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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슬관절학회 회원 여러분께
존경하는 대한슬관절학회 역대 회장님, 임원 그리고 회원 여러분
여러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제31대 대한슬관절학회 회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허락
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 자신 대한슬관절학회에서 맡겨주신 여러가지 임무들을 수행하면서, 항상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신 역대 회장님들의 모습을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과연 나도 저 위치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여 왔었는데, 막상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학회의 발전을 위해 수고를 해 주신
강승백 전임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슬관절학회는 현재 1,700여 명의 회원을 가진, 대한정형외과학회 분과학회 및 산하단체 중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최대, 최고의 분과학회로서 체계 등의 모든 측면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학회 내에는
정립해야 하고 발전시켜야 할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집위원님들과 심사위원님 그리고 많은 회원님들의 도움과 참여로
우리 대한슬관절학회 공식 학회지인 KSRR이 SCOPUS와 Emerging SCI(ESCI) indexing은 되었으나 아직은 SCI에
정식으로 등재되지는 못한 상태이며, 대한슬관절학회의 많은 회원들이 환자를 위해 헌신적인 진료를 한 심신적 수고 모두를
정당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의료수가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각종 언론지와 SNS를 통해 잘못된 무릎 관련 의료 지식과
선전들이 횡행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절차에 의한 치료나 수술이 시술이라는 명목으로 시행되기도 하며, 수술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혹은 어떤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는 의료인들이 수술적 치료를 폄하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이에 무릎에 관한 한 의료분야에 진정한 최고 전문가 단체인 우리 대한슬관절학회가 이를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을 유튜브 시대에 맞추어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또한 대한슬관절학회 회원님들이 최신 지식으로 무장한 진정한 knee physician으로서의 전문적 소양과 의학 지식 그리고
최신 정형외과적 수술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설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40
년간 발전해 온 우리 학회의 역사와 발자취 보존에 대한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앞으로의 1년도 코로나-19 상황은 우리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어렵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선배님들께서
일구어 놓으신 대한슬관절학회의 전통과 저력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게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슬관절학의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는 대한슬관절학회의 설립 목적을 늘 명심하면서 각종 사업들을 진행하겠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회원님들의 노력에 보답하며, 회원님들의 친목과 권익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한슬관절학회의 모든 회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최 충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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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한슬관절학회 회원님께
안녕하십니까?
2020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역병 사태로, 4개월 늦은 2020년 9월에 회장직에 취임하였습니다.
취임할 때 상황은 이 역병이 학회를 거의 마비시켜 놓았습니다. 38차 춘계학술대회는 취소되었고,
모든 대면 학술활동은 동면 상태이었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의 탈출구는 비대면 학술활동 패러다임의 활성화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패러다임의 활성화를 통한 준비로, 많은 제약과 제한이 있었지만, 2020년 부산/울산/경남 추계
심포지엄과 연수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연수강좌는 100명만 수용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었지만, 슬관절 분야가 정형외과 분야 중 가장 크기 때문에 학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연수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의를
직접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 강의 VOD를 만들어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연수강좌의 초록을 더
다듬고, 좋은 그림, 도표 등을 추가하여 책을 만들어 “Knowledge Update”를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시험 방송을 거쳐, 2021년 1월 말부터 YouTube를 이용한 웹 심포지엄(Web Symposium)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역병으로 마비된 학술대회를 대체하며 회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웹 심포지엄은 학술활동뿐만
아니라, 홍보, 보험, 사료편찬 등 모든 위원회의 활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이 역병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대한슬관절학회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우리학회의 얼굴인 우리 학회 학술지인 KSRR은 작년에 SCOPUS에 등재되었고, 금년 3월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에 포함되었습니다. SCI(E) 등재도 코앞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당면 문제인 낮은 보험수가, 불합리한 급여 행위
기준 등의 건강보험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위원회를 더욱 전문화,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과 방법을 강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엄선된 알찬 연제 발표와 포스터의 동영상 발표, 국내 연자 초청 강연 등을 통하여, 39차 춘계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매듭지었습니다.
지난 임기 8개월을 돌아보면, 이 역병의 회초리에 조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이 달림 속에도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실무를 맡으신 각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 특히 이대희 총무께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탁월한 분들이 차기
집행부를 이끌어 가게 되어 든든한 마음으로, 우리 학회는 더욱 발전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학회는 대한정형외과학회 산하의 학회 중 규모, 활동, 수준 등에 있어 명실상부하게 가장 크고, 모범된 학회임을
자부합니다.
역병 사태의 굴레에서 예측 불허하는 국내외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변화 속에서 모든 회원님들의 건승, 강건, 행복을
기원하며, 많은 성원을 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표합니다.
2021년 7월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강 승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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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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한1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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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승백(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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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백, 경희수, 고해석, 김강일, 김경태, 김명구, 김진구, 나경욱, 빈성일, 서승석, 원예연, 유재두, 유주형, 윤경호, 이광원,
이명철, 이우석, 이주홍, 이한준, 임수재, 최남홍, 최영준, 최종혁, 하철원, 한승범

편집위원회

김강일(위원장), 송상준(부위원장), 한혁수(간사), 고인준, 김동휘, 김석중, 김영모, 김종민, 김창완, 박관규, 배기철, 배지훈,
선종근, 손욱진, 신영수, 심재앙, 윤정로, 이대희, 이상학, 이용석, 최의성, 최형석, 하정구, 황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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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위원장), 왕준호(부위원장), 장종범(부위원장), 이대희(간사), 김성환A(부간사), 강동근, 김동휘, 김재균, 김중일,
김태우, 노정호, 문상원, 민경대, 박용범, 서영진, 송시영, 안지현, 양재혁, 왕립, 이범식, 이준규, 장기모, 장문종, 주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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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김광균, 김기범, 김만수, 김상균, 김성환B, 김용범, 김지형, 김희준, 노두현, 라호종, 박용근, 박철희, 박희곤, 왕준호, 이동원,
이병훈, 이상진, 이승준, 이오성, 이진규, 이창락, 인용, 장종범, 정규성, 정민, 조형준, 최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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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평생회원
번호

성명

소속

1693

김승민

서울아산병원

1694

박창균

서울프라임병원

1695

권태윤

바른본병원

1696

김동룔

부산센텀병원

1697

오종택

세브란스병원

1698

이호영

천안센텀정형외과신경외과병원

1699

조병우

강남세브란스병원

1700

성용규

서울성모정형외과

1701

장영재

광주기독병원정형외과

1702

서종현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1703

이지헌

해운대부민병원

1704

김해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705

이선근

건주병원

1706

이선종

서울아산병원

1707

김창완

나사렛국제병원

1708

정찬동

9988병원

1709

이나경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710

조찬희

CM병원

1711

김연준

아산충무병원

1712

부경환

바로제일정형외과

1713

이선호

화순전남대학교병원

1714

김태현

목동힘찬병원 정형외과

1715

한규홍

에스앤제이신경외과의원 정형외과

1716

양현기

오병원

1717

이종혁

연세더바른병원

1718

박철희

경희의료원

1719

이태진

고려대학교구로병원

1720

강형석

북면이화요양병원

1721

최진호

활기찬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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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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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 |
• 대한슬관절학회 2021년 인천, 경기 추계심포지엄
일자: 2021년 11월 6일 (토)
장소: 그랜드 하얏트 인천 그랜드볼룸

| 연관학회 일정 |
학술대회명

개최 예정일

장소

EARLY OA 심포지엄

2021.09.04 토

세브란스 관절경 카데바 워크샵

2021.09.05 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의학연구센터 (1F)
수술해부교육센터

2021.09.24 ~25 금, 토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하2층 (컨벤션 홀 B,C)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하1층 (컨퍼런스 1,2)

2021년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31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2021년 제18차 한일 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합동학술대회
대한관절경학회 추계학술대회

2021.10.02 토

백범김구기념관

제31회 Severance Arthroscopy Symposium : Knee

2021.10.03 일

온라인

대한스포츠의학회 제59차 추계학술대회

2021.10.16 ~17 토, 일 세텍(SETEC)

대한슬관절학회 2021 인천, 경기 추계심포지엄

2021.11.06 토

그랜드 하얏트 인천 그랜드볼룸

제5회 보훈병원 VPAS

2021.11.13 토

중앙보훈병원 지하2층 대강당

대한슬관절학회 2021 제13회 연수강좌

2021.12.04 토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백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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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편집위원회 |
• KSRR 공지 사항
1. KSRR은 SCOPUS, Emerging SCI (ESCI), PubMed, 학술진흥재단을 포함한 아래 시스템의 등재 잡지입니다. 학술지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신 회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SCOPUS
• Emerging S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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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회 영문학술지인 KSRR이 2020년 5월 SCOPUS indexing 이루어 진데 이어, 2021년 3월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 (ESCI)
포함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019년 6월 27일 이후 게재된 모든 KSRR 논문들이 ESCI indexing이 됩니다. 훌륭한 원저의 적극적인 투고,
편집위원, 학술위원, 심사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 KSRR 논문의 적극적인 인용, 학술지 위상 강화와 국제화 등의 성과라고 생각하며, 회원님들의
그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 신임 편집위원장으로 2021년 6월 25일부터 강동경희대병원 김강일 교수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6년간 수고해주신 경희수 전임 편집위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신임 부위원장은 간사로 수고해 주신 송상준 교수, 신임 간사로는 한혁수 교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새로운 KSRR
집행부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4. 본 학술지의 투고는 최근 괄목할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저자들의 원저 투고와 게재 편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해외 저자들의 투고 및 게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KSRR이 우리 슬관절학회 뿐 아니라 아시아의 싱가폴,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인도네시아, 홍콩 등의 관련 학회들과 제휴를 맺고
명실공히 아시아의 슬관절 관련 대표학술지를 표방하고 공동으로 출간하고 있기는 하나 사실상 우리가 주인인 저널입니다. 본 학술지에 좀 더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citation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원저의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Article processing charge를 부담하고 있는 학회의 비용 절감 문제,
Impact factor 향상을 위한 방안, 심사 업무 과중 등으로 2020년 12월부터, case report 논문의 submission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5. 최근 2년간 SCI(E) 논문을 출간하면서, 직전 2년간의 KSRR 논문을 10편 이상 인용하신 회원님들은 박철희(33), 정규성(22), 이대희(21), 신영수(21),
인용(18), 이용석(16), 김석중(14), 김성환(12), 김만수(11), 이창락(10) 선생님 등 (인용 편수 순)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간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직전 2년 초과된 KSRR 논문을 인용하여 Impact factor에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경우도 많습니다. 회원님들의 타 SCI(E)저널에 논문 투고 시 최근
“2년간” (현재, 2019년 6월 27일 이후)의 KSRR 게재 논문의 적극적인 인용을 부탁드립니다.
6. SCOPUS, ESCI 등재의 영향으로 해외 투고 논문 편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한 해 200편 이상의 투고가 있었습니다. 편집위원, 심사위원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고, 위원님들 마다 한해 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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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업무의 분산을 위해 심사 간격을 지켜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저자 교정 후 재투고되는 논문이 있을 시 이전 심사하셨던 심사자들에게
심사 재위촉이 불가피하여 다른 논문의 심사 중 추가 심사 위촉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불가피한 심사 업무 과중에 해량해 주시길 바랍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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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투고, 인용, 리뷰의 실적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위원 선정, 학회 시상, 해외 travelling fellowship 선정에 적극 반영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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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 Edition

1. 대한슬관절학회 슬관절학 교과서 제3판

슬관절학

대한슬관절학회에서는 2019년 5월 3일, 영창의학사와 함께 슬관절교과서 제3판을 출판하였습니다.

슬관절학

두 권으로 구성된 이번 제3판 슬관절학 교과서는 총 1,496Page로 1,022개의 사진, 302개의 그림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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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

입문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가: 290,000원

94510

9 788992 676724

ISBN 978-89-92676-72-4

- 출판사: 영창출판사

정가 290,000원

webmaster@orthobook.com

- 출판연도: 2019년 5월
- 출간 : 영창출판사 (02-926-3223) / www.ortho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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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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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 출판물 구입 불가
- 출판사: WILEY
- 스마트폰 앱, 또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4. 대한슬관절학회 Knowledge Update
대한슬관절학회에서는 2020년 연수강좌 내용에 최신지견을 정리, 보완하여 Knowledge Update를
출간하였습니다. 연수강좌의 저자들이 원고를 작성하였고, 좌장 선생님들이 감수해 주셨으며, 전공의,
전임의를 비롯한 슬관절 분야를 공부하는 모든 정형외과 선생님들에게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 정가: 150,000원 (판매가 135,000원)
- 출판사: 영창출판사 / www.orthobook.com
- 출판연도: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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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학술대회 설문조사

2021 정기학술대회 설문조사 결과 보고
지난 2021년 5월 7일~8일에 서울 홍은동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대한슬관절학회 제39차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COVID-19으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회원님들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철저한 방역수칙의 준수 덕택으로 성료되었습니다.
학회에서는 2021년 39차 정기학술대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학회 임원들과 학술대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향후 학술대회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는 98분이 참여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I. 설문 응답자 정보
응답자 정보

█ 심사위원
█ 평의원

N=98

회원구분

응답자참석률

N=98

N=98

█ 역대회장 █ 편집위원
█ 학술위원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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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구분

█ 개원의
█ 대학병원staff
█ 봉직의
█ 전공의, 전임의
█ 종합병원staff

N=98

II. 2021 학술대회 구연 시간 및 배정
학술대회 전반적인 시간에 대해서는 86%의 응답자 분들이 만족을 나타내었습니다.
발표시간 6분과 토의 시간 3분에 대해서는 각각 89% 와 85%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전반적인 시간 만족도

N=98

발표시간 6분에 대한 의견

토의시간 3분에 대한 의견

█ 줄이는게 좋겠다

█ 줄이는게 좋겠다

█ 유지하자

█ 유지하자

█ 늘리는게 좋겠다

█ 늘리는게 좋겠다

N=98

N=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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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장을 2개의 방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75%가 현재 운영에 찬성하였습니다. 다만, 2019년과 비교할 때 이틀 모두 1개의 방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13%에서 18%로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2개의 방에서 운영하면 많은 연제를 발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청중의 입장에서는 모두 들을 수 없는 단점이 있어, 카테고리 별로
심사점수 상위에 해당되는 연제를 골라 1개의 방에서 구연으로 발표하고, 나머지는 e포스터로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의장을 2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
II. 2019 학술대회

II. 2021 학술대회

█ 2일 모두 두개의 방으로 하자

█ 2일 모두 두개의 방으로 하자

█ 금요일 1방, 토요일 2방으로 진행하자

█ 금요일 1방, 토요일 2방으로 진행하자

█ 2일 모두 1개의 방으로 진행하자

█ 2일 모두 1개의 방으로 진행하자

N=90

N=98

토요일 학술대회 종료 시간에 대한 의견

█ 토요일 오후 12시 30분까지
█ 토요일 오후 3시까지
█ 토요일 오후 4시까지
█ 토요일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종료 시간은 금년과 같이 오후 12시 30분경까지
진행하자는 의견이 90%로 대다수였습니다.

N=98

III. POSTER 전시에 대한 평가
금년 포스터 세션은 사전 녹화된 e-poster 발표를 학회 홈페이지에 개제하여 시간 제한 없이 접속하여 볼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포스터 세션에 대해 매우만족 또는 만족이라는 의견이 71%로, 2019년의 62%에 비하여 향상된 양상이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COVID-19으로 인한 특수상황을 감안할 때 이해가 되나, 상황 변화 시 발표시간, 전시장소에 대한 개선을 고려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II. 2019 학술대회

II. 2021 학술대회

█ 매우만족

█ 매우만족

█ 만족

█ 만족

█ 보통

█ 보통

█ 불만족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매우불만족

N=90

N=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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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학술대회의 변화에 대한 의견
학술대회 세션배분에 관하여서는 만족 이상의 의견이 84% 였고, 우수구연 세션의 경우 74%가 만족 이상의 의견으로 답변하였습니다.
특강(김진홍 교수, DMOAD 개발의 동향과 전망)은 72%가 만족 이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향후 Keynote lecture 추가에 대하여 76%가 찬성 의견을 주셔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프로그램 추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다양한 서술의견이 모여 향후 프로그램 구성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산학연계세션 또는 기구 workshop
Live surgery / 최신 기술 소개 / ICL
해외연자 강의 / 특별연자 강의
보험 수가 관련
증례나 debate 세션

Section 배분 평가

우수구연 Session

█ 매우만족

█ 매우만족

█ 만족

█ 만족

█ 보통

█ 보통

█ 불만족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매우불만족

N=98

N=98

특강에 대한 의견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N=98
심포지엄 및 Keynote lecture 추가여부

█ 찬성
█ 반대

N=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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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학술대회 장소
학술대회 장소였던 스위스그랜드호텔에 대해 57%가 찬성하였고, 내년 정기학술대회를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71%가 찬성
의견이었습니다.
기타 의견들로 접근성 부족 (지방 및 대중교통불편), 참석인원 증가 시 장소협소가 염려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COVID-19으로 인한 특수 상황과 불확실성으로 올해 학술대회 장소의 선정에는 많은 제약이 있어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장소 선택의 폭이 좁은 상태이며 향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장소 선정이 유동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술대회장에 대한 만족도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N=98

2022년 정기학술대회도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진행하는 것 에 대한 의견

█ 찬성
█ 반대

N=98

기타 다음과 같은 추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자 별로 구연 편수 제한이 필요할 것 같음. 같은 교실이나 동일저가가 비슷한 주제의 발표가 많았음.
2방으로 나뉘어서 진행하니 인공관절 의사와 관절경 의사들로 나뉘어진 기분이 들고 듣고 싶은 주제가 겹치면 한군데를 포기해야 하는 점이 아쉬웠음.
발표 숫자를 줄이고 발표의 퀄리티를 높였으면 좋겠음.
발표자는 첫 열에 앉았으면 함.
개원의도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토요일 시간을 늘려 주시기 바람.
바쁘신 중에도 향후 학술대회 준비와 운영에 큰 도움이 될 피드백을 주신 응답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귀중한 의견들을 검토, 고민하고 반영하여 학술대회와 대한슬관절학회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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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옹지마(塞翁之馬) 와
안거위사(安居危思)
이동철
보강 병원

65세가 지나서 정년퇴임(리타이어) 후 삶을 생각해 보니 인생 후반기 새로운 막이 시작되는 느낌이다. 30대 젊은 시절에는 60대 인생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지 못했고 젊은 시절에는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듯이 인생 시간이 느긋하게 흘러가는구나 생각했는데 60대에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저녁노을이 생기는 인생의 많은 시간이 흘러가 버린 내 인생 마무리 후반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
과거를 생각해 보니 즐거웠던 시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더 많았던 것으로 마음에 느껴지는데 인생살이에 길흉화복(吉凶禍福)이 비슷한
빈도로 왔겠지만 마음에 담아두는 정도가 기쁘고 좋은 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많이 큰 느낌으로 담기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인생이나 삶을 나타내 주는 좋은 글귀가 많이 있지만 내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은 새옹지마와 안거위사라는 글이다.
‘새옹지마’는 세상에 좋고 나쁨이 늘 바뀌고 변화가 많다는 말로 재앙도 슬퍼할게 못되고 복도 기뻐할 게 아니라는 세상 이치를 나타내는 말이며
‘안거위사’는 편안할 때 어려움이 닥칠 것을 잊지 말고 미리 대비한다는 의미이다.
인생을 훌륭하게 타의 귀감이 될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신 대 은사님, 선배님이 있으시지만 저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느낀 소소한 생각을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좋고 나쁨이 수시로 바뀌고 변화가 많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이에 대비하는 마음 준비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1980년 경대 의대를 졸업할 때 내과를 전공하려고 생각을 하였고 넓고 큰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미래 인생을 만들어 보겠다고 결심을 하여 여러
졸업생 동기들과 국립의료원에 인턴 시험과 면접을 보고 1월 중순에 합격 통보를 받았다. 대구에서 서울 갈 준비하면서 느긋하게 보내고 있었는데
그해에는 공보의 제도가 처음 시작이 되는 해여서 군의관과 공보의 수급이 많이 필요해서 인지 군 신체검사가 엄격해져 먼저 군의관으로 근무하라는
통보가 급히 와서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황망하게 군의관으로 입대하게 되었다. 제대 후 모교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는 중 정형외과에 수련의로
근무하시는 고등학교 선배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정형외과를 하기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그런데 다음 해에는 예년과 달리 전공의 숫자가 갑자기
많이 줄어들게 되어 정형외과 입국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영남대학병원에 계시던 인주철 교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가을 텀의 수련의 과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 교수님으로부터 좋은 지도를 받았다. 이런 귀중한 인연으로 전문의를 취득하게 되었고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인주철
교수님께서는 많은 조언과 훌륭한 경험을 전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항상 감사함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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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취득 후 대구에서 개원을 1 년하고 있었는데 예기치 않게 인주철 교수님께서 경북대학 병원으로 갑자기 가시게 되어 의국 스텝 자리가 있다고
부름을 받아 1992년에 영남대학교 정형외과에 근무하게 되었고 1995년 미국 보스턴에서 1년간 New England Baptist Hospital에서 Richard. D.
Scott 선생에게 인공 슬관절에 대해 많이 배우고 돌아와 교직 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정형외과 학회에서 많은 훌륭한 교수님께 여러 지식과 경험,
수술술기를 배우게 되어 환자 진료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굳건한 토대가 되었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삶에서 평소 기대와 달리 예기치 않게 상황이 급변하여 당혹한 경우가 있었으며 적절한 상황 대처가 필요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다. 환자 진료 및 수술도 항상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도 번갈아 생기고 나쁜 결과에 낙담하게 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많았다.
수술을 하고 나서 만족할 만한 결과로 감사한 인사를 하면서 퇴원하는 환자도 많아 의사로서의 뿌듯함과 긍지를 느낀 경우도 참 많았다.
제가 경험한 기억이 나는 노부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10년 전쯤, 70대 중반의 노부인이 좌측 인공 관절 수술 후 감염이 있어 제자 병원에서
나에게로 전원을 왔다. 병력 상 오랫동안 조절이 잘되지 않는 당뇨가 있었고 수술 직후부터 수술부 감염이 발생되어 약 6 주간 2회의 변연 절제술 및
개방적 세척술, 장기간 항생제 투여 이후에도 감염이 호전되지 않아 전원 왔다고 한다. 평소 관절염으로 보행에 많은 장해가 있어 넉넉지 않은 형편에
부인을 위해 인공관절 수술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지속되는 감염과 입원으로 치료비가 고갈되었다고 하소연하였다. 지속되는 감염과 보행 제한으로
몸과 마음도 지치고 경제적 여력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노부부 두 사람 다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부인은 심한 불안감 및 섬망 증세도 보이고 있었다.
수술한 다리에 피부 순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 혈관 촬영을 해보니 외장골 동맥, 대퇴동맥의 폐색이 진행되어 있고 슬관절부에도 혈액 순환 상태가
좋지 않았다. 치료비에 대한 지원은 병원 협조를 받도록 해 드려 지속적인 치료가 되도록 하였다. 혈액 순환 불량으로 재감염의 위험도 있고 조기 치료
및 보행을 위해 3 cm 하지단축을 감수하고 슬관절 유합술을 시행하여 치유되었다. 감염은 인공슬관절 수술 후 4개월 정도 되어 치유되었고 보행은 4,
5개월에 하게 되었다. 지긋지긋한 병원 생활과 보행이 끝을 보게 되었고 처음 입원할 때와 달리 퇴원 때는 노부부가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불행 중 다행으로 퇴원하게 되었다.
이 경우에서도 보면 불행은 예기치 않게 언제나 올 수 있으며 세상에 불행과 행복은 경우에 따라 같이 공존하게 되며 불행이 있을 때 참고 지나는 과정
중에서 적고 소소한 행복이라도 느끼게 되고 좋은 방향으로 결말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때로는 열심히 수술을 하였으나 중간 경과나 결과가 좋지 않아 걱정스러움에 밤잠을 자지 못한 일도 많았고 환자나 보호자의 불만이나 항의성
행동, 이로 인한 마음의 불편함에 산과 절에 가서 마음을 다스리고 기도 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일은 모든 수술하는 외과의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된다.

표풍부종조(飄風不終朝) 취우부종일(驟雨不終日)
: 사나운 바람은 아침나절을 넘기지 않고, 소나기는 하루를 넘기지 않는다.
이것은 노자의 도덕경 제23장에 나오는 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은 기다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평온을 잃지 않도록 마음을 다지면 조만간
역경을 극복하여 새로운 좋은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또한 멀지 않아 지나가리라’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을 길게 보고 마음을 다잡고
노력을 하여 참고 지내면 어려움을 넘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자주 되새기는 글로 어려운 시기에는 이 글로 마음을 다 잡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의료 환경과 현실 상황에서 존경받는 좋은 정형외과 의사, 환자에게 최고의 의사가 되는 것은 부단한 노력과 수련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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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생각으로 최고의 의사는 환자의 입장에 서 보고 환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해 주는 것, 최고의 의학지식을 가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 초심의 마음으로 권위 있는 태도를 버리고 환자에게 낮은 자세로 친절하고 따뜻하게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또한 환자로부터
존경을 받는 의사 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슬관절학회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고 많은 정형외과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르쳐 주신 여러 은사 교수님, 선배, 동료 및 후배
교수님,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슬관절학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봄, 산사의 평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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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광장

풍요로운 삶을 위해 와인 찾아 나서는 길

김헌국
중앙정형외과

사실 저도 와인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강좌나 연수 과정이 없이 책을
참조하며 이것 저것 마셔왔던 것이 다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와인에 대해
설명을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번 원고 청탁으로 그동안 와인에
대한 흩어진 지식들을 정리하는 길을 나섰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원고를
쓰는 시간이 짧아서 빈약한 점도 있을 것이고, 틀린 정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와인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보조제일 뿐입니다. 그저
자기 취향에 맞는 와인을 골라 즐기면 그만 아닌가 합니다. 자기 취향에
맞는 와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 보았다면 좋겠습니다.
어설프게 만든 지도라서 창피하지만 이번 계기로 앞으로 시간을 충분하게
갖고 좋은 지도가 나오도록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술사에서 사실주의 탄생과 보르도 와인
그랑 크뤼 클라세 탄생

▶ 쿠르베, 화가의 작업실, 1855년, 캔버스에 유채, 598X351cm, 파리 오르세
와인을
박물관. 이야기하기 전 그림을 먼저 감상하고 가지요. 우선 그림의

크기가 대단합니다. 가로가 5m가 넘습니다.1855년 파리 만국박람회가
열리는 특별한 해, 살롱전에 자신의 그림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쿠르베는
이렇게 대작을 출품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이 작품은 낙방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런 실패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산업궁전 옆에 손수
전시관을 짓고 입구에 ‘사실주의, 쿠르베, 자작 40점 전시’라는 간판을
걸고 관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술사에 사실주의가 공식
직함을 갖고 역사적인 탄생을 합니다.
그림은 쿠르베의 작업실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화실에 많은 사람
들이 있지만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림의 제일 가운에 자리 잡고 있는 화가는 쿠르베 자신을 그린
것입니다. 리얼리즘 (사실주의)라 칭한 전시회에서 이 그림의 제목에는
‘나의 예술적 생애 7년에 걸친 시기를 정의하는 현실의 우의화(알레고리)’
라는 부제가 있었습니다. 화가가 그리고자 하는, 표현하고자 하는 데
고민을 하였던 시절 7년을 비유해서 그 개념적 사고를 눈에 보이는 것,
즉 화가의 아뜰리에와 자신이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을 그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는 회화란 근본적으로 구체적인 예술이며 실제하는 사물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천사를 그려 달라는 주문에
“나는 천사를 본 적이 없다. 나에게 천사를 보여준다면 천사를 그리겠다”
는 말을 하였습니다. 보수적인 취향에 반대를 하며 실용주위를 신봉한
그가 사실주의라는 회화를 열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사실주의가 탄생한 1855년, 때는 산업화로 인한 대량 생산이 되고
이를 소비하는 문화가 태동하는 시기였습니다. 1851년 대런던박람회가
열린 후 4년이 지나서 파리박람회가 열린 것입니다. 런던과 달랐던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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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전시하는 코너를 만들어 프랑스의 위대한 생산품, 와인을 선보이고

무똥(Mouton)이다.”라는 말로 절치부심, 끊임없는 품질 개선을 통해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와인 역사에 가장 큰 사건인 보르도 와인 1855년

등급의 상향을 요청하였습니다. 100년 이상이 소요된 끈질긴 청구는

그랑 크뤼 크라세가 탄생합니다. 당시 나폴레옹 3세의 요구로 파리에서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됩니다. 1973년 마침내 1등급으로 승급합니다.

개최된 만국 박람회는 황제의 직계 사촌인 제롬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그리하여 지금은 1등급 와인이 다섯 개가 되었습니다.

조직위원장 맡고 전시할 와인 선택과 함께 박람회에 참석 한 사람들이
와인을 편하게 고를 수 있도록 등급을 만들었습니다.

1924년, 처음으로 샤또에서 와인을 직접 병입하고, 통 단위 판매
대신에 750ml 병 단위 판매를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1979년에 미국

지금의 보르도라 할 수 있는 지롱드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분류에

나파의 와인 대부인 로버트 몬다비와 합작하며 오퍼스 원(Opus One)

관심이 있었던 바, 당시 박람회에 참가한 지역은 보르도였습니다. 선택

이라는 명품 와인을 생산합니다. 1988년에 필립 남작에서 외동딸

기준은 수십 년 간의 거래된 가격. 그 결과, 수많은 보르도 와인 중 오직 61개

필리핀(Baroness Philippine) 여사가 경영을 맡았습니다. 1997년,

와인만 뽑히게 되었고, 이들을 5단계의 등급으로 나눕니다. 가장 비싼

칠레의 대표 와이너리 콘차이 토로와 합작하여 알마비바(Almaviva)

값으로 거래된 와인 네 종류는 1등급(Premier Grand Cru Classé)으로

가 탄생됩니다. 위 레이블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 와인은 샤갈의

분류되었습니다. 샤토 오브리옹, 샤토 마고, 샤토 라투르, 샤토 라피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매년 마다 새로운 화가의 그림을 레이블에

로칠드가 해당됩니다. 나머지 샤토들은 2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

장식되는 것으로도 유명한 와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1945년부터 시작하여

이때부터 1855년 와인 등급은 한 와인(샤토 무똥 로칠드가 후에 1등급이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2013년에는 우리나라 화가, 이우환씨 그림이

됩니다.)만 제외하고 지금까지 고수되고 있습니다.

사용되었습니다.

샤토 무똥 로칠드(Chateau Mouton Rothschild) : 뽀이약 지역, 1855년

와인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곳이 보르도. 그

2등급이었던 샤토 무통 로칠드. 1853년 샤또를 매입한 나다니엘 남작의

중에서 그랑 크뤼 크라세 등급을 받은 와인들에 먼저 눈길이 갈 것입니다.

증손자 필립 남작은 1922년 스무살 나이로 샤또 주인이 되자 2등급 치욕을

저도 2000년 초, 와인에 입문할 때 제일 먼저 공부한 곳이 보르도.

“나는 일등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2등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나는

보르도 지방은 지롱드 강을 중심으로 우측은 메를로 포도를 중심으로
다른 포도를 블렌딩하는 생떼밀리옹, 좌측은 협의 보르도라 할 수 있는
메독 지역은 까베르네 소비뇽 포도를 주 품종으로 와인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생떼밀리옹은 도르도뉴 강가에 있습니다. 지롱드강은 동쪽에서
흘러오는 도르드뉴강과 남쪽 피레네 산맥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가론강이
만난 것입니다. 보르도에 최상급 와인은 숙성 초기에 단단하고 구조가

▶ 보르도 와인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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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혀 있어 최소한 10년 정도 숙성한 뒤 부드러워지고 복합적인 풍미가

합니다. 1868년 로칠드 가문의 제임스 남작이 영국 은행가로부터

깊어집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절정기가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며, 좋은

와이너리를 구입한 이래 5대째 와인 명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와인은 몇 십 년이 지나도 더욱 풍미가 깊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르도

와인은 미국 초기 대통령이며 독립선언문을 쓴 토마스 제퍼슨이 프랑스

그랑 크뤼 크라세 와인들을 전세계 와인 애호가들이 기회가 되면 마시고

대사로 있을 당시 즐겨 마시던 와인으로, 그의 사인이 들어간 와인은

싶어합니다.

크리스티 경매 역사상 최고액인 105,000 파운드에 판매 되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메독은 지롱드 강과 대서양사이에 낀 지역을 메독이라 부르고 북쪽은
지역이 낮다고 해서 바메독, 남쪽은 지역이 조금 높다고 해서 오메독이라고

샤토 라뚜르(Chateau Latour) : 뽀이약, 탑 위에 있

합니다. 그랑 크뤼 크라세 61개 와인의 대부분이 오메독에서 생산되기에

는 숫사자가 그려진 소담스러운 레이블, 70년이 지나도

이 지역의 마을 이름을 꼭 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르도 와인

맛이 변함없는 강건한 와인이 샤또 라트르입니다.

라벨에 오메독 지역에 작은 마을 이름이 나오면 일단 좋은 와인이기

소유주가 여러번 바뀌면서 품질이 저하되기도 하였지만

때문입니다. 오메독의 북쪽의 첫 마을이 생떼스테프(Saint-Estephe),

1963년 영국 피어슨이 인수하며 설비를 근대화하여

남쪽으로 가면서 뽀이약(Pauillac), 생 줄리앙(Saint-Julien), 리스트락

스테인리스 발효댕크르 설치, 와인이 강력한 모습으로

(Listrac-Medoc), 물리(Moulis), 마고(Margaux)입니다. 이들 마을

바뀌게 됩니다. 1993년에는 프랑스인으로 오너가

이름이 레이블에 있으면 고급 와인입니다. 2등급의 코스 데스투르넬

되돌아갔습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해적을 막기

(Cos d’Estournel), 레오빌 라스 카즈(Leoville Las Cases), 몽로즈

위해 조성된 탑이 그려진 와인, 프랑스어로 ‘탑’ 이란

(Montrose), 그뤼오 라로즈(Gruaud Larose), 피숑 라랑드(Pichon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뚜르는 일관성 있는 고퀄리티로

Lalande) 등은 가끔 1등급보다 훌륭한 와인을

유명한 와인으로서 장기 숙성형 와인입니다.

만듭니다. 3등급의 팔머(Palmer)와 5등급의 린치 바주
(Lynch Badges) 역시 등급을 휠신 뛰어넘는 훌륭한

샤토 오브리옹(Chateau Haut-Brion) : 그라브, 페삭

와인. 그래서 이런 와인들을 가리켜 일명 ‘슈퍼 세컨드

레오낭, 샤또 오브리옹은 유일하게 메독 지역이 아닌

(Super-Second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근 그라브 지역에서 1등급으로 선정된 샤토입니다.
샤토 오브리옹이 17세기 당시 런던 사교계에서도

샤토 마고(Chateau Margaux) : 프랑스 자존심이자

인기가 높았고 워낙 명성이 자자하고 고급 품질을

우아한 와인의 전형이 샤또 마고입니다. 샤또 마고는

가지고 있어 빼놓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루이 15세의 또 다른 연인이었던 뒤바리 부인이 궁중에

전쟁에 패한 뒤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프랑스 배상에

소개한 와인으로, 노인과 바다로 잘 알려진 어니스트

대한 빈 회의에서 외무장관 딸레이랑은 자신이 소유

헤밍웨이가 사랑했던 와인으로도 유명합니다. “내 삶

하고 있은 샤토 오브리옹을, 그리고 최고 요리사 앙뚜안

에서 변하지 않았던 것은 손녀와 샤토 마고에 대한

까렘을 대동해서 회의 열리는 내내 멋진 식사와 이

사랑”이라며 손녀를 ‘마고’라고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와인을 갖고 파티를 열어 프랑스에 불리하지 않는

마고를 사랑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결과를 얻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덜 숙성되었을

프랑스 사죄 장소로 택한 곳이 샤또 마고입니다.

때는 강한 느낌이 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부드러운

“프랑스인들 마음에 보르도가 있고, 보르도 한 가운데

와인으로 바뀌는 매력적인 와인입니다.

마고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와인 애호가로
유명한 미국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도 1784년 이 와인을
마시고 ‘보르도 최고의 와인’ 이라며 극찬하였습니다.

샤토 디켐(Chateau d'Yquem) : 소테른(Sauternes)
과 바르삭(Barsac)은 보르도에서 달콤한 와인을 생산
하는 대표적인 지역. 디켐은 프랑스의 가장 고귀한

샤토 라피트 로칠드(Chateau Lafite-Rothschild)

디저트 와인으로, 진한 꿀 향을 풍기며 기분 좋은

: 뽀이약 1355년 설립되어 지리적 이유로 왕과 귀족들의

달콤함을 선사하는데, 세미용과 약간의 소비뇽 블랑

인기를 얻고 있던 부르고뉴 와인을 누르고 사랑 받은

으로 와인을 만듭니다. 9월 말 가롱강 아침 안개가

와인으로서, 루이 15세의 애인 마담 뽕빠두르가

포도밭을 감싸면 포도는 보트리티스 시네레아(귀부균,

라피트가 의학적 효능을 믿고 왕과 함께 즐겼다고

Noble Rot)에 감염되는데, 한낮의 햇볕을 피해 포도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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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토 슈발 블랑(Chateau

보르도 우안 와인을 대표하는
쌩떼밀리옹(Saint-Emilion) 와인

Cheval Blanc, Saint-Emilion
1er. Grands Crus Classe
A) : 슈발 블랑 이란 “백마”

속으로 침투한 이 곰팡이로 인해 수분이 빠져나가 농축되어서 단 와인이

라는 의미입니다. 부르봉

만들어집니다. 특히 세미용은 껍질이 얇고 당분을 많이 함유해 곰팡이에

왕조를 연 앙리 4세가 옛날

취약합니다. 수확할 때 포도를 하나하나 손으로 골라내는 과정에서

이곳에서 하루 머물고 다음날

수백 만 송이를 버리고 결국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겨우 한 잔의 와인이

그가 좋아하는 흰말을 타고

생산됩니다. 작황이 좋은 해는 5천-6천 상자를 생산하지만 그렇지 않은

파리로 떠났다는 유래에서

해는 와인을 만들지 않습니다. 디켐은 숙성 초기 5년이 지나면서 달콤한

“슈발블랑”이라는

살구 향이 폭발적이지만, 나무 향과 꿀, 잘 익은 살구, 파인애플, 과일 잼이

탄생 합니다. 라벨에 그려진

뒤섞인 놀라운 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10년에서 20년, 심지어 50년을

금상 메달은 1862년과 1878

기다려야 합니다. 프랑스 요리 중 프아그라와 함께 하면 좋습니다.

년 파리 와인 콩쿨에서

이름이

획득한 것입니다. 보르도
보르도의 오른쪽에 위치한, 쌩떼밀리옹 마을을 포함한 9개 마을로

와인 중에서 “마시는 시기의 기간이 가장 길다”라고 불려지며, 숙성이

구성됩니다. 8세기에 브르따뉴 출신 수도사 에밀리옹이 순례의 정착지로

덜된 때부터 마실 수 있지만 까베르네 프랑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해를

삼아 17년간 은둔한 뒤 사망 후 성인으로 추대 되면서 마을 이름이

거듭할수록 깊은 맛과 향이 증가합니다. 슈발 블랑의 진면목은 10년, 20

쌩떼밀리옹이 되었습니다. 쌩떼밀리옹 와인은 이곳과 북서쪽에 접하고

년 병안 에서 숙성되어야 나타난다고 합니다.

있는 아주 작은 마을 뽀므롤와 마찬가지로 메를로(Merlot)를 주로
샤토 페트뤼스(Chateau Petrus) : 포므롤(Pomerol)

사용하여, 메독보다 부드럽습니다.

은 보르도의 주요 와인 산지들 중에서 가장 작은 지역
와인 등급 체계도 보르도 1855년 후에 등급 수정이 없는 좌안 보르도

으로 생떼미리옹 북서쪽에 자리 합니다. 포므롤의 양

(메독)과는 달리 1955년부터 제정하여 10년마다 등급을 조정합니다.

조장들은 와인에는 등급이 없으나, 포므롤의 가장 인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갈 등급이 있습니다. 생떼밀리옹 와인에는

기 있는 와인들은 메독의 그랑 크뤼 1등급 와인들보다

대부분이 그랑 크뤼라는 용어가 라벨에 있어 보르도의 그랑 크뤼 클라세의

더 비싼 값에 거래됩니다. 포므롤 와인이 부상하기 시

것과 같은 그랑 크뤼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생떼밀리옹 그랑 크뤼 등급이

작한 것은, 1940~1950년대 유능한 와인상인 장 피에

프리미에 그랑 크뤼 클라세, 그랑 크뤼 클라세, 그냥 그랑 크뤼의 3단계로

르 무엑스의 등장입니다. 1964년 샤토 페트뤼스의 지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프리미에 그랑 크뤼 클라세 내에서 다시 프리미에

분을 50% 매입한 무엑스는, 페트뤼스를 전설적인 와인

그랑 크뤼 A와 프리미에 그랑 크뤼 B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Saint-

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들 크리스티앙 무엑스 역시

Emilion Premiers Grands Crus Classes <Class A> : 4개, Saint-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품질 개선에 매진해 왔으며,

Emilion Premiers Grands Crus Classes <Class B>

포므롤의 이웃 지역인 프롱삭에서도 와인을 생산하고

: 14개, Saint-Emilion Grands Crus Classes : 64개,

있고 캘리포니아 나파 밸리의 일류 양조장인 도미너스

Saint-Emilion Grands Crus : 200개 이상, 으로 분류

(Dominus)도 매입하였습니다. 페트뤼스의 토양은 기묘하게도 엷은 푸른

됩니다. 프리미에 그랑 크뤼 A가 바로 보르도 그랑 크뤼

빛을 띤 진흙. 바로 밑의 하층토는 자갈이고 이 자갈 밑은 딱딱한 철분 토

1등급의 5대 샤토에 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의 불침투성층이 있습니다. 이러한 토양으로 페트뤼스의 와인은 보르
도에서 유일하게 메를로 품종만 100% 사용합니다. 메를로 포도나무 중에

샤토 오존(Chateau Ausone, Saint-Emilion 1er.

는 수령이 1백 년 넘는 것도 있습니다. 보르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와인 중

Grands Crus Classe A) : 해마다 비율은 조금 다르 지만

가장 비싼 페트뤼스(한 병에 700만원이 넘는)는 과실 향, 부드러움, 풍만

메를로 50% 카베르네 프랑 50%로 구성 되었습니다.

함. 감초와 잼 같은 매혹적인 향, 이어서 크림 같은 블랙라즈베리향이 입

다양한 과일의 복합적인 맛과 향이 아주 뛰어난

안을 가득 채웁니다.

생떼밀리옹 최고의 와인. 오크통 숙성으로 우아하고
부드러워진 맛과 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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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떼밀리옹 와인 추천을 하는 대신 2006년에 제정된 Saint-Emilion
Premiers Grands Crus Classes의 A와 B를 소개합니다. 특이한 점은
샤토 앙젤뤼스와 샤토 파피가 A 등급이 되었으며, B 등급에서는 샤토
라 가펠리에르, 샤토 라르시 뒤카스, 샤토 라 몽도트, 샤또 발랑드로가
새롭게 등재되었습니다. 특히 샤토 발랑드로는 차고 같은 작은 곳에서
와인을 만드는 가라지 와인(미국 컬트와 같은)으로 탄생부터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며, Saint-Emilion Grands Crus Classes를 거치지 않고 바로
프리미에 B로 등재됩니다. 특히 이 와인을 추천합니다.

Premier Grand Cru Classe A & B
Chateau Angelus (A)
Chateau Ausone (A)
Chateau Cheval Blanc (A)
Chateau Pavie (A)
Chateau Beausejour (Duffau-Lagarrosse)
Chateau Beau-Sejour Becot
Chateau Belair-Monange
Chateau Canon
Chateau Canon La Gaffeliere
Chateau Figeac
Chateau La Gaffeliere
Chateau Pavie Macquin
Chateau Troplong-Mondot
Chateau Trottevieille
Chateau Larcis Ducasse
Chateau Valandraud
Clos Fourtet
La Mondotte

레드와인에 13개의 품종을 블렌딩할 수 있습니다. 그중 그르나슈, 시라,
무르베드르(G.S.M) 등 3개 품종이 주로 사용되는데 이 조합은 세계 많은
와인 산지에서 애용합니다. ‘샤토네프 뒤 빠쁘(Chateauneuf du Pape,
번역하면 교황의 새로운 성)’는 지공다스, 바께이라스, 꼬뜨 드 론과 함께
남부 론 지역의 대표적인 와인 산지입니다. 따벨 지역의 로제 와인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샤토네프 뒤 빠쁘가 특별합니다. 11

마초 같은 시라와 아름다운 여인 그르나슈가
살고 있는 론(Rhone)

세기,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결과적으로 교황의 권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프랑스 국왕 필립4세가 교황 보나파키우스8세와의 분쟁 끝에
승리하고 이 때부터 왕권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대주교인 베르뜨랑(Bertrand)이 새로운 교황 끌레망5세(클레멘스 5

리옹에서 남쪽으로 30km에 있는 비엔느는 BC 47년 율리우스

세, 지금도 보르도 페삭 레오낭 지역에서 ‘샤토 파프-끌레망'이라는 고급

카이사르에 의해 정복되어 로마제국의 전략적 요충지와 와인산지로

와인이 생산됩니다)로 선출되었으나, 필립4세에 의해 1309년에 교황은

발전하였습니다.

로마로 가지 못하고 프랑스 남부의 아비뇽에 머물게 됩니다. 이를 '아비뇽
유수’. 연금 기간이 길어지자 교황청도 지었고, 아비뇽 부근에 교황들이

남부 론은 지중해성 기후이며 완만한 지형입니다. 토양은 자갈이 많은

여름을 지낼 별장이 샤토네프 뒤 빠쁘(Chateauneuf du Pape)입니다.

백악질. 북부 론이 시라 단일품종이라면, 남부 론은 감미로운 그르나슈

부근에 훌륭한 포도밭이 있는데 오늘날 이곳 와인을 ‘샤토네프 뒤 빠쁘’

(Grenache, 스페인-가르나차-이 원산지. 타닌, 산도, 색상이 옅은

라 하고 총 13가지 품종을 블렌딩해서 만드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도수가 높고 과일향이 풍부합니다) 품종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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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멘 뒤 페고, 샤토네프 뒤 파프 뀌베 리저브
(Domaine du Pegau, Chateauneuf du Pape Cuvee
Reservee) : 남 부 론의 대표 와인 샤토네프 뒤 파프.
그중에서도 최근 떠오르는 와이너리 도멘 뻬고(Domaine
du Pegau)다. 이 지역 4대 와인. 1670년 이 지역에서
페라드(Feraud) 가족이 포도나무를 재배하시 시작. 1733
년부터 양조를 시작해 지금까지 가족경영. 전통적인 포도
품종을 모두 재배하는 전통과 현대적인 양조 방식, 100%
유기농으로 재배한 포도를 사용해 블렌딩합니다. 페라드
가문은 4명의 자녀에게 포도밭을 분할 상속. 현재 오너인
로렌스(Laurence)의 할아버지가 제일 소규모였지만
자신만의 와인을 만들면서 도멘 뻬고를 설립. 뻬고
(Pegau)의 뜻은 프로방스 구어로 ‘옹기’. 1987년에는 아버지 폴(Paul)이
이 기갈(E-guigal) ‘라라라 삼총사’ 라 뛰르끄(La Turque), 라 물린(La

딸 로렌스에게 와인 양조를 맡겼고, 로렌스는 양조 방법을 혁신시켜 도멘

Mouline), 라 랑돈느(La Landonne) : 지도에서 론 지방의 제일 북쪽이

뻬고의 명성이 높아집니다. 포도밭에 따라 발효, 양조 방법을 개별적으로

꼬뜨 로띠(Cote Rotie)는 북부론 생산지 중 최고이며 “태양에 그을린 언덕”

달리하여 와인의 개성을 살렸습니다. 천연효모에 콘크리트 또는 스테인리스

이라는 뜻. 최고급 와인을 생산하는 포도밭들은 남쪽방향으로 60도의

발효통을 사용하고 최근에는 암포라(항아리)도 사용합니다. 일본 와인

급경사를 이루어 거의 타는 정도로 언덕에 위치한 유명한 포도원들에서

만화책 ‘신의 물방울’에 소개되고, 로버트 파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생산된 시라 품종. 꼬뜨 로띠는 유명한 두 언덕이 있는데, 꼬뜨 브륀(Cote

그르나슈 70%, 쉬라 15%, 무르베드르 10%, 기타 총 13개의 포도 품종을

Brune)은 일반적으로 탄닌이 많고 파워풀한 반면 꼬뜨 블롱드(Cote

블렌딩. 우아하게 농축된 풍미는 화려한 맛으로 매력적인 와인입니다. 이

Blonde)에서 생산된 와인은 우아하고 향기롭습니다. 1946년 프랑스 론

와이너리의 프래그쉽, 도멘 뻬고 샤토네프 뒤 파프 뀌베 다카포는 포도가

지방 북쪽에 위치한 앙퓌 마을에 에띠엔 기갈(Etienne Guigal)이 이 기갈

좋은 해만 생산하고 로버트 바커로부터 100점을 받은 적이 있으며 만화

(E-guigal) 도멘 회사를 설립합니다. 론 계곡의 와인들 중에서도 가장

신의 물방울에서 제 3사도로 등장합니다. 디카포란 음악 용어로 '도돌이표'

명망이 있는 크뤼 와인들을 선별해 숙성과 유통하는데 특히 북부 론 꼬뜨

를 말합니다.

로티 마을에 위치한 라 랑돈느, 라 물린 그리고 라 뛰르끄와 같은 유명한
포도원을 직접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관사 ‘라’로 시작하는 라라라 삼총사.

남부 론 지역 샤또 네프 뒤 파프 추천 와인: 끌로 데 파페(Clos Des

세 포도밭에서는 각각 1만병 이하만 생산됩니다. 2003, 2005년 빈티지가

Papes), 도멘 뒤 비유 텔레그라프(Domaine Du Vieux Telegrahe),

로버트 파커에게 3개 모두 100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도멩 지로(Domaine Giraud), 로제 사봉 에 피스(Roseg Sabon & Fils),
보스카텔(Beaucastel), 샤또 라야(Chateau Raya)

북부 론 지역 주천 와인 : 엠 샤푸티에(M. Chapourier), 폴 자불레 애네
(Paul Jaboulet Aine), 장 루이 샤브(Jean Louis Chave), 장 뤽 콜롱보
(Jean Luck Colombo), 들라스(Delas)

남부 론 지역 지공다스 추천 와인 : 샤토 드 생콤(Chateau De St.
Cosme), 타이디유 로랑(Tardieu Laurent), 도멘 라 부시에르(Domaine
La Bouissiere), 올리비에 라부아르 (Olivier Ravoire).

• 지금까지 프랑스 보르도 지방과 론 지방의 와인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호에서 프랑스 부르고뉴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

23

Article Review

Venous Thromboembolism
(DVT/PE) after Knee Surgery
리뷰어 : 김태우, 이상진, 이진규

슬관절 수술 후 발생하는 혈전색전증(정맥 혈전증/폐 색전증)
은 폐색전증으로 진행할 경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슬관절전치환술 후 혈전색전증 발생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약물적 또는 기계적 예방법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약물적 혈전색전증
예방법은 출혈과 같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 유효성과 안전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가장 적절한 예방 약물 또는 예방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공관절치환술
이외에도 근위경골절골술이나 관절경 수술 후에도 혈전색전증의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다양한 슬관절 수술에서의 혈전색전증 예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 번 리뷰에서는, 인공관절치환술,
근위경골절골술, 관절경 수술 등 다양한 슬관절 수술에 따른 혈전색전증
발생 빈도 및 이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예방법에 대하여 최신 지견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Total Knee Arthroplasty
Lewis 등1은 systemic review and network meta-analysis
를 통하여 total knee arthroplasty (TKA) 후 발생하는 venous
thromboembolism(VTE)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pharmacological
and mechanical prophylaxis의 efficacy와 safety를 비교하였다. (25
randomised controlled trial, Bayesian network meta-analysis).

Deep vein thrombosis (DVT) prevention에서는 rivaroxaban
이 first로 rank 되었고 (RR 0.12[95% CI 0.06-0.22]), pulmonary
embolism (PE) prevention과 major bleeding에 대해서는 standard
dose low molecular weight heparin (LMWH) (RR 0.02[95% CI 0.003.86])과 low dose LMWH (odds ratio 0.08 [95% CI 0.00-1.76])이 각각
first로 rank 되었다. 그러나 PE와 major bleeding의 결과는 highly
uncertain 하였다. 또한 combination prophylaxis (pharmacological
+ mechanical)가 single prophylaxis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TKA 후의 DVT prevention에서 single prophylaxis
가 combined prophylaxis보다 effective 했고, 그중에서도 rivaroxaban
이 가장 뛰어난 예방효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PE와 major bleeding에
관하여는 highly uncertain 한 결과로 결론을 내기 어려웠다.
최근 들어 pharmacological prophylaxis로 aspirin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Hood2 등이 보고한 retrospective multi-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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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ort study는 “TKA 후 VTE prophylaxis에서 aspirin 단독 사용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 29개 병원에서
41,537명의 환자가 enroll된 이 study는 no treatement, aspirin
only, anticoagulant only (LMWH, warfarin, and Xa inhibitor), both
aspirin/anticoagulant group 간의 VTE risk와 mortality를 primary
outcome으로 noninferiority analysis를 시행하였고, secondary
outcome으로 bleeding event를 조사하였다. 각 그룹의 VTE event
rate는 overall(1.38%), no treatment (4.79%), aspirin only (1.16%),
anticoagulant only (1.42%), both aspirin/anticoagulant (1.31%)
였고, aspirin only group의 VTE outcome은 다른 chomoprophylaxis
그룹과 비교하여 noninferior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adjusted odds
ratio, 0.85; 95% CI 0.68-1.07, p for inferiority = 0.007). Bleeding
event rate는 overall(1.10%), no treatment (1.50%), aspirin only
(0.90%), anticoagulant only (1.14%), both aspirin/anticoagulant
(1.35%)였고, aspirin only group의 bleeding complication역시 다른
그룹과 비교하여 noninferior 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adjusted odds
ratio, 0.80; 95% CI 0.63-1.00, p for inferiority ＜ 0.001). 결론적으로
TKA 후 VTE prophylaxis를 위한 aspirin 단독 사용은, rate of VTE
or death 측면에서 다른 anticoagulant에 inferior하지 않았고, 다른
chemoprophylaxis와 comparable 한 VTE protection 효과를 보여
주었다.
VTE medical prophylaxis에서는 efficacy뿐만 아니라 safe도 중요한
issue가 될 수 있는데, Hughes3 등은 total joint arthroplasty (knee
or hip)에서 venous thromboembolism(VTE) prophylaxis를 위해
사용된 warfarin, low-molecular-weight heparin (LMWH), aspirin
간에 surgical site infection risk를 비교한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를 보고하였다. 9개 연구, 총 184,037명의 환자가 enroll
된 이 연구에서, warfarin 사용 시 deep infection risk ([OR]=1.929,
95% [CI]=1.197 to 3.109, p=0.007)와 overall (supficial + deep)
infection risk ([OR]=1.610, 95% [CI]=1.028 to 2.522, p=0.038)가
aspirin을 사용할 때보다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warfarin과 LMWH간, LMWH와 aspirin간의 비교에서는 유의한
infection risk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각 군간의 VTE risk를 비교한
meta-analysis에서는 primary arthroplasty의 경우 각 군간에 유의한
VTE risk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revision arthroplasty까지 포함된
경우는 warfarin 사용군에서 aspirin사용군보다 유의하게 VTE risk가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OR]=2.674, 95% [CI]=1.143 to 6.255, p=0.023).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total joint arthroplasty의 VTE prophylaxis시
infection risk측면에서 warfarin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aspirin
이 좀 더 recommendable한 option이 될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분석된 9개의 문헌이 모두 retrospective study라는 제한점이
있지만, VTE prophylaxis medication간의 infection risk를 비교한
최초의 meta-analysis라는 점에서 그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Unicompartmental Knee Arthroplasty
Unicompartmental knee arthroplasty (UKA) 후의 VTE
prophylaxis에 대한 연구는, TKA와 비교하여 그 수가 제한적이지만,
최근 Petersen 등4은 prospective multicenter cohort study를 통하여
fast-track UKA환자에서 VTE 발생률을 보고하였다. 8 center, 3927
명의 UKA환자에서 VTE rate, preoperative risk factor, length of
stasy (day), 90 day re-admission and mortality rate를 조사하였다.
90 day VTE incidence는 16(0.41%) 였고, 그 중 pulmonary embolism
은 5(0.13%), deep-vein thrombosis는 수술 후 평균 18일(11.75-35.25)
후에 11(0.28%)에서 발생하였다. 90 day mortality는 3(0.08%) 였고,
fatal한 PE나 initial postoperative VTE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보고된 Fast-track UKA 후 90 day VTE incidence (0.41%)는 fasttrack TKA후 보고된 VTE incidence (0.39%)와 comparable하였고,
따라서 앞으로 UKA후 발생하는 VTE event의 risk factor를 규명하고
VTE prophylaxis방법을 최적화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
Tom등5은 UKA 시행 후 아스피린과 공기압박 (pneumatic
compression)을 이용한 VTE prophylaxis를 시행하였을 때 DVT 발생
정도를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하여 진단하는 연구를 시행하였고, 이
결과를 TKA 이후 발생한 VTE 발생과 비교 분석하였다. 2010년에서 2014
년까지 UKA를 시행한 1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술 당일부터
325mg의 아스피린을 하루에 두 번씩 4주동안 복용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공기압박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첫날부터 전체중부하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수술 후 외래 진료시에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하여 VTE
발생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이전에 시행한 TKA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전향적 연구의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을 시행하였다. 도플러
검사상 3명의 환자에서 혈전이 확인되었으며, 1명은 DVT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2명은 작은 정맥에서 혈전이 확인되었다. 증상을 동반한 DVT 또는
PE는 발생하지 않았다. 무증상 DVT와 증상을 동반한 DVT의 발생율은
각각 0.9%, 0%로 나타났다. 또한 공기압박과 아스피린을 복용한 TKA
환자의 자료에 따르면 DVT의 발생율은 17.8%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UKA 후 325mg의 아스피린을 하루에 두번씩 복용하면서, 공기압박을
같이 시행하는 경우 DVT가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TKA
환자에 비해서도 매우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igh Tibial Osteotomy
Edoxaban은 정맥혈전색전증 (venous thromboembolism, VTE)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되는 경구용 Xa 인자 억제제이다. 이 약물의 효과와
안정성은 고관절 주위 골절,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및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보고되어 왔다. 한편, 개방형 근위
경골 절골술 (opening-wedge high tibial osteotomy, OWHTO)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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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에 대한 연구는 드물며, 특히 VTE의 발생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과거 연구들은 확실한 진단 검사 없이 임상적인 증상으로 VTE를
진단한 연구들이 많고, 특히 OWHTO 후의 edoxaban 사용에 대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obayashi 등6은 OWHTO 환자를 대상으로 페동맥과 하지 정맥에
대한 혈관조영술을 이용한 VTE 진단을 통해 VTE 발생률을 파악하고
edoxaban의 효과와 안정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또한 여러 응고 및 항응고
표시자에 OWHTO 이후 발생한 VTE 진단에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관절염 또는 골괴사증으로
OWHTO를 시행한 13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무작위로
Edoxaban 그룹과 Non-edoxaban 그룹으로 나누어 배정하였으며,
Edoxaban 그룹은 수술 첫날부터 14일간 약물을 복용하였다. VTE
진단을 위해 페동맥과 하지 심부정맥에 대해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다.
무증상의 폐색전증 (pulmonary embolism, PE)이 확인되면, 헤파린
또는 와파린을 사용하였으며, 심부정맥 혈전증 (deep vein thrombosis,
DVT)이 확인되면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크기나 위치에 따라 와파린을
추가로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DVT는 Edoxaban 그룹에서 11례(16.7%),
Non-edoxaban 그룹에서 15례(21.7%) 발생하였고, 비증상의 PE는
Edoxaban 그룹에서 4례(6.3%), Non-edoxaban 그룹에서 11례(16.7%)
발생하였으며, 두 군간의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을 나타났다.
증상을 동반한 PE나 VTE와 관련된 사망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출혈과
관련된 합병증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 Edoxaban 그룹에서 D-dimer,
TAT 가 유의하게 낮게 측정되었고, PT와 fibrinogen 은 유의하게 높게
측정되었다. 결론적으로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Edoxaban의 사용은 출혈로 인한 합병증 없이 OWHTO 후 VTE의 발생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체 약물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Kim 등7은 MOWHTO를 시행한 동양인 환자에서 VTE의 발생
정도와 예방적 치료의 효과에 대해 보고하였다. 2012년부터 2016
년까지 MOWHTO를 시행한 146명의 환자 중 최소 2년간 추시가 가능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예방적 치료를 시행한 실험군은 2012
년부터 2014년까지 수술을 시행하고 2.5mg의 fondaparinux를 수술
당일부터 수술 후 5일째까지 투여하였으며, 대조군은 2014년부터 2016
년까지 수술을 시행하고 VTE에 대한 어떠한 예방적인 치료도 시행하지
않았다. 수술 후 심부정맥혈전증 (deep vein thrombosis, DVT)이나
폐색전증 (pulmonary embolism, PE)과 관련된 증상이 발생하는지
관찰하였으며, 모든 환자는 수술 전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하여 DVT 병변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수술 후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DVT의 발생유무를
확인하였다. 또한 VTE 발생과 여러가지 변수 (성별, 나이, BMI, 고혈압,
당뇨, 흡연, 압박대 사용 시간, fondaparinux 사용 과거력)와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추가로 2unit이상의 수혈이 필요한 경우 등의 출혈
합병증 및 안정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군중에서 7명
(10.6%), 대조군중에서 10명(14.9%)의 DVT 환자가 진단되었으며, 모두
무증상으로 확인되었다. 증상을 동반한 DVT 및 PE 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DVT가 발생한 환자군에서 BMI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에서 BMI가 30kg/m2이상인 경우 DVT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dds ratio=0.8)결론적으로 MOWHTO를 시행한
동양인 환자에서 VTE에 대한 예방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서
조차도 VTE의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VTE 발생률이
낮은 인구 집단에서 MOWHTO를 시행하는 경우 VTE에 대한 예방적
치료는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BMI가 30kg/m2이상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VTE에 대한 예방적 치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Arthroscopic Surgery
정맥혈전색전증 (venous thromboembolism, VTE)과 관련된
이환율 (mobidity)을 고려하여, 인공관절치환술과 같은 높은 위험도의
정형외과적 수술에 대한 정맥 혈전색전증에 대한 예방적 치료에
대해서는 일치되는 기준이 성립되어 왔으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같은
인공관절치환술을 제외한 정형외과적 수술에 대해서는 VTE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Gaskill 등8은 대규모 환자군에서 증상이 있는 VTE (symptomatic
VTE)의 발생 비율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연구를
보고하였다. 후향적 연구로서 military healthcare system (MHS)
에 보관된 기록을 이용하였으며, 2005년에서 2011년까지 7년 동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 받은 18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술 시행 후 90일 내에 VTE 발생이 한 차례 이상 있었던 환자에 대해 여러
인자 (나이, 인종, 성별, BMI, 흡연, 약물치료 및 동반 시행한 수술)와의
관련성에 대해 일변량분석을 시행하였다. 총 15767명의 환자에게 16558
례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시행되었으며, 87례 (0.53%)에서 VTE가
발생하였다. 심부정맥혈전증 (deep vein thrombosis, DVT)는 55례
(0.33%), 폐색전증 (pulmonary embolism, PE)은 35례 (0.21%) 가 각각
발생하였다. 유의하게 관련성이 확인된 인자는 나이가 35세 이상인 경우
VTE 발생 가능성이 높고 (Odds Ratio, OR 1.96), 흡연의 경험이 있는
경우(OR 1.99)에는 DVT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SAID
를 복용한 경우 VTE, DVT 발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OR 0.44,
0.38), 항응고제를 복용한 경우 VTE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R 98.32). BMI, 성별, 경구 피임약, 아스피린, cox2-inhibitor 등은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반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근위경골절골술을 동반 시행한 경우 PE 발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OR 18.31),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동반 시행한 경우 VTE, DVT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을 나타났다 (OR 3.43, 5.57). 아스피린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NSAID 복용이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이유는
수술 후 NSAID의 사용이 보편화 되어있고, 이로 인한 통증 조절 및 조기
재활치료 시행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항응고제를 복용한
경우에 VTE 발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VTE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이 주로 항응고제를 복용하였을 것이므로 선택 편향(selection
bias)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35세 이상의 연령,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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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응고제 복용 과거력, 근위경골절골술이나 후방십자인대재건술 등의
동반 수술 등이 VTE 발생 가능성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관절경
수술 후 예방적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기에는 이 연구의
결과로는 한계가 있으며, 추가적인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Perrotta 등9은 Cochrane review에서 무릎의 관절경 수술 후 사용될
수 있는 기계적(mechanical), 혹은 약물적(pharmacological) 혈전
예방요법(thrombophylaxis)의 효용성 및 안정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혈전 색전증(thromboembolism)의 과거력이 없는 관절경 수술을
시행받는 3818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혈전 예방 요법에는 lowmolecular weight heparin(LMWH), 경구용 rivaroxaban, 압박 스타킹
(graduated compression stocking), 경구 aspirin이 포함되었다. 총
3818명의 환자중 7례에서 폐 색전증(pulmonary embolism, PE)
이 발생하였으며, 사망한 례는 없었다. LMWH 사용군을 대조군과
비교한 연구에서 두군간 PE 및 심부정맥 혈전증(symptomatic or
asymptomatic DVT)의 발생 빈도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부작용
(adverse events)의 발생 빈도 또한 두군간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Rivaroxan 사용군을 대조군과 비교한 연구에서 두군간 PE 및 DVT
의 발생빈도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출혈 부작용을 비교 하였을 때
두군간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Aspirin 사용군을 대조군과 비교한
연구에서 PE, DVT, 및 부작용 발생 빈도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LMWH을 압박 스타킹과 비교한 1개의 연구에서 LMWH을 사용한
군에서 압박 스타킹을 사용한 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DVT 발생
빈도를 보고 하였으나, 무증상 DVT 및 출혈 부작용의 발생 빈도는 두군간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결론적으로 관절경 수술 후 VTE(PE or DVT)
의 발생 빈도는 성인 환자에서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관절경 수술
전후 LMWH, aspirin, 혹은 rivaroxaban의 사용은 VTE의 발생 빈도를
감소시키는데 이득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moderate-to-low
evidence).
Zhu등10의 메타분석 연구는 무릎의 관절경 수술 및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혈전 예방요법 (thrombophylaxis)으로 주로 사용되는 lowmolecular weight heparin(LMWH)의 효용성 및 안정성에 대해
분석하였다(8 RCTs). 단순 무릎 관절경 수술(simple knee arthrscopy
surgery)의 경우 LMWH의 사용은 주요 정맥 혈전색전증(venous
thromboembolism, VTE)를 포함한 모든 VTE의 발생 및 주요 출혈
부작용(major bleeding events)과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모든
출혈 부작용(all bleeding events)의 경우 LMWH을 사용한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 하게 높게(RR, 1.64, P=0.003) 나타 났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LMWH의 사용은 major VTE 및 all VTE의
발생 빈도를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추는 상관관계가(RR 0.23,
P＜0.001, RR 0.22, P-0.01) 있었다. 그러나 주요 출혈 및 모든 출혈은
양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LMWH의 사용은
단순 관전경 수술시 VTE를 예방하는 효과는 없는 반면 출혈성 부작용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경우 출혈성 부작용의 위험성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VTE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Huang 등11 역시 9편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분석하여 무릎의
관절경 수술 후 사용되는 혈전 예방요법의 효용성 및 안정성에 대해
체계적 고찰을 시행하였다. 선정된 연구에서 사용된 혈전 예방요법은
low-molecular weight heparin(LMWH), rivaroxaban, 및 aspirin
이었다. 결과 3개의 예방요법 모두 유증상(symptomatic) venous
thromboemboism(VTE)를 유의미하게 낮추는 효과는 없었다. 그러나
유증상 원위 심부정맥 혈전증(symptomatic distal DVT)의 경우 혈전
예방요법을 시행한 군에서 대조군 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발생율을(RR,
0.16; P = 0.0005) 보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관절경 수술 후 사용되는 혈전
예방요법은 의미 있는 혈전 예방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절경 수술 후 routine하게 사용하지 말것을 권장한다.
Traven 등12은 Truven MarketScan database를 이용하여 무릎의
단순 관절경 수술 및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정맥 혈전색전증(venous
thromboembolism, VTE)의 발생빈도 및 경구용 피임제(combined oral
contraceptive)를 복용한 경우 VTE 발생 상대 위험도를 분석 보고하고자
하였다. 총 64,165명, 16-40세 사이의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수술
후 90일간 심부 정맥 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DVT) 및 폐 색전증
(pulmonary embolism, PE)의 발생을 주 변수로 설정하였다. 전반적인
VTE의 발생빈도는 낮았으나, 경구용 피임제를 복용한 환자군에서
DVT 또는 PE의 발생 빈도가 유의미하게 상승 하였다 (odds ratio 2.1,
P＜0.001). 수술 술기(단순 관절경 vs 전방십자인대 재건술)는 의미
있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지만, 흡연 및 비만은 경구용 피임제 복용시
VTE 발생빈도의 상승 요소로(synergistic effect) 작용하였다. 경구용
피임제를 복용하면서 흡연을 하는 경우 4% (odds ratio 4.3, P＜0.001),
비만한 경우 3.1% (OR 3.1, P＜0.001)의 VTE 발생율을 각각 보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단순 관절경 수술환자가 경구용 피임제를 복용한 경우 증상이
동반된 DVT 혹은 PE 발생 빈도는 각각 1.70%, 0.27%로 모두 의미 있게
상승하였으며,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경우 DVT 혹은 PE의 발생 빈도는
각각 1.80%, 0.23%로 DVT의 경우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다. 흡연과 비만은 경구용 피임제 사용에 따른 VTE 발생에 상승
요소로 작용 하였다.
수술 후 발생하는 VTE에 대한 concern과 이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슬관절 수술에서 보고되었지만 VTE의 incidence, VTE prophylaxis의
효과 및 필요성은 각각의 수술마다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TKA,
UKA등의 Arthroplasty 후에는 지금까지 알려져 왔던 것처럼 적절하게
VTE prophylaxis를 시행할 필요가 있겠고, efficacy and safety 측면에서
rivaroxaban과 aspirin의 사용을 support하는 문헌들이 보고되었다.
HTO, arthroscopy(simple, ACL )등 VTE incidence가 TKA에 비하여
낮은 수술들에서는 high risk의 일부 환자에서만 VTE prophylaxis가
고려되는 것이 적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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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상 연골판간 횡인대가 개재된
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ACL avulsion fracture with interposed transverse
intermeniscal ligament between the superior
displaced fragment and the ti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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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전방십자인대 견열골절은 전방십자인대와 경골 부착 부위의 강도
차이에 기인하고, 주로 소아 환자에서 발생하는 비교적 드문 질환으로
알려져 왔다.1,2) 하지만, 최근의 보고에 있어 전방십자인대 견열골절은
알려진 것 보다 흔하게 발생하고 소아 뿐만 아니라 약 40%가 성인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3,4) 치료 방법으로는 환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해부학적 정복 및 안정적 고정 상태를 유지해야 골절의 유합
및 정상 무릎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5,6) 시상면의 전위 형태에 따라
세가지로 분류한 Meyers와 McKeever의 분류에 Zaricznyj가 골편의
분쇄와 회전 전위 형태를 추가한 네가지 유형의 분류법이 흔히 사용된다.7,8)
2mm 이내로 정복되지 않는 II형, III형과 IV형에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정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월상 연골판이나 반월상 연골판간
횡인대가 골절부위에 끼여 정복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골편의 정복을
위해서는 수술적 정복술이 필요하다.9) 고정 방법은 나사, K-강선, pullout suture 및 suture anchor 등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다.

저자는 성인 환자에서 반월상 연골판간 횡인대가 큰 크기의 전방십자인대
견열골절편과 경골 사이에 개재되어 정복되지 않는 II형의 전방십자인대
견열골절에서 관절경적 정복 및 pull-out suture 고정을 이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40세 남자 환자가 교통사고에 의해 앞으로 넘어지며 발생한 우측
슬관절 통증으로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신체 검진 상 우측 슬관절의
전반적인 종창 및 압통, 관절운동 제한을 보였다. 우측 슬관절 관절액 천자
상 혈액성 관절액이 95cc 가량 배액되었다. 내원 당시 시행한 우측 슬관절
단순 방사선 사진(그림 1)과 컴퓨터 단층 촬영(그림 2)에서 슬관절내
경골 전방부에 상부로 전위되어 있는 골편이 발견되어 전방십자인대
견열골절이 의심되었고, 이후 시행한 자기 공명 영상 (MRI) 검사 상
전위를 동반한 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이 진단되었다.

29

R

▶그림 1 우측 슬관절 단순 방사선 사진 상 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

▶그림 2 우측 슬관절 컴퓨터 단층 촬영 상 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

▶그림 3 우측 슬관절 MRI 상 반월상 연골판간 횡인대가 개재된 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MRI 영상 소견에 따르면 전방십자인대 견열골절이 큰 크기로
확인되었고 후방부는 붙어 있는 Meyers와 Mckeever 분류 상 type II의
골절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골과 골편 사이에는 저신호 강도의 띠 형태

구조가 감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전방십자인대 견열골절편
하방에 반월상 연골판간 횡인대가 개재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술적 치료를 계획하고 진행하였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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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경 소견 상 MRI 영상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전위된 전방십자인대
견연골절편 하방에 반월상 연골판간 횡인대가 끼어 정복을 방해하는
상태가 관찰되었다(그림 4 A, B). 시야 확보를 위해 슬개하 지방체의
일부를 전동절삭기를 이용하여 제거 후 탐침자로 골절편과 경골 사이에
끼어 있는 반월상 연골판간 횡인대를 당기면서 들어올려 게재된 횡인대와
연부조직을 빼냄으로써 골편을 정복하였다(그림 4 C, D). 본 사례와 같이
Meyers와 Mckeever 분류 상 type II 골절 중에 크기가 큰 견열골절편을
동반한 경우에는 게재된 횡인대를 빼내는 작업이 어려운 경우가
있겠으나, 적절한 시야를 확보하고 횡인대가 이어진 반월상 연골판 내외측
연결부를 찾아서 내외측부부터 중심부를 향하여 점차적으로 횡인대를
들어올려주면서 게재된 횡인대와 연부조직을 빼낼 수 있다. 골절편이
정복된 이후 2개의 비흡수성 봉합사를 이용하여 pull-out suture 고정을
시행하였다. 전외측 삽입구에 관절경을 위치시키고 전내측 삽입구에서
봉합 갈고리(suture hook)를 이용하여 전방십자인대가 경골과 부착된

원위부에 PDS 봉합사를 통과시킨 후 shuttle relay 방식으로 비흡수성
봉합사(Fiberwire)로 교체하였다(그림 5). 같은 방법으로 관절경의
위치를 변경하여, 전내측 삽입구에 관절경을 위치시키고 전외측
삽입구에서 봉합 갈고리(suture hook)를 이용하여 PDS를 통과시킨 후
shuttle relay 방식으로 비흡수성 봉합사로 교체하였다. Type II 골절의
특성에 따라 전방부를 정복 및 고정하기 위해 2-point 고정을 시행하였다.
십자인대재건술에 사용되는 유도자(guide)를 이용하여 두개의 경골
터널을 골편 전방부의 내외측에 만들고 금속 wire를 이용하여 각각의
비흡수성 봉합사를 터널을 통해 경골 전방부로 꺼낸 후 정복 상태를
확인하고 각각 Endobutton을 이용하여 고정하였다(그림 6). 수술
후 촬영한 X-ray 상 견열골절편이 수술 전과 비교하여 정복된 것이
확인되었다(그림 7 A). 수술 후 6개월에 촬영한 MRI 상 전방십자인대의
연속성이 유지된 골유합 소견(그림 7 B) 및 신체 검진 상의 양호한 임상
결과를 확인하였다.

A

B

C

D

▶그림 4 골절편과 경골 사이에 개재된 반월상 연골판간 횡인대와 연부조직 및 횡인대를 빼낸 후 정복된 골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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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전방십자인대 하단 부위의 봉합사 통과

▶그림 6 경골 터널 생성 후 pull-out suture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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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7 수술 후 X-ray 및 6개월 F/U MRI

고찰
전방십자인대 견열골절은 주로 8-14세의 소아 환자에서 발생하고
소아 무릎 손상의 2-5%를 차지하는 비교적 드문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3)
1959년 Meyers와 McKeever가 시상면의 전위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여 치료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후 Zaricznyj가 골편의 분쇄와 회전
전위 형태를 추가한 네 가지 유형의 분류법을 제시하여 현재는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다. I형은 전방부의 3mm 미만의 경미한 전위, II형은 전방의
3mm 이상 전위, III형은 후방경첩까지 떨어져 완전히 전위된 경우이고
III형 중에 회전 전위가 없으면 IIIA형, 회전 전위가 있으면 IIIB형으로
분류한다. IV형은 완전히 전위된 골편에 분쇄가 동반된 경우이다.7,8)
전방십자인대 견열골절의 특성 상 안정성 측면에서 무릎의 정상적인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는 골절편의 해부학적 위치로의 정복 및 안정적
고정을 통한 유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I형은 장하지 석고붕대로 4주간
고정치료 하고, 2mm 이내로 정복되지 않는 II형, III형과 IV형 등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반월상 연골판이나 반월상 연골판간
횡인대가 골절 부위에 개재되어 정복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골절 부위 혈종을 제거하여 시야를 확보하고, 탐침자를 이용하여 끼어
있는 조직을 정복 후 내고정을 시행해야 한다.

관절경적 정복 후, 내고정 방법으로 나사, K-강선, pull-out suture,
suture anchor 등의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어 있고 술기 간에 결과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0,11) 나사 고정 및 봉합 고정술이 선호되나 나사
고정의 경우 분쇄 골절이나 골편이 작은 경우 고정이 힘들고 추후 제거술
등의 이차 수술이 필요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12) Pull-out suture는
IV형의 분쇄골절에서도 선택 가능하며 좋은 결과들이 보고되어 있지만,
여러 번의 shuttle relay 및 터널 형성 등의 술기 상 기술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III형 또는 IV형에서의 pull-out suture는 후방부까지 안정적인
고정력을 얻기위해 3 point 또는 4 point fixation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13)
하지만 본 환자처럼 II형의 큰 골절의 경우에 있어서도, 후방부의 고정없이
전방부 좌우에서 2 point fixation으로 전위된 골편을 정복하고 고정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전방십자인대 견열골절의 치료에
있어 정복을 방해하는 반월상 연골판이나 반월상 연골판간 횡인대 등의
구조물을 수술 전에 MRI 등의 검사를 통해 미리 인지하고, 수술 과정에
있어 정복 전에 개재된 구조물을 제거하여 적절한 정복 및 고정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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