 하는 것도 새삼 느꼈다. 진료를 시작하고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 몇가지 질환에 대한 routine procedure 

였다. 개원가에서 인기를 누리는 프롤로, PDRN주사, 충격파, 도수치료 

등은 이와 같은 환경에서 발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예전 같으면 

병원으로 오기 전 이미 해결되었거나, 보존적 치료를 위해 1,2차 

의료기관 또는 재활의학과 등으로 의뢰했을 환자들을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해결하려니 질환에 대한 설명과 설득에 상당한 내공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충격파나 도수물리치료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어떤지 

의문이 들지만, 당장 눈앞의 효과가 없지는 않았고, 어떤 치료는 명성에 

비해 정말 효과를 볼 수가 없기도 했다. 각종 보존적 치료법을 직접 

시행해보고 그 효과를 짧은 간격으로 추시하며 환자의 반응을 보는 것은 

좋은 경험이 되었다.

비수술적인 치료의 한계를 느낌과 동시에 정형외과 수술의 위력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다. 또한 수술 경험으로 얻게 된 해부학적인 지식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데 바탕이 된다는 걸 다시 느끼기도 하였다. 

수술 후 방사선사진에 자신의 수술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 정형외과 수술은 신경을 조금 더 쓰고 덜 쓰는 것이 수술의 결과와 

무관하더라도 술자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 면이 있다. 게다가 간혹 

실수가 있을 경우 닥치는 부담은 개원가에서 더욱 크다고 생각된다. 

이런 이유로 수술의 결과에 대한 부담이 더해져서 수술과정 하나하나에 

더 세심한 신경을 쓰게 되었는데, 가끔 사소한 부분에 한참 매달리는 내 

모습을 발견하곤 한다. 전임의나 전공의가 옆에 있을 땐 잘 몰랐었지만 

잘 훈련된 어시스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예전에는 후배들이 그다지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 보면 내 경력을 함께 만들어주었던 것이다. 직장을 옮기고 가장 

처음 시간을 소모했던 일이 의무기록 작성이었는데, 주치의를 하던 

전공의 생각이 났었다.

직장을 옮겼다고 해서 환자진료의 중요성이 조금도 작아지지 않는 

만큼, 우리가 학회에서 공부하는 각종 학술적인 내용은 역시 중요하다. 

그렇지만 개원가 의사가 학회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각 병원의 방침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학회에서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이 본질인 교수의 생활을 따라갈 수는 없다. 학회에 

참석하여 강의와 발표를 하고 이를 준비하는 것이 일과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교수에 비해 우선 참석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개원가에서 환자를 보면서 연구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병원 일이 끝난 후 데이터 정리와 원고작성을 하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하고, 좀더 체계적인 작업을 위해선 연구원이나 전공의 역할을 

할 사람이 따로 있어야 한다. 대학병원과 환자군 특성의 차이도 있어 

학회에 맞는 초록을 쓰기 위해 균질한 데이터를 모으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요하기도 하고,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검토를 받기 어려워 이를 

논문으로 연결하는 데에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게으름피우길 좋아하고 

학술적인 면이 워낙 부족한 필자에게 그런 것은 오히려 좋은 핑계이기도 

하지만, 이유야 어떻든 계속 데이터를 모으지 못하고 발표를 못하게 

되면 참석도 뜸해지고 학회와는 조금씩 멀어질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드물게 개업을 하고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논문을 발표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개념과 술기 등을 보면서, 학회와 멀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된다.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진료하고 연구하시는 선후배 교수님들을 보면서, 

나도 아직은 out-of-date procedure를 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또한 옛 스승님을 뵙는 것도, 교수생활을 하면서 얻게 된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다른 사적인 자리나 예전 직장을 찾아가는 것보다 

학회에서 훨씬 빈번하다. 학회활동은 이미 내 사생활의 일부인 것이다.

현재 봉직의로서의 생활은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개업의와 대학교수 

사이의 어디쯤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근본적으로 "의사로서의 

생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학술과 연구의 부담이 적어지고 

부담스런 각종 회의 등 공직생활의  피곤함이 적어졌지만, 자연스레 

환자진료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고 이는 내게 적당한 긴장감을 준다고 

생각된다. 대부분 교수님들은 공직생활의 의무와 부담감을 투철한 

책임감으로 극복하시는 분들이어서 현재 내 모습은 후안무치하게 

보일지도 모르겠다. 내 나름의 고민을 하며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위한 

준비과정에 있다고 주장해도 될지? 어차피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 

세상 어디에서 다를까 싶지만 혹시 조금 색다른 길이 개척될 수도 있지 

않을까 꿈을 꾸어본다. 서두에 언급했던 ‘넓은 통찰과 생존력’ 대한 나의 

가정은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직 진행형이라 생각한다. 본인의 

경험이 미천하나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간접경험이 되길 바라고 더 

재미있는 후속편을 들려드리게 되길 내 자신에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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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Acadia National Park”

아카디아 국립공원은 해양국립공원으로 미국 북동쪽 끝 메인주(State 

of Maine)에 위치하며 메인만(Maine灣) 해안의 여러 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립공원의 중심이 되는 마운트데저트 섬(Mountain desert 

island)과 스쿠틱반도(Schoodic peninsula), 아일 오 홉트(Lale au 

haut)에 걸쳐 호수, 산, 바다 이 모든 자연이 공존하는 곳이다. 이곳은 

1997년 관광국 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은 이들이 다시 가고픈 국립공원 

중 1위로 뽑혔다. 이러한 아카디아 국립공원의 매력이 무엇일까? 이러한 

궁금중이 내가 이곳에 가고 싶다고 느낀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내가 

이 곳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미국의 너무 

구석 끝에 위치하고 있어서 연수 기간이 아니면 다시는 가지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의 여름 방학에 맞춰 

장거리 여행을 계획했고, 아카디아 국립공원을 여행지로 정했다. 나는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에서 연수 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카디아 

국립공원은 메인주 끝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자가로 운전하면 약 13시간 

정도가 걸리는 거리였다. 미국의 대중 교통은 정말 별 볼일이 없고, 

비행기를 이용해도 또 렌트를 해야하기 때문에 운전을 직접해서 가기로 

결정을 했다. 국립공원 주변이어서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에 새벽 4시에 차를 몰고 집을 나섰다. 아침 시간에 뉴욕을 지나 

정오를 조금 지나서 보스턴에 도착을 했다. 보스턴 근교에서 도넛과 

커피로 가벼운 요기를 했다. 물론 아내와 애들은 꽤 지친 상태였다. 

그렇지만, 어두워지기전에 도착을 해야한다는 생각에 다시 힘을 내서 

5시간여를 더 차를 몰고 드디어 예약한 숙소에 도착을 했다. 13시간이 

조금 더 걸렸지만 나름 선방해서 별 일 없이 잘 왔다는 생각에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초저녁 시간이 되어서 본격적인 여행은 내일로 미루고 일단 Visitor 

center에 가서 차량 및 가족 방문 패스를 구입하고 여정을 계획하기로 

했다. 여행 전에 미리 알고는 있었지만 공원 내에 일방통행 길이 많아서 

노선을 잘 짜고 돌아보지 않으면 자칫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았다. 일이 잘 풀릴려고 그러는지 일단 visitor center 에서 

차량 pass 와 가족 입장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었다. 몰랐던 사실인데 

미국에서 Fourth grade (4학년)은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여서 

미국 내 국립공원이나 기타 몇 몇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동반자 포함 

무료라는 것이다. 우리 딸 덕분에 기분 좋은 횡재를 얻었다. 또한, 

다행히도 지도에서 코스 안내가 잘 되어 있었고 노선 따라 가면서 view 

point 를 하나씩 볼 수 있었다. 다만 Cadillac mountain 만이 일출이나 

일몰 시간에 방문하는 것이 더 즐기기가 좋다는 추천에 따라서 첫날 

저녁시간에 방문하기로 했다. 

Cadillac mountain 은 어떻게 보면 아카디아 국립공원의 정상 

전망대라고 할 수 있다. 하이킹도 가능하고 자동차로도 산 정상까지 

이용이 가능하여 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운전해서 가보았다.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못내 아쉬어 중간중간 내려서 감상하면서 

가기도 했다. 구불구불 올라가는 길 중간에는 나와 같이 멋진 자연풍경을 

구경하면서 가는 관광객들이 많아서인지 정차할 수 있는 구간이 일부 

있었고, 그 중 일부는 도로에서 해안가가 보이는 구간도 있었다. 이러한 

중간지점에도 인기가 있는 spot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가는 경우도 

많았다. 산 정상에 도착하면 두군데 주차할 곳이 있는데 정상에서 

동쪽은 동쪽 바닷가를 그 아래에는 서쪽 호수를 바라 볼 수 있었다. 산 

정상인 블루힐오버룩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산 정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아카디아 국립공원의 풍경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 바위 위에 앉아 

잠시 구름 흘러가는 것도 보고 Downtown인 Bar harbor의 모습도 

보았다. 딱히 정상에서 특별히 할 것은 없었지만, 풍경하나하나 흘러가는 

것을 눈에 담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사진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웅장한 느낌이 신비롭고 relax되는 기분이었다. 역시 미국이라는 나라는 

스케일이 남다르구나 한편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하산을 할 무렵 날이 제법 어두워지고 있었다. 힘든 여정에 몸도 

조금씩 피곤해질 때쯤 시장기가 몰려왔다. 가족 전부가 식사를 하는데 

이견이 없었다. 이 지역에서 또 하나 즐겨야 할 것이 바닷가재(랍스터: 

Lobster) 이다. 케나다의 노바스코샤와 접하는 펀디만이 전세계에서 

랍스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지역으로 관광산업 이전부터 어업이 

발달하고, 전통 있는 해산물 레스토랑이 많이 있다. 우리는 Bar 

harbor에 동료로부터 추천을 받은 Beal’s Lobster Pier 라는 식당으로 

갔다. 우리로 치면 한적한 포구 같은 느낌이었고 역시 lobster 등의 

seafood 를 고르면 그 것을 요리해 주는 시스템이었다. 언제 먹어 

보냐고 하면서 우리는 무려 lobster 4 pound짜리 2개 와 홍합 및 

간단한 감자 요리를 주문을 했다. 먹는 재미도 있고 참 맛은 있었는데 

▶  아카디아 국립공원의 위치-미국의 북동쪽 끝에 위치하면서 대서양에 
접한 국립공원

▶  국립공원내 주요 view point – one way 길이 많아서 노선을 
잘 짜야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  Cadillac mountain 의 대서양쪽 바다 전망 – 그 웅장함에 매료되고 
이러한 대자연이 부러울 따름이었다.

▶   Lobster restaurant – Bar habor 에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저녁을 즐겼다.



Vol. 3   2017

18
19

생각보다 양이 적었다. 무려 200불 가까이를 투자했기 때문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Lobster 는 미국에서도 비싸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동료가 추천해 줬던 또 하나의 제안을 떠 

올리면서 먹다 남은 lobster 껍데기를 포장을 해서 숙소로 돌아 왔다. 

이걸 라면과 같이 끌여 먹으면 그 맛이 그렇게 좋다는 것이다. 동료의 

추천대로 숙소에 돌아와서 시도를 해 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하루의 피곤한 여정을 해소하고, 행복한 아카디아에서의 첫 밤을 

지내기에 충분 했다. 내가 먹어본 라면 맛 중에 최고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예정했던 대로 해안선을 따라서 시계방향으로 

돌기로 했다. 어제 Cadillac 정상에서 보았던 웅장하고 장엄했던 

대서양이지만, 해안선을 따라서 보이는 대서양은 얌전하고 고요하기 

이를 데 없는 호수와도 같았다. 물론 우리의 이동 시간이 워낙 이른 

시간이어서 더더욱 그랬을 수도 있다. 어제는 트래킹과 산행을 했다면 

오늘은 바다에 놀러온 기분이었다. 처음으로 차를 세운 곳은 샌드 

비치(Sand beach)이다. 이곳은 우리나라 해수욕장과 다를게 별로 

없었는데, 다만 한여름인데도 바닷물이 무척 차갑게 느껴졌다. 또한, 

뒤에 아카디아 국립공원의 울창한 숲이 있어서 그런지 마치 한여름에 

한국의  계곡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  오랜만에  해수욕장에서 

수영도하고 즐기고 싶었지만, 준비를 제대로 못 해 온 터이라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코스로 향했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실제로 이 곳의 

물은 보통의 바닷물보다 무척 차갑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북극에서 

빙하 녹은 물들이 같이 유입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샌드 비치를 

조금만 더 내려가면 또 다른 View point인 썬더 홀(Thunder hole)이 

나온다. 수억년의 세월 속에 파도가 바위속에 파놓은 소리구멍으로 

파도가 들어올 때마다 바위에 난 구멍 속의 공기가 빠져나오는 소리가 

천둥소리를 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는 다행히 밀물 시간에 

잘 맞춰서 그 신비롭고 장엄한 천둥소리를 잘 들을 수 있었다. 그 

주변으로는 5억년전에 발생한 화산활동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와 해변의 현무암 지대를 관찰 할 수 있었다. 마치 제주도에서 

보던 바다와 유사하다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아카디아 국립공원에 오면 반드시 

놓치면 안되는 view point로 아카디아 최고의 명소라고 자부할 만 한 

곳이었다. 공원 일주도로를 지나다보면 만나게 되는 맑고 아름다운 

조단폰드(Jordan pond)가 바로 그 곳이다. 조단폰드 입구에는 Jordan 

pond House라고 관광명소라 불리는 식당이 있었다. 웬 산속에 

음식점인가 했더니 1870년대부터 손님을 맞기 시작한 식당인데 과거에 

태프트(W. Taft)대통령을 비롯해 록펠러, 카네기, 포드 가 사람들이 

다녀갔다는 역사가 서린 식당이라고 한다. 이곳에서 식사를 할까 

했다 대기줄도 많고 공원내 식당이라는 점과 view를 고려하지 않으면 

다소 비싼 금액인 것 같아 다음을 기약하며 조단폰드 주변을 구경해 

보기로 하였다. 조단폰드는 강(lake)보다는 작아서 pond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둘레가 3마일(약 5km)에 달하는 큰 호수이다. 바로 옆이 

바다이지만 이곳은 호수이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의 식수로 활용되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맑으며 발은커녕 손조차도 대지 말라고 안내판에 

적혀있다. 폰드 주변을 돌아보며 가볍게 걸을 수 있으며 대략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우리 가족들은 그 맑음과 아름다움에 탄식하며 한 바뀌를 

트래킹 하기로 했다. 폰드 주변 숲속을 걸을 때면 나무판자로 이루어진 

길이 있는데 이렇게 조성한 까닭은 이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로 

만들어 논 길을 조성하였다고 한다. 아름다운 호숫가는 한적하게 사람이 

드물어 잔잔한 모습으로 반겨주었다. 나는 이 호수를 걸으면서 참 미국의 

대자연이 부럽다는 생각과 우리 가족들이 여행 장소를 너무나도 잘 

선택했다는 생각을 했다. 가족 모두 너무나 만족을 했고, 여행의 추억을 

남기기 위하여 사진 촬영도 많이 했다.

조단폰드 트래킹을 맞치고 나니까 점심 시간이 조금 지났다. 

저녁에는 보스턴에서 반가운 선배를 만나서 저녁을 하기로 한 터였다. 

많이 재충전된 기분을 느끼면서 저녁 약속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여정을 다시 서둘러야만 했다. 아카디아 국립공원은 그랜드캐넌(Grand 

canyon)처럼 웅장함도 없고, 나이아가라 폭포 (Niagara falls)같은 

장엄함도 없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Yellowstone national park)같은 

간헐천 뿜어내는 신비로움도 없고, 레드우드 국립공원(Redwood 

national and state parks)의 거목들이 과시하는 거만함도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미국 연수 여행기를 의뢰 받으면서 가장 먼저 아카디아 

국립공원을 소개하고 싶었다. 아카디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인공이 

가미가 전혀 되지 않은 산, 바다, 호수의 집결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웅장하거나 장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대자연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곳이라고 추천하고 싶다. 좀 더 긴 여정을 잡고 하나 하나를 즐기면 

진정한 재충전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쉬움을 남긴 채 

발길을 뒤로 했다.

▶  Jordan pond – 넓고 넓은 광활함과 고요함이 곁들여진 신비로운 곳으로 트래킹을 하면서 너무도 기분이 좋아졌다.

▶  Sand beach 와 Thunder hole – 아침 시간의 고요함과 thunder hole 의 신비로움이 아직도 생생하다.



Vol. 3   2017

20
21

20
건강정보

근위 경골 절골술 (무릎 절골술)

본 내용은 일반인들의 건강정보를 위해 제공하고자 

건강정보 소위원회에서 작성 및 편집중인 원고입니다

1. 근위 경골 절골술이란?

휜다리는 무릎의 내측 (안쪽) 또는 외측 (바깥쪽)에 과도한 외력이 

집중되게 되고 경미한 손상에도 관절연골이 닳아 관절 통증과 변형을 

야기하게 되는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에서는 무릎의 

내측 (안쪽) 관절연골이 닳아 내측구획의 관절염이 시작하여 점차 

그 정도가 심해지면 서서히 'O자형'의 휜다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있거나 걸을 때 체중이 관절내측에 편중되어 더욱 관절연골에 손상이 

진행되어 관절염이 악화됩니다. 이때 휜다리에 대하여, 경골(정강이뼈)의 

무릎 근처에서 뼈를 잘라 곧게 바로 잡아 교정하는 수술을 근위 경골 

절골술이라고 합니다(그림 및 설명 참고). 

2. 수술 후 무엇이 좋아 지나요?

이 수술로 무릎 안쪽의 관절염으로 닳은 부위에 실리던 과도한 힘이 

건강한 바깥쪽 관절부위로 옮겨 가도록 하여 힘의 전달이 무릎 관절 

내외측에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 무릎 통증이 완화되고, 

관절염이 가속화 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3. 어떤 경우에 시술을 하나요?

환자의 연령, 체중과 활동 및 관절염의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절골술을 결정합니다. 나이는 슬관절 전치환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대상이 되는 연령보다는 적은 65세 미만, 그리고 비만하지 않고 활동적인 

환자가 이상적인 대상이며, 65세 이상의 경우도 숫자적인 나이보다 

환자의 체력과 원하는 활동 정도에 따라 수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활동은 수술 후 쪼그려 앉기와 뛰는 운동 등 비교적 정상적인 관절 운동을 

원하는 경우에 시술합니다. 관절염의 정도는 방사선 소견상 퇴행성 

관절염이 아주 심하지 않은 (관절연골이 닳아 뼈끼리 닿고 있지는 않는, 

관절연골이 어는정도 남아 있는) 환자에서, 무릎이 O자형으로 변형이 

있는 경우가 가장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증상에 있어서는 서있거나 

걸어 다닐 때 무릎 안쪽이 아프고, 관절내 물이 반복되어 차지만 무릎을 

구부리고 있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 앞쪽으로의 통증은 없어야 

합니다. 진찰 소견상 무릎 인대가 건강하여 앞뒤 좌우로 불안정하지 

않아야 하며, 무릎이 완전히 펴지고, 적어도 90도 이상 구부러져야 

합니다.

 

4. 금기증은?

무릎 안쪽만이 아니고 어디라고 말할 수 없이 전체적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 무릎을 구부리고 있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 앞쪽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무릎 바깥쪽에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받았거나, 관절염이 

있는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성 관절염 등의 염증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 수술 후 통증이 전혀 없기를 바라는 경우, 고령으로 수술 후 

재활 과정이 어려운 경우,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 무릎이 90도 이상 

구부러지지 않고, 완전히 펴지지 않는 경우,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 인대손상으로 무릎이 앞뒤 좌우로 불안정한 경우 등은 수술 후 

결과가 좋지 않아 이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5. 장점은? (슬관절 전치환술 등의 다른 수술적 치료와 비교하여)

자신의 관절을 어느정도 보존할 수 있는 절골술은 대개의 경우 수술 

후 정상에 가까운 정도의 관절 운동이 가능하여,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등이 가능하며, 뛰는 운동 등을 포함하는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등, 

비교적 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년환자에서 무릎의 내반 

변형과 안쪽 관절에만 증상이 있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서 절골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 내측 구획 관절염이 진행하여 슬관절 전치환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는데, 절골술후에는 관절염의 진행을 

지연시켜 슬관절 전치환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때까지 시간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6. 단점은? (슬관절 전치환술 등의 다른 수술적 치료와 비교하여)

슬관절 전치환술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비교하여, 일부 손상된 자기 

관절을 그대로 두는 절골술은 수술 후 통증이 없어지는 정도가 완전하지 

않으며, 안쪽으로 휜 다리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손상된 내측 관절에 

힘을 줄이기 위해 좀 더 바깥쪽으로 휜 다리 모양으로 교정하는 경우가 

많아, 교정 정도에 따라 다리 길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통증이 

적어지면 바로 걸을 수 있는 슬관절 전치환술에 비교하여, 절골술은 

보행기, 목발 등을 사용하여 약6~8주 동안은 체중 부하를 제한하는 

등의 재활과정이 필요하며, 수술 방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약 2-3개월 정도의 절골부위의 유합기간이 지나야 수술 전처럼 전체중 

부하를 할 수 있습니다.

 

7. 수술 후 재활과정은 어떤가요?

수술 후 무릎관절의 구부리고 피는 관절 가동 운동 및 근육강화 

운동이 필요합니다. 6주째까지 목발 보행으로 약 50%의 부분 체중 

부하만 시키고, 전 체중 부하는 술 후 6~8주 후 가능합니다. 

 

8. 가능한 합병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교정이 부족하거나 과도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정이 

소실되기도 합니다. 교정이 과하게 되면 “X자형”의 다리가 되어 외관상 

좋지 않으며, 교정이 부족하게 되면 통증 경감 효과가 적을 수 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나 혈관이 손상 받을 수 있고, 감염 및 절골 부위의 

유합이 지연되거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2~18개월 후 금속물에 

의한 자극 증세가 있을 경우 고정물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9. 수명은 (얼마나 가나요)?

절골술 후 수술 결과의 유지 기간은 환자의 나이 및 체중, 수술 시 

교정 각도 등에 따라 다르며, 대개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수술의 

효과가 감소하며, 수술 후 10년까지 70~80%정도가 기능을 유지합니다. 

관절염이 진행되어 기능을 못하게 되면 슬관절 전치환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측 무릎의 안쪽관절이 좁아져 
있고 휘어 있음

양측  무릎에  대하여  한쪽씩 
단계적으로 안쪽에서 절골술로 
휘어진 뼈를 바로 잡은 후 내고정을 
한 상태 (안쪽 관절이 수술 전 보다 
넓어지고, 휜 무릎이 반듯해졌음)

수술전 수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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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골관절염 환자에서 보조기는 
효과가 있는가?

리뷰어 :  고인준 (성바오로병원), 김석중 (의정부성모병원),  

노정호 (강원대학교병원), 박관규 (신촌세브란스병원)

서론

슬관절 골관절염에 치료에 있어 자가 치료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그 중 하나가 슬관절의 내측 구획으로 가해지는 부하를 줄여 주도록 

설계된 보조기들의 사용이다.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하여 이들 보조기들이 

생역학적으로 슬관절 내측 구획으로 가해지는 내전 모멘트 (adduction 

moment)를 줄일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슬관절 골관절염 

치료에 있어 이 들 보조기의 사용에 대한 최적화된 사용 지침은 

정립되지 않았으며 치료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기관에 따라 상이하다. 

Osteoarthritis Research Society International (OARSI) 또는 UK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 등에서는 

보조기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ACR과 EULAR에서는 보조기의 

적합성에 관한 권고사항이 없다. 이는 아마도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에서 

보조기 사용 효과에 관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본 리뷰에서는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에서 보조기 치료에 관련된 최근의 문헌들을 

고찰하여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에서 보조기 사용에 대한 더 나은 치료적 

방법의 정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론

최근 보고된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에서 보조기 사용에 관한 두 편의 

고찰 연구는 외반 보조기 (valgus brace)의 생역학적 인자와 임상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를 통하여 보조기에 관한 실질적인 사안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첫번째 연구[1]는 슬관절의 내측 

골관절염 환자에서 슬관절 외반 보조기의 생역학적 효과를 조사하고 

고찰하였다. 2014년 5월까지 검색 가능한 전자 데이터 베이스에서 

검색을 시행한 후, 메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30개의 연구에서 478명의 

외반 보조기 착용 대상자가 포함되었다. 다양한 생역학적 방법을 통하여 

외반 보조기가 슬관절 내측 구획으로의 압축력의 직접 측정치, 그리고 

슬관절로의 내외측 부하 분배, 사두근/슬괵근 (quadriceps/hamstring) 

및 사두근/가자미근 (quadriceps/gastrocnemius)의 동반-수축비율의 

간접 측정치들을 줄일 수 있으며, 보행 시 내측 관절 간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조사되었다. 17개 연구를 통한 메타분석상, 보행 시에 슬관절 

외적 내전 모멘트 (knee adduction moment; KAM)를 줄인다고 

조사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SMD = 0.61; 95% CI: 0.39, 

0.83; P  < 0.001). 메타-회귀분석상 KAM 효과 크기와 보조기 착용 

기간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높은 유의성만을 보였으며, 

장시간의 보조기 착용은 더 낮은 치료 효과와 관련이 있었다 (β, -0.01; 

95% CI: -0.03, 0.0001; P = 0.06). 보조기 착용 동안 미끄러짐, 불편감 

및 잘 맞지 않음 (poor fit), 수포 및 피부 자극 등의 사소한 합병증은 

흔히 보고되었다. 저자들은 본 체계적 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를 통하여 

외반 보조기가 생역학적 측정에서 중등도에서 고도의 효과 크기로 

복합 기전을 통하여 무릎으로의 부하를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하며 

외반 보조기가 외전 모멘트를 줄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두 번째 

연구[2]에서는 6개의 연구 445명을 대상으로 메타 분석을 시행하였다. 

외반 보조기 착용시에 착용하지 않을 때 보다 통증 및 기능면에서 

우수하였지만 신뢰구간이 상당히 넓어 불확실성을 시사하였다. 외전 

보조기에 의한 이러한 임상적인 효과의 근거는 다인성으로 보이며 

생역학적인 변화 때문만으로 보기는 분명하지 않다. 이들 연구의 제한 

사항은 어떤 환자에서 보조기의 치료가 더 효과적인지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는 외반 보조기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환자의 

인자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이들 두 편의 

체계적 고찰 연구는 외반 보조기가 슬관절 골관절염의 증상을 저도에서 

중등도로 향상시키는 정도의 치료 효과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 환자의 순응도 및 미끄러짐, 종창, 수포 및 피부 자극 등의 사소한 

합병증은 여전히 보조기 사용의 제한 사항이라고 주장하였다.

2010년 Raaij 등[3]은 외측 쐐기형 깔창 (lateral wedged insole)이 

슬관절 외반 보조기와 마찬가지로 내측 슬관절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무작위 비교 분석을 하였다. 2006년 

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91명의 환자를 전향적으로 분석하였는데, 

45명의 환자에게는 외측 쐐기형 깔창을 착용시키고 46명의 환자에게는 

슬관절 보조기를 착용하여 6개월간 추적 관찰하였다. 착용전과, 

착용 6개월 후에 VAS로 통증 정도를 분석하였고, WOMAC 과 long 

bone x-ray 상에서의 내반 정렬 호전 정도를 분석하여 무릎 기능의 

개선 정도를 평가하였다. 착용 6개월 후, 깔창 착용군과 보조기 

착용군 모두에서 착용 전에 비해 VAS 와 WOMAC가 모두 의미 있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군 간의 개선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20% 이상 비교적 많은 회복을 보인 경우도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두 군 모두 x-ray 상에서 내반 

정렬의 호전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깔창 착용군은 보조기 착용군에 

비해 착용시간이 길어지는 등 착용 순응도가 높았다. 비록 깔창을 

착용함으로써 내반 정렬의 교정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보조기 착용과 

마찬가지로 통장 감소와 무릎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저자들은 외측 쐐기형 깔창이 내측 구획 슬관절 골관절염의 

비침습적인 치료로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2013년 Jones 등 [4]은 내측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에서 흔히 

이용되는 외반 슬관절 보조기와 외측 쐐기형 깔창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2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두 가지 보조기를 무작위 교차 적용하였다. 

슬관절로의 생역학적 및 임상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보조기 착용 

전후의 kinematic/kinetic 보행 분석 자료 및 임상 결과를 수집하였다. 

외반 보조기와 외측 쐐기형 깔창 모두 보행속도를 향상 시켰으며 조기 

입각기의 외적 내전 모멘트 (EKAM)를 각각 7%와 12% 감소시켰고, 

슬관절 내전각 자극 (knee adduction angular impulse)을 각각 

8.6%와 16.1% 감소시켰다. 외측 쐐기형 깔창은 외반 보조기에 비하여 

조기 입각기의 EKAM 을 현저히 감소시켰다 (p = 0.001). 외반 슬관절 

보조기는 기준치나 외측 쐐기형 깔창에 비하여 슬관절 내반 각 (knee 

varus angle)을 현저히 감소시켰다. 통증 감소 및 기능 향상면에서는 두 

가지 치료법이 비슷하였다. 모든 임상적 결과면에서 두 치료법간 차이는 

없었으나 더 많은 환자가 외측 쐐기형 깔창을 선호하였다. 저자들은 

본 연구가 이들 두 가지 보조기 치료법을 생역학적으로 비교한 최초의 

연구이며, 두가지 보조기 모두 골관절염 진행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슬관절 부하를 줄일 수 있으나 외측 쐐기형 깔창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015년 Duivenvoorden 등[5]도 외측 쐐기형 깔창과 슬관절 외반 

보조기 효과를 비교하였다. 저자들은 첫째, 외측 쐐기형 깔창 또는 외반 

보조기를 사용하는 환자들의 걸음걸이에 즉각적인 변화가 있는지, 

둘째, 6주 후 지연효과 (late effect) 가 있는지, 세째, 환자들의 순응도 

(compliance), BMI, 퇴행성 관절염 진행 정도에 따라 치료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존에 무작위로 선별된 초기 내측 

구획 관절염 환자 (medial knee OA)의 데이터를 2차적으로 분석하였다. 

총 91명의 환자 중 80%인 73명이 6개월 후까지 연구를 마쳤다. 환자를 

깔창 착용군 또는 보조기 착용군으로 각각 무작위 배정한 뒤, 보장구를 

착용했을 때와 착용하지 않았을 때 초기 보행과 6주 후 보행 분석을 

평가하였다. 평가는 무릎관절의 최대로 내전 모멘트 (peak knee 

adduction moment), 지면에 작용하는 힘 (ground reaction force), 

moment arm, 보행 속도, toe-out angle을 통하여 측정되었다. 

데이터들은 ITT (intention-to-treat)에 기초를 둔 회귀분석에 의하여 

평가되었다.  깔창을 착용했을 때와 착용하지 않았을 때의 초기 peak 

knee adduction moment과 moment arm 을 비교 시, 착용군에서 

각각 4%의 감소를 보였으며, 6주 후 peak knee adduction moment를 

측정하였을 때는 1%의 감소를 보였고, moment arm은 감소되지 

않았다. 보조기 착용군의 경우에는 초기 평가와 6주 후 평가 모두에서 

knee adduction moment, moment arm, ground reaction force를 

측정했을 때 감소 효과는 없었다. 또한 비만도,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정도, 치료 순응도 (compliance) 등에 따라 분류한 subgroup 

분석에서, 치료에 따른 임상 결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내반 변형을 

동반한 무릎 관절염 환자의 경우, 깔창은 baseline에서 환자의 무릎 

내측의 하중을 덜어주기는 하지만, 이는 임상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였다. 또한 6주 후에는 유의한 생역학적인 변화는 

보여지지 않았으며, 보조기를 착용한 경우에는 초기와 6주 후 어떤 

경우에도 생역학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러한 

경우를 모두 종합하였을 때, 내반 변형을 동반한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깔창과 보조기 치료는 임상적으로 유의한 생역학적 효과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2015년 Duivenvoorden 등[6]은 무릎 골관절염 치료에서 무릎 

보조기나  족부/족관절  보조기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14년 

3월까지의 Cochrane Central Register of Controlled Trials 

(CENTRAL), MEDLINE, EMBASE (current contents, Health-

STAR)를 통해서 임상시험에 대한 자료들 조사하였다.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을 채택한 모든 종류의 무릎보조기와 족부/족관절 보조기 

연구를 조사하였고, 착용한 군과 착용하지 않은 군으로 나누었는데, 

13개의 연구 (n=1356)가 포함되었다. 초기부터 말기 (Kellgren & 

Lawrence grade I-IV)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 중에서 보조기 (valgus 

knee brace, neutral brace or neoprene sleeve) 또는 보장구 

(laterally or medially wedged insole, neutral insole, variable or 

constant stiffness shoe)를 착용하였던 환자들과 그리고 어떤 치료도 

받지 않은 환자들을 모두 이번 연구에 포함하였다. 주요 비교군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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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보조기를 착용한 군과 착용하지 않은 군 (2) foot/ankle 보장구를 

착용한 군과 착용하지 않은 군 (3) 무릎 보조기를 착용한 군과 foot/ankle 

보장구를 착용한 군 이었다. 4개 연구는 brace 착용군 과 그렇지 않은 

군을 비교한 연구였으나, 1개 연구만이 12개월 추적 메타분석에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했다. 그러나 VAS score 및 function score 의 근거가 

부족했고,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score의 신뢰성도 부족하였다. 

많은 연구대상자들이 치료를 중단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치료 효과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한편 다른 연구들에서는 통증, functi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가 개선된다는 보고도 있었다. 무릎 강직 

(stiffness)이나 치료 실패 (수술이 필요한 경우)등 은 이번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외측 쌔기형 깔창 (laterally wedged insole) 착용군과 

치료받지 않은 군을 비교 하였을 때, 한 연구는 (n=40, low-quality 

evidence) 는 9개월 뒤 깔창 착용군에서 VAS score 가 감소하였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외측 쐐기형 깔창 착용군과 중립 깔창 (neutral 

insole) 착용군에 관한 3개 연구를 축적하여 (n=358) 비교했을 때, 

12개월 뒤 VAS score, WOMAC stiffness score 나 WOMAC function 

score의 개선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외측 쐐기형 깔창 착용군과 

무릎 외반 보조기 (valgus brace) 착용군을 비교한 연구들을 함께 

합쳐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 하였고, 1개 연구에서 (n=91, low 

quality evidence) 6개월 뒤 추시에서 두 군간에 VAS score, WOMAC 

function scores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두 군 

모두에서 score 의 개선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무릎 내측 관절염에서 보조기 착용이 강직, 기능, 삶의 질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외측 쐐기형 깔창 

착용군과 치료받지않은 군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내반 변형이 있는 

무릎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 개선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슬관절 외반 보조기와 외측 쐐기형 깔창의 비교에서도 통증, 

기능, 강직면에서 어느 것이 더 우수한지에 대하여 근거가 부족하며 

아직까지도 어떤 보조기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최적화 되지 않았고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하였다.

2016년 Petersen 등[7]은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unloader brace 

의 생역학적인 효과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외반 보조기 (valgus brace), 

무릎 퇴행성 관절염과 보조기 (knee osteoarthritis and brace), 

무릎 내전 모멘트 (knee adduction moment) 의 키워드로 검색한 

24개의 영문 문헌을 고찰하였다. 일차 분석 항목인 무릎 내전 모멘트에 

대해서는 20개의 연구에서 외반 보조기의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였고, 

4개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9개의 연구에서는 통증이 

감소함을 보고하였고, 3개의 연구에서는 보행속도의 증가를, 2개의 

연구에서는 보폭의 증가를 보고하였다. 한 연구에서는 비대칭 보행의 

교정 효과를 보고하였다. 외반 보조기와 외측 쐐기형 깔창의 효과를 

비교한 3개의 연구 중, 2개의 연구에서는 외측 쐐기 깔창이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저자들은 무릎 관절의 내측 구획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unloader brace 는 생역학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임상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체계적 고찰이 

좀 더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2016년 Phillips 등[8]은 문헌고찰을 통하여 unloader brace를 

이용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많이 

쓰이고 있는 보조기의 종류와 제조사, 모델에 대해 알아보았다.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를 위한 무릎 보조기와 관련된 연구 중, 기초 과학이나 

생역학 연구는 제외하였고, 무릎 보조기의 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50개의 연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가 시행된 나라는 미국 (58%), 

캐나다 (8%), 영국 (8%) 등이었고, 대부분 (50%)은 최근 5년 (2010-

2014년) 사이에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44%가 전향적 비교 연구, 

20%가 전향적 증례 일련 연구, 12%가 담화적 고찰이었고, 그 외에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무작위 대조 시험, 후향적 증례 일련 

연구, 살펴보기 문헌고찰 등도 있었다. 많이 사용된 보조기의 종류는 

dual hinge push type, single hinge pull type, single hinge push 

type 순 이었다. 많이 인용된 보조기의 제조사는 Össur (Reykjavík, 

Island), DonJoy (DJO, Vista, CA, USA), Breg (Carlsbad, CA, 

USA) 순 이었다. 많이 사용된 보조기의 모델은 OAdjuster (DonJoy), 

Generation II (Össur), Unloader (Össur), OAsys (Össur), Unloader 

ADJ (Össur), OA Defiance (DonJoy) 순 이었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무릎 보조기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46개 (92%)의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4개(8%)의 연구에서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하였다. 저자들은 최근 5년간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무릎 보조기의 

치료에 대한 연구 발표가 증가하고 있지만, 무릎 보조기의 종류나 모델 

간의 비교연구나, 보조기 치료의 효과 분석에 대한 양질의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2015년 Cherian 등[9]은 슬관절 중증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서 

공기압을 이용하여 신전을 보조해주는 보조기가 무릎 기능 개선과 

quadriceps, hamstring 과 같은 무릎 주변 근육의 근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무작위 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보존적 치료에도 지속적인 통증이 있는 Kellgren-Lawrence grades 

3-4의 골관절염 환자 중 최종적으로 등록된 2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신전 보조기인 OA Rehabilitator™ brace를 착용시켰고, 같은 

Kellgren-Lawrence grades 3-4 의 골관절염 환자 26명을 대조군으로 

짝짓기하여 3개월 후에 VAS, the new Knee Society objective and 

functional scores, lower extremity functional scale (LEFS) 및 SF 

-36를 평가하였다. 또한 이외에도 timed up and go test, a timed stair 

climb test, repeated chair rise (5 times) test, two minute walk 

test, single limb step (20times) test 및 an isokinetic quadriceps 

and hamstrings muscle strength test 와 같이 무릎과 주변 

근육의 기능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보조기를 착용하고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그룹에서 착용 전에 비해 quadriceps는 54%, hamstring은 

27.7% 강화되었는데 반해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quadriceps와 

hamstring 근육이 각각 -8%, -1.8%로 근력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timed up and go test, a timed stair climb test, two minute walk 

test 의 functional test 에서도 brace를 착용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3개월 후 평가에서 의미 있게 호전되었다. 또한 brace 착용한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VAS, lower extremity functional 

scale (LEFS), KSS Objective mean score 가 의미 있게 호전되었다. 

또한 연구기간 중에 결국 TKA의 수술적 치료를 받기로 결정한 환자는 

brace를 착용한 군에서 2명이었고, brace를 착용하지 않은 군에서는 

5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비록 2013년 AAOS의 슬관절 관절염 

치료의 guideline에서 보조기의 역할은 임상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착용하기 쉽고 간편하며 통증 감소는 물론 근력 

강화 및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TKA 와 

같은 수술적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결론

이상의 문헌에서 살펴 보았듯 무릎 골관절염 치료에 있어 보조기의 

효과 여부는 현재까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는 아마도 충분한 수의 환자가 

포함된 양질의 전향적 무작위 연구가 많지 않아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생역학적 연구는 대체적으로 슬관절 

보조기 착용은 슬관절의 내전 모멘트를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보행 및 동작의 개선이 가능하고 임상적인 결과가 향상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외측 쐐기형 깔창과 슬관절 외전 보조기의 효과는 비슷하나 

대체적으로 환자의 착용 순응도면에서 쐐기형 깔창이 더 우수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슬관절로의 내전 모멘트 감소가 슬관절 내측 구획에 

어떠한 생역학적 영향을 주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규명하기 

위한 생역학적 연구가 더 필요하며 보조기 치료와 임상 결과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전향적인 무작위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보조기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환자의 인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보다 많은 환자들의 사용을 위하여 비용 및 환자의 

순응도를 개선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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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하지 기계적 정렬이상의 복원은 편측구획을 침범하는 관절염 

치료에서 중요하게 고려해할 사항이다. 특히 내측구획을 침범하는 

편측구획 관절염 치료에서 내측 개방성 쐐기 근위 경골 절골술은 

내반 정렬이상의 교정에 널리 이용되어 왔지만 이러한 수술의 이상적 

적응증은 경골의 골간단부위에서의 내반 이상정렬이 있는 경우이다. 

교정 절골술의 기본 원칙은 회전 및 각변형의 중앙 (CORA: Center of 

roatation and angulation) 에서 절골술을 시행하는 것이다. 만일 원위 

대퇴골 내반 변형이 내반슬의 원인이라면 원위 대퇴골부위에서 절골술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반 정렬이상 교정을 위한 내측 개방성 

쐐기 원위 대퇴골 절골술(distal femoral osteotomy; DFO)에 관한 

보고는 매우 희소했다. 이에 47세 남성에서 대퇴골 원위부에서의 내측 

개방성 쐐기 DFO를 이용해 성공적으로 치료된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Key words: 내반슬, 내측 개방성 쐐기, 원위 대퇴골 절골술

서론

내측 개방성 쐐기 근위 경골 절골술(medial opening wedge 

high tibial ostetomy)는 외측 폐쇄성 쐐기 근위 경골 절골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술술기가 더 용이하고 부작용이 더 적어서 내반 

정렬이상의 교정을 위한 수술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1,2 내측 개방성 

쐐기 근위 경골 절골술에 대한 이상적 수술대상자는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 경골 골간단의 내반 정렬이상 및 내측 관절면의 관절증이 

있는 환자들이다.3

내반슬의 원인이 원위 대퇴골의 병리적 정렬이상이라면 원위 

대퇴골 절골술(distal femoral osteotomy; DFO)이 변형을 교정하고 

기계적 축을 재건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DFO 

후보군은 일반적으로 외반슬 및 이에 수반된 외측관절면 관절증을 

가진 환자들이었다.4 다른 한편으로 내반 정렬이상 보정을 위한 원위 

대퇴골 내측 개방성 쐐기 DFO에 관한 보고는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47세 남성에서 원위대퇴골 내측 개방성 쐐기 DFO를 이용해 성공적으로 

치료된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보고

47세  남성  환자가  오른쪽  다리  단축과  내반  변형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슬관절 내측 관절면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과거력상 

1983년에 원위 대퇴골의 선형 골절로 보존적 치료를 받은 바 있었다. 

이학적 검사상 varus thrust gait 및 내측 관절선 압통을 보였고 

whole limb 기립 scanogram상 오른쪽 다리 단축 및 이로 인한 골반 

경사가 관찰되었다. 좌우 대퇴골 길이는 각각 455mm와 435mm로 

측정되었다. 경골 길이는 양측 모두 347mm로 동일했다. 좌우 whole 

limb 길이는 각각 799mm와 781mm로 측정되었다.

좌우 고관절-슬관절-족관절 각도(hip-knee-ankle angle)는 

각각 3° 내반과 15° 내반으로 측정되었다. 좌우 해부학적 외측 원위 

대퇴각(anatomical lateral distal femoral angle; aLDFA)은 각각 

80°와 98°로 측정되었다. 좌우 기계학적 외측 원위 대퇴각(mechanical 

lateral distal femoral angle; mLDFA)은 각각 89°와 101°로 

측정되었다. 기계학적 내측 근위 경골각(mechanical medial proximal 

tibial angles; mMPTA)은 좌우 모두 87°로 측정되었다 (그림 1). 양측의 

외상후 원위 대퇴골 내반 변형에 대한

원위 대퇴골 내측 개방성 쐐기 절골술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정다운, 서영진

mMPTA가 정상이라는 점은 변형의 주원인이 근위 경골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다. 다른 한편으로 aLDFA와 mLDFA가 증가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원위 대퇴골 골간단부위가 변형의 중심으로 추측되었다.

최종 진단은 원위 대퇴골 골간단 골절 부정유합 및 이차적 내측 

골관절염으로 인한 내반슬과 사지 단축이었다. 저자는 원위대퇴골 내측 

개방성 쐐기 DFO가 내반슬과 사지단축을 한번의 수술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교정 절골술에 대한 수술전 계획은 

Dugdale의 보고에 따라 수립되었다.5 추정 보정각은 대퇴골두 중앙에서 

시작해 경골 고평부 너비의 45%를 내측에서 외측으로 횡단하는 

선 그리고 거골(talus) 중앙에서 45% coordinate를 잇는 선으로 

형성되었다.

수술 절차 및 예후 평가

관절경 검사에서는 내측 대퇴과에서 2x2cm 크기의 Outerbridge 

grade II 연골 결손이 발견되었다.

내측 대퇴골 상과(epicondyle)로부터 근위부로 피부를 20cm 

절개하고 노출된 내반 내측 근육을 전방으로 당겨 원위 대퇴골에 

접근하였다. Double level ostetomy가 시행될 부위에 전기소작 장치를 

이용해서 표시했다. 전방과 후방으로 평행한 2.0mm Kirschner 

와이어 2개를 C-arm 가이드하에 앞서 표시된 절골 부위부터 외측 

상과 바로 위로 비스듬히 삽입했다. 진동톱날을 이용해 양면 절골술을 

수행하였는데 이 때 외측 피질골은 보존시켰다. 절골부위를 chisel을 

통해 점진적으로 opening gap은 bone spreader를 이용해 유지시켰다 

(그림 2A). 하지 정렬 교정은 정렬봉(alignment rod)을 이용해서 

c-arm 하에서 확인했다. opening gap은 동측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에서 2개의 tricortical bone block을 채취해서 충진했다 

(그림 2 B, C). 마지막으로 금속 잠금판(Tomofix medial distal femur, 

Synthes)을 이용하여 고정을 시행했다. 

수술 후 6개월 시점에 충분한 결합이 관찰되었다. 수술 1년 후에 

측정된 슬관절 운동 범위는 0-145°였다. IKDC(international knee 

documentation committee)의 주관적 슬관절 점수는 C에서 B로 

개선되었다. Lysholm 슬관절 점수 역시 62점에서 88점으로 개선되었다. 

고관절-슬관절-족관절 각도는 3°로 측정되었다. aLDFA와 mLDFA는 

각각 86°와 90°로 측정되었다. 우측 대퇴골 길이는 좌측보다 5mm 짧은 

450mm로 측정되었다. (그림 3)

토론

내반 정렬이상에 대한 교정술은 주로 근위 경골에서의 절골술이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근위 대퇴 내반 변형 환자에서 근위 경골에서 

절골술을 수행하면 슬관절선 (knee joint line) 과다 경사가 초래되면서 

체중부하시 관절면에서의 부하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6

대퇴골의 내반 변형은 원위 대퇴골에 대한 외측 폐쇄형 쐐기 절골술 

▶그림 2.  

▶그림 1.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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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e

또는 내측 개방성 쐐기 절골술을 이용해 교정될 수 있다. 이 중 내측 

개방성 쐐기 절골술은 내반 변형과 하지 단축 모두를 교정할 수 있다. 

외측 폐쇄형 쐐기 절골술은 변형 교정은 가능하나 하지 길이 단축을 

오히려 더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 증례에서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다. 

개방성 쐐기 절골술의 잠재적 합병증으로 절골부위에서의 교정력 저하 

및 지연유합 또는 불유합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잠재적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골 부위내에 충분한 안정성을 부여함으로써 

opening gap을 유지시켜야 한다. 저자는 절골부위의 기계적 안정성 및 

골유합 촉진을 위하여 2개의 tricortical bone block을 이용했다.7,8 

외측 피질골의 손상 또한 절골 부위의 micromotion을 초래하여 

교정력 저하 및 지연유합 또는 불유합을 가져올 수 있다. 외측 피질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동 톱날사용시 그 깊이를 계획된 절골 깊이의 

전체 길이보다 10mm 짧게 조정했다. 이 증례에서는 donor site 

morbidity 및 지연유합이나 불유합없이 없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내측 개방성 쐐기 원위 대퇴골 절골술은 사지 단축이 있는 대퇴골 

내반 변형에서 합리적인 치료 option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