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4 2021

슬관절학회 소식지
Quarterly Newsletter of the Knee
가을, 북한산(사진제공: 강승백 회원)

초청의 글
- 대한슬관절학회 경기인천지회장 민경대

학회 임원 명단

도가니 광장

- 풍요로운 삶을 위해 와인 찾아 나서는 길 2

Article Review
- Long-term results of ACL reconstruction

신규 평생회원

Case Study

공지사항

- 진행된 외측 골관절염에 대한 치료로 시행한 신연 관절 성형술 및
외측 반월 연골판 이식술

도가니 칼럼

- 자기 자신의 사명을 관철하자

대한슬관절학회
Korean Knee Society

Distraction Arthroplasty Combined with Lateral Meniscal Allograft in
Advanced Lateral Osteoarthritis

발행인: 최충혁 / 소식지 발간 소위원회: 이한준 (위원장), 최원철 (간사), 김동휘, 김성환1, 김용범, 김태우, 이대희, 이상학, 한혁수
발행처: 대한슬관절학회 / 인쇄·제작: 더블유플랜 Tel 02)6959-9185
* 슬관절학회 소식지는 학회 홈페이지에 PDF로 게시되어있어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2

초 청 의 글

Vol. 4 2021

대한슬관절학회 회원 여러분께
존경하는 대한슬관절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슬관절학회 경기인천지회를 대표하여 전국에 계신 회원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며, 오는 2021년 11월 6일 인천 영종도에서 열리는 추계심포지엄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
합니다.
대한슬관절학회 경기인천지회는 수도권 지역의 특성상 많은 수련병원과 회원 수가 있지만, 학회내
지회 중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진 젊은 지회로 2005년 2월, 오인석, 이범구, 손종민, 김명구선생님 이하 16명의 회원이 처음
인천부천 슬관절 연구회로 시작, 2개월마다 특강과 증례 토의를 통해 만나고 성장해 오다, 2007년 경기지회와 함께 정식
지회로 승인을 받은 후, 경기인천 슬관절지회 이름으로 경기와 인천에서 번갈아 5년마다 전국적인 심포지엄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2021년 추계심포지엄은 코로나 방역을 고려하여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인천의 영종도에 마련하였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대한슬관절학회의 국제적 도약의 흐름에 발맞춰 어려운 시기임에도 명망있는 해외 연자도 초청하였고, 혁신적이고 보다
알찬 프로그램으로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하늘이 맑고 높은 가을의 끝자락, 슬관절학회 내 전국의 경험 많으신 훌륭한 선생님들과 심포지엄을 갖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오셔서 세계를 향한 관문 영종도에서 탁 트인 바다와 높은 하늘을 만끽하시고, 우리 함께 코로나의 긴
터널을 벗어날 희망을 꿈꾸며 활발한 학문적 교류와 친교의 장을 펼쳐 봅시다.
따뜻한 교제와 풍성한 슬관절 학문의 결실이 기다리는 2021년 경기인천지회 추계심포지엄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슬관절학회 경기인천지회장 민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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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곤(18대), 조우신(19대), 서정탁(20대), 최남용(21대), 송은규(22대), 조성도(23대), 전철홍(24대), 김명구(2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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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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 집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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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술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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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위원장), 김동휘(간사), 김만수, 김종민, 김지형, 노두현, 문찬웅, 염윤석, 오광준, 이병훈, 이진규, 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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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석(위원장), 선종근(간사), 김종민, 윤경호, 윤정로, 이광원, 이용석, 정운화, 하철원, 한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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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소속

1722

이운성

부산백병원

1723

한재휘

일산백병원

1724

김충기

마포바로본정형외과의원

1725

이범석

광명성애병원

1726

문현수

한림대학교성심병원

1727

신명진

검단탑종합병원

1728

김훈철

성모윌병원

1729

정다운

동탄성심병원

1730

강병률

삼성서울병원

1731

이재영

부천성모병원

1732

유준영

단국대병원

1733

전유승

의정부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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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학회 |
• 2021 대한슬관절학회 경기인천지회 추계 심포지엄
일시: 2021년 11월 6일 (토)
장소: 그랜드 하얏트 인천 그랜드볼룸
사전등록을 하실 분은 2021년 10월 31일(일) 24:00까지 대한슬관절학회 홈페이지 (http://www.koreaknee.or.kr/abstract/)를 통해
등록바랍니다.

PROGRAM
07:00-07:50

Registration

07:50-07:55

Opening Address

07:55-08:00

Welcome Address

최충혁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민경대 경기인천지회 회장

Session I. Meniscus

정영복, 빈성일

08:00-08:08

Can we save the meniscus?: Anterior to posterior horn

송시영

08:08-08:16

Can we save the meniscus?: Root

김진구

08:16-08:24

How about replacing them?: MAT or scaffold

윤정로

08:24-08:32

Discussion
Session II. Cartilage

우영균, 김명구

08:32-08:40

Orthobiologics for cartilage regeneration: HA, PRP, MSCs

김동휘

08:40-08:48

Adventures in cartilage regeneration: Update on ACI, scaffolds, stem cells

김성환

08:48-08:56

Cartilage surgery: A critical review on Korean reality

한혁수

08:56-09:04

Discussion
Session III. Meniscus / Cartilage: Case-based discussion

김정만, 송은규

09:04-09:34

Meniscus

presenter 김종민, panel 최남홍, 김영모, 이대희

09:34-10:04

Cartilage

presenter 김석중, panel 경희수, 하철원, 윤경호

10:04-10:19

Coffee Break
Session IV. Invited lecture

10:19-10:49

배대경, 원예연

Calipered Kinematically Aligned TKA 2021: The Target, Verification Checks, Accuracy, Implant Survival,
and ‘Athletic’ Like Implant Design

Pf. Stephen Howell

10:49-11:19

Revision Total Knee Arthroplasty: Dealing with Bone Loss and Related Issues

Pf. Stuart Goodman

11:19-11:39

Discussion
Session V. Advanced OA (1): Beyond the TKA itself

정현기, 전철홍

11:39-11:47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RAS) pathway for TKA: Evidences and consensus

이범식

11:47-11:55

Look at the forest rather than the tree: There’s something else besides the knee joint regarding the TKA

이용석

11:55-12:03

Diagnostic approach to residual pain in uncomplicated TKA

고인준

12:03-12:11

Discussion
Luncheon

12:11-13:11

민경대
최원철

06
Vol. 4 2021

Session VI. Ligament

서정탁, 김형수

13:11-13:19

Update in ACL reconstruction: Is the latest always the greatest?

13:19-13:27

Management of different scenarios of PCL or Posterolateral corner injuries:

최형석

Isolated or combined, Acute or chronic

김창완

13:27-13:35

Management of different scenarios of MCL or Posteromedial corner injuries: The neglected corner

배지훈

13:35-13:43

Discussion
Session VII. Ligament: Case-based discussion

노권재, 최남용

13:43-14:13

Ligament injury: Primary

presenter 서영진, panel 고해석, 유재두, 배기철

14:13-14:43

Ligament injury: Revision

presenter 왕준호, panel 서승석, 황선철, 이상학

Session VIII. Early OA

손승원, 조성도

14:43-14:51

What is early OA and what are we doing?

안지현

14:51-14:59

Synovitis in knee OA: What is it? Should we treat it? How?

김재균

14:59-15:07

Subchondral bone marrow lesion: What is it? Should we treat it? How?

송상준

15:07-15:15

Discussion

15:15-15:30

Coffee Break
Session IX. Early OA: Case-based discussion

임홍철, 이명철

15:30-16:00

Rapidly progressive OA in younger patient

presenter 장종범, panel 강승백, 김경태, 나경욱

16:00-16:30

Complex HTO cases

presenter 선종근, panel 송무호, 김강일, 한승범

Session X. Advanced OA (2): Focused on the TKA

김영후, 서재곤

16:30-16:38

Conversion of HTO, UKA to TKA: Can we achieve a primary result?

유주형

16:38-16:46

Updated fixation techniques for periprosthetic knee fractures

손욱진

16:46-16:54

Diagnosis and management of PJI: What's improved and what's still there?

이우석

16:54-17:02

Discussion
Session XI. Advanced OA (TKA): Case-based discussion

조우신, 이범구

17:02-17:32

Primary TKA

presenter 심재앙, panel 이주홍, 문영완, 이한준

17:32-18:02

Revision TKA

presenter 인용, panel 최충혁, 최영준, 박관규

18:02

Adjourn

최충혁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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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1-2022 슬관절 웹세미나
시간: 18:30 ~

장소: 온라인 (YouTube)

PROGRAM
1차

2021년 11월 10일(수)
ACL Reconstuction: Which way do I prefer and why? (동영상/사진 위주, focus on practical & critical tips) 좌장: 왕준호

Remnant preserving ACL reconsturction
Symposium
Sport/osteotomy Transportal femoral tunneling technique

서영진
이준규

Outside in femoral tunnel preparation using a trans-septal approach

2차

배지훈

2021년 11월 24일(수)
Handling complicated situations

좌장: 윤경호

Case discussion Failed ACL reconsturction
Sport/osteotomy Multiple ligament Injuries (PCL, PLC injury 포함)
Meniscal repair in variable cases

3차

문상원
황선철
이대희

2021년 12월 08일(수)
Patellofemoal Joint

좌장: 나경욱

MPFL reconstruction
Symposium
Sport/osteotomy Tibial tuberosity transfer: medialization and anteromedialization
Distal femoral osteotomy for PFJ

4차

송시영
김재균
윤정로

2021년 12월 22일(수)
1. Neccessity of surgical treatment for discoid lateral meniscus: When and How?
1) Pros

좌장: 김진구
이상학

2) Cons
Crossfire
Sport/osteotomy 2. Is cartilage repair procedure needed in realignment procedure in OA?

김종민
좌장: 인 용

1) Never, useless

심재앙

2) Better late than never

선종근

5차

2022년 01월 05일(수)
Osteotomy A to Z (동영상/사진 위주, focus on practical & critical tips)

Preoperative planning
Symposium
Medial open HTO
Sport/osteotomy
Lateral closed HTO

김태우
김영모
송상준

DFO or Double osteotomy

6차

좌장: 한승범

한승범

2022년 01월 19일(수)
Cartilge regeneration Procedure -The good and the bad: What made the difference?

Is cartilage regeneration using marrow stimulation still worthwhile?
Case discussion
ACIC (autologous collagen induced chondrogenesis) from development to clinical application
Sport/osteotomy
BMAC (bone marrow aspirate concentrates) implantation
Cell implantation: ACI and Cartistem

좌장: 하철원
김중일
김석중
최성욱
박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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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2022년 02월 03일(목)
Novel issues of knee surgery

Symposium
Miscellaneous

좌장: 유재두

New classification for osteoarthritis: Focus on phenotypes and possible therapeutic targets

김성환

Knee pain referred from the cancer center

유재두

Functional recovery after knee surgery

하정구

Pain, PONV management after TKA

고인준

8차

2022년 02월 16일(수)
Primary arthroplasty (동영상/사진 위주, focus on practical & critical tips)

Symposium
Arthroplasty

TKA using measured resection technique

최원철

TKA using gap technique

안지현

Robotic or PSI

박관규

9차

2022년 03월 02일(수)
Difficult primary and State of the Art (동영상/사진 위주, focus on practical & critical tips)

Case discussion TKA after failed HTO/UKA
Arthroplasty TKA for severe varus/valgus

10차

김동휘
이용석

2022년 03월 16일(수)
Revisional arthroplasty (동영상/사진 위주, focus on practical & critical tips)

좌장: 최충혁

Approach, Implant/Cement removal

배기철

Bone loss management

손욱진

Management of instability / stiffness

김창완

11차

Crossfire
Arthroplasty

좌장: 이우석
이우석

TKA with extra-aticular deformity

Symposium
Arthroplasty

좌장: 김강일

2022년 03월 30일(수)
1. Ideal alignment for TKA

좌장: 문영완

1) Mechanical alignment

이범식

2) Patient-specfic alignment

한혁수

2. Simulatneous bilateral TKA

좌장: 이한준

1) Prefer

신영수

2) Never

양재혁

12차

2022년 04월 13일(수)
Complications after TKA

Case discussion Periprosthetic fracture
Arthroplasty Periprosthetic joint infection
Extensor mechanism problem

• 대한슬관절학회 제13회 연수강좌
일시: 2021년 12월 04일 (토)
장소: 서울 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백두

좌장: 장종범
강동근
주용범
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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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연관학회 일정 |
학술대회명

개최 예정일

장소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5차 국제학술대회

2021.10.14~16 목~토 스위스그랜드호텔

대한스포츠의학회 제59차 추계학술대회

2021.10.16~17 토~일 세텍(SETEC)

2021 대한슬관절학회 경기인천지회 추계 심포지엄

2021.11.06 토

그랜드 하얏트 인천

제5회 보훈병원 VPAS

2021.11.13 토

중앙보훈병원 지하2층 대강당

대한슬관절학회 제13회 연수강좌

2021.12.04 토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백두]

2021 The Current Issues in Knee Arthroplasty and Live Surgery

2022.01.14 금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임상 제 1, 2강의실

| 편집위원회 |
• KSRR 공지 사항
1. 우리 학회 영문학술지인 KSRR은 SCOPUS, Emerging SCI (ESCI), PubMed, 학술진흥재단을 포함한 아래 시스템의 등재 잡지입니다. 우리
학술지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신 회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SCOPUS

• Institute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of China

• Emerging SCI

• CNKI

• PubMed

• EBSCO Discovery Service

• PMC

• OCLC WorldCat Discovery Service

• Google Scholar

• ProQuest-ExLibris Primo

• Semantic Scholar

• ProQuest-ExLibris Summon

• KoreaMed

• Dimension

• KoM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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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SRR이 2020년 5월 SCOPUS, 2021년 3월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 (ESCI) indexing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SCI/E
등재만을 남겨놓고 있는 바, 그 동안 회원님들의 노력이 꽃을 피우고 마지막 결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 회원님들께서 앞으로도 훌륭한
원저를 적극적으로 투고해 주시고, 편집위원, 학술위원, 심사위원님들께서는 보다 세심한 심사를 해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은 기존 SCI/E
저널에 여러분들의 논문을 투고할 때, 최근 2년간의 출간된 KSRR 논문들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논문에 인용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인용지수
(impact factor) 상승이 현 단계에선 절실합니다.
3. 편집위원회에서는 학술지 위상 강화를 위한 국제화의 일환으로 해외 유명 교수들을 KSRR 편집위원으로 초빙하였고, 투고 심사의 질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수 심사위원을 편집위원으로 선발하고, 시상을 통한 동기 부여, 궁극적으로 KSRR 논문의 질을 높여 누구나
인정하는 우수 학술지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4. 본 학술지에 투고는 최근 괄목할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저자들의 원저 투고와 게재 편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해외 저자들의 투고 및 게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KSRR이 우리 대한슬관절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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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E 저널에서 많은 인용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원저의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5. 한 해 200편 이상의 투고로 인하여 편집위원, 심사위원님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 마다 한해 4-5편의 심사를 의뢰드릴
예정으로 심사 의뢰시, 심사 거절 또는 무응답을 하지 마시고 빠른 심사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무응답 시 불필요한 심사일 지연과 다른
위원님들의 업무가 과중 될 수 있으니 부디 빠른 심사 수락과 기한 내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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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심사 업무 과중에 해량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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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상 선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여상 수상자의 증원을
계획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SCI/E 논문 투고시 최근 2년간 발표된 KSRR 논문들의 적극적인 인용 및 KSRR 에 원저 투고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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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대한슬관절학회 출간도서 |
3

rd

Edition

Arthrology of the K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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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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의 사명을 관철하자

김영후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인공관절센터

인생은 원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원하지 않은 곳에서 오랫동안 지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자기답게 ‘만족’ 하고 ‘승리’ 하는 인생을 열어가느냐가 과제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불운을 한탄하고, 환경과 타인을 원망하면서 일생을 끝내고 마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또 영애 영달을 바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바라면서 그것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한, 그러한 불만과 초조함은 어떤 형태로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욕망은 한이 없습니다.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한,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모든 직원이 사장이 되지는 못합니다.
물론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상황을 위해 변혁하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더욱 중요한 점은 현재 자신이 있는 곳, 자신의 ‘요새’를
엄연히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자기 사명을 철저히 완수하고, 그 위치에서 자기 나름의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병원이나 대학에서 화려한 무대도 없이 칭찬을 받지도, 각광을 받지도 못하는 의사나 교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만이 중요하다’입니다.
대학 총장이나 병원의 병원장의 지위가 인간의 훌륭함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환경이 행복을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생명, 우리 마음에는 광대한
‘우주’ 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장대한 경애를 열기 위한 노력과 분투입니다.
그 ‘장대한 경애’를 열면, 어느 곳에 있든 자신이 왕자입니다. 퍼 올려도 마르지 않는 인생의 깊은 묘미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세간적으로 ‘성공하고 싶다’고 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위대해지자’고 마음먹은 사람은 적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거나 주목받고 싶은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순간에도 변치 않는 ‘삼세 (三世)의 행복’을 자신의 생명에 구축하려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 사람의 훌륭함과 행복은, 그 사람 본인의 ‘생명력’과 인류의 행복을 향한 강한 마음이 결정합니다.
우리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COVID-19’를 해결하기 위해 날마다 노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인내하고
고생도 하지만, 진실로 ‘만족하는 자신을’ 반드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일시적인 모습이 어떠냐도 아닙니다. 요컨대 마지막에 회심의 미소를 얼굴 가득 떠올릴 수 있는
인생이냐 아니냐입니다.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승리했다, 즐거웠다, 후회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승리자 입니다.
특히 젊은 의료인 여러분은 악전 고투의 상황 일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영예와는 인연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마다 사명의 천지에서
이상을 향해 계속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의 흉중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승리의 요새’가 구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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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 삶을 위해
와인 찾아 나서는 길 2
김헌국
중앙정형외과

와인을 시작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찾는 와인이 보르도 와인입니다. 어느
정도 와인을 마시다 보면 드디어 부르고뉴 와인에 눈길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보르도에 비해서 너무나 복잡한 체계와 등급 그리고 비싼 가격
때문에 부르고뉴 와인에 입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맙니다.
저도 2000년 중반에 집사람 몰래 돈을 제법 주고 부르고뉴 와인을 사서
마셨지만, 같은 가격대의 보르도 와인에 비해서 맛이 없어 실망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의 물방울 만화에서 부르고뉴 와인을 예찬하는 것을
보아서 그네들과 제가 늘 먹고 있는 음식이 달라서 저는 부르고뉴 와인의
맛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가 보다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때 초대하신 분이 음식과 함께 내놓은 와인이 로마네 꽁띠를
생산하는 Domaine de la Romanee Conti(D.R.C)의 ‘그랑 에세조’와 ‘라
타슈’(2백만 원이 넘는 와인들)였습니다. 그 당시, 평생 마셔온 와인들 중에
최고의 와인을 접하는 날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부르고뉴 와인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부르고뉴 와인에 대한 어렵고
복잡한 체계를 정리해 보았으며, 프랑스 음식 정찬과 스시 오마카세 등
미식 문화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인기가 치솟는 샴페인에 대한 길라잡이를
마련하였습니다.

와인의 종착역은 부르고뉴,
그러나 부르고뉴 와인에 빠지면 가산 탕진하기
쉬운 길이라는 것을
세계 최고의 와인, 로마네 꽁띠(Romanee conti)가 나오는 곳이
부르고뉴입니다. 포도 품종은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샤르도네가 더
많이 생산되고 대부분의 레드 와인 경우에는 피노 누아 100%로 만들고
있습니다. 로마네 꽁띠는 한 병에 천만 원이 넘고 있으며, 생산연도가

특별한 것은 5천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로마네 꽁띠는 13~17세기까지는
쌩비방 수도원 소유였다가 수도원이 폐지된 후에 루이 15세의 사촌
형인 꽁띠 후작이 루이 15세 애첩 마담 퐁파두르를 제치고 인수하게
되어 “로마네 꽁띠”라는 이름으로 태어납니다. 프랑스 혁명 때는 정부에
몰수되었다가 다시 경매에 붙여졌고, 이후 여러 명의 주인을 거칩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포도나무를 죽이는 필록세라에 강한 미국산
포도나무에 피노 누아를 접붙이면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포도는

▶ 2014년, 롯데백화점이 설 선물용으로 한 세트 들여놓은 ‘로마네 꽁띠
2010’ 세트가 3900만 원에 팔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네 꽁띠’는 매년 평균
450상자(5400병) 정도 소량만 생산되기에 회사에서 팔고자 선택된 고객에게
‘로마네 꽁띠' 한 병만 팔지 않습니다. 다른 와인을 집어넣어 끼어 파는 세트는
‘로마네 꽁띠’를 포함해 ‘라 타슈’ 3병, ‘로마네 생 비방’ 2병, ‘리슈부르’ 2병,
‘그랑 에세조’ 2병, ‘에세조’ 2병 등과 함께 12병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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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수확하고, 수확은 사람의 손으로 직접 하고, 매년 새로운 오크통에서
숙성시키는 등 자신들만의 비법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네 꽁띠
바로 옆의 포도원은 어떻게 전혀 다른 와인이 생산되나요. 그 차이는 밭에
따라 지층이 달라 즉 떼루아(Terroir: 밭이 있는 곳에 기후, 토양, 지질 등을
모두 포함한 포도가 자라는 환경을 말합니다)가 달라서입니다. 피노 누아는
척박한 토질에서 생존하기 위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기에, 뿌리가 깊을수록
지층이 가진 여러 성분들을 흡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동네에 밭이라도
바로 몇 미터만 멀어지면 지층도 달라서 이에 와인 맛이 달라집니다. 로마네
꽁띠 병목에 모노폴(MONOPOLE)이라는 글이 있는데 단일 포도밭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세기가 되어 Romanee Conti는
현재의 소유자 빌레느(Villaine)가의 소유로 되었으며, 1942년부터 르루아
(Leroy)가 경영에 참여하였습니다. 1973년, Domaine de la Romanee
Conti(D.R.C)라는 법인 조직을 만들어 Piece Loire부인과 Villaine가
공동 경영하기 시작하였는데, 회사 내 이견으로 1992년부터 Piece Loire
부인이 떠났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Romanee Conti 외에 La Tache 전부,
Richebourg의 대부분을, Grand Echezeaux, Echezeaux, Montrachet
의 일부를 소유. 또한 1989년의 빈티지부터 Saint Vivant의 포도원 1/2를
D.R.C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부르고뉴 와인은 도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와인 양조를 누가
만들었는가에 따라 와인 맛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도멘 (Domaine); 보르도에 샤또가 부르고뉴에는 도멘 샤또가 건물을

위의 지도와 같이 부르고뉴는 크게 5개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부터 아래로 가면

중심으로 하는 포도원의 양조장이라면, 부르고뉴 지방은 포도 재배의
토양과 환경을 중시해서 포도밭을 그에 따라 잘게 나눈 구획의 집합체가
도멘, 구획마다 와인을 따로 소량 생산합니다. 도멘은 포도 재배와 와인
생산까지 하는 점에서 샤또와 같습니다.

1. Chablis(샤블리). 샤르도네를 만든 깔끔한 화이트 와인이 생산됩니다.
이곳 와인 적극 추천합니다.
2. Cote de Nuits(꼬뜨 드 뉘). 피노 누아로 만든 고급 레드 와인.
3. Cote de Beaune(코뜨 드 본). 레드 와인과 샤르도네로 만든 훌륭한

네고시앙(Negocian); 3,800여 개나 되는 도멘에서 만들어 내는 복잡 하고

화이트 와인 생산.

다양한 맛을 조화시켜 우아한 와인으로 탄생시키는 곳이 네고시앙(유통상)

4. Cote Chalonnaise(꼬뜨 샬로네즈). 대부분 레드 와인.

입니다. 250여 개 네고시앙이 보통 100여 개의 도멘과 거래하며 수십 개의

5. Maconnais(마코네).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

브랜드를 만들어 냅니다. 포도의 재배부터 와인 제조까지 하는 도멘이

여기에서 Cote de Nuits(꼬트 드 뉘)와 Cote de Beaune(꼬뜨 드 본)

많지 않아서, 많은 네고시앙들은 작은 포도밭에서 포도를 사들여 와인을

을 합해서 ‘Cote d'or(꼬뜨 도르, 황금의 언덕)’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제조합니다. 100여 개 네고시앙이 부르고뉴 와인 80%를 생산합니다.

대단한 와인들이 생산되기에 이곳 마을 이름을 아시면 좋습니다.

포도밭까지 소유한 네고시앙은 자체 생산한 포도를 양조, 블렌딩, 병입까지
하는데, 이러한 대규모 네고시앙을 메종(Maision)이라고 합니다. 메종

Cote de Nuits(꼬뜨 드 뉘)는 Dijon과 Corgoloin 사이의 8마을

중에 이름난 곳은 루이 자도(Louis Jadot), 패블리(faiveley), 루이 라뚜르

지역으로, 마르싸네(Marsannay), 픽생(Fixin), 쥬브레 샹베르땡(Gevery

(Louis Latour), 부샤 뻬레에 피스(Bouchard Pere & fils, 부르고뉴

-Chambertin,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한 이유가 결전 전날

와인을 접하다 보면 뻬레 에 피스라는 단어를 자주 접합니다. 아버지와

샹베르땡 와인을 마시지 못해서라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유명 와인 산지),

아들이라는 뜻), 조셉 드루앵(Joseph Drouhin) 등입니다.

모레 생 드니(Morey-Saint-Denis), 상볼 뮈지니(Chambolle-Musigny),
부조(Vougeot), 본 로마네(Vosne-Romanee, 로마네 꽁띠가 생산되는
마을), 뉘 생 조르쥬(Nuits-Saint-George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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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te de Beaune(꼬뜨 드 본)는 레드뿐 아니라 좋은 화이트 와인으로 더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곳의 토양이 샤르도네가 잘 자라나는 곳이기에 꼬드

마을 단위 중 중요한 마을 몇 개를 골라서 몇몇 와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드 본의 드라이 화이트 와인이 전 세계의 표본이 됩니다. 마을로서는 뻬르낭꼬르똥(Alox-Corton),

쥬브레 샹베르땡(Gevery-Chambertin); Cote de Nuits(꼬트 드 뉘) 중에

사비니 레본(Savigny-les-Beaune), 쇼레 레본(Chorey-les-Beaune),

픽생 다음 마을로서 꼬트 드 뉘 마을 중 가장 넓은 데다 비싼 와인이 생산되고

뽀마르(Pommard), 볼네(Volnay), 몽뗄리(Monthelie), Saint-Romain,

그랑 크뤼가 9개나 있습니다. 쥬브레라는 마을 이름에 이 동네에서 가장

Auxey-Duresses, 뫼르소(Meursault, 유명한 화이트 와인), 퓔리니

좋은 밭 ‘르 샹베르땡’ 이름을 합쳐서 이곳 마을 이름이 되었습니다. (

몽라셰(Puligny-Montrachet. 세계 최고의 화이트 와인이 나온다고 보면

브루고뉴 마을 이름은 마을 이름에 그곳에 유명 밭 이름이 붙여서 된 곳이

좋습니다), 사샤뉴 몽라셰(Chassagne-Montrachet) - 몽라셰 와인이

많습니다.) 우선 다음 와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베르쥴레스(Pernand-Vergelesses),

알록스

너무나 우아해서 영국 다이애나 전 황세비, 숀 코네리 등이 즐겨 마신
화이트 와인-, 쌩 또뱅(Saint-Aubin), 쌍뜨네(Santenay) 등입니다.

도멘 트라페(Domaine Trapet);
와인 라벨에 마을 이름은 없으며,

부르고뉴 지도에서 말씀드린 마을 이름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와인 등급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샹베르땡만 쓰여있고 그 아래 그랑
크뤼라고 표기가 된 것으로 보아
최고의 와인 부르고뉴 와인이며,

1) 부르고뉴 와인 등급은 보르도와 비슷하게 부르고뉴(Bourgogne)

샹베르땡은 밭 이름이라는 것을

라고 쓰여있으면 아래 등급(지역 명칭, Regional A.O.P, 가장 아래 등급)

알게

되었습니다.

1919년에

입니다. 2) 위에 소개한 마을 이름, 즉 예를 들면 쥬브레 샹베르땡이라는

설립된, 부르고뉴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명가 중 하나. ‘나폴레옹이 가장

마을 이름이 있으면 좀 더 좋은 와인(마을 명칭, VillageA.O.P)이며, 44

좋아했던 와인’, ‘부르고뉴 와인의 왕’ 등으로 불리며 주목받던 ‘샹베르땡’

개 마을이 있습니다. 전체 생산량의 36.8%입니다. 3) 마을 이름과 함께

와인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게 된 것은 이 트라페 가문의 영향이 큽니다

포도밭 이름이 1er Cru(프리미에 크뤼, Premier Cru A.O.P)라는 표시가

(전설의 100대 와인). 1990년에 로시뇰 트라페(Rossignol-Trapet)와 장-

있으면 좀 더 고급 와인입니다. 680여 개이며 전체 생산량의 10%입니다.

루이 트라페(Jean-Louis Trapet)로 분리된 이후, 도멘 트라페는 장-루이가

4) 최상의 등급인 그랑 크뤼(Grand Cru A.O.P)는 포도밭 이름만 표기되고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루이는 1980년대에 들어서 최신 포도재배 및

마을 이름은 표기되지 않고 'Grand Cru'도 표시합니다. 33개 그랑 크뤼가

양조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옛날의 명성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그는 쥬브레

있으며, 전체 생산량의 1.4%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맛있고 비싼 와인은

샹베르땡에서 ‘향의 마술사’로 명성 높은 아르망 후소(Armand Rousseau)

그랑 크뤼이며, 라벨이 마을 이름을 쓰여 있지 않고 밭 이름만 표기된다는

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모든 밭을 바이오다이내믹 농법으로 관리하며,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런 와인의 값은 백만 원이 넘는 와인들이 많습니다.

양조할 때 양조자의 간섭을 최소화, 와인 스스로 그 개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합니다. 도멘 트라페의 와인은 대부분 쥬브레 샹베르땡 마을에서

▶ ‘부르고뉴’라고 써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와인.
지역 명칭 Regional A.O.P

▶ 마을명, 쥬브레샹베르땡(Gevery-Chambertin).
마을 명칭, VillageA.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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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명 그리고 밭 이름(clossaint-jacques)이있는
프리미에 크뤼입니다. 1er Cru(Premier Cru A.O.P)

▶ 밭 이름(le chambertin)만 써있습니다.
그랑 크뤼(Grand Cru A.O.P).

생산. 쥬브레 샹베르땡 와인의 특징은 매우 남성적이고 파워풀하며,

DE LA ROCHE, 그랑 크뤼

코트 도르에서 가장 강건한 스타일을 보여주는데, 유독 트라페의 와인은

포도밭 끌로 드 라 로쉬를

강건함과 동시에 우아함과 세련미 그리고 섬세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소유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
신 포도’라는 유명한 와인

쥬브레 샹베르땡(Gevery-Chambertin)은 부르고뉴 와인 중에 좋은

다큐 영화가 있습니다. 사기꾼

와인들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 마을 이름 하나

쿠르이아완의

만을 기억하고, 부르고뉴 와인의 이해는 이곳 마을에 와인들을 찾아서

제조 사기가 밝혀지게 한

마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쥬브레 샹베르땡(Gevery-

와인이기도 합니다.

가짜

와인

Chambertin)만 표기된 마을 단위 와인, 마을 이름이 쓰여 있으면서 밭
이름도 표기된 프리미에 크뤼(Premier Cru)와인, 나가서는 밭 이름만 쓰여

사기꾼이 도멘 퐁소끌로 생

있는 그랑 크뤼 와인 등. 뭐, 비싸서 살 수는 없겠지만 도멘 트라페(Domaine

드니 1945 빈티지를 만들어

Trapet)와 아르망 후소(Armand Rousseau)가 대단한 와인을 생산하고

경매에서 팔고 있었는데 실제는 이 와인은 1982년부터 생산되었다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와인은 남성적이고 강건하며 조화로운 와인이라는

것으로 사기행각이 밝혀집니다. 부르고뉴에서 도멘 병입을 시작한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쥬브레 샹베르땡은 부르고뉴의 33개 그랑 크뤼 중에

선구자입니다. 2017년, 이 와이너리를 운영하던 로랑 퐁소가 독립하여

가장 많은 9개의 그랑 크뤼(Grand Cru)와 26개에 달하는 프리미에 크뤼

자신의 이름을 걸고 새로운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Premier Cru)가 있습니다. 9개의 그랑 크뤼 밭을 소개합니다. MazisChambertin, Ruchottes-Chambertin, Chambertin Clos de Bèze,

모레 생 드니 지역의 가장 유명한 생산자로는 소개한 도멘 퐁소

Chambertin,Latricieres-Chambertin, Chapelle-Chambertin, Griotte-

(Domaine Ponsot). 그 외 도멘 뒤 클로 드 타르(Domaine du Clos de

Chambertin, Charmes-Chambertin, Mazoyères-Chambertin 입니다.

Tart), 도멘 뒤작(Domaine Dujac), 도멘 로베르 그로피에(Domaine

마지막으로 미 마을 가성비 좋은 도멘을 소개합니다. 도멘 아르망-죠프로이

RobertGroffier) 등입니다. 그랑 크뤼 밭은클로 드 타르(Clos de Tart),

(Domaine Harmand-Geoffroy), 도멘 앙리 마니엥(Domaine Henri

클로 데 랑브레(Clos des Lambrays), 클로 생드니(Clos Saint Denis),

Magnien), 도멘 마크 로이(Domaine Marc Roy).

클로 드 라 로슈(Clos de la Roche), 본 마르(Bonne Mares본마르의 10%
가 모레 생 드니, 샹볼 뮈지니가 90%).

모레 생 드니(Morey-Saint-Denis)는 쥬브레 샹베르땡과 상볼 뮈지니
(Chambolle-Musigny) 사이에 있는 마을로 섬세한 샹볼 뮈지니와 강건한

상볼 뮈지니(Chambolle-Musigny); 가장 여성적이고 우아한 스타일의

쥬브레 상뻬르땡의 중간 맛을 선사 합니다. 5개 그랑 크뤼와 20개 프리미에

와인 산지입니다. 뮈지니(14세기 공작의 이름)라는 유명 밭 이름에 샹볼

크뤼(1er Cru)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 와인 하나를 소개합니다.

마을 이름이 합해졌습니다. 최고의 그랑 크뤼,(Musigny, 화이트 와인도
생산), 본 마르(Bonnes Mares). 그리고 24개의 프리미에 크뤼(사랑하는

모레 생드니에 위치한 도멘 퐁소(Domaine Ponsot); 그랑 크뤼는 마을

연인들이라는 뜻의 레 자무레즈Les Amoureuses 밭이 유명)가 있습니다.

이름이 없고 밭 이름만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LODS

이곳 마을에서 생산되는 와인 두 개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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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멘 로베르 그로피에(Domaine Robert

도멘 메오 카뮤제(Domaine Meo Camuzet), 도멘 장 그리보(Domaine

Groffier); 프리미에 크뤼 와인은 마을

Jean Grivot), 도멘 몽자르 뮈네르(Domaine Mongeard Mugneret)

이름과 포도밭 이름이 동시에 표시되고

등이 있습니다.

있다고 하였지요. 부르고뉴 684개 프리미에
크뤼 중 때때로 그랑 크뤼보다 더 높은 값에

본 로마네(Vosne-Romanee); 로마네 꽁띠가 생산되는 마을. 이웃한

거래되는 와인들이 있는데, 샹볼 뮈지니

플라제-에세조(Flagey-Echezeaux) 마을을 포함해서 본 로마네 AOC

마을에서

생산되는

‘레

자무레즈(Les

마을이 됩니다. 이 마을 이름도 본 이라는 마을 이름에 가장 유명한

Amoureuses, 사랑하는 연인들이라는 뜻)’

포도밭 La Romanee가 붙여서 된 것입니다. 그랑 크뤼는 본 로마네 6

가 대표적. 레 자무레즈는 샹볼 뮈지니의 24

개, 플라제-에세조 2개이며 15개의 프리미에 크뤼가 있습니다. 본 로마네

개 프리미에 크뤼 중 으뜸일 뿐만 아니라,

그랑 크뤼 6개 중 4개는 한 소유자가 전부 경작을 하는 모노폴(Monopole)

부르고뉴 프리미에 크뤼 중에서도 최고. 특히 도멘 로베르 그로피에가

입니다. 세계 최고의 피노 누아 산지로 섬세하고 강건한 힘도 갖추고 있는

생산하는 레 자무레즈 와인이 유명. 1965년에 설립된 이 도멘은 모레 쌩

완벽한 와인이 생산됩니다. 그랑 크뤼 밭은 플라제-에세조에 그랑 에세조

드니 마을에 위치해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지역에 포도밭을 소유하고

(Grand-Echezeaux)와 에세조(Echezeaux) 2개, 본 로마네에 로마네

있지는 않습니다. 생산하는 와인들은 레 자무레즈, 오뜨 두아, 레 셍티에(

꽁띠((Romanée Conti), 라 타쉬(La Tâche), 라 로마네(La Romanée),

세 가지 모두 샹볼 뮈지니 마을의 프리미에 크뤼), 샹베르땡 끌로 드 베제

라 그랑드 뤼(La Grande-Rue), 리쉬부르(Richebourg), 로마네 생 비방

그랑 크뤼와 본 마르 그랑 크뤼, 그리고 쥬브레 샹베르땡 와인이 있습니다.

(Romanée-Saint-Vivant) 6개입니다.

품질 대비 좋은 가격대를 유지. 현재 로베르 그로피에의 아들인 세르쥬
그로피에가 운영. 도멘 로베르 그로피에의 와인은 한 마디로 피노 누아가

유명 도멘으로는 이미 설명한 로마네 꽁띠를 생산하는 도멘 드 라 로마네

가지고 있는 최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강건함과 뛰어난 구조감, 짙은 색과

꽁띠(Domaine de la Romanee-Conti), 앙리 자이에(Henri Jaye,

타닌, 거기에 피노 누아 만의 순수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크통의 사용은

부르고뉴 전설), 도멘 르루아(Domaine Leroy), 도멘 뒤 콩트 리제-벨레르

지나치지 않게 하여, 오크의 풍미가 은은하게 표현되도록 노력합니다

(Domaine du Comte Liger-Belair), 도멘 메오카뮈제(Domaine MeoCamuzet), 엠마누엘 후제(Emmanuel Rouget, 앙리 자이에가 그의

도멘 조르쥬 후미에 (DomaineGeorges Roumier);

숙부로, 앙리 자이에의 정식 후계자), 샤를르 노엘라(Charles Noellat),

사진에서 샹볼 뮈지니라는 마을 단위 와인이라는

A.F. Gros, Michel Gros, Anne Gros 등등입니다.

것을 아시겠지요. 신의 물방울 작가가 좋아하는
와인입니다. 1924년 결혼과 동시에 샹볼로 온 26살

알록스 꼬르똥(Alox-Corton); ‘Cote d'or(꼬뜨 도르, 황금의 언덕)’는 Cote

조르쥬 후미에는 아내 가문의 밭을 물려받아 자신의

de Nuits(꼬트 드 뉘)와 Cote de Beaune(꼬뜨 드 본)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름을 딴 도멘을 설립하였습니다. 1950년대부터

꼬뜨 드 뉘 맨 남쪽 마을 뉘 생 조르쥬 다음 이 꼬뜨 드 본입니다. 본 이라는

포도밭을 확장 하였고, 셋째 아들 Jean-Marie가

도시가 북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꼬 드 드본의 와인은 화이트 와인을 10%

아버지와 함께 도멘을 책임지고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밖에 생산하지 않는 꼬뜨 드 뉘와는 다르게 4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꼬뜨

이후 그의 아들 Chistophe가 도멘을 이어받아 현재 약

드뉘 첫 마을 뻬르낭-베르쥴레스(Pernand-Vergelesses) 다음 마을이

12ha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으며,소유한 포도밭 중 50%

알록스 꼬르똥입니다. 레드 와인이 주로 생산되나 화이트 와인이 유명한데

이상이 그랑크뤼 포도밭입니다. 새로운 오크 비중이

그랑 크뤼인 코르똥 샤르마뉴(Corton-Charlemagne: 샤를마뉴-카를

높은 생산자입니다. (그랑크뤼의 경우 100% 뉴오크) 그랑 크뤼Bonnes-

대제-가 즐겨 마셨다는 화이트 와인입니다. 샤를마뉴는 원래 레드와인을

Mares 와인이 도멘을 대표하는 와인입니다.

좋아하였는데 그의 흰 수염에 붉은 포도주가 묻자 왕비가 화이트 와인 만을
마실 것을 권해서 샤를마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도멘 자크 프레데리크 뮈니에(Jacques-Frederic Mugnier), 도멘
꽁뜨 조르주 드 보귀에(Comte Georges de Vogue) 등이 유명 합니다.

뫼르소(Meursault); 화이트 와인(물론 대부분이 샤르도네로 만든 화이트
와인)으로 유명한 마을. 약간의 레드와인도 생산합니다. 그랑 크뤼 밭은

부조(Vougeot); 부조와 샹볼 뮤쥐니는 경계는 부즈(Vouge) 강으로

없으며 5개의 훌륭한 프리미에 크뤼(1er Cru) 산지가 있습니다. 꼬드 드

되어있습니다. 작은 이 마을에 3/4이 그랑 크뤼 밭, 클로 드 부조(Clos de

본의 3대 화이트 와인 산지(뫼르소, 퓔리니 몽라셰, 샤사뉴 몽라셰) 중에

Vougeot)가 차지하고 4개의 프리미에 크뤼가 있습니다. 유명 도멘으로는,

가장 큰 마을로 세 마을에서 가장 부드러우며 진한 느낌입니다. 화사한 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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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헤이즐넛, 아몬드, 깨 볶는 고소한 향이 특징입니다. 뫼루소에서

몽라셰(사진에서 보는 라벨이 바타르 몽라셰 이며 그랑 크뤼), 크리오

생산되는 와인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타르 몽라셰, 그리고 비양브뉘 바타르 몽라셰가 있습니다(‘전설의 100
대 와인’). 이들은 꼬뜨 드 뉘의 로마네 꽁띠에 대적할 만큼 힘과 구조를
도멘

코슈

뒤리(DomaineCoche-

갖춘 화이트 와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와인을 모두 생산하는

Dury); 꼬뜨 드 본에서 뫼르소를

유명 도멘이 바로 도멘 르플레브입니다. 1920년, 조셉 르플레브가 설립.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이트

몽라셰의 네 개의 포도원(바타르 몽라셰, 슈발리에 몽라셰, 퓔리니

생산자 중 하나입니다. 현재 오너인 장

몽라셰 레 콩베트, 퓔리니 몽라셰 레 퓌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990

프랑수아코쉬(Jean-François Coche)

년에 유기농 및 바이오다이나믹 농법을 도입한 이후 1998년부터 완전히

의 할아버지가 1900년대 초, 뫼르소

바이오다이나믹 농법으로 관리. 와인을 발효할 때 야생효모를 사용하며

(Meursault)의 밭을 매입하면서 그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를 이용하여 16~18도에서 발효를 진행. 이후 작은

역사가 시작. 1960년대 아버지 조르쥬

오크통에서 16~18개월간 숙성시키는데(30% 정도는 새 오크통) 이때 새

(Georges)가 여러 포도밭을 매입하여

오크통의 사용이 과도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와인은 대부분

현재의 규모로 도멘을 키웠습니다. 1975년 장 프랑소와가 오디유 뒤리

유산발효를 거칩니다. 도멘 르플레브의 와인은 부르고뉴 화이트 와인의

(Odile Dury)와 결혼하면서 도멘의 이름이 코슈-뒤리. 2003년부터

전형을 보여주는 강철 같은 미네랄과 함께 경이로운 질감, 강렬한 풍미 및

아들 라파엘(Raphael)이 합류, 장 프랑수아는 2010년에 공식적으로는

엄청난 숙성력을 보여줍니다.

은퇴하였지만 그의 스타일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약 9ha의 포도밭만을
소유하고(새로운 밭은 구입하면 기존 밭을 파는 방식으로) 그중 6ha에서

이렇게 해서 몇 개의 마을은 생략하고 부르고뉴 와인에 대한 전반적인

샤르도네, 3ha에서 피노누아와 알리고떼(화이트 와인)를 생산하며, 연간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이 글을 쓰고(6월에 씀) 난 뒤 9월에 유튜브 ‘

4,200케이스 정도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뫼르소에서 또 다른 유명

김박사의 와인 랩’ 부르고뉴 와인에 대해 잘 정리된 3편이 올라왔습니다.

도멘은 도멘 꽁뜨 라퐁(Comte Lafon), 도멘 훌로(Roulot) 등입니다.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부르고뉴 추천 와인은 생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산자가 정말 많고, 추천하더라도 편하게 사서 마실

퓔리니 몽라셰(Puligny-Montrachet); 뫼르소나 샤사뉴 몽라셰 보다 과일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 3곳의 도멘을 소개하겠습니다:

맛이 은은하고 강한 미네랄과 산미가 가득하며 가장 우아하고 섬세한

도멘 A.F. 그로(Domaine A.F. Gros, 여기에서 나오는 와인 중 가격이

화이트 와인을 생산합니다. 몽라셰 뜻은 민둥산을 의미합니다. 최고의

낮은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제일 먼저 지역급

화이트와인, 그 중 몽라셰 특급 밭은 프랑스 최고의 화이트 와인이며

Domaine A.F. GrosBourgognePinotNoir, 그다음 마을급 A.F. Gros

드라이 화이트 와인 중 가장 비싼 가격을 자랑합니다. 알렉상드르 뒤마는 ‘

ChambolleMusigny, 아니면 Domaine A.F. Gros Vosne Romanee Aux

몽라셰 와인은 모자를 벗고 무릎을 꿇고 마셔야 하며, 성당안 장엄한 파이프

Reas 등등을 마셔보는 것입니다), 그 외 도멘 장 그리보(Domaine Jean

오르간 소리와 같은 느낌이다.’라고 칭송하였습니다. 4개의 그랑 크뤼가

Grivot), 도멘 필립 파카레(Domaine Philippe Pacalet) 등을 추천합니다.

있습니다. 몽라셰(Montrachet, 샤사뉴 몽라셰와 같이 공유, 세계 최고의
드라이 화이트 와인을 생산하는 밭. 로마네 꽁띠로 유명한 DRC-Domaine
de la Romanee Conti-가 0.67Ha로 가장 많이 소유. 몽라셰는 14도의

밤하늘에 별을 마시는 것 같은
낭만적인 와인 샴페인

높은 알코올 도수에 20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고급와인), 슈발리에 몽라셰
(Chevalier Montrachet), 바타르 몽라셰(Bartard Montrachet, 샤사뉴

스파클링 와인 중에서도 샴페인이라는 용어는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

몽라셰와 같이 공유하고 있는 밭으로 장기숙성 가능함), 비앵브뉘 바타르

만든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샴페인이란 명칭은 영어를 사용하는

몽라셰(Bienvenues Batard Montrachet).

나라에서 프랑스 샹파뉴(Champagne) 지방을 영어식으로 발음한 것.
이 샹파뉴는 파리에서 북동쪽으로 150㎞ 떨어진 곳으로, 프랑스에서는
도멘 르플레브(Domaine

포도를 재배하는 지방 중 가장 추운 곳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은 신맛이

Leflaive); 꼬드 드 본

강하고 알코올 농도가 낮은 볼품없는 와인을 만드는 곳이었으나, 발포성

(Cote de Beaun, 꼬뜨

와인(Sparkling wine) 즉 거품 나는 뽀글이를 만들게 되어 명품 와인이

드 뉘 아래 지역)에서

만들어 집니다. 이 거품 나는 와인을 만드는 방법을 확실히 정립한 사람은

생산되는 5대 그랑 크뤼

17세기 말, 이곳 오빌레이(Hautvillers) 사원에서 와인 제조책임자로

화이트 와인으로, 몽라셰,

일했던 “동 페르뇽(Dom Perignon)”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슈발리에 몽라셰, 바타르

당분이나 알코올 측정 방법이 발달되지 않아서 발효가 끝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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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의 와인을 병에 넣는 일이 많았는데, 이런 와인은 추운 겨울에는 별
변화가 없지만 봄이 되어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발효가 일어나 탄산가스가
병 속에 가득 차서 병이 깨지거나 뚜껑이 날아가 버리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동 페리뇽은 이런 현상을 지나치지 않고 탄산가스가 가득 찬
와인을 마셔보고 “별을 마신 것 같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이런 우연한
현상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당시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던 병마개
대신 부드러운 코르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샴페인 중에서 이 사람
이름을 딴 ‘동 페리뇽’이란 상표의 와인이 고급 샴페인이 된 것입니다. 그
후 샴페인 제조 방법은 점차 개선되면서 오늘날 한 병씩 따로 발효시키는
샴페인 방식(Methode Champenoise, 또는 트레디셔널 방식)이라는
독특한 제조 방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피노 누아(와인의 골격과 구조감),
피노 뮈니에(과일향이 풍부하게) 같은 적포도(추출 후 껍질 침용이 없으면
화이트 와인이 됨) 그리고 샤르도네(신선한 맛) 청포도를 추출한 액으로
만들어진 와인(스틸 와인)에 당분과 소량의 효모를 첨가하여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2차 발효를 병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발생된 이산화탄소는
와인에 녹아들게 되고, 수 년 간의 숙성 기간 동안 일어나는 효모의 자기
분해는 샴페인에 독특한 풍미를 부여합니다. 숙성이 끝나면 효모 같은
찌거지를 병 입구에 모이게 하는 리들링(riddling, 르뮈아주 Remuage)
단계(예전에는 손으로 직접 병을 돌려서 작업을 하였으나, 지금은 대부분
기계가 이를 대신합니다.)가 있습니다. 마개 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꽂은 병을
정기적으로 천천히 회전시키며 병을 거의 수직이 되도록 한 후, 병마개 쪽에
쌓인 효모를 방출시킵니다. 이러한 데고르쥬망(Degorgement, 찌거지를
제거하는 것) 과정으로 인해 생긴 빈 공간에 스틸 와인과 설탕 혼합물을
채워 넣는데(리쾨르 드 도사주, Liqueur de dosage), 그 양에 따라 최종
와인의 당도가 결정됩니다. 이처럼 까다롭고 복잡한 공정을 통해 탄생한
샴페인은 값이 비싸며 세계 와인 애호가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샹파뉴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거품이 나는 와인을 총칭해서 스파클링
와인. 거품 만드는 방식이 샴페인 방식(Methode Champenoise)으로
만든다면, 프랑스에서는 크레망(Cremant), 이탈리아에서는 스푸만테
(Spumante)라고 해서 프란치아코르타(Franciacorta)가 샴페인 방식
으로 만들었으며, 스페인은 카바(Cava)라고 부릅니다.
샴페인은 당분 함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브뤼 나투르(Brut Nature): 1리터당 당분이 3g 이하로 아주 드라이함.
엑스트라-브뤼(Extra-Brut): 1리터 당 6g 이하, 매우 드라이함
브뤼(Brut): 1리터 당 12g 이하, 드라이함
엑스트라-드라이(Extra-Dry):1 리터 당 12-17g 이하, 약간 드라이함
섹(Sec): 1리터 당 17-32g 사이, 약간 스위트함
드미-섹(Demi-sec): 1리터 당 32-50g 이하, 스위트함
두(Doux): 1리터 당 50g 이상, 매우 스위트함.
로제 샴페인(Rose Champagne)은 샴페인에 레드 와인을 섞거나, 적포도
품종을 사용하여 로제 와인 양조방식으로 만듭니다. 붉은 열매와 향신료의
아로마를 풍기며 알코올 도수가 비교적 높고 육감적이다. 샴페인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블랑 드 블랑 샴페인(Blanc de Blancs Champagne): 청포도 품종인
샤르도네 100%로 만들어진 샴페인. 흰 꽃 향의 섬세한 아로마와 가볍고
미세한 거품이 특징. 싱싱하며 신선한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블랑 드 누아 샴페인(Blanc de Noirs Champagne): ‘블랑 드 블랑’과는
반대로 피노 누아 100% 또는 피노 뮈니에 100%, 아니면 두 적포도를
섞어서 만든 와인을 말합니다. 타닌이 풍부하고 제비꽃, 견과류, 나무 또는
담배 향 등의 아로마가 조화롭습니다.
제조 연도가 명기되는 빈티지 샴페인: 샴페인은 주로 여러 해의 와인을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레이블에 연도를 기재하지 않아 대부분이 논빈티지
(NV)입니다. 포도 작황이 뛰어나게 좋은 해라면 샴페인 양조자들의
결정을 통해 연도를 표기합니다. 빈티지 와인은 샹파뉴 전체 생산의 10%
정도입니다.
NM과 RM: 샴페인 라벨에 쓰인 생산방식의 표기가 있습니다. 샹파뉴
지방에서는 포도 재배인과 샹페인 생산자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표시
중에 NM(Negociant Manipulant, 네고시앙 마니퓔랑)은 네고시앙은
제조자란 뜻으로 대형 샴페인 하우스가 이 표기를 사용하며 포도를 사들여
샴페인을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RM(Recoltant Manipulant, 레콜랑
마니퓔랑)은 부르고뉴의 도멘과 같은 의미로 자신이 재배하고 수확한
포도로 샴페인을 만든 것을 뜻하며, 최대 5% 정도는 사 온 포도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페리에 주에, 벨에포크(Perrier Jouet, Belle Epoque);
꽃이 그려진 보틀로 유명한 페리에 주에는 특히 예술적인
이미지로 자리한 브랜드. 프랑스의 대표적인 아르누보
작가로 꼽히는 유리공예가 에밀 갈레(Emile Galle)
가 1902년 디자인한 아네모네 꽃이 보틀에 새겨져
있습니다. Belle Epoque의 뜻이 ‘아름다운 시절’이기에,
예술이 번창하던 풍요로운 시절을 연상케 할 만큼
우아하면서 섬세한 여운을 남기는 샴페인입니다. 실제로
오랜 세월 예술과 깊은 인연을 맺어오며 전통적이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샴페인으로 자리 잡은 페리에 주에는
달지 않은 브뤼 샴페인을 최초로 만들며 샴페인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총 65헥타르의 포도원 중
절반가량이 샹파뉴에서도 유명 샤르도네 재배지인 꼬뜨
데 블랑(Cote des Blancs)에 있습니다. 페리에 주에의
상징적인 샴페인이라 할 수 있는 벨에포크는 생기 있는 버블과 레몬,
복숭아, 배, 파인애플 등의 신선한 과일향이 어우러지며 견과류의 고소한
향이 이어집니다. 고급스러운 패키지와 예쁜 병 디자인으로 선물하기에도
좋은 샴페인.
루이 로드레 크리스탈(Louis Roederer, Cristal); Pinot Noir 60%,
Chardonnay 40%. 1776년 설립된 루이 로드레는 현재까지 세계 최고급
샴페인 하우스로서의 명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크리스탈을 비롯해 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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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레가 생산하는 모든 빈티지 샴페인은 소유한 최고
등급의 포도밭에서 재배한 포도만으로 생산합니다.
대부분의 유명 샴페인 회사들이 거대 기업에 합병됐으나
루이 로드레는 6대째 가족 경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특급 포도밭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와인의 품질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크리스탈 와인이
탄생된 배경은 1876년 러시아 황제 알렉산더 2세의
특별한 요청. 즉 다른 샴페인들처럼 어둡고 진한 녹색
병이면 독이 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없으니 투명한
유리병을, 그리고 바닥에 독극물이 가라앉아 있을
가능성을 염려하기에 병 바닥 부분은 홈이 없이 평평한
형태를 주문하였기 때문입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에
마시고 싶은 샴페인’이라는 별칭을 갖은 크리스탈은
6년 숙성 후에 출시가 됩니다. 아주 소량만을 생산하는 크리스탈 로제는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앙리 지로, 아르곤 로제 브뤼(Henri
Giraud, Rose Brut); 우리나라 소비자
가격이 300만 원이 넘습니다. 외국에서는
약 150만 원 정도로 비싼 샴페인. 샹파뉴
앙리 지로 Champagne Henri Giraud)
는 로버트 파커(Robert Parker)가 ‘가장
뛰어난 샴페인 하우스’ 그리고 ‘버블이
있는 몽라셰’라고 극찬한 샴페인 하우스.
세계적 와인 평론가인 젠시스 로빈슨
또한 ‘프랑스 3대 샴페인’ 중 하나로 앙리
지로를 뽑았습니다. 1625년부터 400
년에 가까운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지로
가문은 1990년까지도 단골 고객에게만 와인을 납품했을 정도로 극소량의
와인을 생산하였습니다. 앙리 지로(Henri Giraud)에 이어 현재 가문의 12
대손 끌로드 지로(Claude Giraud)는 포도 재배 과정부터 숙성 과정까지
직접 관리하는 엄격한 관리자입니다. 1983년에 와이너리에 합류하여
정확한 수확 일자 예측과 저온 정화 과정, 작은 오크 배럴 발효 및 숙성
과정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샴페인이 표현할 수 있는 파워풀한 풍미와
볼륨감, 풍부한 산도를 극대화하여 강렬한 미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는 그의 둘째 사위인 세바스티앙 르 골베 가 와인 메이킹을

담당. 그는 2016년 이래로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 사용을 중단하고 사암을
구운 달걀 모양의 암포라(항아리)에서 1차 발효를 시키고 있습니다. 앙리
지로 샴페인이 숙성되는 오크 배럴은 아르곤(Argonne) 숲에서 자란
참나무로만 만들어진 아르곤 오크입니다. 아르곤은 프랑스 고어로 ‘축축한
땅’을 의미하며 토양은 해면암 및 규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오크가 매우
천천히 자라며 매우 촘촘한 섬유질을 형성하므로 이 오크를 이용해 만든
오크 배럴은 와인 숙성의 정밀함을 제공합니다. 앙리 지로는 이곳 오크
통을 사용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포도밭을 세분화하여 고유의
떼루아를 표현하는 것처럼 아르곤 숲의 기후, 토질에 따라 각각 다른
구획에서 자란 오크의 개성을 강조하는 오크 떼루아를 표명합니다. 아르곤
오크 배럴에서의 발효 및 숙성을 고집하는 앙리 지로 샴페인은 섬세하고
정교한 오크 풍미가 배가되어 와인에 경이로운 생명력과 복합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생산하는 와인 중 10만 원 이하의 가성비
좋은 샹페인은 앙리 지로 에스쁘리 나뚜르 브뤼 N/V (Henri Giraud Esprit
Nature Brut N/V; Pinot Nior 80%, Chardonnay2 0%, 에스쁘리Esprit
는 5세기 동안 이어져 내려온 와이너리의 유서 깊은 ‘정신-spirit-’이라는
의미).
샴페인 추천: 가볍고 섬세한 것부터 풀 리치한 것으로 분류를 해서
1. 가볍고 섬세한 것: 자크송(Jacquesson).
2. 가벼운 것에서 중간: 빌카르 살몽(Billecart-Salmon), 도츠(Deutz,적극
추천), 로랑 페리에(Laurent-Perrier), 멈(Mumm, F1 자동차 경기에서
일등 하면 터트리던 샴페인), 페리에 주에(Perrie-Jouet), 포므리
(Pommery), 떼땅저(Taittinger),
3. 중간: 모에 & 샹동(Moet & Chandon), 파이퍼 하이직(Piper-Heidsieck,
마릴린 먼로 가 좋아했던), 폴 로저(Pol Roger, 처칠과 인연이 깊은), 살롱
(Salon, 비싸지만 고대하는 것, 샤르도네 품종으로 꼬뜨 데 블랑 지역의 1
헥타르 그랑 크뤼 싱글 빈야드에서 재배한 포도만 사용하며 작황이 좋은
해에만 생산하기에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든 샴페인. 섬세한 풍미를 위해
병입 후 평균 10년 더 숙성해 출고합니다.)
4. 중간에서 풀: 앙리오(Henriot), 루이 로드레(Louis Roederer)
5. 풀하고 리치: 볼랭저(Bollinger, 007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크뤼그
(Krug, 꼭 마셔보아야 할), 뵈브 끌리코(Veuve Clicquot)

• 다음 호에서는 이탈리아 와인과 스페인 와인을 소개합니다 •

-케빈 즈렐리 <와인 바이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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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term results of
ACL reconstruction
리뷰어: 김상균, 라호종, 이오성

전방십자인대는 슬관절의 전방 전위를 막고 슬관절 신전시 경골의
내회전을 제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전방십자인대가 손상을
받게 되면, 반월상 연골 및 관절 연골 부위의 이차 손상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빠른 진단과 처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방십자인대 손상시 흔히
시행되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성공적인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장기적인 추적 평가에서 무릎 관절의 이완 증상이
잔존하거나, 이식물의 실패를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번 리뷰
에서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장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이식물의 종류, 수술적 방법, 수술 시기, 동시에 시행되는 수술 방법 등에
대한 최신 지견을 정리하고자 한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 터널의 위치와 각도는 수술 후 슬관절의
안정성, 관절운동 및 관절염 발병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부정확한 터널의 위치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
기술적 실패 (technical failure)의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수
십 년간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에서 터널의 위치는 등장성, 비해부학적
위치에서 해부학적 (anatomic) 위치로 변화해왔다. 이는 이식건이
관상면과 시상면에서 이전보다 수평 방향으로 삽입되도록 영향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슬관절의 회전 불안정성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로서 David 등은1 29
명에서 시행된 transportal technique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72
명의 환자에서 시행된 transtibial technique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16.4 ± 1.3년 동안 추시하여 비교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대퇴 터널의

위치 및 관상면에서의 대퇴 터널 각도는 장기 추시 임상 결과 및 관절염
발병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저자들은 대퇴 터널의 위치 및 각도를 통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장기
추시 임상 결과 및 관절염 발병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장기 추시 후 관절염 발생의 관점에서 Benjamin 등은2 해부학적
및 비해부학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10년 이상 추시한 기존 문헌의
체계적 고찰을 통해 관절염의 발병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총 26개의 연구의 분석 결과로서 해부학적 재건술을 시행받은
환자는 평균 15.3년 추시 결과 23.2% (87/375)에서, 비해부학적 재건술을
시행 받은 환자는 평균 15.9년 추시 결과 43.9% (744/1696)에서 수술받은
무릎의 관절염 진행이 확인되었다. 이식건 실패, 관절 동요 및 기능적 평가
등에서는 양 군간에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 결과는
해부학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비해부학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에
비해 장기 추시 관절염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또한, Tomas 등은3 자가 슬개건을 이용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평균 31년의 장기 추시 (28-33년) 된 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MRI
에서 이식건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이식건이 온전한 환자군과 이식건이
파열된 환자군으로 분류하였고, 그 결과 60명 중 30명의 환자에서 온전한
전방십자인대 이식건이 확인되었다. 이식건이 파열된 환자군이 이식건이
온전한 환자군에 비해 내측 구획 관절염의 발병 빈도가 높았으며 (p=
.0003), 외측 구획 및 슬개대퇴 구획의 관절염에는 양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이식건이 파열된 환자군에서는 외측 구획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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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측 구획의 관절염이 빈번하게 발병하였지만 (p= .013), 이식건이 온전한
환자군에서는 구획간 관절염 발병 빈도에 차이가 없었다. KT-1000 동요
검사 결과, 이식건이 파열된 환자군이 이식건이 온전한 환자군에 비해
편측 대비 전방 동요 수치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3 mm ± 3.6 mm vs
0.8 mm ± 3 mm; p= .012), 이식건이 파열된 환자 중 16명과 이식건이
온전한 환자의 7명의 환자에서 3mm 이상의 편측 대비 전방 동요가
확인되었다. 또한, 이식건이 파열된 환자군이 이식건이 온전한 환자군에
비해 높은 grade의 회전 불안정성 (pivot shift)를 보였다 (p＜ .0001).
이식물의 고정에 사용되는 나사의 재질에 따른 장기 추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Keran 등은4 햄스트링 자가건을 이용하여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 받은 40명의 환자 중 무작위 배정을 통해 20명의 환자에서
티타늄 간섭 나사를, 나머지 20명의 환자에서 PLLA-HA 생체흡수성 간섭
나사를 이용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2,
5, 13년 추시 임상 결과 (Lysholm score, effusion, range of motion,
stability, IKDC score)는 양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PLLA-HA
생체흡수성 간섭 나사를 사용한 군에서 티타늄 간섭 나사를 사용한 군에
비해 경골 터널의 부피 (volume)가 적었다 (2.17 cm3 vs 3.33 cm3; p=
.004). 또한, 13년 추시 CT 및 MRI 검사에서 PLLA-HA 생체흡수성
간섭 나사는 complete or nearly complete resorption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두 종류의 간섭 나사를 이용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13년 추시 결과 동등한 임상 결과를 보였으며, 13년 추시 영상
검사에서 PLLA-HA 생체흡수성 간섭 나사는 대부분 흡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터널 부피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터널내 골화 (intratunnel
ossification)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년이었다. 이 연구의 결과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 나이가 많은 경우와
수상 이후 재건술 시행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환자들의 경우에서
골관절염으로의 진행 위험이 더 높았다.
운동선수들에게서 전방십자인대의 손상 후 재건술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성공적인 수술에도 불구하고 추적 관찰 시 다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Line 등은7 자가 골-슬개건-골 이식물을 이용하여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 받은 축구, 핸드볼, 농구선수 (모두 pivoting sports) 151
명을 수술 후 6개월 KT-1000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불안정성 3mm
이내를 tight graft군 (129명), 3-5mm는 slightly loose graft군 (20명),
5mm 이상은 loose graft군 (2명)으로 분류하였다. 이식물 실패는 2년
추시에서 전방십자인대 재수술을 시행하거나, 5mm 이상의 불안정성,
전외측 회전불안정성 2단계 또는 3단계의 환자로 정의하였다. 최종적으로
25년 후 신체검진 및 설문지로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6개월 내 slightly loose graft군은 추후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 이식건 실패(graft failure) 위험이 상대적으로 컸고, tight
grafts군에 비해 전방 전위도 상대적으로 더 심하게 남아 있었다 (p< .05).
또한 6개월 내 slightly loose graft로 분류된 환자들은 운동선수로서
스포츠 경력도 단축되었다.

Tegner activity, Lysholm knee score, 1-leg hop test, flexion
deficit, muscle strength-testing assessment 등의 다른 임상적인
결과에서는 수술 후에 두 그룹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Daan 등은8 전문 운동선수들의 전방십자인대 손상에서 수술적
치료법과 비수술적 치료법 간의 20년 이상의 장기적 효과를 비교하였다.
총 50명의 환자 중 25명은 비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며, 나머지 25명은 골슬개건-골 술식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슬관절 골관절염이 비수술적
치료군의 68%에 비해 수술적 치료군에서는 80%로 나타났다 (p= .508).
또한 기능적 결과와 반월상 연골 절제술까지 시행된 경우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수술적 치료군의 IKDC 주관적 점수의 중간값은
81.6이었으며, 비수술적 치료군에서는 78.2였다 p= .679). IKDC 객관적
점수는 수술적 치료군 중 21명 (84%)이 정상 또는 거의 정상에 가까운
점수 (A, B)를 보인 반면, 비수술적 치료군에서는 5명 (20%)만 A, B를
보였다 (p＜ .001). Pivot shift test 결과는 수술적 치료군과 비수술적
치료군에서 각각 17명의 환자 (68%)에서 음성, 3명의 환자 (13%)에서
음성이었으며 (p＜ .001), Lachman test 결과는 각각 12명의 환자에서
음성 (48%), 1명의 환자 (4%)에서 음성이었다 (p= .002). 이 연구는
결론적으로 수술적 치료군이 슬관절 안정성에서는 더 나았으나, 주관적
및 객관적 기능적 결과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여, 운동선수에서도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비수술적 치료군에 비해 낫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비수술적인 치료가 적합할 수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 추시 결과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관절염의 발생 여부인데, Eric 등은6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이후 장기간
추시(long-term follow-up) 후 관절염 발생에 대한 수술 전 예측인자
(preoperative predictors)를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는 Hamstring
tendon 및 Patellar tendon 자가건 이식을 통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 받은 147명의 환자들이 포함되었으며, 평균 추시 기간은 16.4 ± 1.3

여러 임상 연구에서 전방십자인대와 전외측인대의 동시 재건술
(ACLR +ALLR)이 전방십자인대 단독 재건술보다 이식물의 파열, 추가
반월상 연골절제술의 위험성, 슬관절 안정성, 스포츠 복귀율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지니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시 외측 관절외 구조물을 동시 재건하는 방식의 수술의 장기
추시 결과들은 최근 여러 논문을 통해 보고되고 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 후 재건술의 수술 시기에 따른 결과를 비교한
연구도 있다. Ioannis 등은5 5개월 내에 재건술을 시행한 환자 30명 (A
군)과 24개월 이상 지난 후 재건술을 시행한 환자 31명 (B군)을 비교하여
장기적인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 결과들을 보고하였다. 총 추시 기간은
A군에서 123개월, B군에서 128개월이었으며, 비교 결과, A군에서
유의하게 반월상 연골 절제술의 비율이 더 적었다 (p=0.01). 또한 B
군에서 퇴행성 변화가 A군에 비해서 더 진행되었다. 두 환자군 모두
건측의 수상하지 않은 다리에 비해서, 전방십자인대 수상을 하여 재건술
까지 시행한 다리 쪽에 더 많은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23

Bertrand 등은9 86쌍의 대응 표본을 비교하여 동시 재건술을 시행
받은 환자와 단독 재건술을 시행 받은 환자의 결과를 추시하였다. 평균
추시 기간은 104.33 ± 3.74개월 (97~111개월) 이었다. 동시 재건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이 단독 재건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에 비해 더 뛰어난
ACL 이식물의 생존율을 보였으며 (96.5% vs 82.6%, respectively;
p= .0027), 더 낮은 재수술율을 보였다 (15.3% vs 32.6%; p＜ .05).
전방십자인대 단독 재건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은 그들의 외상 전 활동
수준에 관계없이 이식물의 파열 위험이 5배 이상이었다 (odds ratio,
5.549; 95% CI, 1.431-21.511; P= .0132). 다른 합병증과 환자의 자기
평가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전방십자인대와
전외측인대의 동시 재건술을 시행받은 환자들에게서 더 긴 전방십자인대
이식물 장기 생존율을 보였고, 재수술은 더 적었으며, 합병증 발생도 단독
재건술보다 많지 않았다. 더욱이 전방십자인대 단독 재건술을 시행 받은
환자는 104.3개월동 추시하였을 때 5배 이상의 재수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Marie 등은10 61례의 골-슬개건-골 이식물를 이용한 전방십자인대
단독 재건술을 시행한 환자들과 60례의 골-슬개건-골 이식물를 이용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함께 gracillis를 이용하여 외측 관절외 건 고정술
(LET)를 동시 시행한 환자들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전방십자인대
단독 재건술과 LET를 동시에 시행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에서 장기적인
환자 자기 평가 결과에 차이는 없었다. LET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이식물
실패 위험성을 낮추는 경향을 띄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검정력은 부족하여 입증할 수 없었다.
Alberto 등도11 단일 다발 자가 슬괵건을 이용한 over-the-top 방식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외측 관절외 재건술을 동시에 시행 받은 환자들의
최소 10년간의 추시 이후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외측 관절외 재건술을 동시에 시행 받은 환자들의 80에서 90%의 경우에서
수술 후 10년 뒤 기능, 증상, 스포츠, 삶의 질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경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장기 생존율은 96%에 이르렀으며, 수술 직후 82%였던
스포츠 참여도는 장기 추적 관찰 결과 57%로 감소하였고, 동반된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병변은 전방십자인대 재파열 및 새로운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위험 예측 인자였다. 그리고 예측 인자로서 동반된 고도의 관절
연골 병변 및 여성은 통증, 낮은 기능, 낮은 삶의 질을 유발하는 요소라고
보고하였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장기적인 삶의 질과 관련된 예후 요소와
장애와 관련된 위험 요소를 밝히고자 하는 노력도 있다. MOON Knee
Group은12 대규모 전향적 코호트 군을 대상으로 최소 10년간 추적
관찰하여 환자 자기 평가 결과와 환자에 따른 위험 요소를 밝히고자
하였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Multicenter Orthopaedic Outcomes
Network (MOON)에 포함된 7 기관에서 총 1592명의 환자들이 참여
되었고 57%가 남성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24세였다. 10년 추시를 마친
인원은 83%인 1320명이었다. IKDC와 KOOS는 수술 후 2년 뒤 크게
호전되었고, 6년, 10년째에도 잘 유지되었다. 반대로 Marx 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수술 전 12점에서 수술 후 2년째
9점, 6년째 7점, 10년째 6점이었다. 10년 추시 결과에 있어 낮은 결과를
유발하는 위험 요소는 수술 전 낮은 임상 평가 점수, 높은 BMI, 수술 전
흡연자인 경우,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이전 내측 또는 외측 반월상 연골판
수술을 받은 경우, 전방십자인대 재수술을 받은 경우, 외측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을 시행 받은 경우, 내, 외측 및 대퇴슬개관절의 3단계 또는 4
단계의 관절연골병변을 지니고 있는 경우,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받으면서
동시에 다른 무릎 시술을 받은 경우가 해당하였다. 결론적으로 환자들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10년 동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스포츠 관련
기능을 얻을 수 있었고, 무릎과 관련된 활동에 있어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활동의 수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였다. 다중
회귀 분석으로 밝혀낸 바에 의하면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전방십자인대 손상은 무릎 관절염의 조기 발병 및 빠른 진행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다. 전방십자인대 손상 이후 10-20년 사이에
방사선학적으로 골관절염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략 50% 가까이
관찰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동반 손상이 있거나 반월상 연골의 손상이
있는 경우 골관절염 발생률은 더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치료로서 널리 시행되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단기 결과는 훌륭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지만, 이식건의 실패, 무릎의 동요 및 관절염의 진행과
관련된 관점에서 재건술 후 장기 추시 임상 결과는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치료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장기 추시 결과를 분석하고 예후 인자를 파악하는 것은 보다
우수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결과를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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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진행된 외측 골관절염에 대한 치료로
시행한 신연 관절 성형술 및
외측 반월 연골판 이식술

Distraction Arthroplasty Combined with Lateral Meniscal
Allograft in Advanced Lateral Osteoarthritis

이동원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관절 협착이 진행된 단일 구획 골관절염이 있는 경우, 절골술 혹은
인공관절 치환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1) 그러나
이러한 환자들에서 3도 미만의 내반 혹은 외반 변형이 있다면 절골술의
적응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젊은 연령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다.2) 비교적 젊고 활동적인 환자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조기에 시행하게 되면, 활동도가 급격하게 저하될 뿐만 아니라 인공관절
재치환술의 시기도 앞당겨지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환자들은
인공관절 치환술 이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treatment gap”에
갇혀 버리게 된다.1,3) 자기 관절 보존 및 수술 후 높은 활동도를 원하는
환자의 경우, 신연 관절 성형술 (Distraction arthroplasty, DA)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관절 신연을 통해 개선된 관절 내의 생역학적 환경 하에서
연골판 이식술 혹은 연골 재생술 등을 시행해 주면, 진행된 골관절염을
완화시켜 주고 슬관절 기능도 회복해 주기 때문에 환자들이 스포츠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3,4) 신연 관절 성형술, 반월

연골판 이식술, 연골 재생술을 함께 시행하고, 수술 후 2년째까지 좋은
결과를 보인 2명의 환자에 대해 보고를 하고자 한다.

증례 1
52세 남자 환자로 3개월 전 타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 연골판
절제술을 시행 받고 연골판 이식술 혹은 줄기세포 치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원에 내원하였다. 외부 관절경 수술 사진에서 외측
반월 연골판 전절제술 상태 및 외측 구획의 광범위 연골 소실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1). 체중 부하 45도 굴곡 x ray (Rosenberg view)
에서 우측 슬관절 외측 구획의 관절 간격이 완전 소실된 상태였고, 하지
정렬은 정상이었다 (그림. 2). 현 상태에서 가능한 치료로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을 설명하였으나, 환자는 자기 관절을 보존하고 싶고 스포츠 활동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였기 때문에 골관절염의 진행 완화 및 슬관절
기능 개선을 위해 신연 관절 성형술, 외측 반월 연골판 이식술, 외측 대퇴과
연골 재생술 등을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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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전 타병원의 관절경 수술 사진에서 외측 반월 연골판 ▶그림 2. 체중 부하 45도 굴곡 x ray (Rosenberg view)에서 우측 슬관절 외측 구획의 관절
전절제술 상태 및 외측 구획의 광범위 연골 소실 상태임을
간격이 완전 소실된 상태였다.
확인하였다.

▶그림 3. (A) 외측 대퇴과 연골 병변을 다듬어 준 후, Cartistem drill bit (MEDIPOST Co., Seongnam, Korea)으로 multiple holes을 만들어 주었다. (B) 외측
반월 연골판 이식술은 키홀 방식 (Key-hole technique)으로 시행하였다. (C) 외측 대퇴과의 multiple holes 부위에 동종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제 (CARTISTEM®,
MEDIPOST Co., Seongnam, Korea)를 이식하였다.

▶그림 4. 외측 관절면을 5mm 정도 신연시킨 후에 외고정 장치로 고정하였다.

우측 슬관절경 검사를 시행하였고, 외측 반월 연골판 전절제술 상태
및 외측 대퇴과 광범위 연골 결손을 확인하였다. 전외측 삽입구 부분을
연장하여 전외측 관절 절개를 시행한 후에, 외측 대퇴과의 연골 병변을
다듬어 준 후, Cartistem drill bit (MEDIPOST Co., Seongnam, Korea)
으로 multiple holes을 만들어 주었다 (그림 3A). 이후, 외측 반월 연골판
이식술을 시행하였는데, 반월 연골판 조직은 신성동결 (fresch frozen)
및 방사선 조사 (irradiated) 상태의 이식물을 이용하였으며, 반월 연골판
조직 고정은 키홀 방식 (Key-hole technique)으로 시행하였다 (그림
3B).5) 외측 대퇴과의 multiple holes 부위에 동종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제 (CARTISTEM®, MEDIPOST Co., Seongnam, Korea)를 이식
하였다 (그림 3C). 창상 봉합술 후에 외측 관절면을 5mm 정도 신연시킨
후에 외고정 장치로 고정하였다 (그림 4). 이 외고정 장치는 수술 후 6주째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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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수술 후 1년째 MRI검사를 시행하여 연골판 및 연골 상태를 확인하였다.

연골판 탈출은 없고, 외측 대퇴과의 연골 병변부는 잘 재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수술 후 2년째 체중 부하 45도 굴곡 x ray (Rosenberg view)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우측의
외측 구획의 관절 간격이 0mm (그림 2) 에서 3.4mm로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술 후 6주째에 신연 장치 제거할 때까지 목발을 이용한 전체중부하,
신연 장치 제거후는 3개월까지 목발을 이용한 부분 체중 부하를
시행하였다. 수술 후 3개월째부터 등속성 근력 운동 및 전체중 부하 운동을
시작하였다. 가벼운 조깅 및 squatting은 수술 후 6개월째, 가벼운 스포츠
활동은 9개월째, 고강도 스포츠 활동은 1년째에 시행하도록 하였다. 수술
후 1년째 MRI검사를 시행하여 연골판 및 연골 상태를 확인하였다 (그림
5). 수술 후 2년째 체중 부하 45도 굴곡 x ray (Rosenberg view)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외측 구획의 관절 간격이 0mm 에서 3.4mm로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 수술 후 2년째 추시 시, 정상 관절 운동
범위를 보이고 배드민턴 등의 가벼운 운동을 통증없이 즐기고 있었다.

증례 2
43세 남자 환자로 1년 전부터 악화된 우측 슬관절 통증으로
내원하였다. 10년 전에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 연골판 절제술을 시행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체중 부하 45도 굴곡 x ray (Rosenberg view)에서
우측 슬관절 외측 구획의 관절 간격이 70% 이상 소실된 상태였고, 하지
정렬은 정상이었다 (그림. 7). 외부 MRI에서 외측 반월 연골판 전절제술
상태 및 외측 구획의 광범위 연골 소실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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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체중 부하 45도 굴곡 x ray (Rosenberg view)에서 우측 슬관절 외측 구획의 관절
간격이 70% 이상 소실된 상태였다.

증례 1의 환자처럼 자기 관절을 보존하고 싶고 스포츠 활동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였기 때문에 신연 관절 성형술, 외측 반월 연골판 이식술,
외측 대퇴과 연골 재생술 등을 계획하였다. 외측 반월 연골판 이식술 (그림
9A), 외측 대퇴과 줄기세포 이식술 (그림 9B), 신연 관절 성형술 (그림 9C)
등은 증례 1의 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그림 8. 외부 MRI에서 외측 반월 연골판 전절제술 상태 및 외측
구획의 광범위 연골 소실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수술 후 1년째 MRI 검사를 시행하여 연골판 및 연골 상태를 확인하였다
(그림 10). 수술 후 2년째 체중 부하 45도 굴곡 x ray (Rosenberg view)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외측 구획의 관절 간격이 0.8mm에서 3.1mm로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1). 수술 후 2년째 추시 시, 정상 관절
운동 범위를 보이고 가벼운 등산 등의 스포츠를 통증 없이 즐기고 있었다.

▶그림 9. (A) 외측 반월 연골판 이식술 상태. (B) 외측 대퇴과에 동종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식한 상태. (C) 외측 관절면을 5mm 정도 신연시킨
후에 외고정 장치로 고정한 상태.

▶그림 10. 수술 후 1년째 MRI검사를 시행하여 연골판 및 연골 상태를 확인하였다. 연골판 탈출은 없고,
외측 대퇴과의 연골 병변부는 잘 재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9

▶그림 11. 수술 후 2년째 체중 부하 45도 굴곡 x ray (Rosenberg view)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우측 외측 구획의 관절
간격이 0.8mm (그림 7) 에서 3.1mm로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찰
본 증례 보고는 진행된 외측 골관절염을 가진 비교적 젊고 활동적인
환자에서 관절 보존술의 일환으로 신연 관절 성형술, 외측 반월 연골판
이식술, 외측 대퇴과 연골 재생술 등을 시행한 후에 좋은 단기 임상 결과를
얻었음을 보고하는 것이다. 관절 보존술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대체하는
수술이 아닌 인공관절 치환술을 최대한 늦추어 줄 수 있는“생물학적 재건”
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신연 관절 성형술을 통한 이환된 구획의 감압은 보다 나은 관절 내
생역학적 및 생물학적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관절 내의 항상성을
회복시켜 조직의 재생을 도와주는 효과를 보인다.6-8) Besselink 등6)
은 내측 구획의 골관절염을 지닌 2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신연 관절
성형술을 시행하고 2년째 x ray를 분석한 결과, 수술 전보다 의미있는
관절간격의 증가를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관절 연골의 두께 향상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 것이라고 하였다. van der Woude 등7)은 진행된
골관절염을 보인 20명의 환자들에게 신연 관절 성형술을 시행하고 5년째
검사를 분석한 결과, x ray 상 의미 있는 관절 간격의 증가를 보였다고
하였다. 그들은 신연 관절 성형술이 관절 연골 재생을 초기에 촉진시켜 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골관절염의 자연경과와 달리 장기적인 구조적 이득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van der Woude 등8)은 인공관절 치환술
혹은 절골술의 적응증이었던 57명의 환자들에게 신연 관절 성형술을
시행한 후 1년째 x ray로 관절 간격 변화를 보았을 때, 수술 전 관절 간격
0.94 ± 1.03 mm에서 1.63 ± 1.21 mm로 의미 있게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p ＜ 0.001). 본 증례보고에서도 2 증례 모두 수술 후 1년째 MRI 검사에서
외측 반월 연골판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2년째 x ray
검사에서 외측 구획의 관절 간격이 증가된 결과를 보였다.
최근의 연구에서 평균 50.5세와 49.6세의 환자들에게 각각 신연 관절
성형술과 근위 경골 절골술을 시행한 후에 운동 복귀 및 업무 복귀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였다.3) 그들은 연구 결과, 신연 관절 성형술 후 2년 이상 째
운동 복귀율은 79%, 업무 복귀율은 94%였다고 하였다. 본 증례 보고의 2
명의 환자들도 수술 후 2년째 증상 없이 배드민턴, 등산 등 가벼운 스포츠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좋은 임상 결과를 보였다.
신연 관절 성형술, 반월 연골판 이식술, 연골 재생술 등을 통합 관절
보존 수술은 수술 후 스포츠 활동 복귀를 원하는 비교적 젊은 연령의
환자에서 진행된 골관절염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수술적 치료로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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