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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칼럼 
- 디지털(digital) 시대와 슬기로운 생활

도가니 광장 
- COVID-19 백신 알아보기

해외연수기 
-  Napa Valley Winery Tour

Article Review 
- COVID-19 Updates for Knee Surgeons

Case Study 
-  심한 내반 변형이 동반된 골관절염 환자에서 이중 절골술

Quarterly Newsletter of the Knee

노르웨이 로포텐 제도 (사진제공: 류동진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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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한슬관절학회 회원님께

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축년(辛丑年)에 접어들었습니다. 2020년을 삼켜버린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역병 

사태는 2021년도 가만 놔두지 않을 기세입니다. 그러나 당당한 역병의 기세도 인간의 지식과 지혜 

앞에서는 반드시 꺾일 것입니다. 

역병의 기세는 2020년 춘계학술대회를 삼키었습니다. 이로 인해 4개월 늦은 9월에 회장직에 

취임하였습니다. 마비된 학회의 회장으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비대면 학술활동의 

패러다임을 낳았습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준비로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2020년 부산/울산/경남 추계심포지움과 연수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비대면 패러다임인 온라인 강좌도 시작하였습니다. 이 역병 사태 속에서도 우리학회의 학술활동의 중단은 없을 것입니다. 

작년 12월 시험 방송을 시작한 YouTube를 통한 온라인 강좌는 1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또한 작년 12

월에 있었던 연수강좌의 모든 강의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도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강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Webinar 활성화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활동으로 이 역병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대한슬관절학회를 만들겠습니다. 이 역병이 끝나도 이러한 비대면 학술활동은 우리 학회를 업그레이드 시킬 

것입니다.

우리 학회의 얼굴인 KSRR이 작년에 Scopus에 등재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KSRR이 빠른 시일 내에 SCIE에 

등재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회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저희들의 당면 문제는 낮은 보험수가, 불합리한 

급여 행위 기준 등의 건강보험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위원회를 더욱 전문화, 활성화 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심사평가원과 협력하여 보험 체계, 행위 정의, 사례 등을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설명강의도 상설화하는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의 주인은 회원 여러분들입니다. 학회의 모든 활동에 아낌없는 의견 개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역병 사태의 굴레와 예측 불허하는 국내외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변화 속에서 모든 회원님들의 건승, 강건,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1년 1월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강 승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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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임원 명단 신규 평생회원

번    호 성    명 소    속

1503 강세구 경희의료원

1504 강민성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1505 강승균 9988병원

1506 강신욱 무안종합병원

1507 강진우 국군양주병원

1508 고영완 경희의료원

1509 곽윤호 국군수도병원

1510 권규백 삼성본병원

1511 권오진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1512 김광섭 리젠정형외과

1513 김광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1514 김근태 경상대학교병원 정형외과

1515 김도균 청주의료원

1516 김동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1517 김성환 현대병원

1518 김정욱 강서나누리병원

1519 김종근 한일병원

1520 김준범 웰본정형외과

1521 김태완 서울병원 정형외과

1522 김현학 조선대학교병원 정형외과

1523 김형식 서울바른세상병원

1524 김형주 열린큰병원

1525 김형준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1526 남영준 서울제일병원

1527 민경근 보강병원

1528 박상준 나우병원

1529 박원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530 박정수 이대목동병원

1531 박준성 인하대학교병원 정형외과

1532 박진우 김해사랑병원

번    호 성    명 소    속

1533 박형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1534 배문희 영남대학교병원

1535 배중권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1536 신우진 성애병원 정형외과

1537 양재우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1538 엄규섭 대림성모병원 정형외과

1539 염준섭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1540 염지웅 성애병원 정형외과

1541 오진영 울산시티병원

1542 오태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1543 유종연 경주굿모닝병원

1544 유현진 32사단 의무대

1545 윤동길 부산본병원

1546 윤원용 강서나누리병원

1547 이동영 국군대구병원

1548 이영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549 이우용 연세나무병원

1550 이재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1551 이태호 강남세브란스병원

1552 이현섭 미래병원

1553 이희진 부산대학교병원

1554 임석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555 임진우 서울프라임병원

1556 정석환 구미차병원

1557 정유선 대전본병원

1558 정재윤 이대목동병원

1559 정태완 유나이티드병원

1560 정하준 NK세종병원

1561 조병규 의정부 서울척병원

1562 차상원 만세365병원

회                    장 강승백

부        회        장 최충혁

총                    무 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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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철(27대), 서승석(28대), 이주홍(29대)

감                    사 유주형(2년), 송무호 (1년)

평        의        원  경희수, 고해석, 김강일, 김경태, 김명구, 김주오, 나경욱, 문영완, 빈성일, 서승석, 손종민, 원예연, 유재두, 윤경호, 이광원, 

이동철, 이명철, 이주홍, 이한준, 임수재, 최남홍, 최영준, 최종혁, 하철원, 한승범

편  집  위  원  회  경희수(위원장), 김강일(부위원장), 송상준(간사), 김석중, 김영모, 김종민, 김진구, 김창완, 문찬웅, 박관규, 배기철, 선종근, 

손욱진, 신영수, 심재앙, 염윤석, 오광준, 윤정로, 이대희, 이용석, 최의성, 한혁수, 황선철

학  술  위  원  회  이한준(위원장), 장종범(부위원장), 왕준호(부위원장), 이대희(간사), 최원철(부간사), 고인준, 김동휘, 김성환(연세의대), 

김재균, 김중일, 김태우, 노정호, 문상원, 민경대, 박용범, 배지훈, 서영진, 송시영, 안지현, 양재혁, 왕립, 이범식, 이상학, 

장문종, 최성욱

홍보전산위원회 인용(위원장), 김동휘(간사), 김만수, 김종민, 김지형, 노두현, 손욱진, 이병훈, 이진규, 장기모, 정민, 하정구

사료편찬위원회  왕준호(위원장), 김태우(간사), 경희수, 권세원, 김민욱(호남지회), 김영모, 김중일, 나경욱, 노두현, 라호종, 박용근, 배기철, 

서승석, 선종근, 이상훈, 이승준, 장기모, 정민, 최원철(경인지회)

보  험  위  원  회  장종범(위원장), 양재혁(간사), 강승백, 고인준, 김석중, 김성환(연세의대), 김희준, 박용지, 배기철, 배지훈, 서동원, 선승덕, 

선종근, 심재앙, 이상학, 이상훈, 한승범

제도운영위원회 강승백(위원장), 이대희(간사), 경희수, 김명구, 서승석, 왕준호, 이한준, 인용, 장종범

윤  리  위  원  회 김명구(위원장), 강승백, 경희수, 유재두, 이범구, 최남용

국  제  위  원  회 서승석(위원장), 인용(간사), 나경욱, 선종근, 윤경호, 이광원, 이범구, 정운화, 한승범

심  사  위  원  회  강동근, 김기범, 김만수, 김성환(현대병원), 김용범, 김지형, 김현정, 김희준, 노두현, 라호종, 박용근, 박철희, 박희곤, 왕준호, 

이병훈, 이상진, 이승준, 이준규, 이진규, 이창락, 인용, 장기모, 장종범, 정규성, 정민, 조형준, 주용범, 최원기, 최형석, 하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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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    호 성    명 소    속

1563 차재학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1564 채정훈 부산대학교병원

1565 최광욱 전북대학교병원

1566 최근홍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1567 최연호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1568 최홍준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1569 한도환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1570 홍택호 인하대학교병원 정형외과

1571 황금민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1572 황현룡 하남정형외과

1573 김정곤 여수백병원 정형외과

1574 나승민 광주씨티병원 정형외과

1575 이성엽 라본병원

1576 박용 압구정서울정형외과

1577 오승목 서울바른병원

1578 고정훈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1579 김건우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1580 차승호 기대플러스병원

1581 최서우 강북힘찬병원

1582 최한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1583 김주성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1584 이상준 분당차병원 정형외과

1585 김민구 NK세종병원

1586 구태회 하남정형외과

1587 정진화 제일정형외과병원

1588 김준호 서울의료원 정형외과

1589 최익선 전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1590 최상민 티케이정형외과

1591 김정봉 가천대학교 길병원

번    호 성    명 소    속

1592 류동진 인하대학교병원 정형외과

1593 서동연 보라매병원

1594 홍성엽 강동성심병원

1595 전영식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1596 한용섭 바름정형외과

1597 김정석 국립경찰병원

1598 이정길 연세본정형외과

1599 이상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1600 정유훈 분당제생병원

1601 박일호 서울척탑병원

1602 은현준 하나병원

1603 조형권 서울아산병원

1604 이정우 전주고려병원

1605 박준영 강남세브란스병원

1606 김중혁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1607 김충현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1608 이효열 국군대구병원

1609 고봉성 명지병원

1610 김상효 부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1611 남효종 해운대부민병원

1612 신균호 고대안암병원 정형외과

1613 장규선 청라바른정형외과

1614 전용철 달려라 정형외과

1615 조휘제 부천순천향대학병원

1616 최세헌 고대안암병원 정형외과

1617 최승진 동탄연세정형외과

1618 허강 참바로병원

1619 홍시전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 학회 | 

• 2020년 대한슬관절학회 부산울산경남 추계 심포지엄

  2020년 대한슬관절학회 부산울산경남 추계 심포지엄이 2020년 11월 7일 (토) 부산 벡스코 컨벤션 센터에서 성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학술활동의 심각한 제한이 있는 상황이었으나,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비하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신 덕에 

안전하고도 내실 있는 심포지엄 개최가 가능하였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중단되었던 학회 모임에 대한 아쉬움을 반영하듯 많은 선생님들께서 

참여하시어 학문적 발전 및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 2021년 대한슬관절학회 제38차 정기학술대회

 1.  본 학회에서는 2021년 5월 7일(금)-8일(토) 양일간 스위스 그랜드호텔 (구 그랜드힐튼 호텔) 에서 제38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그 동안 

연구하신 좋은 논문들을 많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정기학술대회의 초록접수 마감은 2021년 2월 12일(금)까지 입니다. 

      상세 내용은 대한슬관절학회 홈페이지 및 회원님들께 발송된 이메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슬관절학회 온라인 세미나

  COVID-19으로 인하여 오프라인 학술모임이 제한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회에서는 저명한 좌장, 연자 분들을 모시고 보다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는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예정이며 온라인 세미나의 강점을 살려 실시간 질문 

참여가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으로, 보다 내실 있고 심도 깊은 세미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20년 12월 2일(수) ACL Reconstruction을 주제로 첫 Youtube 생방송 세미나가 성료된 바 있으며, 향후 아래와 같은 일정에 따라 

Arthroscopy / Osteotomy session이 진행될 것이며 이후 Arthroplasty session 진행 예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습니다.) 

 접속 방법은 당일 문자 및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회원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셔서 배움과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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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세미나 일정: Arthroscopy & Osteotomy]

2020년 12월 20일 (수)

Session I ACL (I) 좌장: 김종민 (울산의대)

History of ACLR: What has been changed? 심재앙 (가천의대)

ACL reconstruction using trans-portal technique: Rigid versus flexible reamer 이대희 (성균관의대)

ACL reconstruction using outside-in technique: Outside-in versus retro-reaming 김종민 (울산의대)

2021년 1월 27일 (수)

Session II Cartilage 좌장: 하철원 (성균관의대)

Cartilage repair: Augmented microfracture 김성환 (연세의대)

Autologous collagen induced chondrogenesis (ACIC) 김석중 (가톨릭의대)

Cartilage repair: Stem cell, the best 박용범 (중앙의대)

2021년 2월 10일 (수)

Session III ACL(II) 좌장: 왕준호 (성균관의대)

ACL reconstruction with remnant preservation: Re-tensioning or not 이상학 (경희의대)

ALL reconstruction with various techniques 왕준호 (성균관의대)

Anterolateral tenodesis: Old but still most effective technique 안지현 (동국의대)

2021년 2월 24일 (수)

Session IV Meniscus 좌장: 윤정로 (중앙보훈병원)

Lateral meniscus transplantation: Detailed technical description for beginners 윤정로 (중앙보훈병원)

Meniscus repair: All-inside technique and what else? 김동휘 (조선의대)

Meniscus repair: Easiest and most powerful outside-in technique 배지훈 (고려의대)

2021년 3월 10일 (수)

Session V Revision ACLR & PCLR 좌장: 윤경호 (경희의대)

Risk factors after revision ACLR 윤경호 (경희의대)

PCL reconstruction: From the basic to the superlative 김영모 (충남의대)

PLC reconstruction 서영진 (한림의대)

2021년 3월 24일 (수)

Session VI Osteotomy 좌장: 한승범 (고려의대)

Medial open wedge HTO: Basic techniques for all surgeon 최원철 (차의대)

Lateral closing wedge HTO: When do we need this must-know skill? 송상준 (경희의대)

Distal femur osteotomy: Not easy, but not difficult 한승범 (고려의대)

  *  모든 강의는 Youtube 대한슬관절학회 사이트를 통하여 접속 가능하며 상세 방법은 문자 및 이메일을 통하여 재공지 예정입니다. 일정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 연관학회 일정 | 

학술대회명 개최 예정일 장소

대전충청 슬관절지회 전방십자인대 심포지엄 2021.02.06 대전컨벤션 센터

대한관절경학회 춘계학술대회 2021.03.20 대전DCC

대한스포츠의학회 제58차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21.03.28 세종대학교 대양AI홀

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2021.04.03 세종대학교 대양AI홀

대한정형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2021.04.15~17 수원컨벤션센터

2021 대한슬관절학회 제39회 정기학술대회 2021.05.07~08 스위스 그랜드호텔

CCTIKS(Current Concept & Techniques in Knee Surgery) 
Re-Live Surgery & 심포지엄

2021.08.15 -

부민병원 슬관절 심포지엄 2021.08.28 -

가톨릭슬관절연구회 EARLY OA 심포지엄 2021.09.04 미정

세브란스 관절경 카데바 워크샵 2021.09.05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의학연구센터 (1F) 
수술해부교육센터

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2021.09.24~25 미정

대한정형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2021.10.14~16 스위스 그랜드호텔

대한관절경학회 추계학술대회 2021.10.02 미정

대한스포츠의학회 제59차 추계학술대회 2021.10.17 -

2021 대한슬관절학회 인천,경기 추계심포지엄 2021.11.06 미정

제5회 보훈병원 VPAS 2021.11.13 중앙보훈병원 지하2층 대강당

13th Murup Hospital Live Surgery Symposium  2021.11.27 미정

2021 대한슬관절학회제13회 연수강좌 2021.12.04 미정

Chungang knee symposium 2021.12.11 중앙대병원 중앙관 4층 송봉홀

2021 The Current Issues in Knee Arthroplasty and Live Surgery 2021.12.17 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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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회 | 
• KSRR 공지 사항

 1.  KSRR은 SCOPUS, 학술진흥재단을 포함한 아래 시스템의 등재 잡지입니다. 학술지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신 회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SCOPUS • PubMed
     • PMC • Google Scholar
     • Semantic Scholar • KoreaMed
     • KoMCI  • Institute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of China
     • CNKI • EBSCO Discovery Service
     • OCLC WorldCat Discovery Service • ProQuest-ExLibris Primo
     • ProQuest-ExLibris Summon • Dimension

 2.  2020년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재인증 평가는 96.63점으로 등재 학술지 유지로 판정받았습니다. 훌륭한 원저의 적극적인 투고, 편집위원, 
심사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 KSRR 논문의 적극적인 인용, 학술지 위상 강화와 국제화 등의 성과라고 생각하며, 회원님들의 그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궁극적인 목표인 SCI(E) 진입을 위해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3.  2020년, SCOPUS 등재의 영향으로 해외 투고 논문 편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한 해 200편 이상의 투고가 있었습니다. 편집위원, 
심사위원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고, 위원님들 마다 한해 4편 이상의 심사가 필요하리라 예상되어, 편집위 집행부에서도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 실행하고 있습니다. 심사 위촉 시, 심사 거절 또는 무응답을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응답 시 심사 위촉 1주 후 시스템상 자동적으로 
심사 위촉 해지됩니다. 불필요한 심사일 지연과 다른 심사자들의 업무가 과중 될 수 있으니 부디 빠른 심사 수락과 기한 내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저자 교정 논문 (revised manuscript)은 이전 심사하셨던 위원들께 우선 배정드리고 있으니, 이 논문들의 심사 거절로 인해 추가 심사 위촉을 
지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4.  Article processing charge를 부담하고 있는 학회의 비용 절감 문제, Impact factor 향상을 위한 방안, 심사자들의 업무 과중 문제 등으로 
2020년 12월부터, case report 논문의 submission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저자들의 원저 투고와 게재 편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citation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원저의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5. 2 019-20년 SCI(E) 논문을 출간하면서, 출간 직전 2년간의 KSRR 논문을 5편 이상 인용하신 회원님들은 박철희, 이창락, 신영수, 김석중, 
인용, 이대희 선생님 등 (인용 편수 순)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간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직전 2년 초과된 KSRR 논문을 인용하여 Impact 
factor에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경우도 많습니다. 회원님들의 SCI(E) 논문 투고 시 최근 “2년간”의 KSRR 논문의 적극적인 인용을 부탁드립니다.

 6.  KSRR 웹사이트와 투고 시스템이 2019년 4월 29일부터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BMC, Part of Springer Nature의 국제학술지 공유 투고 
시스템인 editorial manager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저널 웹사이트 https://kneesurgrelatres.biomedcentral.com/

   투고 시스템 http://www.editorialmanager.com/ksrr/ 

7. 투고, 인용, 리뷰의 실적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위원 선정, 학회 시상, 해외 travelling fellowship 선정에 적극 반영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 대한슬관절학회 출간도서 | 

1. 대한슬관절학회 슬관절학 교과서 제3판
  대한슬관절학회에서는 2019년 5월 3일, 영창의학사와 함께 슬관절교과서 제 3판을 출판하였습니다. 

두 권으로 구성된 이번 제3판 슬관절학 교과서는 총 1,496Page로 1,022개의 사진, 302개의 그림 
및 57개의 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판(개정판)에 비하여 내용 및 편집이 완전히 새롭게 구성되어 
슬관절학을 배우는 전공의, 전임의, 봉직의 선생님들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슬관절학 
입문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롭게 편찬된 슬관절학교과서에 슬관절학회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정가 : 290,000원

 - 출판사: 영창출판사

 - 출판연도: 2019년 5월

 - 출간 : 영창출판사 출간 (02-926-3223) / www.orthobook.com
 - 판매 : 영창출판사및 전국대형서점및 온라인서점

 - ISBN : 978-89-92676-72-4

2. 슬관절 수술 아틀라스 
  대한슬관절학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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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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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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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칼럼

디지털(digital) 시대와 

슬기로운 생활

이미 지난해가 되어버린 2020년 8월 말을 기점으로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에서 퇴임을 하였다. 사실은 퇴임하기 마지막 3개월 동안을 
이탈리아 중부 어느 집에서 조용히 머물며 중세 도시의 산골 생활을 
체험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데 COVID-19의 대유행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사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미래는 언제나 너무 
빨리, 잘못된 순서로 온다고 했다. 나의 정년이 그랬다. 

사람들은 변화를 포착하지 못하고 변화의 흐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인생이 될 것 같아 항상 조바심을 내고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미래는 원래가 불확실하며 카오스

(chaos)적 이기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 그리스 신화에는 코스모스

(cosmos) 이전에 *카오스(caos)가 있었다고 한다. 물 컵에 떨어진 잉크 
방울처럼 물감이 물에 섞이는 현상이나 공기의 난류(亂流) 현상, 파도 
등과 같은 대부분의 자연현상이 카오스적인 특성을 보인다. 마찬가지로 
요즘의 코로나감염 문제도 향후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정치권과 
사회가 분열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슬기로운 생활, 즉 삶의 지혜가 
필요할 때다. 슬기로움은 지혜(智慧, wisdom)를 뜻하는 순 우리 말이다. 
슬기로운 삶은 주변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이다. 이런 현명한 삶을 살려면 창의적 사고를 하며 주변으로부터 
정보와 지식을 얻고 배워야 한다. 또 이렇게 습득한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주변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퇴임을 앞둔 몇 일 전 여행지에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날 나는 윤동주가 25세쯤에 바라본 하늘을 65세가 되어서야 보게 

되었다. 동주는 바람과 별을 만났고, 나는 바람과 구름을 만났다. 
집으로 돌아와서 하늘과 함께 자신과 나누었던 대화를 노트북에 옮겨 

보았다.

『노천탕에서 알몸으로 하늘을 보니, 간간히 떨어지는 빗방울이 내 

영혼을 깨우는 것 같습니다. 

시원한 바람은 상쾌해서 "아! 좋다! " 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좋다'가 '행복하다'는 것과 다르게 느껴집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키 큰 나무 꼭대기들이 바람에 

부대낍니다. 

하늘을 보며 나는 나에게 많은 걸 물어보았습니다.

왜, 인생은 슬픈 걸까요? 눈물이 흐릅니다.

누워서 보는 구름은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구름은 어디론 가 흘러갑니다

내 가까이 있는 것 들도, 내 인생도 흘러갑니다.

구름이 흐르는 저 하늘에는 회한(悔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한 구름덩이가 시야를 떠날 때마다 나도 동주처럼 추억과 사랑과 

쓸쓸함과 동경과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를 불러 보았습니다. 

가족들의 이름, 책상을 같이했던 친구들 이름, 환자들… 그리고, 

스승님과 제자들도…

정화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카오스는 천지 창조 이전의 혼돈과 무질서 상태를 뜻하는데 caos 혹은 chaos로 쓰여진다.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은 caos이고, 영어는 chaos이다. 이들 단어는 각각 
그리스어 χάος와 라틴어 chaos에서 유래하였다.

내 안에 깊이 새겨진 것들을 꺼내어 봅니다. 시골집 담벼락 밑에 

묻어둔 삶들, 남 몰래 숨겨둔 사랑, 의사 생활 40년, 이룬 것 없이 지나간 

세월에 또 눈물이 납니다

가슴 속에 새겨지는 모든 걸 다 헤지 못하는 것은, 아직 나의 인생이 

다하지 않은 까닭이겠지요.

어제를 불러보며 나는 울고 있습니다. 어제를 꺼내 보는 사람은 미련 

곰탱이 일까요?

오랜만에 가진 잠깐의 휴식이었습니다. 

아내가 눌러준 정지 버튼 덕분에 알몸으로 하늘을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돌아가는 카세트 테이프 같은 삶이 또 

그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제 또 나의 새벽이 하루의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도 고통과 기쁨이 하느님과 함께 시작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학창 시절에 즐겨 듣던 올드팝을 들었다.
비틀즈를 들었다. ‘Yesterday’의 가사가 내 가슴으로 들어왔다

“Suddenly, I’m not half the man I used to be.” 속절없이 흐른 
세월은 나에게 갑자기 온 듯했다.

‘렛잇비’를 들었다.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 
Let it be.”

집에 오는 길에 한동안 들을 기회가 없었던, 아직도 좋아하는 옛 
노래들을 들었다. 

One more cup of coffee(Bob Dylan), White rabbit (Jefferson 
Airplanes), Light my fire (The Doors) No woman, No cry(Bob 
Marley), One day(Gary Moore), Stairway to heaven (Led Zeppelin) 
등등. 

지나온 추억들에 흠뻑 젖었다. 마음이 개운했다. 마치 옷을 입은 채 
온통 비를 맞은 것 같았다. 그리고 한바탕 퍼부은 소나기 뒤의 싱그러움 
같은 느낌이 들었다.

‘렛잇비’는 영국에서 1970년 5월 8일 발매된 비틀즈의 열 세 
번째이자 마지막 스튜디오 앨범인 ‘Let It Be’에 수록된 동명의 앨범 
타이틀곡이다. 이 곡은 존 레논과 폴 매카트니가 작곡, 작사한 곡으로 
가사는 폴 매카트니의 어머니 '메리 매카트니'가 꿈 속에서 들려준 말을 
주제로 썼다고 한다. ‘Let it be’는 그의 어머니가 들려준 지혜(wisdom)

의 말씀이었다.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내가 곤경에 처할 때면, 어머니는 내게 슬기로운 말씀을 해주셨어, 

순리에 맡겨라, 그냥 나 둬라 그럼 다 지나간다고”

‘Let it be'의 번역은 ‘내버려 둬’ 혹은 ‘그냥 놔 둬’이다. 즉 ‘렛잇비’

는 ‘체념’을 노래한 것이다. 그런데 체념이라고 하면 우리는 마음 속에서 
희망을 버리는 부정적인 의미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체념(諦念)의 본디 
뜻은 ‘마음을 내려놓고 살펴서 깨우친다’는 뜻이 있다. ‘체(諦)’의 한자 
뜻은 ‘살펴서 깨우치다’는 의미가 있고 념(念)은 넋 혹은 생각을 의미한다. 

그래서 체념은 무엇을, 왜 내버려 두는지, 또 그런 후의 마음을 살펴보면 
체념마다 각각 그 의미가 다르다. 그리고 ‘그냥’이란 말도 단순히 ‘성의가 
없다’는 뜻이 아닌 ‘있는 그대로’라는 본질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체념은 
때에 따라 포기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좀 두고 보자(just give it some 
time)’는 뜻이 된다. 즉 체념을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는 문제들을 시간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체념은 다음 발걸음을 옮겨야만 
하는 삶의 여정에서 부딪히는 갈등을 받아들이고, 조정하며 난관을 
넘어서는 삶의 지혜인 것이다. 

‘렛잇비’가 발표된 직 후 비틀즈는 해체되었다. 그런데 ‘렛잇비’는 
그들이 해체를 목전에 두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녹음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렛잇비’는 그들이 마음을 내려 놓고 순리에 맡기겠다는 당시의 
심정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리고 ‘Let it be’ 가사 중 ‘words 
of wisdom’, 지혜의 말은 매카트니의 어머니 마리가 경험한 삶의 지혜를 
아들에게 들려준 것이다. 이처럼 아들에게 일러주는 어머니의 말처럼 선
(善)한 마음과 인생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통합적이고 직관적인 
판단력이 지혜이다.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제대로 알고 깨우쳐서 일을 올바르게 잘 
처리하는 능력’이다. 즉 ‘앎’으로 그치는 지식이 아니라 그 앎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이다. 우리가 흔히 ‘사리분별(事理分別)’이 있다고 
하는 말도 지혜롭다는 말이다. 사리분별의 뜻을 자세히 풀어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밖으로 들어나 있는 형상(事)과 속에 숨겨져 있는 본질(理)

이 있으며, 이 형상과 본질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분(分)이고, 이렇게 
나누어진 것의 차이를 인식하는 능력이 별(別)이다. 즉 사리분별을 잘 
하는 것이 지혜이다. 이것은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저서 ‘
형이상학’에서 지혜를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지혜(智慧)에서 지(智)는 알 지(知)와 해 일(日)이 합성된 것이며 혜
(蕙)는 빗자루를 뜻하는 혜(彗)에 마음 심(心)이 합쳐진 것이다. 따라서 
지혜에는 ‘마음을 쓸고 닦아 깨끗이 하면 세상을 두루 밝게 알 수 있다’

는 철학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수행(修行)

을 의미한다. 마음을 닦아 끊임없이 일어나는 망념과 집착하는 마음을 
쓸어내어 밖으로 물들지 않고 안으로 허덕이지 않는 맑고 깨끗한 마음이 
유지되도록 훈련하는 것이 수행이다. 그래서 불교에서의 '지(智)'는 
수행으로 얻어지는 ‘삶에 대한 깨달음’이다. 

지혜를 뜻하는 영어는 wisdom(위즈덤)이다. 이 단어는 ‘현명한, 
지혜로운’이라는 뜻의 형용사 wise에 ‘~한 상태’ 혹은 ‘영토나 땅’을 
의미하는 접미어 -dom이 결합한 것으로 wisdom은 ‘현명한 상태’ 즉, ‘
현명함’, ‘지혜’라는 의미이다. 

우리 주변에는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많다. 아마도 장차 
새로운 환경으로 시집을 가드라도 슬기롭게 잘 살라는 뜻으로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으로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서양에서도 여성 이름으로 지혜를 
뜻하는 소피아, 소냐가 많이 쓰인다. 

이처럼 지혜는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으며 초등학교에서도 ‘슬기로운 
생활’ 이라는 교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과거에 배우던 산수와 자연 과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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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슬기로운 생활’ 합쳐졌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제2015-74호)한 초등교과의 ’슬기로운 생활’과목 교육과정의 
성격을 보면 『’슬기로운 생활’과에서는 창의적 사고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을 교과의 중요한 역량으로 삼고 있다. 창의적 사고 
역량은 주변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현상과 관련지어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다.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주변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분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의사소통 역량은 주변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다.』 로 고시하고 있다. 

즉 우리가 현명하게, 슬기로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철학적, 불교적 
깨달음에서 나오는 생활보다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슬기로운 생활’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 터득한 지각과 
지식을 효율적으로 잘 적용하여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삶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이나 행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지혜로운 생활이다.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시행하는 슬기로운 생활 
교육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는 공감대가 무너지고 양극화 사회

(social polarization)가 되어 경제적 불평등, 계층 간의 위화감 등 여러 
사회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현실은 산업혁명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약 7만년 전 ‘인지혁명’을 통해 현생 인류로 
살아남은 호모 사피엔스는 약 1만년 전 ‘농업혁명’을 통해 유목에서 
정착으로 생활방식을 바꾸었으며, 약 500년 전 ‘과학혁명’을 토대로 ‘
산업혁명’을 이루어 냈다. 과학혁명은 르네상스 이래 16, 17세기에 걸쳐 약 
150년 동안에 유럽에서 근대과학이 태동하여 형성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커다란 변화이다. 이러한 과학의 발전으로 1700년대에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기계적 에너지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에너지의 전환 
혁명이 일어났다. 이러한 노동력의 기계화는 폭발적 생산성 증대로 
이어져 경제와 사회를 급속히 변화시키며 산업 혁명이 시작되었다. 

현재 우리의 세상은 급속도로 달라지며 기존의 직업이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기도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와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6차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 로봇기술 
등 지금까지 발전된 다양한 혁신 기술들이 서로 ‘융복합’ 되면서 하나로 
묶어져 새로운 기술로 구현되는 것이다. 제3차 산업혁명이 정보기술 
혁명이라면, 제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혁명이라 할 수 있다.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본래 소통은 생물, 
특히 인간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는 사물과 사람이 서로 소통을 하거나 
사물들끼리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IBM
은 사람과 자연어로 소통하는 ‘인지 컴퓨팅’ 영역에 특화된 추론형 
인공지능(AI)을 개발하여 ‘왓슨(Watson®)’이라는 ‘인공지능 의사’를 
탄생시켰다. 아직 까지는 ‘닥터 왓슨’은 의사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한 
첨단 의료 기술일 뿐이지만 언젠가는 결국 명의들의 의술 경력까지 
그대로 물려 받은 ‘AI 명의’가 되어 많은 의사들의 직업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I 명의’는 그저 치료법을 제공할 뿐이다. 다시 말해 AI
는 자신이 ‘의료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른다. 또한 AI가 ‘최고’

의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지만 ‘최선’의 치료법까지도 제공해줄지는 
의문이다. 즉 AI에게는 ‘최선’이 의미하는 ‘온갖 정성과 힘을 쏟는’ 따뜻한 
마음의 인술을 기대 할 수는 없다. 이것이 인간과 다른 점이다. 우리는 
이런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 인공지능을 이야기할 때는 늘 ‘트롤리 딜레마

(trolley problem)’가 거론된다. 트롤리 딜레마는 1967년 영국의 윤리 
철학자 필리파 풋(Philippa Foot)이 처음으로 제시한 이래 많은 사람들이 
윤리학에서 흔히 다루고 있는 사고실험(思考實驗)인데 얼마 전 히트했던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의 저서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에도 
인용되었다. 이 문제는 '도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최대행복의 원리를 주장한 벤담의 공리주의와 행위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행위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중시하는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 사이의 
딜레마이다. 이런 딜레마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하며,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AI가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인간의 
도덕적 가치를 포함한 판단까지 학습을 하면 AI의 판단도 결국 사람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다만 AI가 사람처럼 판단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대량의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알고리즘을 짤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뿐이다. 즉 인공지능이 학습해야 할 

*  수행(修行) 또는 고행(苦行)은 살아있는 것 자체에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절대 행복을 구하는 정신 단련 행위이다. 불교나 도교에서는 재산, 명예, 성욕 등 인간적인 욕망(상대적 
행복)에서 벗어나 절대 행복을 얻고자 절제와 체념과 명상을 통한 수행을 한다. 이처럼 수행을 통하여 얻는 ‘바른 진리의 깨달음’이 불교에서의 '지(智)'이다. 이것은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깨달음’이나 보통 말하는 판단 능력인 분별지(分別智)와는 다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智)'를 분별을 넘어선 상태의 무분별지(無分別智)라고 한다. 여기서 
무분별은 단순히 분별이 없다는 뜻이 아닌 분별의 반대적 개념이다. 분별(discern)이란 모든 것을 시험하고 의심해서 더 좋은 것을 붙잡는 능력이나 판단력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분별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는 의미로 ‘분별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분별 있는 사람’을 분별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지식인(知識人)’이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분별을 
분별식(分別識)이라고 부르고 분별을 넘어선 상태를 무분별지(無分別智)라고 한다. 불교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는 모든 지식은 분별식(分別識)이다. 즉 모든 
지식은 분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분별 있는 지식인도 모든 것의 실체를 알 수는 없다. 즉 분별되지 않은 것은 그 실체적 진실을 알지 못한다. 예를 들어 깨끗함과 더러움은 그 실체를 볼 수가 없다. 깨끗한 
것은 보다 더 깨끗한 것을 만나면 더러운 것이 된다. 이와 같이 깨끗함은 반드시 더러움이 있을 때만 깨끗할 수 있고 더러움과 분별된다. 따라서 분별은 비교하여 나눈 상대적 
판단이지 실체에 대한 절대적 파악이 아니다. 그래서 분별은 망상이다. 이렇게 분별식으로 인해 너와 나, 니들과 우리, 옳고 그름 등으로 모든 것이 나누어지고 내 생각과 네 생각,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여당과 야당으로 분리되어 대립하고 충돌한다. 그리하여 불교에서는 분별식을 뛰어넘는 무분별지를 추구한다. 하지만 대상이 있으면 분별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어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분별식은 분별망념(分別妄念)을 일으킨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식의 대상에 집착하여 생각을 일으켜 망상에 빠져 웃고 울며 살아간다. 이런 
분별망념을 깨달아, 분별이전(分別以前)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무분별지(無分別智)이다. 이러한 지혜는 언어나 문자로써 분별하고 설명할 수 있는 성질의 지혜가 아닌 불법의 
최고 지혜인 진여지혜(眞如智慧)이다. 이것은 팔리어(聖典語)로 빤냐(paññ )인데 불교에서 이를 음역하여 반야(般若)라고 부른다. 반야는 불교의 중요한 교리이며 이것을 
바탕으로 발현되는 인간애를 자비(慈悲)라고 한다. 

인간의 가치관을 도덕적 신념에 따른 당위적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인간 본성이 갖는 경험적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결국 인간의 
몫이다. 이것은 결국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에 필요한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정의는 권리와 의무의 중용이며, 이것은 개인 차원에서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이며 집단 사회적 차원에서는 정치와 사상의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는 결국 ‘생각하는 동물’인 인간에게만 있는 지혜(智慧, 
wisdom)로 풀어야만 한다. 근대 사회 이후 인류에게 다가온 몇 차례의 
산업 혁명은 각각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 1차는 기계, 2차는 전기, 3
차는 인터넷, 4차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각 주제이다. 어쩌면 새로이 
초인지성이 요구되는 더 발전된 인공지능 혹은 초생명성과 관련된 어떤 
획기적인 것이 나타나 차 세대의 산업혁명을 이끌지도 모른다.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는 그가 저술한 ‘사피엔스’의 후속 
작으로 출간한 ‘호모데우스’에서 과학의 발달은 이제껏 신의 영역이라 
여겨지던 ‘불멸, 행복, 신성’의 영역에까지 빠른 속도로 다가가 노화와 
죽음 등 온갖 문제들을 해결하고 인간을 ‘호모데우스’라 불리는 전혀 
새로운 종(種)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한다. 인류가 화폐, 제국, 
종교라는 허구적 실체를 만들어 그것으로 인류의 통합을 이룬 것과 마찬 
가지로, 미래에는 빅데이터와 자연과학의 알고리즘이 인간(유기체)

과 비유기체를 합성하여 사이보그를 탄생시켜 진화론을 따르는 시대는 
끝이 나고, 지적설계론(intelligent design)을 따르는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신세계에서는 인공지능정보처리시스템이 
세상을 주도하고 극단적으로는 한 인간은 하나의 칩이며, 인류는 인간과 
인간이 네트워크로 얽힌 생화학적 기제들의 집합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인간에 대한 이해가 획기적으로 바뀐 세계에서는 인본주의나 전통 종교는 
사라지고, 데이터를 숭배하는 “데이터교”라고하는 새로운 기술 종교가 
나타나 신의 뜻이나 인간의 욕망과 경험 보다 정보를 더 신뢰하고 따르게 
된다. 이미 인간은 자유의지보다 데이터에 자신을 맡기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서 ‘호모데우스(Homo Deus)’의 ‘호모(homo)’는 ‘사람’을 뜻하는 
속명’이며, ‘데우스(Deus)’는 ‘신(god)’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즉, ‘호모 데우스’는 ‘신 같은 인간’이라는 의미이다. 

유발 하라리의 주장대로라면 이제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인간이라고 
할 것인지, 어디까지 타협하고 어디까지 나아갈 것인지’를 논의해야 할 
시점까지 도달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은 데이터 기술에 
대한 지나친 신봉과 ‘인간 됨’의 의미에 대한 분석이나 고려가 미흡하다. 
그리고 카오스적인 미래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인 
만큼,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 즉 지혜의 힘에 미래가 달려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호모데우스’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성급함에서 나온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디지털(digital) 시대에는 
아날로그(analog)적 공감각 능력을 지닌 지혜가 더욱 돋보이게 된다. 
인간의 생각은 아날로그적 이지만 표현되는 언어는 디지털적이다. 
그런데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우리가 분별하여 
표현하는 분별식(分別識)은 모두 디지탈이다. 그러므로 미래에는 지식인

(知識人)을 넘어 지혜인(智慧人)이 되어야 한다. 지혜(智慧, wisidom)

는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데, 우리 말로는 ‘슬기로움’이다. 인간(human)의 생물학적 학명

(學名)인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의 글자 뜻도 Homo(사람), 
Sapiens(슬기로운) 즉 휴먼은 바로 ‘슬기로운 사람’라는 말이다. 슬기로운 
사람은 나는 옳고 상대는 틀리다는 디지탈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다. 슬관절 회원은 모두 슬기로운 사람들이다. 

두서 없는 글을 마무리하며 슬관절학회 회원 여러분께 새해 인사 
올립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은 하얀 소 띠의 해, 백우(白牛)의 해입니다. 
소는 풍요, 여유, 자애, 의로움, 우직함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직한 우리 슬관절 회원 여러분 모두가 더욱 풍요롭고,
자애와 의로움으로 서로 공감하며 소통하는 지혜로운 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헤르메스(Hermes)의 지팡이'
열 아홉 왕관, 깊은 상처

지친 지팡이, 길은 멀어 
미친 세상이, 막춤을 추고

아픈 내새끼, 한참을 울고

잠 못 드는 범부(凡夫), 밤은 길다

스물 한 살 백우(白牛), 새 아침은 밝다

(코로나19로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지신도 중 축신 벌절라대장 
만봉스님作(국립민속박물관)      

생물 분류(生物分類) 체계는 중세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동물의 발생’에 따른 분류를 하였으나 현재는 종의 학명(學名, scientific name)으로 이명법(二名法, binomial 
nomenclature)을 채택하여 분류를 체계화한 근대적인 분류법인 린네(Carl von Linné)의 분류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계(界, Kingdom)> 문(門, Phylum 
Division Kingdom)>강(綱, Family)>목(目, Order)>과(科, Class)>족(族, tribus)>속(屬, Genus)>종(種, Species)> 변종> 품종의 순으로 분류한다. 현재 구분되어 있는 생물 
종은 300만에서 1000만 종에 이르고 각 종에는 학명이 부여된다. 학명의 표기는 종명 앞에 속명을 붙여 적는다. 예를 들면 동물계, 영장목(Primates)에 속하는 사람(human)은 
사람과(Hominidae), 사람아과(Homininae), 사람족(Hominini), 사람속(Homo)에 속하는 종(Sapiens)인, 인종(人種) 즉 사람(Homo sapien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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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백신 알아보기

2019년 말 중국 우한지역을 중심으로 SARS-CoV-2에 의한 폐렴(

코로나19, COVID-19)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2020년 3월 11일 WHO는 
COVID-19의 pandemic을 선언했다. 기본적으로 pandemic은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서 자연면역이 형성되든지, 효과적인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pandemic의 유행은 계속된다.

당연히 각국 정부와 제약사들은 백신 개발을 서두르게 되었고, 
통상적으로 10-20년이 걸리는 백신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1년도 
안 돼서 허가를 받은 백신이 등장했다. 이 글에서는 COVID-19 백신의 
현황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COVID-19 백신 관련 문제들을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1. COVID-19 백신의 platform

기본적으로 백신은 방어 면역을 유발할 수 있는 항원 또는 항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핵산(DNA또는 mRNA)을 인체에 인공적으로 주입하는 
것으로, 현재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생백신은 약독화 된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것이다. 특정 
조건에서 바이러스를 지속적으로 계대배양하면 상대적으로 병원성이 
떨어지는 바이러스가 출현하게 되는데, 생백신은 약독화 된 바이러스를 
인체에 직접 투여하는 방식이다. 다만, 약독화 된 바이러스가 인체 내에서 
다시 병독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이론적 우려가 있다는 것이 생백신의 
문제이다.

불활화 백신은 시험관 내에서 바이러스를 증식시킨 후 물리적 방법

(예를 들면 열처리)이나 화학적 방법(예를 들면 포름알데히드 처리)을 
통해서 바이러스의 활동성을 없앤 후 투여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불활화 백신은 생백신에 비해 안전성은 개선되었지만 면역 유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주 투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분할 백신(split vaccine)은 불활화 된 바이러스를 화학적으로 분할한 
것이다. 분할 백신은 불활화 백신에 비해 비특이적인 면역반응에 의한 
부작용을 줄였다는 장점이 있지만, 생산 공정이 추가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아단위 백신(subunit vaccine)는 분할 백신을 더 정제해서 원하는 
항원만 남긴 것이다. 그러나 아단위 백신 제조를 위해 불활화된 바이러스를 
분할 및 정제해서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활용이 많이 
줄었다. 최근에는 유전자 재조합 방식을 이용한 아단위 백신 제조가 주를 
이룬다. 재조합 아단위 백신 제조를 위해서는 우선 특정 항원을 코딩하는 
플라스미드를 효모와 같은 미생물에 감염시킨다. 이후 감염된 효모가 
특정 항원을 만들어 내는데, 이를 정제해서 백신으로 사용하는 것이 
재조합 아단위 백신(또는 유전자 재조합 백신)이다.

DNA 백신은 원하는 항원을 코딩하는 DNA를 세포에 주입하는 
방법이다. DNA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대량생산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DNA를 기존 백신처럼 주사하면 세포 외액에서 대부분 
분해되기 때문에 유전자 총, 고장성 식염수, 전기 자극 등의 특수한 방법을 
이용해서 접종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도가니 광장

한편, 특정 DNA를 병독력이 낮거나 증식력이 없도록 조작된 
바이러스의 유전자에 삽입해서 벡터 바이러스를 만들고, 이렇게 유전자가 
조작된 벡터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고 한다.

원하는 항원 단백질의 틀이 되는 mRNA를 백신으로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를 mRNA 백신이라고 한다. mRNA 백신은 DNA 백신처럼 투여 
시에 별도의 기구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mRNA를 포함한 모든 RNA는 매우 불안정하고 쉽게 분해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mRNA 백신은 초저온에 보관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2. 주요 백신

Pfizer와 BioNTech가 공동 개발한 BNT162b2(이하 Pfizer 백신)

은 mRNA 백신의 일종이다. Pfizer 백신은 주요 선진국에서 가장 먼저 
승인되고 접종을 시작한 백신이다. 상기 백신은 16세 이상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연구에서 위약에 비해 증상이 있는 COVID-19 발병을 
95% 예방하는 효과를 보였다. 표준 접종 스케줄은 3주 간격으로 2회 
투여하는 것이다. 상기 백신은 -70 에서 보관해야 하며, 해동 후 냉장하면 
5일 내에 투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미국의 Moderna와 NIH가 공동 개발한 mRNA-1273(이하 Moderna 
백신) 역시 mRNA 백신의 일종이다. Moderna 백신은 주요 선진국에서 
Pfizer 백신 다음으로 승인된 백신이다. 상기 백신은 18세 이상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연구에서 위약에 비해 증상이 있는 COVID-19 
발병을 94.1% 예방하는 효과를 보였다. 표준 접종 스케줄은 4주 간격으로 
2회 투여하는 것이다. 같은 mRNA 백신이지만 Moderna 백신은 Pfizer 
백신과는 달리 -20 에서 보관하고, 해동 후 냉장하면 한달 내에 투여하면 
된다.

AsztraZeneca와 Oxford 대가 공동 개발 중인 ChAdOx1(or 
AZD1222, 이하 AstraZeneca 백신) 증식력이 없는 침팬지 adenovirus
를 벡터로 이용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다. 상기 백신은 4주 간격으로 2회 
투여를 계획했으나, 임상 연구 중 접종 스케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1상-2상 결과를 종합한 발표에서 최초 저용량 - 이후 고용량 투여군에서 
예방 효과가 90.0%, 최초 고용량 - 이후에도 고용량을 투여한 군에서는 
예방 효과가 60.3%로 보고되어 논란이 있었다. 다만, 추후 분석에서 
이러한 효과의 차이는 투여 간격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용량 - 
고용량 군은 1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투여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접종을 한 경우에는 고용량 - 고용량 투여군에서도 
예방 효과가 높았다. 즉, 저용량 - 고용량 군에서 효과가 좋은 것처럼 
보였던 것은 상기 군에서 백신 투여 간격이 지연된 경우가 더 많아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진원생명과학, 제넥신, SK바이소사이언스 등에서 백신을 
개발 중이다.

3. COVID-19 백신과 관련한 주요 논란

모든 항체가 병원체 방어에 도움을 준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체 중에는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는 것을 도와주는 항체도 있다 - 
이러한 현상을 antibody-dependent enhancement(ADE)라고 한다. 
이와 달리 중화항체는 병원체가 침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항체이다. 
투여 후 중화항체는 많이 만들어 내고, ADE를 유발하는 항체는 만들지 
않는 것이 이상적인 백신이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1월 현재 개발 중인 
백신에서 ADE가 의심되는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으나, 아직 백신을 투여 
받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도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편, 영국에서 발견된 B.1.1.7(20I/501Y.V1), 남아공 발 B.1.351 
(20H/501Y.V2), 브라질에서 유행 중인 B.1.1.248(20J/501Y.V3, P.1) 
등의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에 개발된 백신의 
효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돌연변이에 의해 
항원성이 바뀌면 기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SARS-
CoV-2는 influenza,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등과는 
달리 proofreading(돌연변이를 억제하는 역할)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격한 항원성 변화가 일어날 확률은 높지 않다. 따라서 
돌연변이 주가 나타나더라도 당장 현재 개발 중인 백신이 예방 효과를 
전혀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Pfizer 백신, Moderna 백신 등은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 백신은 공통적으로 
mRNA 백신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mRNA는 매우 불안정하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들 백신은 PEG(polyethylene glycol)가 포함된 
LNP(lipid nanoparticle)로 mRNA를 감싸서 보호한다. 그런데, PEG
가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과학자들은 다른 형태의 mRNA 백신을 
연구 중이다.

영국 정부는 최근에 COVID-19 백신 투여 간격을 최대 12주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3주

(Pfizer 백신) 또는 4주(Moderna 백신)의 투여 간격을 정확히 지키려면 
백신 투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AstraZeneca 백신은 12주 간격으로 투여하는 것이 4주 간격으로 
투여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았다. 현재까지 출시된 백신의 대부분은 
정해진 것보다 투여 간격을 늘려서 접종해도 면역 유발능에 큰 문제가 
없다. 다만 COVID-19 백신도 투여 간격을 늘려도 되는지에 대한 근거는 
아직까지 없다.

한편, 미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에게 백신 용량을 절반만 투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대개의 백신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적은 용량의 
백신만 투여해도 상대적으로 면역 유발 효과가 높으며, 일부 COVID-19 
백신에서도 이런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결국 젊은 사람들에게 절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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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만 투여하려는 전략도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백신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pandemic은 2년 정도 유행이 지속된다. 그리고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은 겨울철에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실들을 감안하면 2020년 말 - 2021년 초 동안의 겨울이 이번 
pandemic에서 가장 위험한 기간이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백신 개발을 
서둘렀으며, 러시아나 중국 등의 국가에서는 안전 및 효과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도 했다.

2009년에 겪었던 신종 flu의 경우에는 기존에 influenza 백신을 
만드는 기술이 이미 있었고, 새로운 주의 influenza가 유행한 것이기 

때문에 수개월 내에 백신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COVID-19처럼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한 pandemic이 발생했을 때 수개월 내에 백신을 개발해서 
대량 접종을 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pandemic
은 종식을 앞당기는데 있어서 백신이 역할이 아직까지는 제한되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올해 안으로 대량 백신 보급이 이뤄져서 다음 겨울은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환경이 되기를 바란다.

해외연수기

강동근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정형외과

Napa Valley Winery Tour

해외연수에서 돌아와서 한국 생활에 적응할 즈음 슬관절 학회에서 
연수 후기를 작성해 달라는 말씀을 듣고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 이유는 최원철 교수님을 비롯하여 다른 여러 교수님들께서 
다녀오신 샌디에고의 TSRI, SCORE의 소식은 이미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다녀오신 여행지도 모두 유명한 곳들인 Yellow stone, Yosemite, 
Grand canyon national park 등 서부의 대표적인 여행지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부족한 제가 어떠한 내용을 더 새롭게 소개 및 설명 
드릴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필자는 2020년초 
COVID-19이라는 대유행을 겪으며 연구소 출입이 금지되어 연구적인 

역량을 소개할 상황도 아닌 듯 합니다. 그래서 필자가 다녀온 곳 중 
기억에 남는 곳의 하나인 캘리포니아 북부의 Napa Valley Winery Tour
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와인 좋아하시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와인은 갈수록 대중화되며, 
일반 마트 및 가까운 편의점 등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 
되었습니다. 다만, 와인 하면 아직까지도 프랑스 중심의 와인을 더 높게 
평가하고, 유럽 와인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으실 수 있겠으나, 오늘 저는, 
미국 그 중에서도 캘리포니아 나파 밸리의 와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나파 밸리는 단연 캘리포니아 와인 생산의 핵심지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북동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파 밸리의 
와인 맛이 좋은 이유는 낮에는 충분한 일조량, 밤에는 선선한 기후로 
자연 조건이 좋기 때문이죠. 낮의 뜨거운 햇빛은 포도의 당분을 
높이고, 밤의 차가운 기운에 몰려온 안개는 큰 폭의 일교차를 만들며 
와인 생산에 최적화된 포도 생산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300곳 이상의 
대규모 와이너리가 있으며, 소규모 와이너리까지 총 1800여 곳 이상의 
와이너리가 위치한다고 합니다. 포도 품종에 따라 생산되는 와인 
종류는 Cabernet Sauvignon, Chardonnay, Merlot이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캘리포니아 최초로 기업적 와이너리로 성장한 
로버트 몬다비 와이너리(Robert Mondavi Winery)와 스털링 와이너리 

▶ 나파 밸리 입구에서 가족들과 함께, 뒤쪽으로는 포도밭이 펼쳐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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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ling vineyard) 두 곳에 대해, 제가 다녀온 경험을 바탕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저희 가족은 샌프란시스코 시내 중심가에서 출발하는 현지 
소규모 투어를 통해 나파 밸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원하는 
와이너리를 선정하고, 미리 2~3곳을 정해 순차적으로 방문을 진행하는 
형태였고, 10명 남짓 소규모 인원과 함께 하여 좀 더 프라이빗한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방문한 와이너리는, 멋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접하게 된 
스털링 와이너리였습니다. 1964년 처음으로 문을 연 스털링 와이너리는 
개인 와이너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케이블카를 가지고 있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와이너리 
안의 케이블카를 타려면, 별도로 제작된 코인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와이너리에 들어서면 새롭게 준비된 잔들이 
늘어서 있고, 개인별로 잔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 와인을 테이스팅하는 
방식으로 테이스팅이 이루어집니다. 와인은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고, 
테이스팅을 모두 마치면 잔은 기념으로 가져갈 수 있어 스털링 와이너리 
방문을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죠. 

나파밸리 와이너리 투어 중에 저희 가족에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와이너리는 바로 몬다비 와이너리입니다. 로버트 제랄드 
몬다비 (1913~2008)는 캘리포니아 와인을 개척하고 혁명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인 양조의 기술적 발전과 뛰어난 판매 
전략으로 세계 와인 시장에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인을 뚜렷하게 
인식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고 평가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로버트 몬다비가 나파 밸리에 자신의 와이너리를 설립한 것은 1966
년이었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 와인 산업은 형편없는 수준이어서 세계 

와인 시장에 명함도 못 내밀 정도였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와이너리 
중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내세운 와인을 만드는 곳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몬다비는 외국에서 개발한 새로운 와인 양조법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호주에서 발명한 온도 조절이 가능한 스테인리스 스틸 
발효조를 도입해서 화이트 와인을 저온에서 발효했고, 와인에서 우아한 
오크 풍미가 나오도록 작은 크기의 프랑스 오크통인 바리끄를 도입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답니다. 또한 단순히 와인 양조뿐만 아니라 로버트 
몬다비는 와인과 음식, 문화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생활 
속에서 음식과 함께하는 와인 문화를 알리려고 노력했으며, 한편으론 
자신의 와이너리에서 매년 콘서트를 여는 등 미국인에게 새롭고 품격 
있는 와인 문화를 전파하려고 큰 노력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몬다비 와이너리 투어가 저희 가족에게 더욱 의미가 있었던 것은, 
바로 저희 두 아이들이 탄생한 년도 빈티지 와인을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태어난 해 빈티지 와인을 일부러 사서 
모은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인상 깊게 생각하며, 나파 밸리를 
방문하면 버킷 리스트 중 하나로 아이들의 탄생년 빈티지 와인을 사겠노라 
다짐하였는데 소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귀국 짐을 챙길 때도 
그 두 병의 와인만큼은 절대 빼놓지 않고 잘 보관해 가져올 수 있었기에 
아이들이 20살이되면 다같이 미국 연수 중의 나파 밸리 방문을 떠올리며 
즐겨볼 까 합니다. 좋은 와인을 사왔으니, 잘 보관하기 위해 와인 셀러도 
새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을 남기고, 아이들 탄생년 빈티지 와인을 
구입하며 뜻깊은 투어를 마칠 수 있었지만, 한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Opus one 와이너리를 방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Opus One 와이너리는 아이들은 입장할 수 없으며, 완전 
예약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Opus One은 나파 밸리 와인의 선구자 
로버트 몬다비 와이너리와 프랑스 보르도의 그랑크뤼 클라쎄 1등급 

▶  Sterling vineyard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케이블카 코인, 케이블카 및 케이블카를 상징으로 그려 놓은 테이스팅 룸의 안내판

와이너리인 샤토 무통 로칠드가 합작해서 만든 와인입니다. 로버트 
몬다비 와이너리와 길 하나로 마주보고 있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나파 밸리를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반드시 가보고 싶은 
와이너리가 바로 이 Opus One 와이너리입니다.

두서 없는 글을 마무리하며 이 자리를 빌어 제가 미국연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낯선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지내 준 아내와 아이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성년이 되어 Robert Mondavi wine을 
함께 마실 그날을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  아이들 탄생년 빈티지 몬다비 와인. 잘 보관하여, 성년이 되는 해에 
함께 즐길 수 있기를 고대한다. 

▶  몬다비 와이너리 안에는 넓은 잔디밭이 있어,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도 좋다.  
4가족 모두 점프하며 찍은 기념샷.

▶  스페인 선교원 느낌으로 지어진 로버트 몬다비 와이너리 정문, 이 나파밸리 로버트 
몬다비와이너리에서 생산된 와인은 저 문 모양이 모두 들어가 있는 라벨을 가지고 있다. 

▶  투어를 참여한 날이 마침 12주년 결혼기념일이었다 보니 더욱 의미가 
깊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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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21%는 COVID-19 판데믹 이후로 수술을 연기하고 싶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었고, 표본 수가 적으며, 비교 
연구가 아니라는 점 등으로 인해 일반화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COVID-19 
초기의 판데믹 기간 동안 인공관절 수술을 기다리는 hip OA및 knee OA
를 가진 환자들의 임상 증상의 진행에 대해 보고한 최초의 연구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COVID-19 판데믹 시기의 봉쇄로 인한 수술의 지연이 
환자들의 통증, 관절 기능, 신체 기능 및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향후, 판데믹 시기가 끝나고 정규 인공관절 수술을 계획할 
때, 이러한 환자 관련 요소들을 고려한다면 연기된 OA 환자들의 불만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판데믹 기간 동안에는 정형외과 정규수술의 임상적 우선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Kalson 등은2 이 중 인공슬관절 재치환술 (revision 
TKA) 시행 고려 시 임상적 우선 순위 지침을 제시하였다. 2020년 6
월, 영국의 국가보건의료서비스 (NHS England)는 Royal College of 
Surgeons와 함께 COVID-19 판데믹 동안의 대기자 명단에 있는 모든 
환자에 대한 임상적 근거를 기반으로 외과적 우선 순위에 대한 임상적 
지침을 출판하였다. 이에 따라 세부적으로 the British Association for 
Surgery of the Knee (BASK) 임원들은 P1a (24시간 이내 시행되어야 
하는 수술), P1b (24~72시간 내에 시행되어야 하는 수술), P2 (72시간 ~ 
4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하는 수술), P3 (1~3개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하는 
수술), 그리고 P4 (3개월 이상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는 수술) 무릎 수술의 
우선 순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기반으로 한 지침을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저자들은 BASK Revision Knee Working 
Group (RKWG)의 지원으로 인공 슬관절 재치환술 (revision TKA)

에 대한 합의에 기반한 (consensus-based) 임상적 우선 순위에 대한 
근거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핵심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기본 시나리오와 조사방법: Revision TKA의 전체 스펙트럼을 
포괄하기 위해서 총 23개의 임상적 시나리오로 분류하고, ASA 2의 70세 
여자환자를 표준화하여 작성되었고, 단순 방사선 사진과 CT 스캔이 
제공되었다. 시나리오와 관련 이미지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2. 조사 대상: RKWG은 영국과 웨일즈에서 3년 간 revision TKA
와 관련된 National Joint Registry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케이스가 
많았던 10명의 의사와 10곳의 센터를 식별하였고,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주요 센터의 의사들도 초대하여, 영국 전역에서 총 25명의 
적합한 의사를 모집하였다.

3. 합의 과정: 동의에 대한 임계치는 동일한 우선 순위를 할당한 

응답자의 70% 이상으로 설정했는데, 23개 중, 15개의 임상 시나리오는 
한번의 평가만으로 동의에 이르렀으나, 70% 동의에 이르지 못한 8개의 
시나리오는 사례의 history를 추가적으로 명확히 하여 다시 과정을 
거쳤는데, 두 번째 라운드 후에도 5개의 임상 시나리오가 70%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단순 다수법을 사용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우선 순위로 
할당하였다.

바이러스 유행 시기에도 정형외과 수술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COVID 
19로 인하여, 2020년 초반 미국에서는, elective hip and arthroplasty 
수술의 약 50%가 연기 혹은 취소 된 것으로 보고 되었다. 이에 European 
hip and knee society 패널들의 의견을 기초하여 elective arthroplasty
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3 이들에 따르면, 현재의 COVID 
상황은 특별하며, 한 차례의 대유행 이후, 다음의 유행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패널들의 권고사항은 1차 대유행의 분석(review), 다음 
대유행에 대한 준비, 그리고 다음 대유행시의 대처로 나뉘어 이루어 졌다. 
특히, 패널들은 다음 대유행에 대한 철저한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계속되는 대유행을 겪으면서, 좀 더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현재 백신의 보급과 
집단면역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반복되는 대유행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패널들은 술자들에게 다음 사항을 준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1. 수술 환자의 우선 순위를 생각하기.
코로나 유행 시, 의료 자원이 코로나 치료중심으로 배분이 됨에 따라, 

술자들은 수술 시, 우선 순위의 환자를 고려해야 한다.

2. 환자와의 정보공유 및 정보 제공

환자에게 정확하고 명료한 정보를 제공 및 공유함으로써, 환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수술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법적인 문제

술자들은 COVID 유행에 따른 새로운 법적인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여야 한다.

4. 동의(consent)
환자와 수술에 대한 상담 시, COVID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수술의 연기 가능성 및 COVID 감염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문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정형외과 의사의 역할

정형외과 의사는 다음 대유행 시기에 대비하여 이전의 유행 상황을 
분석한 이후, 다음에 올 대유행을 대비하여야 하며, 대유행 중에는 국가 
및 각 지방의 정책을 인지 및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적인 책무 또한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전문가적인 책무로는 수술 우선 순위의 결정에 
있어 도덕적인 책임의식에 신중해야 하며, 팀의 일원으로는, 팀 전체가 
COVID감염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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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하여 전세계는 유래 없는 격변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COVID-19 의 전 세계적인 유행에 따라 사회의 
많은 것이 변화 되었지만, 특히 의료계는 COVID-19 이후 감염병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질병의 예방뿐 아니라, 전파의 가능성을 차단하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그 중, 
밀폐되어 있는 환경에서 환자와 접촉하며 수술을 하는 정형외과의 경우, 
수술 전, 수술 중, 수술 후의 감염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고려 해야 할 점이 
더욱 많을 것이며, 최근 감염 전파 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원격 진료 역시 
대두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정형외과, 특히 슬관절 분야를 전공하는 
의사들에게 COVID-19 상황 속에서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하고, 의사 
스스로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COVID-19의 장기화, 반복 대유행을 
대비하고 나아가 유행 이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신 논문을 
리뷰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본 론

Endstrasser 등은1 COVID-19 에 의한 lockdown이 고관절 또는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바 있다. 2020년 3
월 11일 WHO는 COVID-19의 판데믹을 선언하였고, 이러한 유행의 
중심에 있는 유럽에서도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고, 의료체계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 간의 차단을 시행했다. 이 기간 동안 의료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럽 전 지역에 걸쳐 인공고관절치환술 (THA)이나 
인공슬관절치환술 (TKA)와 같은 정규 정형외과 수술은 연기되었다.

새로이 설정된 위생 표준들로 인해 각 병원들의 수술소화 능력이 
감소하면서 환자들의 수술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규수술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나 안정성뿐만 
아니라, 인공관절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불만과 
같은 환자 관련 요소들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전향적 연구로 2020년 3월 16일부터 2020년 4
월 30일까지 말기의 고관절 및 슬관절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이 
연기되었던 63명의 환자들 (남자 28명/ 여자 35명; hip OA 39명/ knee 
OA 24명)을 대상으로 COVID-19 봉쇄 후 1주, 4주, 그리고 봉쇄가 끝난 
후에 환자들의 통증, 기능 장애, 정신 건강, 그리고 일상 생활의 경과를 
VAS, WOMAC, SF-12, 그리고 Tegner activity scale (TAS)을 이용한 
전화 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62.4세 (THA 59.7세, TKA 66.8세), 평균 BMI는 
27.8 kg/m2 였다. TKA를 기다리는 환자들의 Kellgren-Lawrence grade
는 II가 6명, III가 13명, 그리고 IV가 5명이었다. Lockdown 동안 (1주~4
주, 4주~말기), VAS와 WOMAC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TAS는 유의하게 
감소하여 서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Knee OA 환자들이 hip OA 
환자들에 비해 통증의 진행이 더 빨랐다. SF-12의 physical components
는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mental components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환자들의 다수 (79%)는 가능한 한 빨리 수술을 받고 싶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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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이 나온다면, 그 환자를 개인 보호 장구 없이 접촉하였거나, SARS-
CoV-2 에 대한 항체가 없는 병원 직원 모두가 검사를 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를 시행하며, 정부/병원의 지침에 맞춰 추가적인 검사 
및 격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수술 후 NSAIDS의 사용은 
기존의 통증 조절 방법대로 시행해도 되지만, 수술 후 재활 병원으로의 
전원을 지양하고 자택에서 스스로 물리치료 및 재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며, 추시 관찰은 가급적 원격 진료(telemedicine)의 이용을 
권유하고 있으며, 창상 봉합 역시 병원 방문 필요가 없는 봉합 대체 물질을 
이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세부 내용의 정리는 아래와 같다.

1. 일반적인 지침

1) SARS-CoV-2 의 세계적인 유행이 언제 끝날 것으로 판단합니까?

 - 알 수 없다. 하지만,

(1)  사회 구성원의 많은 수가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얻었으며, 
일부의 인구만 감염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경우 종식 되었다고 
판단 가능하다. (집단면역의 확립) 과거 1918년의 스페인 독감 
(H1N1)의 과거 결과에 따르면, 인구의 60%이상이 감염이 되는 
경우 집단면역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2)  병인 (바이러스)가 충분히 그 독성을 잃을 만큼 변형되는 경우에도 
종식이 가능하다.

(3) 혹은 질병에 효과적인 치료법이 나오거나, 

(4)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백신이 나와 접종이 완료 되는 경우 종식이 
될 수 있다.

 Grade of recommendation : Moderate / Delegate Vote : Agree (100%)

2)  병원에서는 언제쯤 예정된 수술 (elective procedures)이 가능할 
지 판단할 수 있습니까?

- 예정된 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가능할 수 있다. 

(1)  사회적인 봉쇄령(Lock down)이 해제되고, 각 시/도/정부등 권한이 
있는 조직의 허가가 있으며,

(2) COVID-19 환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어야 하며, 

(3)  병원/수술실 등의 설비가 COVID-19 감염 환자와 비 감염 환자가 
분리 될 수 있어야 하며, 

(4)  또한 병원의 설비가 RT-PCR 검사 등이 가능해야 하며, 개인 
보호장구가 충분히 보급되어야 하며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SARS-CoV-2 바이러스로부터 감염의 위험이 
적은 상태로 수술이 가능한 환경이어야 하며, 

(5)  수술 전, 수술 중, 수술 이후의 환경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만큼의 
공간이 확보 될 수 있는 병원 설비가 있어야 하며, 

(6)  잠재적인 재 유행 (second wave)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필수 
기구, 물품의 비축량이 확보 되어 있어야 한다.

 Grade of recommendation : Moderate / Delegate Vote : Agree 
(97.5%), Disagree (2.5%)

3)  감염이 활발한 COVID-19환자 (active COVID-19)도 예정된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까?

-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서는 14일의 격리 시행 이후, 열등의 관련 
증상이 없으며, COVID-19 검사 (RT-PCR등) 결과에 따라 회복이 
되었음을 판단 할 수 있다고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회복에 
대한 CDC의 의견일 뿐이며, 해당 지역/정부의 지침에 따라 감염의 
회복이 되었다고 확정된 경우만 예정된 수술이 가능하며, 감염이 
활발한 COVID-19 환자의 수술은 연기 되어야 한다. 

Grade of recommendation : Weak/ Delegate Vote : Agree (100%)

4)  고령이나, COVID-19 감염 위험이 높은 동반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예정된 수술은 연기 되어야 합니까?

-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예정된 수술이 시행된다 
할지라도, 위험성은 고령 (75세이상), 병적인 비만, 당뇨,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만성 폐질환, 수면 무호흡, 만성 심장질환, 면역억제상태 
(항암, 방사선치료, 혈액암, 장시 또는 골수 이식 등)등 여러 단계로 
층화하여 판단하길 권고하고 있다. 또한, 건강환 환자들의 예정된 
수술을 먼저 진행하여 감염 관리 및 검사, 예방, 치료 지침(protocol)
에 대한 경험을 축적한 뒤, 이와 같은 고 위험 환자들의 수술을 
진행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Grade of recommendation : Weak / Delegate Vote : Agree 
(98.75%), Abstain (1.25%)

5)  예정된 수술을 진행하려는 환자에게 어떤 종류의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합니까?

일원으로는, COVID로 인한 가계재정 악화, 아이 교육 등, 전반적인 상황을 
숙고하여야 한다. 다음 대유행에 대한 준비는 이전 대유행의 철저한 
분석에서 시작이 된다. 각 대유행에 대한 준비는 개인, 부서, 병원, 국가적 
차원에서 각각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정형외과 의사는 앞에 언급한 
전문가, 팀의 일원, 가족의 일원으로써의 개인적인 준비를 하여야 한다.

Hirschmann 등은4 정형외과 수술에 있어 개인보호장비 착용에 
대한 권고 및 안정성에 대하여 실제적인 practice 시행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리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COVID 19전파가 가능한 환경에서, 기관 
삽입과 같은 respiratory aerosol generation procedure(AGP)를 
시행할 경우, filtering face piece level 3(FFP 3) mask의 착용과 face 
protection을 권고하고 있다. 2020년 3월 27일, 영국 Public Health 
England에서 발표된 지침에 따라, high speed power tool을 사용하는 
정형외과 수술은 surgical AGP에 해당이 되며, COVID 19전파가 가능한 
환경에서의 surgical AGP에 해당하는 수술 시행 시, 술자들에게 FFP3 
mask, face protection을 권고하였다. COVID 19 전파가 가능한 
상황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정형외과 술자들에게는 level 4 수술 가운, 
face shield and goggle, double glove, 그리고 FFP 2-3 혹은 N95-
99 mask로 구성된 개인보호장비의 착용을 권고하였다. 마스크, face 
shield and goggle의 사용 시, mask fit test에서 술자의 얼굴에 맞지 
않아 mask의 착용이 힘든 경우는, powered air purifying respirator
의 대체 사용을 권고하였다.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helmets and toga 
system은 top에서의 공기 노출 가능성이 있어 powered air purifying 
respirator와 동일한 안정성을 갖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현재, 1회용 마스크로는 single use face mask, surgical mask, 
그리고 respiratory mask가 있다. Single use face mask (Fig.1)는 
3um 보다 큰 입자들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Surgical mask (Fig. 2)
의 경우는 single use mask보다는 virus입자 제거에 더 효과적이다. 
하지만 공기전염이 가능한 COVID 19의 감염 가능성이 있는 수술 시행 
시, surgical mask의 사용은 안정성이 떨어지며, respiratory mask
의 사용을 권고한다. 유럽방식의 분류에 따라, respiratory mask는 
FFP1,2,3 (Fig. 3)로 나뉘게 되며 숫자가 높을 수록, 좀 더 작은 입자들을 
제거하는 기능이 우수하다. 미국의 분류에 따른 N95는 FFP2와 입자 
제거기능이 비슷하다. 현재의 COVID 19상황에서는 telemedicine
이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electronic 
개인보호장비로 여겨진다.

정형외과 및 골절 수술에서 power tools, pulsatile lavage, 
electrocautery을 사용하는 경우는 surgical aerosol을 발생하며, 
모든 체액은 바이러스를 포함한다. 이에 술자들은 수술 중 발생하는 
aerosol과 체액에 의한 virus전파 가능성을 인지하여야 하며, 적절한 
개인보호장비의 착용은 술자들에게 필수적이다.

한편, Parvizi 등이5 2020년 7월 77명의 정형외과 전문의, 감염 전문의, 
바이러스 및 미생물학 전문의, 마취과 전문의들의 최신 지견 및 설문을 
통하여, COVID-19 유행 하 예정된 수술의 진행 시 고려해야 하는 지침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일반적인 의료 환경, 수술 전, 수술 중, 수술 후 지침에 
대하여 설문을 통하여 지침에 대하여 각 전문의의 동의 여부 및 비율을 
확인하였으며, 지침 수행의 추천 정도를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저자들은 
COVID-19의 특수한 환경으로 이러한 지침들은 언제든지 감염 상황에 
따라 변화 될 수 있으며, 또한 각 지역, 국가, 병원에 따라 수행 가능성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병원의 주치의, 감염 전문의, 간호사 및 
행정 절차에 따라 이러한 지침은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소개되는 지침들은 강제적인 절차가 아니며, 각 지침들을 
고려하여 각각의 병원, 의사들의 치료 및 절차를 만드는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예정된 수술을 진행할 때 권유하는 지침 중, 현재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예정된 수술의 진행을 
위해서는 COVID-19의 감염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병원의 예비 설비 및 비축 물자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COVID-19 고 위험 환자와 음성인 환자 동선 및 입원실의 분리가 
될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의료진의 개인 보호장구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며, 
환자 및 보호자 역시 마스크 등의 착용이 필수적이며, 보호자 방문의 제한 
및 금지도 가능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수술 전 환자가 입원 시에는 
최소 3~7일 내의 COVID-19의 음성 결과 (RT-PCR 추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증상, 방문력 등 COVID-19 감염의 위험을 평가 할 수 있는 
문서화된 설문이 요구되며, 병원 방역 지침을 철저히 교육받아야 하며, 
병원은 공용 입원 창구를 이용하기 보다는 입원실에서 개개인의 입원 
수속을 진행 하기를 권유하고 있다. 수술 중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HEPA 
필터 등을 이용한 공기 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수술 사이 방역을 
더욱 철저히 시행해야 하고, 가급적 전신 마취 보다는 국소마취를 권유하고 
있다. 수술용 후드 및 팬의 사용은 철저한 방역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례적인(routine)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공 관절 등의 수술 
시 사용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술실은 일반적인 양압 유지가 
가능하지만, HEPA 필터 등을 이용한 공기 순환을 하거나, 음압 전실 등을 
두어 수술실 공기가 복도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 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수술 이후에는 환자가 회복실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 해야 하며, 기관 
삽관을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 회복실 보다는 중환자실로 바로 갈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수술 직후 환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만약 수술 후 환자가 SARS-CoV-2 RT-PCR 검사에서 

▶  Fig. 1 Single use face mask ▶  Fig. 2 Surgical mask ▶  Fig. 1 FFP2 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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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자신, 가족, 다른 환자 및 의료진을 포함한 병원 직원으로의 
SARS-Cov-2 전파를 최소화 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하며, 특히 감염을 최소화 하기 위한 병원의 지침(protocol)을 
정확하게 교육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Grade of recommendation :Strong / Delegate Vote : Agree (100%)

6) SARS-CoV-2에 감염되었던 사람이 다시 감염될 수 있는지요?

-  불확실하다. COVID-19 감염, 회복된 이후 SARS-CoV-2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환자들에 대한 보고가 많이 있다. 

 Grade of recommendation : Strong / Delegate Vote :Agree 
(95%), Abstain (5%)

2. 수술 전(preoperative)의 지침 

1)  SARS-CoV-2 유행 동안 예정된 수술(elective procedures)을 
진행하려는 환자들의 입원 전 기간(pre-admission) 동안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가 거쳐져야 합니까?

-  TOCC (travel, occupation, contact, cluster)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얻어지고 문서화 되어야 한다. COVID-19의 증상에 대한 사전 검사

(screening)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문서화 되어야 한다.

-  만약 환자가 SARS-CoV-2 RT-PCR 검사를 받는다면, 검사는 
예정된 수술 (elective surgery)로부터 3~7일 전에 시행되어야 하며, 
검사 결과는 반드시 환자의 차트에 기록되어야 한다. 또한 각각의 
환자들에게 적절한 임상적 또는 생물학적 사전 검사(screening 
procedures)가 수행되어야 한다.

-  환자들에게 감염 예방 지침(protocol)에 관한 추가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손 위생, 마스크 착용 등)

-  모든 환자들과 의료진들은 대면 시 반드시 수술용 마스크(surgical 
mask)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의료진들은 보호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  감염과 전파의 위험은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에 기초하여 최소화 
되어야 한다.

-  제한된 구역에서 “먹거나 마시지 않기” (“No eating or drinking”)

는 강제되어야 한다.

-  수술 예정 환자들은 공용 공간 혹은 공용 접촉면 (예를 들면, 입원 

수속 카운터)의 사용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이러한 
공용 접촉 면들은 다음 환자가 사용하기 전 철저하게 청소되어야 
한다. 개인 입원실에서 바로 수속하는 것을 추천한다.

-  대기실의 사용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 대기실이나 다른 공용 
공간에서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잦은 청소 및 
방역이 권고된다.

-  가족 구성원들과 방문객들의 병원 방문 시간을 제한해야 하며, 
출입을 금지할 수도 있다.

-  주치의 및 의료진은 가족 구성원들을 직접 접촉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전화나 영상 매체를 통해 정보를 주고 받아야 한다.

-  소아 환자의 보호자들은 수술 전 SARS-CoV-2 사전 검사(screen)

를 시행해야 한다.

-  환자들은 가능하다면 일인실에 머물러야 한다. 만약 여러 환자들이 
같은 방 안에 입원한다면, 입원 침대는 각각 최소 2m(6ft)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모든 환자들은 수술용 마스크(surgical mask)를 
착용해야 한다.

-  공용 접촉 장소들은 반드시 효과적인 살균 용액(70% 알코올 용액 등)

으로 최소 하루 2회이상 방역되어야 한다.

-  환자와의 모든 긴밀한 접촉은 반드시 국가적, 지역적 지침 및 병원의 
정책에 부합하는 적절한 개인 보호 장구 (PPE)를 착용한 채 이루어 
져야 한다.

-  예정된 수술(elective surgery)이 재개 된 이후 초기 몇 주간, 
환자들은 일인실 혹은 임시 분리된 작은 방(cubicle)에 입원해야 
하며, 그 곳에서 모든 입원 업무가 한번에 이루어 져야 한다.

-  특히 수술 전 SARS-CoV-2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환자들을 수용할 
선별 병동 (screening ward)을 갖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  다수의 환자들이 동시에 수용되어 있는 큰 수술 구역 (대기실, 
회복실등)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비교적으로 밀집된 구역이나 방에서는 휴대용 고성능 미립자 제거 
필터 시스템(HEPA filtration systems)의 사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  현재, 중국의 대부분의 구역에서, 심지어 적은 유병률을 갖는 
지역에서도, 환자들은 녹색 코드(green digital health code)와 
예정된 수술 이전에 1번의 음성의 RT-PCR test 결과를 갖출 것이 

요구된다. 이 녹색 코드(green digital health code)는 환자가 
COVID-19에 감염된 적이 없으며, 수술을 받을 수 있고, 일반적인 
예방 조치를 따르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Green code가 없는 환자들은 2주간 격리된다.

 Grade of recommendation : Moderate / Delegate Vote : Agree 
(97.5%), Abstain(2.5%)

2)  SARS-CoV-2 유행 동안 예정된 수술(elective procedures)을 
받는 무증상 환자들도 보호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까?

-  예정된 수술(elective procedures)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들어오는 
모든 환자들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Grade of recommendation : Weak / Delegate Vote : Agree 
(97.5%), Disagree (1.25%), Abstain(1.25%)

3)  SARS-CoV-2 유행 동안 예정된 수술(elective procedures)을 
받는 환자들이 반드시 COVID-19 증상에 대한 선별 검사(Screen)

를 받아야 합니까?

-  그렇다. 유행 기간 동안 수술을 받는 모든 환자들은 반드시 체온과 산소 
포화도가 측정되어야 하며, 다양한 위험군 (risk group)으로 분류 
할 수 있는 설문을 이용하여 선별(screen) 되어야 한다. 이 설문을 
통하여 환자들에게 COVID-19 증상(열, 호흡 곤란, 기침, 후각과 
미각 상실, 설사, 두통, 인후통)과 TOCC 정보 (COVID-19 유병률이 
높은 지역으로의 여행력, COVID-19 높은 감염 위험을 보이는 직업, 
COVID-19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과의 접촉력, 양성 환자와의 
근접)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COVID-19 감염 고 위험군은 수술을 
연기해야 하며, COVID-19를 배제할 수 있는 적절한 테스트가 수행 
될 수 없다면, 정부/지역 지침에 따라 격리되어야 한다.

 Grade of recommendation : Moderate / Delegate Vote : Agree 
(98.75%), Disagree (1.25%)

4)  예정된 수술(elective procedures)을 받는 환자들은 반드시 
SARS-CoV-2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테스트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아니면 선택된 일부 
환자에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  SARS-CoV-2에 대한 RT-PCT 검사가 점차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무증상 환자들에 의한 질병의 전파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고유병률 
지역에서 환자들의 검사는 의무화 되어야 한다. 정례적인(routine) 
검사는 검사 시설 및 장비의 제한 때문에 모든 곳에서 시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에서는 정부/지역적 지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Grade of recommendation : Strong / Delegate Vote : Agree 
(96.25%), Disagree (1.25%), Abstain(1.25%)

5)  SARS-CoV-2 검사(molecular test)을 고려하는 환자들에게 어떤 
종류의 검사가 사용될 수 있나요?

-  RT-PCR 검사를 추천한다. SARS-CoV-2에 대해 높은 민감도

(sensitivity)와 높은 음성예측도(negative predictive value)

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비인두 면봉검사

(nasopharyngeal swab)가 적절한 결과를 (reasonable yield) 
보이고 있으며, 침, 가래, 구인두 면봉검사(oropharyngeal swab)

를 같이 검사하는 것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방법은 
추후 더 고통스럽고 침습적인 비인두 면봉 검사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CRISPR/ Cas-9, 다른 검사 방법들도 추가되어 시행 될 수도 있다. 
검체들은 테스트 플랫폼으로 승인 받은 배지 (바이러스 운반 배지, 
우주 전송 배지 또는 식염수 용액 등)에 운반 되어야만 한다.

Grade of recommendation : Strong / Delegate Vote : Agree (100%)

6)  SARS-CoV-2의 항체 검사(antibody)가 시행되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검사가 시행되어야 합니까?

-  지금은 예정된 수술(elective surgery)을 받는 환자들에게 정례적

(routine)인 항체 검사 (antibody)를 뒷받침 하는 데이터가 없다. 
현재, Point-of-care (POC) lateral Flow tests와 같은 여러 혈청 
항체 검사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키트에서 SARS-CoV-2에 대한 
항체를 검출해내는 정확도가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분리되는 SARS-CoV-2의 유전적 변이성이 
존재하여, 항체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현재, 환자 면역의 
정도에 상응되는 항체의 최소 검출 양 및 정량화된 항체의 중요성은 
밝혀져 있지 않다.

 Grade of recommendation : Strong / Delegate Vote : Agree 
(96.25%), Disagree(1.25%), Abstain(2.5%)

7)  RT-PCR등 분자 검사와 혈청 검사 외 SARS-CoV-2를 검출하는 
다른 추가적인 검사가 있습니까? 그 검사들은 언제 시행되어야 
합니까?

-  COVID-19의 증상을 가진 환자가 SARS-CoV-2 RT-PCR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반복 검사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결과가 
여전히 음성이라면, 또한 환자의 증상에 대한 다른 설명이 불가능 
하다면, COVID-19에 특이적인 폐의 비정상 소견을 확인하는 흉부 x
선 사진과 저선량 CT 검사가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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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de of recommendation : Strong / Delegate Vote : Agree 
(95%), Disagree(3.75%), Abstain(1.25%)

3. 수술 중(intraoperative)의 지침 

1)  SARS-CoV-2가 여전히 유행하고 예정된 수술(elective cases)
들이 시행될 때, 수술실 환기 시스템에 대해서는 무엇을 고려해야 
합니까?

-  수술실 환기 시스템은 공기로 운반되는 병원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 환기 시스템은 아래 기준에 맞추는 것을 권고한다.

(1)  수술실 환기 시스템은 최소 시간당 20회이상의 공기 교환이 
가능해야 한다.

(2)  수술실 내 기구의 수를 줄여서, 수술에 필수적인 것들로만 배치한다.

(3)  HEPA 필터와 같이 에어로졸(aerosol)과 비말(droplet)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를 설치한다.

(4)  예정된 수술(elective surgery)은 정상 양압실에서 가능하다. 
수술실을 음압실로 바꿀 필요는 없지만, 공기 필터나 음압 예비 
대기실등과 같이, 수술실내의 오염된 공기가 통로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방법들은 고려될 수 있다.

(5)  항상 수술실 내 사람의 수를 최소화 해야 하며, 특히 기관 삽관

(intubation)과 기관 발관(extubation)시에는 더욱 그렇다. 

 Grade of recommendation : Strong / Delegate Vote : Agree 
(98.75%), Abstain(1.25%)

2)  SARS-CoV-2 유행 기간 동안 예정된 수술(elective surgery)
을 진행할 때 일반적인 수술용 헬멧(surgical helmets)과 보호복

(protection suits)이 사용되어야 합니까?

-  수술용 헬멧이 COVID-19과 같은 에어로졸, 공기 전파 질병에 대한 
일차 보호 장비로써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한다. 헬멧 그 
자체와 헬멧 안의 펜(fans)이 바이러스의 잠복처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장비들은 수술과 수술 사이 멸균 될 수 없어 환자로부터 
외과의(surgeon), 외과의(surgeon)로부터 다음 환자로의 감염 
전파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공 관절 치환술처럼 병원 
표준 지침에 의해 수술용 헬멧 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다면, 이것은 
적절한 살균과 함께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헬멧을 착용하는 동안 

반드시 N95(혹은 동등한 것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Grade of recommendation : Strong / Delegate Vote : Agree 
(93.75%), Disagree(1.25%), Abstain(5%)

3)  SARS-CoV-2 유행 기간 동안 예정된 수술(elective surgery)을 
진행할 때 외과의(surgeon)와 보조인력들은 어떤 종류의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까?

-  COVID-19의 고 유병률 지역이나 SARS-CoV-2 RT-PCR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환자를 수술하는 동안, 외과의(surgeon)와 전체 
수술 팀은 수술 동안 마스크 (가급적이면 N95, Filtering face piece 
(FFP)2, P3) 와 페이스 실드(face shield)를 착용해야 한다. 페이스 
쉴드(face shield)는 얼굴에서 목까지 감싸 가운 안에 놓일 수 있어야 
한다. 페이스 쉴드(face shield)가 없다면 눈을 밀봉하는 보호 안경(

예를 들면, 고글)이 착용되어야 한다. 수술 전 3일 이내 SARS-CoV-2 
RT-PCR 검사를 시행했거나 수술 전 2주 간 격리되었던 환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호 장비(수술용 마스크(surgical mask) 등)

만 착용하면 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유행(pandemic)이 끝날 
때까지 시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 했던 개인 보호 장구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의 가용성이 지역/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이러한 지침의 시행은 달라질 수 있다.

 Grade of recommendation : Strong / Delegate Vote : Agree 
(98.75%), Disagree(1.25%)

4) 마취의 종류가 COVID-19의 확산에 영향을 끼칩니까?

-  그렇다. 기도의 조작과 기관 내 삽관, 양압 환기가 필요한 전신 마취는 
마취 및 수술팀을 SARS-CoV-2 감염에 취약하게 만든다. 대유행

(pandemic) 동안 가능하다면 예정된 수술(elective surgery)를 
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부분 마취가 강력하게 추천된다.

 Grade of recommendation : Moderate / Delegate Vote : Agree 
(97.5%), Disagree(1.25%), Abstain(1.25%)

5)  SARS-CoV-2 유행 기간 동안 예정된 수술(elective surgery)
을 진행하는 수술 스태프(staff)들은 어떠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 많은 예방 조치들이 존재하며 다음과 같다.

(1) 수술실 안의 사람 수를 제한한다.

(2) 수술실 문 여는 것을 줄인다.

(3) 전기 소작(electrocautery)와 석션(suction)을 신중하게 사용한다.

(4)  파워 세팅(Power setting)을 가능한 낮게 설정하며, 가능하면 
Gigli saw나 osteotome, 수동 리밍(reaming)을 사용하여 수술을 
진행한다

(5)  수술실에 Navigation console, X-ray 기계, robot등과 같은 
기구를 최단 시간 배치한다. 모든 기구들은 바이러스가 전염의 
표본이 된다.

 Grade of recommendation : Strong / Delegate Vote : Agree 
(97.5%), Disagree(1.25%), Abstain(1.25%)

6)  SARS-CoV-2 유행 기간 동안 예정된 수술(elective surgery)을 
위해 추가적인 청소 또는 멸균 기구들이 사용되어야 합니까?

-  청소 또는 멸균에 대한 일반적인 권고사항들은 여전히 적합하며, 
주의 깊게 시행하면 된다.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Medical Instrumentation(AAMI) 와 the Association of 
periOperative Registered Nurses (AORN)의 일반적인 지침 및 
권고사항을 따라 시행하면 된다.

 Grade of recommendation : Moderate / Delegate Vote : Agree 
(98.75%), Abstain(1.25%)

7)  SARS-CoV-2 유행 기간 동안 예정된 수술(elective surgery) 
사이사이에 각각의 수술실은 어떻게 청소되어야 합니까?

-  각 수술의 끝 마다 철저한 청소를 시행해야 한다. 수술실 안의 모든 
기구(컴퓨터, 납복, 로봇, 카트 등)의 표면은 각 수술 후에 반드시 
방역되어야 한다. 대부분 4분 ~ 10분 이상인 살균제 사용 시간을 
반드시 따라야 하며, 각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여 시간을 
조절하여 사용해야 한다.

 Grade of recommendation : Strong / Delegate Vote : Agree 
(93.75%), Abstain(6.25%)

8)  SARS-CoV-2 유행 기간 동안 예정된 수술(elective surgery) 
각각이 끝날 때 외과의(surgeon)와 수술팀은 어떻게 씻어야 
합니까?

-  외과의(surgeon)와 수술팀은 수술 당일 반드시 여러 번 수술복을 
바꿔 입어야 한다. 만약 (N95, FFP2, P3)등과 같은 마스크는 회손 
되지 않았다면 6~8시간 동안 사용 가능하며, 이후 버려야 한다. 매일 
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Grade of recommendation : Strong / Delegate Vote : Agree 
(97.5%), Disagree(1.25%), Abstain(1.25%)

9)  외과의(surgeon)가 하루 동안 여러 개 수술 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고려사항이 있습니까?

-  COVID-19의 전파를 막기 위한 추가적 방역 절차로 인하여 수술실 
운영의 효율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여러 개의 수술실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방법은 한 수술실이 수술하는 동안, 
다른 수술실은 청소 및 방역을 시행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외과의

(surgeon)와 수술팀을 반드시 수술 사이사이 개인적인 세척 및 방역 
절차를 따라야 한다.

 Grade of recommendation : Strong / Delegate Vote : Agree 
(97.5%), Abstain(2.5%)

10)  예정된 수술(elective surgery)의 상처 봉합에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까? 

-  환자가 수술 후 다시 외래로 와야 하거나, 봉합 제거를 위해 간호사가 
방문 해야 하는 봉합 물질의 사용 (스테이플러나 흡수되지 않는 실)

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 상처는 반드시 밀폐될 수 있도록 소독 해야 
한다.

 Grade of recommendation : Strong / Delegate Vote : Agree 
(96.25%), Disagree(1.25%), Abstain(2.5%)

4. 수술 후(postoperative)의 지침 

1)  환자가 예정 된 수술(Elective surgery) 후 SARS-CoV-2 양성이 
나온 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  만약 수술 후 환자가 SARS-CoV-2 RT-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다면, 그 환자를 PPE 없이 접촉하였거나, SARS-CoV-2 에 
대한 항체가 없는 병원 직원 모두가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되어야 한다. 어떤 직원들을 격리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반드시 병원 감염 관리 팀과 직원 건강 관리부서 모두 
협력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환자는 반드시 격리되어야 하며, 
환자와의 모든 접촉은 PPE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Grade of recommendation : Strong / Delegate Vote : Agree 
(96.25%), Disagree(2.5%), Abstain(1.25%)

2)  수술 후 환자 관리와 회복실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시행되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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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래에 디지털 건강 프로그램이나 환자들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착용 가능한(wearable) 센서 기술들이 환자 관리(management)
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8)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속되어야 하며, 필수적인 상태가 아니라면 
방문 치료도 지양되어야 한다.

 Grade of recommendation : Strong / Delegate Vote : Agree (100%)

7)  SARS-CoV-2 유행 기간 동안 예정된 수술(elective surgery)을 
받는 환자들의 NSAIDs 사용 관련 고려사항이 있습니까?

-  COVID-19 감염이 아닌 환자들에게 다양한 통증 조절 방법의 
하나로써 NSAIDs는 사용될 수 있다.

 Grade of recommendation : Moderate / Delegate Vote : Agree 
(97.5%), Disagree(1.25%), Abstain(1.25%)

원격 진료 (telemedicine)에 대하여, Chaudhry 등은6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 정형외과에서 원격 진료가 환자 및 의료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systematic review 및 meta-analysis 연구를 
시행하였다. 다음 3가지 주제로 환자/의료진의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첫째, 원격 진료를 통한 정형외과적 진료가 환자와 의사의 만족도를 
높였는지, 둘째, 원격 진료를 통한 진료와 대면 진료가 환자의 임상 결과에 
있어 차이가 있었는지, 셋째, 원격 진료를 통한 진료와 대면 진료를 위한 
시간의 손실(Time commitment) 에 있어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문을 검색하였다. 총 133개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그 중 12개의 
논문이 (8개의 Level 1 무작위 비교연구) 기준에 부합되어 메타분석이 
시행되었다. 총 1008명의 무작위 배정연구의 환자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511명의 원격진료군, 497명의 비교군) 원격 진료와 대면진료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 (p = 0.79) 와 의사의 만족도 (p = 0.28)에는 차이가 없었다. 
환자의 임상 결과의 경우에도 SF-12, EQ-5D, WOMAC, VAS 모두에서 
두 군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진료를 위한 시간 손실 (Time 
commitment)의 경우, 병원으로 오는 시간 (travel time) 을 제외한 경우 
(19±8 min vs 79±85 min, p = 0.03), 병원으로 오는 시간 (travel time) 
을 포함한 경우 (27±24 min vs 313±126 min, p<0.001) 모두 원격 의료 
군의 시간이 대면 진료보다 더 절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해 
보았을 때 원격 진료를 시행하였을 때 환자, 의사의 만족도나 임상적인 
결과를 유의하게 변화시키지는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한계점도 있는데, 만족도 조사의 경우 천장 
효과 (ceiling effect) 가 있어 원격 의료와 대면진료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기 어려울 수 있으며, 또한 합병증이나 진단 오류(missed diagnosis)와 
같은 안전에 관련된 결과(safety related outcomes)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어, 미래 원격 진료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 보고하고 
있었다. 특히, 원격 진료에서 최신의 영상 진료 기법을 사용하더라도, 
의사가 신체 검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합병증의 빠른 인지 및 진단 오류의 
위험성이 높아 질 수 있어, 환자, 의사 및 정책 입안자는 반드시 이러한 
한계점을 인지하고 원격진료를 시행하여야 하며, 환자 안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대면 진료는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 내고 있었다. 

결론 

COVID-19의 세계적인 유행의 환경 하에서, 미래 의료 환경의 변화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며, 감염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사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 및 의료진을 포함한 감염의 전파를 최소화 하면서, 
예정된 진료 및 수술을 통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마취 후 회복실 PACU(Post-Anesthesia care unit)에서는,

(1)  환자들은 반드시 서로서로 최소 2m(6ft) 거리를 두고 떨어져야 
한다.

(2)  환자들의 개인 간호는 항상 적절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환자들의 수술 전후(peri-operative) 안전성은 유지 하되, 회복실 
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 해야 한다.

(4) 붐비거나 비효율적인 개인 간호는 피해야 한다.

(5)  수술실에서 발관(extubate)하지 못했던 환자들은 PACU를 거치지 
않고 반드시 ICU로 가야 한다.

(6)  각 환자 베드 근처의 환경은 환자 이송 이후 다음 환자 도착 이전에 
반드시 세척, 방역 되어야 한다.

(7)  가능하다면 수술실 안에서 회복하고 PACU를 거치지 않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8)  SARS-CoV-2 노출 위험이 높은 입원 병동으로 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 COVID-19 음성인 환자 혹은 단기간 내원 환자들(외래 
수술등)을 위한 분리된 PACU 나 회복실 사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Grade of recommendation : Moderate / Delegate Vote : Agree (100%)

3)  SARS-CoV-2 유행 기간 동안 환자들은 수술 후 기간(postoperative 
period)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까? 필요하면, 어떤 
종류의 마스크를 써야 합니까?

-  모든 환자들은 수술 후 기간(postoperative period)동안 수술용 
마스크(surgical mask)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것은 환자들이 
아직 마취에서 회복되지 않은 기간 동안 기침, 재채기, 대화 중의 
비말의 전파를 줄일 것이다.

 Grade of recommendation : Moderate / Delegate Vote : Agree 
(97.5%), Disagree(1.25%), Abstain(1.25%)

4)  정례적으로(routinely) 촬영되는 수술 후 X선 촬영은 PACU에서 
시행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시행 해야 합니까?

-  수술 후 X선 촬영은 수술실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추천된다. 

만약 PACU에서 X선 촬영이 이루어진다면, 환자와 접촉하는 X선 
판과 다른 모든 기구들이 사용 후 철저히 방역되어야 한다.

 Grade of recommendation : Weak / Delegate Vote : Agree 
(93.75%), Disagree(2.5%), Abstain(3.75%)

5)  SARS-CoV-2 유행 기간 동안 예정된 수술(elective surgery)을 
받는 환자들의 항생제나 정맥혈전색전증 예방적 처치가 바뀌어야 
합니까?

-  아니다. 비록 COVID-19 환자들의 혈전색전(thromboembolic)에 
대한 증가된 위험이 보고되긴 했지만, 아직 COVID-19 환자들의 
혈전 위험도에 대한 데이터는 제한적이다. 만약 정맥혈전색전증 
예방적 처치의 금기(출혈 위험 등)인 환자가 아니라면, COVID-19 
환자들에게 예방적 조치는 시행 될 수 있다. 이때, 정맥혈전색전증의 
예방적 처치의 종류는 주치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대유행 
이전의 지침과 다를 필요는 없다. COVID-19 환자의 세균감염은 
낮으며, 항생제 예방조치도 바뀔 필요는 없다.

 Grade of recommendation : Strong / Delegate Vote : Agree 
(98.75%), Abstain(1.25%)

6)  SARS-CoV-2 유행 기간 동안 예정된 수술(elective surgery)을 
받는 환자들의 수술 후 관리 지침에 변화가 필요합니까?

-  SARS-CoV-2 유행 기간 동안 수술 후 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필요하다고 권고한다.

(1) 환자들의 병원 내 재원 기간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2)  주치의의 수술 후 회진은 가능하다면 원격 의료(telemedicine)를 
진행 될 수 있다.

(3)  환자들은 집으로 퇴원해야 하며, 입원 재활 기관으로의 전원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

(4)  환자들은 집에서 스스로 물리 치료를 어떻게 시행하는 지 교육 
받아야 한다.

(5)  퇴원 후 외래 방문은 최소화 되어야 하며, 대부분의 추시 관찰은 
원격 의료로 진행 되어야 한다.

(6)  외래 방문은 문제가 있거나 합병증이 있는(예를 들어 상처 
치유 문제, 골절 의심, 경직 등) 환자들에게만 철저히 제한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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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증례

58세 남자 환자로 달리기를 하고 나서 발생한 우측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이전에도 가끔 통증이 있었는데, 그 때마다 경구 약물 간간히 
복용하면서 지내왔다고 하였다. 신체검사에서 우측 무릎의 가벼운 부종이 
관찰되었으나 관절압통은 없었다. 하지 전반의 기립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 
우측 무릎의 역학적 축은 18° 내반, 좌측 무릎은 10° 내반이었다. 우측 
하지 무릎 변형을 분석하였다. Mechanical lateral distal femoral 
angle(mLDFA) 95°, medial proximal tibial angle(MPTA) 76°, joint 
line convergence angle(JLCA) 0.8°, weight bearing line percent 
measurement(%WBL) -20% 이었다. 우측 무릎 내측 구획에 KL grade 
II-III 정도의 퇴행성 관절증이 관찰되었고, 환자가 기억하는 우측 무릎의 
외상력은 없었다. (그림 1)

환자는 우측 무릎의 심한 내반 변형이 통증을 일으키며 절골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병원에서 설명 들었다고 하였다. 지속적인 
경구 약물 치료와 절골술 치료의 장, 단점을 설명하였다. 환자는 수술을 
원해 절골술을 계획하였다.

관절 내 구조물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MRI 시행하였다. 우측 무릎 
내측 구획 대퇴 연골에서 부분적인 Outerbridge classification grade 
III 관절연골 손상, 경골 연골에서 부분적인 Outerbridge classification 
grade IV 관절연골 손상이 보였다. 내측 반월상 연골판 midbody에서 
posterior 방향으로 degenerative tear 관찰되었다. (그림 2)

우측 무릎 심한 내반 변형이 있으나 통증은 뚜렷하지 않아, 교정의 
목표를 하지의 역학적 축이 수술 후 경골의 중심을 지나도록 설정하였다.   

mLDFA 95°, MPTA 76°로 원위 대퇴골과 근위 경골 모두에서 내반 
변형이 있었다. JLCA 0.8° 정상이었고, Blackburne-Peel index 0.96(
정상범위 0.5-1.0)으로 patella height는 정상범위에서 upper limit 
수준이었다. 원위 대퇴골과 근위 경골의 내반 변형을 모두 교정하기 
위해 이중 절골술(double level osteotomy) 계획하였다. 하지 전반의 
기립 단순 방사선 촬영 사진을 실제 크기로 출력하였다. 원위 대퇴골 

심한 내반 변형이 동반된 골관절염 
환자에서 이중 절골술

문상원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해운대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외측 폐쇄형 쐐기 절골술 시행할 부분을 잘라 mLDFA 87° 만들었다. 
이 후 근위 경골 내측 개방형 쐐기 절골술 시행할 부분을 자르고 하지의 
역학적 축이 경골 중심을 지나도록, 즉 우측 무릎의 역학적 축이 0° 되도록 
교정하였다. 이 때 MPTA 86° 이었다. 

전신마취 하에 관절경 검사를 시행하였다. 내측 반월상 연골판 퇴행성 
파열에 대해서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부분적인 관절연골 손상을 
확인하였으나 추가적인 조치는 시행하지 않았다. (그림 3) 

기존의 알려진 방법대로1 원위 대퇴골 외측 폐쇄 쐐기 절골술(distal 
femoral lateral closing wedge osteotomy) 시행하였다. 이 후 근위 
경골 내측 개방형 쐐기 절골술(medial opening wedge high tibial 
osteotomy) 시행하였다. 긴 rod를 대퇴골두 중심부터 족관절 상방 
중심에 위치시키고 C-arm으로 하지의 역학적 축을 평가하였다. 원위 
대퇴골은 반대편 TomoFix Medial Distal Femur(MDF) anatomical 
plate(DePuy Synthes, Solothurn, Switzerland), 근위 경골은 
TomoFix Medial High Tibial(MHT) plate(DePuy Synthes, Solothurn, 
Switzerland) 이용하여 고정하였다. 근위 경골 절골술 후 개방된 절골 
간격에 대퇴골에서 제거한 자가골을 이식하였다. 배액관을 삽입하였다.

수술 후 1일부터 슬관절의 운동을 허용하고 2주간 목발을 이용한 족지 
접촉 체중 부하 보행 (toe-touch weight bearing ambulation) 하였다. 
이 후 4주간 목발을 이용한 부분 체중 부하 보행을 하였다.

우측 무릎 이중 절골술 후 3개월에 환자가 좌측 무릎 절골술 원하여 
시행하였다. 우측 무릎 이중 절골술 후 6개월, 좌측 무릎 근위 경골 내측 
개방형 쐐기 절골술 후 3개월에 하지의 역학적 축을 평가하였다. (그림 4) 

▶그림 2. 내원 시 시행한 MRI.

▶그림 3. 관절경 사진. ▶그림 4. 우측 무릎 이중 절골술 후 6개월 경과 단순 방사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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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내원 시 시행한 단순 방사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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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6개월 우측 무릎 변형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Blackburne-Peel index

고찰

골관절염 환자에게 시행되는 무릎 주변 절골술은 비정상적인 하지 
정렬을 교정하여, 손상된 구획에 부과되는 하중을 좀 더 정상적인 
구획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목적이다.2-4 이를 통해 통증을 완화시키고 
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며, 골관절염의 진행을 늦추어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시기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비정상적인 하지 정렬에는 
하지의 역학적 축(mechanical tibiofemoral angle: mTFA) 뿐만 아니라 
mLDFA, MPTA, JLCA 같은 무릎 관절 정렬과 방향 (alignment and 
orientation)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골관절염 환자에서 무릎 주변 
절골술을 계획할 때 하지의 역학적 축 교정과 더불어 정상적인 무릎 관절 
정렬과 방향이 회복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릎의 심한 내반 변형은 근위 경골의 내반 변형만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근위 경골과 원위 대퇴골의 내반 변형이 동시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 그러므로 근위 경골 내측 개방형 쐐기 절골술만으로 심한 
내반 변형을 교정하게 되면, 과도한 관절선 경사를 초래할 수 있다.5 이것은 
관절 연골에 가해지는 전단력(shear force)을 증가시키고,4,6 체중 부하 
시 원위 대퇴골의 아탈구(subluxation), 관절낭 과부하(overloading)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근위 경골 내측 개방형 쐐기 절골술 후 새로운 변형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인공관절치환술 전환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7-9  원위 
대퇴골 내반 변형은 근위 경골 내측 개방형 쐐기 절골술 후 내반 변형 
재발에 기여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10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심한 내반 변형에는 이중 절골술이 
필요하다. 이중 절골술은 근위 경골과 윈위 대퇴골의 내반 변형을 동시에 
교정하여 하지의 역학적 축의 교정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무릎 관절 정렬과 
방향을 회복시킬 수 있다.4

이중 절골술의 적응증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지만, 근위 경골 내측 
개방형 쐐기 절골술 만으로 수술을 계획하였을 때 수술 후 MPTA가 
9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내측 개방 쐐기 크기가 15mm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중 절골술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mLDFA가 90° 이상이면서 MPTA가 87° 보다 적은 경우 이중 절골술을 
고려할 수 있다.1,4

이중 절골술의 교정 목표도 아직 정립되지 않았지만, 이중 절골술이 
정상적인 무릎 관절 정렬과 방향을 회복하기 위한 수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교정보다는 slightly valgus alignment(valgus 0.5°-1° or 
0°-2°) 를 목표로 한다.1,4

이중 절골술의 결과를 살펴보면, Babis 등2 이 2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29례의 이중 절골술 시행 후 추시 기간 100개월에서 96%의 누적 생존율을 
보고하였다. Nakayama 등4 은 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중 절골술 
시행 후 최소 추시 기간 1년, Schroter 등1 은 2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평균 추시 기간 18개월에서, 과도한 관절선 경사를 피하고 정상적인 관절 
정렬과 방향을 회복하여 좋은 임상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증례에서 18° 내반변형을 근위 경골 내측 개방형 쐐기 절골술 
단독으로 교정한다면, 교정 목표를 하지의 역학적 축 0° 설정하더라도, 
근위 경골에서만 18° 교정이 필요하였다. 근위 경골 18° 교정과 절골면의 
예측 길이 75 mm를 Hernigou’s trigonometric chart에 대입하니, 
내측 개방 쐐기 크기는 24 mm 예상되었다. MPTA는 수술 전 76°에서 
근위 경골 내측 개방형 쐐기 절골술 후 94° 예상되어, mLDFA 95° 와 
조합하면 과도한 관절선 경사가 우려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중 
절골술을 시행하였다. 원위 대퇴골과 근위 경골 모두에 동반되어 있는 
내반 변형을 동시에 교정하였고, 하지의 역학적 축 교정과 정상적인 무릎 
관절의 정렬, 방향의 회복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었다. 

하지의 내반 변형을 동반한 무릎 골관절염에서는 근위 경골 내측 
개방형 쐐기 절골술을 시행하고, 외반 변형을 동반한 경우에는 원위 
대퇴골 절골술을 시행한다는 고정 관념을 뛰어넘어, 무릎 주변 절골술을 
통해 하지의 역학적 축을 교정하고 정상적인 무릎 관절 정렬과 방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과도한 교정이 요구되는 근위 경골 
내측 개방형 쐐기 절골술은 외측 피질골 골절, 지연 유합 및 불유합, 내반 
변형의 재발, 경골의 후방 경사 증가 및 슬개대퇴관절의 퇴행성 변화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수술 전 수술 후 6개월

Mechanical alignment Varus 18° Varus 1.5°
%WBL -20% 43%

mLDFA 95° 89°

MPTA 76° 87°

JLCA 0.8° 0.1°

Patella height* 0.96 0.79

References

1.   Schroter S, Nakayama H, Yoshiya S, Stockle U, Ateschrang A, Gruhn J. Development of the double level osteotomy in severe varus 
osteoarthritis showed good outcome by preventing oblique joint line. Arch Orthop Trauma Surg. 2019;139(4):519-527.

2.   Babis GC, An KN, Chao EY, Rand JA, Sim FH. Double level osteotomy of the knee: a method to retain joint-line obliquity. Clinical 
results. J Bone Joint Surg Am. 2002;84(8):1380-1388.

3.    Saragaglia D, Rubens-Duval B, Chaussard C. [Computer-assisted combined femoral and tibial osteotomy for severe genu varum: 
early results in 16 patients]. Rev Chir Orthop Reparatrice Appar Mot. 2007;93(4):351-356.

4.    Nakayama H, Iseki T, Kanto R, et al. Physiologic knee joint alignment and orientation can be restored by the minimally invasive 
double level osteotomy for osteoarthritic knees with severe varus deformity. Knee Surg Sports Traumatol Arthrosc. 2020;28(3):742-
750.

5.   Saragaglia D, Mercier N, Colle PE. Computer-assisted osteotomies for genu varum deformity: which osteotomy for which varus? 
Int Orthop. 2010;34(2):185-190.

6.    Nakayama H, Schroter S, Yamamoto C, et al. Large correction in opening wedge high tibial osteotomy with resultant joint-line 
obliquity induces excessive shear stress on the articular cartilage. Knee Surg Sports Traumatol Arthrosc. 2018;26(6):1873-1878.

7.    Hernigou P, Duffiet P, Julian D, Guissou I, Poignard A, Flouzat-Lachaniette CH. Outcome of total knee arthroplasty after high tibial 
osteotomy: does malalignment jeopardize the results when using a posterior-stabilized arthroplasty? HSS J. 2013;9(2):134-137.

8.    Preston S, Howard J, Naudie D, Somerville L, McAuley J. Total knee arthroplasty after high tibial osteotomy: no differences 
between medial and lateral osteotomy approaches. Clin Orthop Relat Res. 2014;472(1):105-110.

9.    Ramappa M, Anand S, Jennings A. Total knee replacement following high tibial osteotomy versus total knee replacement without 
high tibial osteotom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 analysis. Arch Orthop Trauma Surg. 2013;133(11):1587-1593.

10.  Terauchi M, Shirakura K, Katayama M, Higuchi H, Takagishi K, Kimura M. Varus inclination of the distal femur and high tibial 
osteotomy. J Bone Joint Surg Br. 2002;84(2):223-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