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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대한슬관절학회 빈성일 회장 

공지사항

去者必返

도가니 광장
- 프랑스, 알면서도 잘 모르던 나라 
- 야생에서 나를 만나다

건강정보
- 슬관절 전치환술

Article Review
- 골관절염 환자에서 운동치료는 효과가 있는가? 

Case Study
- 슬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한 외상성 외반 불안정성의 치료 

Capri island in Italy (사진제공: 경희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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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슬관절학회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향기로운 풀 내음과 화사한 햇살이 쏟아지는 봄철이 돌아 왔습니다. 

완연한 봄날 5월 12일(금) ~ 5월 13일(토) 양일에 걸쳐 2017년 대한슬관절학회 제35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대한슬관절학회는 양적, 질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회원수가 1200여명에 달하는 정형외과 분과학회 중 가장 규모가 

큰 분과학회로 성장하였고, 세계적 수준의 학문적 업적과 위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학회가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회원님들의 학회에 대한 요구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정기학술대회는 작년과 같이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거행될 예정이며, 금요일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진행하여 

우수한 연제가 가능한 많이 발표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특별히 보다 많은 구연 편수가 발표될 수 있도록 

금요일에는 한방으로, 토요일에는 양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에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많은 초록이 

접수되었으며, 학술위원회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준 높은 연제들이 구연과 포스터로 

발표됩니다. 구연 강의의 경우 각 연제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 질 수 기획하였습니다. 또한 작년과 같이 

구연과 토의가 동반된 E-poster 발표를 여러 스테이션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보다 충분한 

토의와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명한 해외 초정 연자인 Roland Peter Jakob 

교수의 특별 강연들은 회원님들께 최신지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릴 것입니다. 

올해의 특별한 행사의 하나로 프랑스 관절경학회 (SFA)의 Traveling Fellow 및 Godfather 분들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한 슬관절 학회와 프랑스 관절경 학회는 작년부터 Traveling Fellow를 교환하는 제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학회에서 프랑스를 방문 하였고 올해는 2년차로 프랑스의 유능한 슬관절의사들이 

한국의 병원을 2주간 방문하여 서로간의 관심사를 토론하고 슬관절 학술대회에서 프랑스의 최근 학술적 동향을 

발표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금요일에 있을 Gala dinner는 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힐튼 hotel에서 준비되어 많은 

회원님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차게 준비하고 기획한 2017년 대한슬관절학회 제35차 정기학술대회에 회원님들을 기쁜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많은 회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대한슬관절학회 최고의 학술적 축제의 장에서 지난 1년간 준비하신 지식과 경험을 

나누면서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고, 더불어 소중한 만남과 교류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2017년 4월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빈 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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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17년 대한슬관절학회 제35차 정기학술대회
 1.  본 학회에서는 2017년 5월 12일(금)-13일(토) 양일간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제35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그 동안 연구하신 

좋은 논문들을 많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작년과 마찬가지로 종이포스터 전시는 하지 않으며 구연과 E-poster만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모든 E-poster는 짧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3.   정기학술대회의 초록접수 마감은 2017년 2월 19일(일)까지 이며, 완성논문/증보초록 마감은 2017년 4월 23일(일)까지 이고, 채택된 논문의 

구연슬라이드는 2017년 5월 7일(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4.  초록 접수 창에 두가지 선택사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1)   발표 종류:  외국인 전임의 발표 등으로 영어 구연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어, 한글 구연, 영어 구연, E-poster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영어 구연을 선택하는 경우 초록은 영문 초록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책임저자 참석 여부 확인란: 연제 채택 시 학술대회 발표시간에 책임저자가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5.   초록에 기재된 연구 대상 및 방법과 결과를 명확히 기술하지 않고 차후에 바꾸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초록 접수 시 연구 대상 및 방법과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 | 

Auditorium A, B

07:20-07:55 Registration 　

07:55-08:00 Opening address Seong-Il Bin, 
President of KKS 

08:00-08:50 Session 1 (TKA1) 　

08:50-09:40 Session 2 (TKA2) 　

09:40-10:00 Coffee break 　

10:00-10:50 Session 3 (Osteotomy 1) 　

10:50-11:50 Session 4 (ACL & Meniscus) 　

11:50-12:50 Luncheon symposium (Pfizer) 　

12:50-13:05 Awards 　

13:05-13:30 Presidential lecture Seong-Il Bin

13:30-14:30 Special lectures I Roland Peter Jakob

14:30-15:00 KKS-SFA Traveling fellow session 　

15:00-15:20 Coffee break 　

15:20-16:50 E-poster presentation 　

16:50-17:30 Session 5 (TKA revision) 　

17:30- General assembly 　

18:30- Gala dinner Millennium Hilton 
Hotel, Atrium (3rd floor)

May 12, 2017 (Friday) May 13, 2017 (Saturday)

Auditorium A Auditorium B

08:30-09:20
Session 6 
(TKA 3) 

Session 7 
(Osteotomy 2)

　

09:20-10:10
Session 8 
(TKA 4)

Session 9 
(Osteotomy 3)

　

10:10-10:30 Coffee break 　

10:30-11:20
Session 10 
(TKA 5)

Session 11 
(Osteotomy 4)

　

11:20-12:10
Session 12 
(TKA 6) 

Session 13 
(ACL)

　

12:10-13:10 Luncheon symposium (LG) Roland Peter Jakob

13:10-14:10
Session 14 

(UKA & Others) 

Session 15 
(Meniscus & 

PFJ)
　

14:10-14:50 Special lecture II Special lecture III

유화진 
(Auditorium A)

강승백 
(Auditorium B)

14:50- Closing address Seong-Il Bin, 
President of KKS 

 6. 2017년 대한슬관절학회 제35차 정기학술대회 Agenda at a g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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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회 소식 | 
 1.  2017 APKASS(Asia-Pacific Knee, Arthroscopy and Sports Medicine Society) SUMMIT 

   2017 APKASS(Asia-Pacific Knee, Arthroscopy and Sports Medicine Society) SUMMIT 이 “In Pursuit of the State of the Art”라는 

기치 아래 2017년 4월 28일(금)부터 29일(토)까지 서울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개최됩니다. APKASS는 아시아와 태평양 주위 국가에서 

무릎 관절(인공관절, 절골술, 관절경, 스포츠의학), 어깨 관절(관절경, 스포츠의학), 족부 족관절(관절경, 스포츠의학) 분야를 연구하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모여 연구교류와 협력을 목표로 지난 2014년 이래 매년 일본, 대만, 홍콩에서 개최되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해 

왔습니다. 2017 APKASS SUMMIT의 성공적인 개최 및 진행을 위해 많은 참석 부탁 드립니다. 사전등록 마감은 3월31일까지 입니다. 

(www.apkass.org/2017summit)

 2.  제30차 ISTA 학술대회 (The 30th Annual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Arthroplasty, ISTA 2017) 

   제30차 ISTA 학술대회 (ISTA 2017)가 2017년 9월 20일(수)부터 23일(토)까지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 됩니다. ISTA 2017은 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Arthroplasty (ISTA)가 매년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로서, 다수의 전세계 인공관절 분야의 의학자들과 기초연구자, 

공학자들이 참석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인공관절 분야의 임상 경험과 기초학문 연구 및 개발 현황 등을 전세계 참석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자, 관련 분야에 대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초록 제출은 5월 1일(월) 마감이며 

조기등록은 7월 7일(금) 마감입니다. (www.istaonline.org) ISTA 2017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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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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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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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나 학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호는 인공슬관절 주위 감염으로 인한 2단계 재치환술 시의 적절한 수가 청구 코드입니다.

 1.    2 stage 시 1 st stage 의 적정 술기료 (removal+arthrotomy?) (인공 관절 빼고 open debridement 하고 항생제 시멘트로 PROSTAC 삽입): 

골수염 ➞ I0024(N0024, 복잡-골수염 또는골농양수술[골반골, 대퇴골, 하퇴골])   

 2.  2 stage 시 2nd stage reimplantation 시 적정 수술료 (항생제 시멘트 제거하고 open debridement 하고 TKA revision): I3717(N3717, 

복잡-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슬관절])

접수처 대한슬관절학회 (kks@koreaknee.or.kr) / 보험위원회 배지훈 간사 (osman@korea.ac.kr)

| 보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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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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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위상 강화와 국제화 노력의 일환으로, 2015년 SCOPUS 등재 신청 상태이며, 2016년 하반기에 SCI(E) 1차 등재 신청하였습니다. 

학술지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 애써주신 회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  게재 예정 논문 편수의 증가와 인용률 증가 방안의 일환으로 EPub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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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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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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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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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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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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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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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l. 29 / No. 1 / May 2017  
Editorial

 Have Evolving Surgical Methods Improved Clinical Outcomes after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Seong-Il Bin
    Knee Surgery & Related Research 2017 Mar; 29(1): 1-2 https://doi.org/10.5792/ksrr.17.001 

Review Article

 Meniscal Transplants and Scaffolds: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Sean Dangelmajer, Filippo Familiari, Roberto Simonetta et al.
    Knee Surgery & Related Research 2017 Mar; 29(1): 3-10 https://doi.org/10.5792/ksrr.16.059 

Original Articles

  Three-Dimensional Reconstruction Computed Tomography Evaluation of the Tunnel Location and Angle in Anatomic Single-Bundle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A Comparison of the Anteromedial Portal and Outside-in Techniques 

 Kang-Il Kim, Sang Hak Lee, Chanil Bae et al.
    Knee Surgery & Related Research 2017 Mar; 29(1): 11-18 https://doi.org/10.5792/ksrr.16.054 

 Mid-Term Outcomes of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with Far Anteromedial Portal Technique 

 Yoon Sang Jeon, Sung Wook Choi, Ju Hyun Park et al.
    Knee Surgery & Related Research 2017 Mar; 29(1): 19-25 https://doi.org/10.5792/ksrr.15.061 

  The Effect of Different Sagittal Angles of the Tibial Guide on Aperture Widening of the Tibial Tunnel during Modified Transtibial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A Randomized In Vivo Study 

 Young Chan Kim, Tulyapruek Tawonsawatruk, Hyeong Hwa Woon et al.
    Knee Surgery & Related Research 2017 Mar; 29(1): 26-32 https://doi.org/10.5792/ksrr.16.033 

  Arthroscopic Control for Safe and Secure Seating of Suspensory Devices for Femoral Fixation in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Using Three Different Techniques 

 Seo Goo Kang, and Yong Seuk Lee
    Knee Surgery & Related Research 2017 Mar; 29(1): 33-38 https://doi.org/10.5792/ksrr.16.053 

  Outcome of ACL Reconstruction for Chronic ACL Injury in Knees without the Posterior Horn of the Medial Meniscus: Comparison 

with ACL Reconstructed Knees with An Intact Medial Meniscus 

 Kevin Syam, Devendra K. Chouhan, and Mandeep Singh Dhillon
    Knee Surgery & Related Research 2017 Mar; 29(1): 39-44 https://doi.org/10.5792/ksrr.16.072

 Evaluation of Infection after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during a Short Period 

 Hee-June Kim, Hyun-Joo Lee, Jong-Chul Lee et al.
    Knee Surgery & Related Research 2017 Mar; 29(1): 45-51 https://doi.org/10.5792/ksrr.16.019 

 Optimal Timing for Hemoglobin Concentration Determination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Day 1 versus Day 2 

 Mahdi Yacine Khalfaoui, Charles Godavitarne, and Michael C P Wilkinson
    Knee Surgery & Related Research 2017 Mar; 29(1): 52-56 https://doi.org/10.5792/ksrr.16.038 

 Blood Sparing Efficacy of Oral Tranexamic Acid in Primary Total Knee Arthroplasty: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Qunn Jid Lee, Wai Yee Ching, and Yiu Chung Wong
    Knee Surgery & Related Research 2017 Mar; 29(1): 57-62 https://doi.org/10.5792/ksrr.1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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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diographic Measurement of Joint Space Width Using the Fixed Flexion View in 1,102 Knees of Japanese Patients with 

Osteoarthritis in Comparison with the Standing Extended View 

 Hiroyuki Kan, Yuji Arai, Masashi Kobayashi et al.
    Knee Surgery & Related Research 2017 Mar; 29(1): 63-68 https://doi.org/10.5792/ksrr.16.046 

Case Reports
 Fibrous Dysplasia in the Epiphysis of the Distal Femur 
 Jung Ho Noh, and Jae Woo Lee
    Knee Surgery & Related Research 2017 Mar; 29(1): 69-71 https://doi.org/10.5792/ksrr.16.014 
 Implantless Fixation of a Large Osteocartilaginous Fracture of the Lateral Femoral Condyle in a Child 
 Jitendra Maheshwari, Vikram Mhaskar, and Parul Maheshwari Mhaskar
    Knee Surgery & Related Research 2017 Mar; 29(1): 72-75 https://doi.org/10.5792/ksrr.15.0715792/ksrr.15.072 

| 연관학회 일정 | 

학술대회/심포지움명 개최일 장소

2017 APKASS SUMMIT 2017.04.28-29 백범 기념관, 서울　

대한슬관절학회 제 35차 정기학술대회 2017.05.12-13 백범 기념관, 서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관절스포츠재활센터 심포지엄 2017.05.26 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지하 3층 서암강당

2017 Kyung Hee Knee Symposium 2017.06.18 경희대학교 종합강의동(청운관) B117호, 서울

연세대학교 Severance Arthroscopy Symposium 2017.06.25 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은명대강당

제2회 아시아-태평양 줄기세포 국제 학술 심포지엄 2017.07.01 빛고을 전남대학교병원 2층 대강당

아산 Meniscus 심포지엄 2017.07.02 서울아산병원, 서울

제22회 고려대학교 관절경 연구회 카데바 워크샵 2017.07.22-23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실용해부센터, 서울

건국대 정형외과 슬관절 수술 워크샵 2017.08.26 미정

제6회 부민병원 슬관절 심포지엄 2017.09.02 조선비치호텔, 부산

2017 CUMC Knee Symposium 2017.09.09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지하대강당, 서울

제30차 ISTA 2017 학술대회 2017.09.20-23 서울신라호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슬관절 심포지엄 2017.09.24 한양대학교 HIT 6층 대회의실

2017 대한슬관절학회 대구, 경북 추계심포지엄 2017.11.04 인터불고 호텔, 경북　

제10회 무룹병원 Live Surgery 2017.11.25 미정

대한슬관절학회 제9회 연수강좌 2017.12.02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글로벌컨벤션플라자, 서울

중앙대병원 슬관절 심포지엄 2017.12.09 중앙대병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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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동정 안내 | 
 1.   울산대학교병원 조성도 교수 근무지 변경
  2017년6월1일 부터 울산 동강의료재단 산하 동천 동강병원에서 근무 예정입니다.

 2.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 병원 최남용 교수 근무지 변경
  2017년 3월 1일부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으로 근무지를 이동하였습니다. 

 3. 가톨릭의대 고인준 교수 근무지 변경
  2017년 3월 1일부터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 병원으로 근무지를 이동하였습니다. 

 4.  부산 부민병원 서승석 교수 근무지 변경
  2017년 1월 2일부터 인당의료재단 해운대 부민병원 병원장으로 근무처가 변경되었습니다.

 5. 서울의대 이상훈 교수 근무지 변경
  2016년 12월 1일자로 CM병원(서울 영등포구 소재)으로 근무지를 이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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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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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가: 150,000원(판매가 142,500)
 - 출판사: 엘스비어코리아
 - 출판연도: 2014년 10월
 - 구입은 영창출판사(Tel: 02-926-3221)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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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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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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지로부터 원고청탁을 받고 과거를 회상하며 무엇을 

이야기하여야 할지가 무척 망설여지는 것은 2012년 2월 정년을 마치고 

지금이 다섯해가 지난 시점이 되었다는 사실과 대한 슬관절학회 

30년사에 학회의 창립과 발전상에 대하여는 역대 회장님들께서 자세하게 

기술 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나의 현시점에서 정형외과의사로서 살아온 

개인적인 의견과 미래에 대한 바람과 소망을 기술하고자 한다. 

의학이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최선과 절대적 완벽을 요구하며 

다른 분야에 비해 시행착오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수술이라는 형태적 또는 생리적변화를 일으키는 조작을 가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계획된 수술이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고 자신의 

소견으로는 만족스럽게 끝났을 때 집도의의 기쁨은 연주자가 성황리에 

연주를 마치고 축하회에서 찬사를 들을 때의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 가 

생각되는 반면 고전을 치루고 난 뒤는 연주를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한 

뒤의 허탈한 심정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수술 전 여러가지 정보를 

분석하며 계획을 세우고 예기치 않은 경우나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구상하며 나아가 능력의 한계에 달할 때는 약간의 희생을 감수하고 큰 

것을 살림으로써 小에 집착하다 大를 잃지않는 결단성이 신속히 요구될 

때도 있다.

평소의 실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은 재능과 소질, 부단한 노력 

외에 자신이 느끼는 내적인 감정의 극복과 수련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비록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하여도 새로운 시대적 감각과 지식의 습득을 

위해 항상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짐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연극과 

영화에서는 때로 훌륭한 조역의 연기가 전체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극에서 무대장치와 조명의 효과가 있듯이 수술시에도 유사한 

조건과 일사 분란 한 팀워크가 필요하다. 음악은 악장에 따른 강약의 

리듬이 있고 연극은 막에 따라 관객을 매료시켜 호흡을 일치시키는 

클라이맥스가 있듯이 수혈을 계속하며 수술하는 집도의의 內心에는 

수술의 진행에 따른 액센트가 있다. 예술에서는 이론, 연기 및 연주와 

평론에 따라 전문적 분업화가 되어있다. 의학이 아무리 분화되고 전문화 

할지라도 집도의는 계획, 연기, 연출 및 감독을 동시에 수행하며 복합된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거기에는 각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세심한 

배려 외에 총체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주관과 느낌이 있어야할 것 같다. 

그러기 위해 항상 全人的 완성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집도의의 궁극적 목표는 예술, 종교, 철학과 

같은 다른 분야가 지향하는 목표와 일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동안 대한 슬관절학회는 회원수의 증가와 더불어 여러 대학과 

기관에서 많은 연구논문을 국내외에 발표하고 있으며 이제는 외국인의 

국내연수는 물론 국외의 초청강연과 시범수술도 시행되고 있어 그 위상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라 생각된다. 그동안 학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역대회장님, 임원, 회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값진 결실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회원 상호간에 긴밀한 교류와 

끊임없는 학술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동안 선배 회원님들이 

이루어 놓은 훌륭한 업적을 토대로 후학들의 보다 진취적인 분발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후학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더불어 선배 회원에 

대한 존경심을 바탕으로 한 마음의 소통이 대한 슬관절학회의 정체성 

제고와 학회의 무궁한 발전에 진실로 필요한 덕목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삼십팔년 구개월간 몸담았던 경희대학교 정형외과교실에서 보람 

있게 지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학회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거자필반(去者必返)

배대경

  대한한슬관절학회 9대 회장

                                                 서울성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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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준호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프랑스, 알면서도 잘 모르던 나라
- 제1차 대한슬관절학회-프랑스관절경학회 트레벌링 펠로우 후기 -

우리나라의 정형외과 영역의 의술이라는 것이 그러하듯이 슬관절 

학회의 학술적인 분위기는 주로 미국의 영향권에 있고 발전 또한 미국의 

학술적인 흐름을 따라서 발전해 온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 십 여년 전만하여도 선생님들께서 주로 AAOS 나 AANA 같은 미국 

중심의 학회를 많이 참석하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럽의 

의사들도 참여하는 ISAKOS나 유럽 중심의 학회인 ESSKA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난  듯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미국 중심의 학회에서는 느끼지 못한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그간 내가 미국 

중심의 고정관념에 갇혀 있어 편협된 눈으로 학문의 세계을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중에 대한슬관절학회에서 

프랑스 관절경학회와 트레벌링 펠로우 교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하여 너무나 감사하게 선종근 교수와 함께 기회를 

주셔서 프랑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피츠버그에 연수를 나와 있는 중이라 처음 일정은 파리의 드골 국제 

공항에서 한국에서 오시는 가드파더 빈성일 회장님과 선종근 교수를 

만나는 일정이었습니다. 이후 TGV를 타고 바로 마르세이유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마르세유 역에는 훤칠하게 생긴 조금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운 닥터 Sbihi가 마중을 나왔었고 다음날 아침 우린 다시 닥터 

Sbihi가 나와 첫번째 병원인 ICOS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닥터 Sbihi는 프랑스 제2의 도시인 마르세유에서 가장 

엑티브한 의사이고2017년 마르세유에서 2017년 12월에 개최되는 

프랑스 관절경학회의 congress president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는 프랑스 최고의 선수들을 수술하였었고 지금도 

여전한 수술 스킬을 가지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닥터 Franceschi, 

닥터 Sbihi와 공동 congress president인 아주 젠틀한 성격에 차분하고 

꼼꼼하게 수술을 하는 닥터 Cucurulo, 그리고 여자 정형외과 의사인 

닥터 Louis 의 수술을 참관하였습니다. 특히 닥터 Sbihi의 현란한 수술 

테크닉을 보는 순간 더이상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수술 잘해 라는 말은 

더이상 쉽게 하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일간의 일정 후에 

마르세유 역에서 고풍스러운 건물 사이로 내려 앉는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면서 리옹으로 가는 열차를 타러 플랫폼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리옹에서의 일정은 clinic SANTY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클리닉은 

닥터 Latarjet 가 활동하던 그룹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룹은 

private practice를 하면서도 과거, 그리고 지금도 상당히 엄청난 

도가니 광장

그림 1.  가드파터로 동행해 주신 빈성일 회장님께서 마르세유에서 닥터 
Franceschi의 수술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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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적 업적들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것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년에 혼자서 ACL reconstruction을 

500개 이상 한다는, 그리고 요즘은 ALL reconstruction의 선봉장으로 

너무 잘 알려진  Sonnory-Cottet 은 자리를 비워 그의 수술은 볼 

수 없었지만, 다행이 모든 의사가 비슷한 방법으로 수술을 한다고 

하고, Sonnory-Cottet 못지 않게 엄청난 신공(神工)인 잘생기고 

젠틀하고 호감형이기까지 한 닥터 Fayard 와 닥터 Thaunat 의 ACL 

reconstruction 과 ALL reconstruction를 참관한 것은 마치 기승전결이 

완벽한 플롯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주차는 다시 리옹에서 리옹을 대표하는 Lyon university 

hospital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현 ISAKOS 의 회장인 Neyret 교수님과 

미모의 Servien 교수님과 함께 레지던트와의 컨퍼런스에도 참석하고 

수술도 참관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느낀 점은 프랑스의 대학병원의 

분위기는 한국의 대학병원의 느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였습니다. 

리옹에 가면 사실 trochleoplasty를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였는데 Neyret교수님께서도 일년에 몇 건이 안되는 

수술이라고 하여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관하던 날에는 

다행이도 기대했던 trochleoplasty를 볼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일정을 프랑스 관절경학회 (SFA)의 참여를 

위해서 파리로 이동하는 것 이였습니다. 그 학회에서 우리는 3가지에 

놀랐습니다. 첫번째는 큰 규모에 놀랐습니다. 모두 3개의 오디토리움에서 

3일간 진행되는 규모였습니다. 프랑스의 정형외과 학회 중 분과 중에 

가장 큰 학회이고 가장 엑티브한 학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일단 규모의 경제 논리가 생기니 향 후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학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놀란 

것은 3개 방 중 한개의 룸에서는 동시 통역으로 학회가 진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프랑스 관절경 학회에 참관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온 외국인은 많아 보이지 않았고, 통시 통역을 하는 목적은 주로 연자로 

참여한 외국인, 그리고 영어로 강의되는 해외 연자의 말을 프랑스인을 

위해서 번역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간 외부와 교류 없이 

독자적으로만 발전해왔다고 생각되는 프랑스학회가 국제화에 상당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학회가 상당히 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학회의 엑티브 하게 활동하는 임원의 나이도 

젊고 그리고 강의를 하는 대부분의 연자가 상당히 젊다는 것이었습니다. 

향 후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의 젊은 의사들에 의해서 미래에는 

임상적인 면 뿐만 아니라 아카데믹한 면에서도 향 후 더욱 발전된 

프랑스의 의학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지는 않지만 결코 짧다 할 수 없는 슬관절학회에서 주어진 기회인 

2주간의 프랑스 트레벌링 펠로우 기간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동안 미국 중심의 사고에서 유럽, 특히 

그림 3. 리옹에서 닥터 Thaunat 의 수술 참관 후 휴식 중 

그림 4.  리옹대학교의 Servien 교수와 프랑스 관절경 학회 총무인 닥터 
Barth 와 만찬 중 모습 

그림 2. 마르세유를 떠나기 직전 닥터 Sbihi와 아쉬운 작별인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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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배울 기회를 통한 다양한 방향성을 발견하고 바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수순이 이제 많이 올라가서, 

특히 수술 술기 면에서는 더이상 해외에서는 배울 것이 없다는 편견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던 그 방향에서 몇 발짝 움직여서 

바라보니 전혀 다른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 보고, 듣고, 그리고 겸손도 

배우고, 아직도 발전시켜야 할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야할 뚜렷한 이유를 보았으며, 그리고 그럴 수 있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슬관절 학회에서 추천된 자격으로 

존중 받는 위치에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의사들을 만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있게 각인되는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한 네트위크의 형성은 향 후 양국의 학문적인 발전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나름 깊이 있게 프랑스의 문화와 프랑스인에 대한 느낌을 체험한 

기간이었습니다. 막연하게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미국 중심의 

서양인, 서양문화와는 비슷하지만 결코 같지 않은 프랑스의 것들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세계를 바라 보는 시각이 더욱 넓어진 듯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 친구로서, 동료로서 어려운 순간에도 나의 옆을 항상 지켜 주고, 

그리고 같이 나눔으로서 배움의 효과가 배가 될 수 있게 해 준 선종근 

교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바쁜 일정 

가운데 가드파더로 참여하여 주셔서 많은 학문적인 지도를 해 주셨고, 

많은 시간을 같이 해 주시면서 선배 의사로서, 인생 선배로서 정말 와 

닫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신 빈성일 회장님께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얻기 어려울 것 같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기회를 

주신 슬관절학회에 감사하며 학회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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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혁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야생에서 나를 만나다
- 존 무어 트레일(John Muir Trail)을 다녀와서 -

안녕하십니까 .  중앙보훈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올해 

2017년  3월부로  한양대학교부속  구리병원으로  근무지를 

옮긴  양재혁입니다 .  저는  2 0 1 5년  1 2월부터  2 0 1 6년 

12월까지 1년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 UC Davis Medical 

C e n t e r  S p o r t s  C l i n i c에  장기연수를  다녀왔습니다 .  

이 글은 제가 2016년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요세미티 존 뮤어 

트레일(John Muir Trail; JMT)에 도전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으로 연수가 결정되자 이전에 미국으로 연수 다녀온 선배님들이 

미국에 가게 되면 국립공원(National Park)에 꼭 가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  덧붙여  미국의  여름방학  시즌인  6-8월에  국립공원 

야영지(Camping Ground)를 다녀오려면 매해 1월 초에 각 국립공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예약을 해야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하였다. 미국에서 

2016년 새해를 맞이하자마자 나는 인터넷으로 국립공원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홈페이지에는 국립공원의 관광지들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하이킹(Hiking)”, “야생 캠핑(Wilderness Camping)” 이란 단어들이 

올라와 있었다. 살펴보니 하이킹과 야생 캠핑은 캠핑장보다 조금 더 자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었다. 처음에는 야생 숲 속에서 캠핑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두려웠다. 하지만 옐로스톤 국립공원과 캐나다 

벤프/자스퍼 국립공원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캠핑을 계획하면서, 점점 

나 혼자만의 스릴 있는 모험을 떠나고 싶었고 이 때가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던 중에 존 뮤어 트레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존  무어  트레일(이하  JMT )은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시작되어 

캘리포니아 주 시에라 네바다(Sierra Nevada) 산맥을 따라 이어져 

있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트레일”이다. JMT의 모든 트레일은 대부분 

지정된 야생 지역(Wilderness)에 자리 잡고 있다. 트레일의 공식 길이는 

210.4마일(338.6km)이고, 트레일 중 160마일(260km)은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Pacific Crest Trail)과 겹쳐진다. 트레일은 남쪽입구의 

초반 30마일(48km)을 포함하여 약 35%가 10,000 피트(3000m) 이상에 

위치한다. JMT에 대해 검색하면 할 수록 JMT가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1백 만년 전에 차가운 빙하의 침식에 의해 만들어진 세쿼이아 숲과 U자형 

계곡, 화강암 절벽과 호수들이 해, 달, 별, 구름, 뇌우가 연출하는 장대한 

하늘을 배경으로 곰, 사슴을 비롯한 수 많은 야생 동식물들과 어우러져 

완벽한 한 폭의 그림을 연출하고 있었다. 미국 자연보호주의자인 존 

뮤어(John Muir, 1838-1914)의 이름이 붙여진 JMT는 존 뮤어가 생전에 

바라던 대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지속시키기 위해 하루 60여명으로 

방문객들의 발길을 제한하고 있었다. 

하루 입장객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 곳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그 

미지의 곳으로 가보고 싶다고 마음먹기도 어려웠는데, 더 어려웠던 것은 

출입허가증(Enter Permit)을 받는 일이었다. JMT를 하이킹하기에 가장 

좋은 시즌은 대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이다. 출입허가는 트래킹을 

출발하는 날짜로부터 6개월 전부터 접수를 받는데, 예를 들어 8월에 

트래킹을 가고자 한다면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할 수 있다. 하루 입장객을 

60여명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신청인원이 

초과되는데, 이런 경우 복권 당첨하듯 입장객을 선정하고 있다. 듣기에 

평균 100:1의 경쟁율을 뚫고 당첨이 되어야 갈 수 있다고 하였다.

산이 나를 부르고 있다. 나는 떠나야만 한다

The mountains are calling and I must go

-John Muir (1838-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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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T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여행하는 배낭 여행자의 하이킹 속도로 따라 

다르지만 보통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나는 일주일만 허가서를 받아 

JMT에서 진행할 수 있는 만큼 도전해 보고 싶었다. 2월이 시작되면서 

나는 매일 오후에 요세미티 국립공원 존 뮤어 트레일 관리사무소에 

출입허가증(Enter Permit) 지원 서류를 팩스로 보내고, 그 다음날 새벽에 

결과를 이메일로 확인하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다. JMT 허가증에 

관련된 답장은 이메일로 왔지만, 신청서는 팩스로만 받고 있었다. 

계속되는 불허 결과에 실망하는 날이 계속되었다. 3주간 집요한 도전 

끝에 마침내 출입허가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림1>. 출입허가 날짜는 

9월 13일, 나와야 하는 날짜는 9월 20일이었다. 출발지는 북쪽 요세미티 

밸리(Yosemity Valley)의 해피 아일즈(Happy Isles)이었으며, 종착지는 

휘트니 산(Mount Whitney)이었다. 지도를 보면서 JMT 코스 중에 남, 

북쪽 입구 이외에 몇 군데 탈출 경로(Bail-out Route)를 찾아보았다. 

하이킹 하기에 좋은 7-9월은 일반적으로 날씨가 맑고 건조하지만 고산 

지역에는 눈이 덮여 있을 수 있고 오후에 뇌우(Thunderstorm)가 

쏟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했다.

출입허가증을 받고 이후 6개월 동안 야생 캠핑/하이킹에 대한 준비를 

했다. 가장 먼저한 것은 각종 야영 장비에 대한 사용방법을 익히는 

것이었다.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하는 오토-캠핑(Auto-camping)이 

아니고 모두 장비를 들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크기가 작고 경량인 백팩 

장비(Back-packing equipment)에 대해 익숙해질 필요가 있었다. 또한, 

어둡거나 춥거나 비가 오는 등 평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용해야 할 

수 있으므로 마음에 준비가 필요했다. 이전에 JMT를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바탕으로 기본 장비인 배낭, 에어매트, 침낭, 텐트를 

고르고 날씨와 환경에 적합한 등산복, 등산화를 준비하고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동물들에 대한 대비물품들과 가져가서 먹을 음식과 물 공급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했다. JMT 전체 코스를 지도로 보며 코스에 따른 하루 

이동 거리를 예상하며 텐트를 치고 야영할 장소를 고르고 중간중간에 

물 공급할 장소도 물색을 해 놓았다. 계산방식에 따른 하루 총 섭취 

칼로리를 바탕으로 매끼 먹을 식량의 종류와 횟수를 정해놓고 식사를 

할 장소도 점 찍어두었다. 하루 15-20km 정도 하이킹을 할 체력을 

준비하며, 만약 있을지 모를 여러가지 상황에 대비하여 추가로 필요한 

물품들을 정리했다. 야생지역에서 야영을 하는 경우 베어박스(Bear 

Box) 라는 식량통이 필수품인데 이는 요세미티 JMT 출발 입구에서 

빌릴 수 있었다. 베어박스는 음식 냄새를 맡고 쫒아올 수 있는 동물들을 

대비한 식량통인데 여기에 모든 음식물을 넣고 다녀야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았다. 

드디어, 9월 12일. 요세미티 국립공원으로 떠나기 직전 배낭 무게를 

재보니 38kg였다. 인터넷에서 검색한대로라면 약간 무거운 정도였다. 

1주일 동안 중간 보습소 없이 야영할 때 배낭의 권장 무게는 35kg 

내외였기 때문이다. 권장 무게보다 무겁지만 아무래도 혼자 출발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 내려놓을 수 없었다. JMT 는 북쪽과 남쪽 입구 중 

어디에서든 출발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는 북쪽입구인 요세미티 

밸리의 해피 아일즈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이유는 북쪽 입구부터 

시작하면 낮은 고도에서 출발하여 점차 증가되어 고도에 적응을 할 

수가 있고 한 낮에 해가 등 뒤에 있어 시야가 편하며 또한, 북부 지역 

(Tuolumne Meadows, Reds Meadow, Vermillion Valley Resort, 

Muir Trail Ranch)에 중간 보급소들이 있어 3-5일 마다 연료 및 식량을 

보충할 수 있어, 트레킹 초기에 무겁지 않은 배낭으로 몸을 적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JMT 의 남쪽지역에서 출발하면 중간 보급소가 1-2군데 

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식량과 연료를 더 많이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배낭이 무거워질 수 밖에 없다.

나의 JMT 트레일은 요세미티 밸리(Yosemity Valley)내에 위치하는 

해피 아일즈 네이쳐 센터(Happy Isles Nature Center) 근처의 해피 

아일즈 다리에서 시작되었다 <그림2>. 트레일은 경사면 위로 가파르게 

상승하여 미스트 트레일(Mist trail) 과 만나는 교차로를 건너 또 다른 

다리로 이어졌다. 이어 “아이스 컷(Ice Cut)”이라고 불리는 파노라마 

절벽(Panorama Cliff)이 나타났다. 약간의 고도 상승 후, 트레일은 

네바다 폭포(Nevada Falls)의 꼭대기에 도달하고 하프돔(Half Dome)을 

지나갔다. 하프돔에 오르기 위해선 또 다른 허가증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처음에 JMT 트래킹을 신청할 때 같이해 두었다. 여기까지 와서 오르지 

않았더라면 후회 했을 것이다. 하프돔 정상에 오르기 위해선 밧줄을 

타고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는 동안 바람이 거칠게 불어 하마터면 

중심을 잃어 떨어질 뻔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정상에 무사히 올라갔다. 정상에서의 풍경은 차마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광경이었다 <그림3>.

그림1.   존 무어 트레일 출입허가증 (Enter Permit). 출발 날짜의 6개월 전부터 
접수를 받는다. 평균 경쟁률은 100: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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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에서 황홀감을 맛보고 하프돔을 내려와 다시 JMT 트레일로 

합류했다. 리틀 요세미티 계곡(Little Yosemity Valley)으로 향했고 이후 

선라이즈 하이 시에라 캠프(Sunrise High Sierra Camp)에 도착했다. 

오후에 텐트를 치며 식사를 충분히 한 이후 텐트 안에 누우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텐트는 방수제품으로 안으로 물기가 

들어오진 않았지만 추위와 두려움으로 첫날밤은 거의 잠을 청하지 

못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까 수십번 고민을 했다. 

결국, “하루만 더 가보자”라는 심정으로 마음을 달래고 이동을 시작했다.

다음 날 트레일은 투오룸느 초원(Tuolumne Meadows)을 지나면서 

남쪽으로 방향을 바꿔 도나휴 패스(Donahue pass)를 지나갔다. 

만년설이 녹아 만들어진 호수들과 물줄기를 보면서 차를 한 잔 마셨다. 

이 정도 높이면 나무들이 살 수 없는 높이인 수목 한계선(Tree Line)을 볼 

수 있다. 기후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수목한계선은 주로 해발 2500m 

정도에서 볼 수 있는데 도나휴 패스의 정상은 3665m 이다 (참고로 

백두산 정상의 높이는 2593m 이다). 특정한 선을 경계로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니 신기할 뿐이다 <그림4,5>. 도나휴 패스를 

지나면서 트레일은 인요 국립 삼림(Inyo National Forest)과 앤셀 

아담스 야생지역(Ansel Adams Wilderness)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트레일은 천 개의 섬 호수(Thousand Island Lake), 가르넷 호수(Garnet 

Lake) 및 수십 개의 호수들을 지나갔다 <그림6>. 내리막으로 들어서며 

보이는 이 멋진 호수들 중 하나를 정해 텐트를 펴고 저녁을 만들어 

먹으며 석양을 바라보았다 <그림7>. 밀려오는 감동이란….. 조금 지나니 

하늘에서 별 잔치가 열렸다. 별들이 쏟아지고 은하수가 펼쳐졌다. 황홀한 

기분으로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니 어젯밤과는 또 다른 세상이었다. 

해가 떠올라 밤사이 호숫가에 자욱했던 안개와 이슬이 사라지면서 

호숫가의 풍경은 또 다른 장관이 연출되고 있었다 <그림8>.

그림2.   존 무어 트레일 북쪽 입구. 요세미티 밸리(Yosemity Valley)내에 
위치하는 해피 아일즈 네이쳐 센터(Happy Isles Nature Center)에서 
시작한다.   

그림4.    도나휴 패스(Donahue pass). 만년설이 녹아 만들어지는 호수와 수목 
한계선(Tree Line)이 보인다.  

그림3.   요세미티 밸리(Yosemity Valley)의 하프돔(Half Dome) 정상   

그림5.   도나휴 패스의 정상 (해발 366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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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천 개의 섬 호수(Thousand Island Lake).   

그림7.   가르넷 호수(Garnet Lake)의 석양.   

그림8. 가르넷 호수(Garnet Lake)의 아침

이후 JMT는 킹스 캐년 국립 공원(Kings Canyon National Park)과 

세쿼이아 국립 공원(Sequoia National Park)을 거쳐 에볼루션 

베이슨(Evolution Basin), 골든 스테어케이스(Golden Staircase), 

포레스터 패스(Forester Pass) 등 멋진 알파인 지역을 넘어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지점인 휘트니 산(Mount Whitney) 정상(14494 피트, 

약 4418m)에서 끝이 난다. 나는 여기까지는 가보지 못하고 레드 

메도우(Red Meadows)에서 일정을 마무리 했다. 다음 기회에는 JMT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겠다는 마음을 다지며 JMT에서 마지막 날의 잠을 

청했다. 

출발하기 전 걱정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은 다행이 일어나지 않았다. 

동물한테 습격을 받거나 얼어 죽을듯한 추위와 배고픔, 물을 구하지 

못해 탈진하지 않을까 했던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다. 다만, 여정 중간에 

등산화 밑창이 갈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거의 새 등산화였지만 산 지 

오래된 것이어서 문제가 되었다. 아마도 오래되어 고무가 닳아버린 것 

같았다. 나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당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텐트 줄과 

스위스 나이프로 인간의 연부조직을 다루듯 등산화를 응급 처치하였다. 

튼튼하게 꿰매어 일정 중 다시 갈라지는 일은 없었다.

JMT Summary

- Total duration = 7 nights / 8 days

- Total Distance = 180 km (1/3 of JMT)

- Walking Distance = 25km/day

- Trekking Duration = 9 hours/day

- Calorie Intake= 9000 Cal/day  (however, 3kg weight loss)

- No injuries, animal attacks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었던 작년 9월의 요세미티 국립 공원에서 나는 

존 뮤어 트레일에 도전했다. 있는 그대로의 광활하고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닌 대 자연을 홀로 마주하면서 내 자신이 한없이 미미한 

존재가 되는 경험을 했다. 숙연해졌다. 존 뮤어 트레일은 나에게 정복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다. 나는 그 공간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었고, 나 자신을 만나게 

되었다. 이 글을 쓰면서 평생을 캘리포니아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자연보호에 앞장섰던 존 뮤어의 글을 읽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느꼈던 감흥이 다시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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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은)…신의 생각들로 가득차 있다. 

인류애로 가득찬 돌, 폭풍우, 나무, 꽃, 그리고 동물들은

(이 공간이) 드높은 장대함과 적극적 움직임 속의 평화와 안전의 

공간이자, 새로운 노래이며, 

사람의 삶, 산의 형성, 영원한,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파괴할 수 없는 질서에 대한 

첫번째 깨달음을 가득 얻을 수 있는 시작의 장소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full of God’s thoughts, a place of peace and safety amid the 

most exalted grandeur and enthusiastic action, a new song, a 

place of beginnings abounding in first lessons of life, mountain 

building, eternal, invincible, unbreakable order; with sermons 

in stone, storms, trees, flowers, and animals brimful with 

humanity.”  

― John Muir (1838-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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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슬관절 전치환술

본 내용은 일반인들의 건강정보를 위해 제공하고자 

건강정보 소위원회에서 작성 및 편집중인 원고입니다

 1)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나?

슬관절 전치환술은 관절염이 심한 관절을 금속과 특수 플라스틱 
등으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슬관절 전치환술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관절염으로 관절이 아파서 잘 걷지 못할 때 아프지 않게 걸을 수 
있게 하고, 관절의 모양이 비틀어져서 걷기가 불편하거나 뻗정다리처럼 
관절이 굳어진 경우에 일상 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슬관절 전치환술은 증상, 기능 장애, 방사선 소견, 연령, 건강 
상태, 직업 및 활동 정도 등 크게 6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증상 및 기능장애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거나 다리를 저는 경우, 얼마 못 걸어도 

무릎이 아플 때 그리고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힘든 정도면 수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리 모양이 비뚤어져서 걷기가 힘들거나, 관절이 
굳어져서 불편한 경우도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2) 방사선 소견
수술은 방사선 소견상 매우 진행된 관절염에만 시행하며, 이는 

정형외과 전문의에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상 관절은 관절선이 
부드럽고 관절 간격이 벌어져 있는 반면에 관절염의 경우에는 관절선이 
매우 불규칙하고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2). 
닳아진 관절표면을 제거하여 인공관절로 치환하고 경골(정강이뼈)과 
대퇴골(허벅지뼈) 사이에 특수 플라스틱으로 만든 삽입물이 들어가 
대퇴골과 경골 치환물사이에 관절간격이 되살아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3)

(3) 연령
연령은 65세 이후가 좋습니다. 인공관절의 평균 수명이 15~20년이고 

그림1. 양측 무릎의 심한 내반 변형

그림2. 65세 여자로 좌측 무릎과 달리 
우측 무릎은 내측 구획이 좁아져 
뼈끼리 맞닿아 있는 소견

그림3. 이 환자의 우측 무릎에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방사선 
사진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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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술의 경우 첫 수술 보다는 수술이 조금 더 어렵고 예후도 나쁘기 
때문에 대개 85세까지 사신다고 생각하면 한번의 수술로 평생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나이가 들면 전신 상태 등을 고려 할 때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80대의 연령에서는 방사선 사진상 
관절 마모가 조금 덜하더라도 증상이 심하면 수술이 신중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로 골관절염이 일찍 발병하여 관절의 마모가 
심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기능 제한과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40-
50대에도 수술을 받기도 하지만 65세 이전은 가능한 슬관절 전치환술 
이외의 방법을 권유합니다. 이는 이 나이에는 아직 활동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인공관절에 무리를 주어 오래 쓰지 못하게 되고, 또 인공관절의 
수명으로 인하여 두 번 이상의 수술을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건강 상태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술 전 검사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매우 심한 경우를 빼놓고는 수술 전에 조절할 수 있으므로 수술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갑상선 등 내분비 계통의 질환이 있는 경우는 
수술 전 검사를 통하여 수술 가부를 결정하며, 심하지 않고 조절이 
가능한 경우에는 호르몬 투여를 하면서 수술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관절염에 특효약이라고 하여 부신피질호르몬 계통의 
스테로이드 약제를 많이 써서 몸과 얼굴이 붓는 쿠싱 증후군의 환자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심하지 않으면 조절을 하면서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병, 폐질환, 간장질환 및 신장질환의 경우는 병의 
위중 정도 및 검사 수치에 따라 해당 내과 전문의와 마취과 전문의가 
상의하여 결정하는데, 마취의 종류 및 약물의 선택을 신중히 하면 수술이 
가능합니다.

(5) 직업 및 활동 정도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는다고 해서 관절이 정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10~15년을 쓰기 위하여는 무릎을 아껴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활동도가 높지 않은 일상 생활을 하면서 집안 일을 하거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좋고, 가벼운 산보나 수영 및 골프 정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 적합합니다.

1)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슬관절 전치환술은 관절을 절개하여 닳아진 관절 연골을 깍고 
금속으로 만들어진 인공관절을 끼워 넣어 관절 표면을 바꿔주는 
침습적인 수술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첫째 ,  증상이  심하지  않은  사람은  방사선  사진에서  진행된 
관절염이라고 하더라도 수술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너무 고령이거나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이나 마취를 견딜 수 
없는 분은 수술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너무 젊은 나이이거나, 심한 육체 노동 및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서는 뼈에 붙여 놓은 인공관절이 분리되거나 쉽게 닳아 오래 
쓰지 못하게 되므로 견딜 수만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감염이 있거나 수술할 부위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염증이 완전히 

치유되고 난 다음에 수술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거나 심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은 수술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척추(허리)에 이상이 있는 환자는 수술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무릎이 아픈 경우는 무릎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도 발생하지만 
허리에서 신경이 눌려서도 발생합니다. 

  일곱째, 중증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신 분도 안받는 것이 좋습니다. 
슬관절 치환술의 목적이 잘 걷게 하는 것인데 파킨슨 병은 보행 
장애가 있는데다가 중증의 경우 걷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치매, 중풍, 소아마비 후유증 등 다른 신경 장애가 있어 하지의 
조절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슬관절 전치환술을 하더라도 보행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2)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으면
  슬관절 전치환술을 성공적으로 받으면 환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① 아프지 않고 걸을 수 있다.
 ②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다 (얕은 산 오르기, 수영, 골프, 

자전거 타기 등).
 ③  다리의 모양이 반듯해진다. 많은 관절염 환자들이 무릎이 휘어져서 

“O”자 형의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을 받게 되면 다리가 
반듯하게 됩니다.

  그러나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는다고 해서 정상의 관절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격렬한 운동이나 심한 노동, 논일이나 밭일, 쪼그려 앉아서하는 
일 등은 하기가 어렵고 설령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인공관절의 수명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금하고 있습니다.

3) 슬관절 전치환술의 문제점
  슬관절 치환술이 많은 장점이 있지만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는 생활의 불편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소파 생활을 하고 대소변을 양변기에 앉아서 하는 서양인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바닥에서 생활을 하고 쪼그려 앉아야 할 때가 
많은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생활의 불편함이 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쪼그려 앉지 못하는 것은 곧 무릎을 구부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고 무릎을 구부리고 펴기는 
할 수 있어도 쪼그려 앉으면 오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공관절 수명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재료가 많이 좋아졌고 디자인이 발달하고 수술 술기가 발달하여 
인공관절의 수명이 예전보다 길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인공관절은 아직 없으며 일반적으로 15~20년 
장기 추시 시 생존율은 90%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염이 발생하였거나, 환자의 건강이 악화되었거나, 다치거나,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사용할 경우 합병증이 발생하여 
예상보다 빨리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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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환자에서 운동치료는 
효과가 있는가?

리뷰어 : 이승준 (부산대병원), 김재균 (고려대 안산병원), 

 조형준 (부산대 양산병원), 노정호 (강원대 병원)

서론

골관절염의 치료는 비약물적 치료와 약물치료를 아우르며, 이 

중 재활 치료를 포함한 운동치료는 여러 국가별, 또는 국제적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수용하고 있는 골관절염의 일차적인 치료법에 속한다. 

2014 OA Research Society International (OARSI) guideline 에서는 

운동재활치료를 골관절염 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치료법으로서 모든 

환자에 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골관절염의 운동재활 치료는 지표 

또는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요법과 근력 훈련, 체중조절, 자가 조절 및 

교육, 생역학적 치료, 정기적인 신체활동 참여 등의 다양한 치료 수단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운동치료들은 골관절염의 주요한 치료 수단으로서 

권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적화된 치료 내용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본 리뷰에서는 골관절염의 운동치료에 관련된 최근의 문헌들을 고찰하고 

근거에 기반한 국제적 치료 권고 사항들에 대하여 정리함으로써 더 나은 

치료적 방법론의 정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론

퇴행성 관절염은 활동성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이며, 

활동성 감소는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건강증진을 위해 주당 150분 정도의 

중등도 신체활동이 권장되고 있다. Ernstgard 등은 임상적으로 확인된 

고관절 또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 6810명을 대상으로 3-12개월간 

추시관찰 연구를 통해 퇴행성 관절염 자기관리 프로그램에 의거, 건강증진 

신체활동(HEPA)의 권장수준에 도달하는 환자의 비율을 조사하고, 

체질량지수, 성별, 나이, 동반질환이 HEPA 권장수준 도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HEPA는 a)주당 4일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또는 

b)주당 150분 이상 중등도 이상의 자기보고 신체활동으로 정의하였고 

연구 시작시점과 3-12개월간의 추시관찰 후에 평가하였는데, 3개월간의 

추시관찰 후에 HEPA 권장수준에 도달한 환자는 77%에서 82%로 345명 

증가하였고 12개월 후에는 HEPA 권장수준에 도달한 환자의 비율이 

76%로 감소하였다. HEPA 권장수준 미달과 관련이 있는 인자는 과체중, 

비만, 남성, Charnley 분류 C (여러 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거나, 

보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질환이 동반된 경우) 인 것으로 나타났다. 

Good Life with OsteoArthritis in Denmark (GLA:D) initiative는 

슬관절  및  고관절  골관절염  환자에서  치료의  질을  향상  시키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목적으로  덴마크에서  2013년에  시작된 

프로토콜로서 physiotherapist를 위한 2일간의 course, 잘 훈련된 

physiotherapist에 의한 8주간의 환자 교육과 neuromuscular 

exercise 시행, 마지막으로 baseline-3개월-12개월에 제공되는 

national GLA:D registry 등 세개의 필수 요소로 구성된다. Skou와 

Roos 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National GLA:D registry의 

data를 이용하여 baseline, 3개월, 12개월 째 pain intensity, objective 

physical function, quality of life를 분석하였고, 진통제를 복용하거나, 

병가를 내는 환자의 숫자, GLA:D에 대한 의료 접근성 등을 분석하였다. 

GLA:D를 시행함으로써 pain intensity는 baseline에 비해 3개월 

째 12.4, 12개월째 13.7 향상되었으며, 3개월과 12개월 모두 슬관절 

골관절염군에서 고관절 골관절염군보다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Quality 

of life도 3개월 째 5.4, 12개월 째 9.4 향상되었으며, 3개월과 12개월 모두 

슬관절 골관절염군에서 고관절 골관절염군보다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신체 기능과 신체 활동은 3개월째만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질병으로 인한 

휴가를 신청한 환자수는 baseline에 비해서 12개월째에 GLA:D 시행 전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진통제를 복용하는 환자의 수는 baseline에 

비해 3개월째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에 논문의 저자들은 GLA:D 시행이 

이후 3년간 환자 증상의 완화와 신체 기능, 진통제 복용 및 병가를 내는 

환자의 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였고, GLA:D에 의거해 

시행된 체계적인 운동과 신체 활동에 대한 조언이 골관절염의 증상 완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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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으며 나아가 다른 만성질환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강의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결론 

내렸다. 

2016년 Nguyen 등은 골관절염의 치료 방법으로서 재활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담화적 고찰 (critical narrative review)을 시행하였다. 

이 review는 운동치료 및 근력강화운동의 효과와 안전성에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고, 슬관절, 고관절, 수부의 골관절염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근거를 중심으로 하여 권장되는 재활치료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유산소 

운동 (aerobic exercise), 근력강화운동 (strengthening exercise), 

관절 가동범위 회복 (range of motion), 고유감각 운동 (proprioceptive 

exercise)은 슬관절 골관절염에서 통증을 감소시키고, 기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산소 운동 중에서는 스포츠,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추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력강화운동 

(quadriceps and hamstring)의 효과는 관절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서, 골관절염의 부위 (medial/lateral)에 따라서 다양한 근력 

강화 운동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운동 방법 (specific postural 

exercise, analytic exercise, proprioceptive exercise)에 대해서는 

전향적 연구가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관절과 수부 관절의 

골관절염에서도 운동치료가 권장되고 있지만, 골관절염의 위치에 따라서 

관련 문헌들의 level of evidence에 차이가 있었다. 

Holsgaard-Larsen 등은 경도 또는 중등도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서 

내측 대퇴-경골부위에 경도 또는 중등도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있는 

환자를 신경-근육 운동치료를 시행한 그룹과 진통소염제를 처방한 

그룹으로 무작위로 배정하여 각각의 치료방법이 관절의 체중부하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였다. 8주간 일주일에 두번씩 운동치료, 또는 

매일 약물치료를 시행한 후, 보행시 무릎관절에 가해지는 부하의 변화, 

관상면상 최대 내전 모멘트, KOOS, 기능수행정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운동치료 그룹 47명 중 44명 (94%)와 약물치료 그룹 46명 중 41명 

(89%)이 최종추시가 가능하였으며 운동치료 그룹 중 49%와 약물치료 

그룹 중 7%가 양호한 치료 순응도를 보였다. 보행시 무릎관절에 가해지는 

부하의 변화는 두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내전 모멘트, KOOS, 

기능수행정도도 두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Coudeyre 등은 재활요법 중 등속성 근력운동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 

체계적 고찰을 시행하였다. MEDLINE, Cochrane Library, PEDro 

database로부터 총 69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9개의 무작위 비교 

연구를 추출하여 메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비약물치료를 시행한 연구에 

대해서는 CLEAR scale 을 이용하여 방법론적 평가를 시행하였다. 등속성 

근력운동치료에 대한 환자의 내성도는 양호하였다. 등속성 운동치료의 

결과,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군이나 등척성 운동을 시행한 군에 비해 

근력이 더 많이 향상되었으며, 유산소 운동의 결과와는 비슷하였다. 

등속성 운동치료는 통증의 완화 (standardized mean difference 1.218 

[95% CI 0.899-1.54], p<0.001)와 functional Lequesne index의 향상 

(1.61 [0.40-2.81], p=0.009), WOMAC subscore C for disability 의 

유의한 향상 (0.58 [0.04-1.11], p=0.03)을 보였으며 퇴행성 관절염의 

재활을 위한 근력강화 수단일 뿐 아니라 통증과 장애에도 현저한 호전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Fransen 등은 2015년 Medline, EMBase등의 5개의 electronic 

database에서 지면 치료 운동군과 대조군을 비교 분석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 (randomized control study) 54개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면 치료 

운동 (land-based therapeutic exercise (e.g. cycling on stationary 

bike, Raising / sitting down on a chair))이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서 

통증감소와 신체 기능 (physical function)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가에 

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두 명의 연구자로 구성된 3 팀이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임의 효과 모델 (random effects model)을 이용하여 

치료 직후와 치료 후 2~6개월 사이의 임상적 척도 항목에 대한 표준화 

평균 차이 (Standardized mean differences (SMDs))를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지면 치료 운동을 시행한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치료 직후 

통증의 감소가 유의하게 관찰되었으며 (12 points/100; 95% CI 10~15), 

신체 기능의 개선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0 points/100; 95% CI 

8~13). 삶의 질 (quality of life)을 측정한 13개의 연구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4 points/100; 95% CI 2 to 5), 운동 

치료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개월에서 6개월 이후 치료 효과를 분석한 

12개의 연구에서는 종료 이후에도 통증의 감소와 신체적 기능 상태의 

개선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저자들은 지면 

치료 운동이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통증 감소와 신체 기능의 개선에 

도움이 되며, 이러한 운동 치료가 규칙적으로 운동 치료 전문가들의 

관리하에 엄격하게 시행된다면 치료 효과를 단기간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Heywood 등은 수중 치료의 하지 근력 강화 효과에 관하여 MEDLINE, 

CINAHL, Embase, SPORTDiscus, 및 Cochrane Library 등 5개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체계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지면운동 또는 비치료 

군에 대하여 수중 치료를 비교한 15개의 무작위 배정 대조군 연구(RCT)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수중 치료 시행시 저항의 처방 및 저항훈련 

원칙의 적용에 관한 언급은 제한적이었다. 수중 치료군과 비치료군 간의 

비교에서 고관절 외전력 (standardized mean difference [SMD], .28; 

95% [CI], -.04~.59), 슬관절 신전력 (SMD, .18; 95% CI, -.03~.40), 

슬관절 굴곡력 (SMD, .13; 95% CI, -.20~.45), 하지 인내력 (SMD, .35; 

95% CI, -.06~.77)의 향상 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근거도 

매우 낮음~낮음). 수중 치료군과 지면 운동치료군 간의 비교에서 슬관절 

신전근력 (SMD, -.24; 95% CI, -.49~.02) 또는 굴곡근력 (SMD, -.15; 95% 

CI, -.53~.22) 의 향상 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근거도 낮음). 

저자들은 근골격계 질환자들의 고관절 및 슬관절 근력 향상에 있어 수중 

치료의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 원인으로 수중 치료시의 불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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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적용을 꼽았으며 향후 수중 치료에 필요한 저항의 정량화, 저항 강화 

및 적절한 저항훈련 원칙이 정해져야만 더욱 효과적인 근력 향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2015년 Crossley 등은 대퇴슬개관절염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 

단순 골관절염 교육 대비 대퇴슬개관절염에 특화된 운동, 도수치료 및 

테이핑 요법의 효과를 알기 위하여 이중맹검 임상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퇴슬개관절염의 증상 및 방사선학적 변화를 보이는 92명의 40세 

이상 환자들에서 12주간 8회의 골관절염 교육 또는 대퇴슬개관절 

특화 운동(대퇴사두근 및 둔근의 기능적 재활 및 강화), 골관절염 교육, 

도수치료, 슬개골 테이핑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3개월 추시시의 (1)자가 

증상 인식 점수 (2)100mm pain VAS (3) KOOS 의 일상생활동작 

하위항목을 평가한 후 위 intervention 의 지속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6개월간의 비치료기간이 추가로 경과한 후 2차 평가를 시행하였다. 

대퇴슬개관절 특화 복합 치료를 시행한 군 (20/44)에서 단순교육을 시행한 

군 (5/48) 보다 높은 향상 및 통증 감소를 보였으나 ADL 에 대한 영향은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9개월 추시시에는 증상 호전정도, 통증, 

ADL 모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논문의 저자들은 

대퇴슬개관절염의 증상이 우세한 환자들에 있어 환자별로 최적화된 

운동, 도수치료, 테이핑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교육만을 시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단기적인 자가 증상 인식 점수 호전 및 통증 감소에 유용하다고 

결론 내렸으나 9개월 추시에서는 양군간의 큰 차이가 없는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특화된 치료의 기간이 조금 더 연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2014년 Juhl 등은 골관절염 환자에서 처방되는 운동 치료 중 가장 

적절한 운동의 유형 및 강도, 시행 시간 및 시행 간격을 밝혀내고, 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무작위 

대조군 연구(randomized control study)들에 대한 쳬계적 고찰 및 

메타회귀분석(meta-regression analyses) 연구를 시행하였다. 2012년 

5월까지 Medline, EMBase등의 electronic database에서 검색된 무릎 

관절염의 운동 치료와 관련된 무작위 대조군 연구 중 48개의 연구를 

추출하여 통증 및 환자의 주관적 관절 기능 장애 (patient-reported 

disability)를 포함한 임상적 척도의 개선 효과를 비교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유산소 운동 (aerobic exercise), 저항 운동 (resistance exercise), 

수행 운동 (performance exercise) 은 모두 비슷한 정도로 골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개선 시켰으며 (SMD 0.67, 0.62, and 0.48, respectively; 

P= 0.733), 단일 유형의 운동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시행한 군과 여러 

운동 프로그램을 혼합하여 시행한 군의 비교에서는 단일 유형의 운동 

프로그램을 시행한 군에서 더 나은 치료 효과를 보였다 (SMD 0.61 versus 

0.16; P <0.001). 유산소 운동의 통증 완화 효과는 운동 치료 전문가들에 

의한 관리 감독 (supervised session)이 증가할수록 함께 증가하였다 

(slope 0.022; 95% CI  0.002, 0.043). 대퇴사두근 운동이 단순 하지 

운동에 비해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었으며 (SMD 0.85 versus 0.39;  

P= 0.005), 운동 치료 전문가에 의한 관리 감독 운동이 적어도 일주일에 

3회 이상 수행되었을 때 치료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 (SMD 0.68 versus 

0.41; P= 0.017). 환자의 주관적 관절 기능 장애를 척도로 이용한 평가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환자의 성향, 기저 통증의 정도, 골관절염의 

방사선학적 등급, 운동의 강도, 개별 세션 (individual session)의 기간 

등은 치료 효과에 유의한 차이를 야기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운동 치료시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 능력 (aerobic capacity) 및 대퇴 사두근력 향상과 하지 수행 운동 

능력 개선을 목표로 한 집중적인 운동치료를 주3회 이상 운동 치료 

전문가의 관리 감독하에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결론

운동재활치료는 모든 골관절염 환자에 적용할 것이 권장되는 가장 

핵심적인 치료법 중 하나이다. 권장수준의 운동치료 효과에 도달히기 

위해서는 과체중, 비만, 보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동반 질환등의 

위험인자에 대한 조절이 우선 필요하며,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운동과 

신체 활동에 대한 조언이 골관절염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것으로 

증명되었다. 근력강화운동 은 관절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며 등속성 

근력운동을 시행함으로써 통증과 장애에도 현저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지면 치료 운동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통증 감소와 신체 기능의 

개선에 도움이 되며, 규칙적으로 운동 치료 전문가들의 관리하에 엄격하게 

시행된다면 단기간에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수중 

치료의 경우 운동에 필요한 저항의 정량화, 저항 강화 및 적절한 저항훈련 

원칙이 정해져야만 더욱 효과적인 근력 향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퇴슬개관절염의 증상이 우세한 환자들에 있어서는 환자별로 

최적화된 운동, 도수치료, 테이핑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단기적인 주관적 

증상 호전 및 통증 감소에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운동 치료에서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 능력 및 

대퇴 사두근력 향상과 하지 수행 운동 능력 개선을 목표로 한 집중적인 

운동치료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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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약 10년전부터 지속되어온 양측 슬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72세 

여자 환자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슬관절 통증으로 

5분 정도의 보행도 힘들다고 하여 양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술 전 시행한 both knee AP standing 

radiograph에서 좌측 슬관절과 비교 시, 우측 슬관절에 심한 내반 

변형이 확인되었다(그림 1). 우선, 더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우측 

슬관절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고, 10일 후 좌측에 대한 전치환술을 

시행하였다. 수술을 위한 인공관절 치환물은 Smith and Nephew 사의 

Genesis II PS type을 사용하였다(그림 2). 

수술 후 원활한 경과를 보이며, 일상 생활에 복귀하여 큰 불만없이 

생활하다가, 술 후 9개월에 다녀온 가족 여행 중, 바닷가에서 넘어지면서 

우측 족관절 비골 원위부 골절이 발생되어, 여행지 인근 병원에서 우측 

비골 원위부 골절에 대한 내고정 수술을 시행하였다. 수상 당시 우측 

슬관절에도 통증과 부종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특별한 검사 및 치료는 

시행하지 않았으며, 비골 골절에 대한 수술 후 약 6주간 우측 하지에 체중 

부하없이 목발 보행 시행 중, 우측 슬관절 통증은 소실되었다고 하였다.

이후 비골 골절부 골 유합 판정하에, 일상적으로 활동하던 중, 

갑작스런 우측 슬관절 통증과 약 50도 굴곡 상태에서 잠김 현상 발생하여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수상 당시, 의자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몸의 방향을 트는 순간,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발목 골절 수술 

후, 자주 우측 무릎이 불안정한 느낌은 있었으나, 잠김 현상은 처음 

경험한다고 하였다. 응급실에서 시행한 x-ray 검사에서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한 우측 슬관절의 경골이 대퇴골에 대하여 외측(그림 

3.1) 및 후방(그림 3.2)으로 전위된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우측 경골을 

슬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한 

외상성 외반 불안정성의 치료
Traumatic Valgus Instability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안지현

▶그림 1. 수술 전 시행한 both 
whole leg standing AP에서 
확인되는 심한 내반 변형을 동반한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

▶ 그림 2. 양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한술 후 시행한 x-ray 사진.

▶그림 3. 응급실에서 확인된 우측 슬관절의 아탈구 상태. 
경골의 외측(그림 3.1) 및 후방(그림 3.2) 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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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견인하면서, 슬관절을 신전하는 방법으로 아탈구된 슬관절을 

정복하였다(그림 4.1, 4.2). 이학적 검사 및 초음파 검사에서 슬관절 주위 

혈관 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은 없었으며, 슬관절 주위 인대 손상에 대한 

이학적 검사에서, 약30-60도 굴곡 상태에서 grade 2-3에 해당하는 외반 

불안정성이 확인되었으며, 신전 상태에서의 외반 불안정성은 없었다. 

혈관 손상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약 5일간의 경과 관찰 후, 4주간의 

장하지 석고 고정과 약 6주간의 보조기 착용 등의 보존적 치료 시행 후, 

일상 생활로의 복귀를 시도하였으나. 이 후 2-3주 간격으로 추가적인 

2번의 우측 슬관절 아탈구가 발생하였다. 양측 슬관절에 대한 stress 

x-ray(그림 5.1, 5.2)에서 우측 슬관절의 내측 관절 간격의 과도한 증가를 

확인하고,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한 내측 불안정성으로 

진단하였으며, 보존적 치료에 실패한 경우로 판단하고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였다.

수술적 치료의 과정은, 기존 수술 절개창을 이용하여 접근한 내측 

연부 조직의 심한 이완을 확인하고, 기존 연구를 참조하여, 슬관절 

내측의 슬건(hamstring tendon)의 경골 부착부를 보존하면서 내측 

대퇴골 원위부 epicondyle보다 약 5cm 근위부에서 절단하여, 이완된 

내측 연부 조직의 재건술에 이용하기로 하였다1, 2. 수술장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에서도 신전 시에는 grade 1, 약 45도에서는 grade 3에 

해당하는 외반 불안정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슬관절을 약 

45도 굴곡하고 슬관절에 내반력을 가한 상태에서 대퇴골 medial 

epicondyle의 약 5mm 전방부에 spiker washer와 screw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슬건과 이완된 내측 연부 조직을 advancement하여 동시에 

고정하였다(그림 6). 연부 조직 재건술 후, 재시행한 이학적 검사에서 

신전 및 굴곡 시, 외반 불안정성은 없었으나, 슬관절 신전시, 약 5도 

과신전이 확인되어 기존의 spacer를 약 3mm 증가한 두께를 가진 

것으로 교체하고 수술을 종료하였다. 환자는 수술 후 6개월까지 추시 

관찰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우측 슬관절의 아탈구 발생은 없었다(그림 

7.1, 7.2).

▶그림 4. 아탈구 정복술 후 전후면(그림 4.1) 및 측면(그림 4.2)에서 
확인된 정복된 슬관절.

▶그림 5. 양측 슬관절 valgus stress x-ray에서의 우측 슬관절 외반 불안정성.

▶그림 7. 자가 슬건을 이용한 내측 연부 조직 재건술 및 
spacer 교환 후 술 후 사진.

▶그림 6. 이완된 내측 연부 조직에 대한 자가 슬건을 이용한 재건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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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고찰

슬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한 불안정성은 술 후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 슬관절 재치환술의 원인 중 

약 10-20%를 차지한다고 보고되어져 왔다3-6. 슬관절 전치환술 후의 

불안정성은 몇가지 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주로 관상면에서의 내반 

및 외반 불안정성과 시상면에서의 전후방 불안정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3, 5, 7.

관상면에서의 불안정성은 주로 슬관절 신전 위치에서 관찰되며, 

전치환술 중 연부조직의 불충분한 이환술이나 과도한 이완술 시 

발생하는 내외측 연부 조직 불균형이 원인이 되며, 신전 위치에서는 

내외측 차이가 2-3mm 이상일 경우, 굴곡 위치에서는 3-4mm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불안정성에 의하여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거나 슬관절 

전치환술 후 조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4, 8. 

시상면에서의 불안정성은 신전 및 굴곡 간격의 불균형이 원인이며 

주로 경골부의 후방 불안정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5, 9.

본 증례의 경우, 슬관절 전치환술 후, 동측 족관절 주위 골절 시, 

동시에 발생한 슬관절 주위 내측 연부 조직 손상으로 인한 내측 관절 

간격 증가가 불안정성과 아탈구의 원인으로 판단되며, 보존적 치료 실패 

후 수술적 치료를 통한 내측 연부 조직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로, 슬관절 

전치환술 후 외상에 의한 불안정성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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