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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 대한슬관절학회 회원 여러분께

코로나-19의 위세에 눌려 지내던 2021년은 지나고,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호랑이의 용맹함에 기대어 나쁜 기운을 막고자 했던 풍습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제약하였던 코로나-19를 민족의 영물 호랑이가 물리쳐 주었으면 하는 기대와 함께 대한슬관절학회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코로나-19의 위세에 눌려 다소 움츠러진 상태였지만, 우리 대한슬관절학회는 어려운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2021년도 경기·인천 추계심포지움과 2021년 학술-편집-심사위원 

워크샵 그리고 제13회 대한슬관절학회 연수강좌를 오프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바 있으며, 2022년에 예정된 모든 행사들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차근히 준비하도록 하겠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세상은 소극적이지만, 대한슬관절학회는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슬관절학회의 

공식학회지인 KSRR이 Scopus와 emerging SCI에 진입한 상태이나 결실을 위해 SCI 진입을 성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노력보다는 회원님들의 참여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KSRR에 어떠한 연구들이 게재되었는지 관심을 

갖고 보아주시고, 좋은 연구내용을 적극 인용하여 주시는 “한번 더 인용”의 마음을 가져 주시면 KSRR의 SCI 등재는 어렵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성과는 우리 모두와 후배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기에 회원님들의 적극적 참여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그동안 학회에서는 수준 높은 학회를 통해 회원님들께서 주말에 쉬시지도 못하고 공부할 기회는 드렸으나, 

이러한 회원님들의 희생으로 국민들께 베풀어 주신 회원님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 방법은 정리하지 않아 회원님들의 

정당하고도 적절한 의료수가 청구 요구가 오인되는 경우가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적정한 의료수가 청구법을 정리하여 

회원님들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릎에 대하여 상술로 점철된 허황되고 근거없이 과장된 무분별한 엉터리 정보에 

국민들이 호도되지 않도록 과학적이고 검증된 무릎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눈높이로 

무릎 관련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SNS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시작된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강좌 형식을 다양화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knee physician으로서의 전문적 소양, 의학지식 그리고 

정형외과적 술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설의 밑거름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숨가쁘게 

나날이 발전하는 슬관절 분야의 세부항목별 최신지견을 주기적으로 집대성함으로써, 여러 시련을 겪고 3판까지 발간된 

한글판 슬관절학 교과서 내용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체계적인 개정 준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

여년의 대한슬관절학회 역사 보존을 위해 학회 창설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던 선배님들의 소중한 기억과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시니어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존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역사 보존 사업도 진행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대한슬관절학회에 참여하여 주시는 회원님들이 있으셔야 참된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슬관절학회의 모든 회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최 충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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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학회 | 
•  2022년 대한슬관절학회 제40차 정기학술대회 초록접수

 1.   본 학회에서는 2022년 5월 13(금)-14일(토) 양일간 스위스 그랜드호텔 (구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제40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그 동안 

연구하신 좋은 논문들을 많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정기학술대회의 초록접수 마감은 2022년 2월 28일(월)까지 입니다. 

  초록은 웹으로만 접수 받으며 상세 내용은 대한슬관절학회 홈페이지 및 회원님들께 발송된 이메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웹세미나 일정 | 
• 7차 2022년 2월 3일 (목) / 형식: Symposium / 분야: Miscellaneous

Novel issues of knee surgery 좌장: 유재두 이화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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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ee pain referred from the cancer center 유재두 이화의대

Functional recovery after knee surgery 하정구 인제의대

Pain, PONV management after TKA 고인준 가톨릭의대

• 8차 2022년 2월 16일 (수) / 형식: Symposium / 분야: Arthroplasty

Primary arthroplasty 좌장: 김강일 경희의대

TKA using measured resection technique 최원철 차의대

TKA using gap technique 안지현 성균관의대

Robotic or PSI 박관규 연세의대

• 9차 2022년 3월 2일 (수) / 형식: Case discussion / 분야: Arthroplasty

Difficult primary and State of the Art 좌장: 이우석 연세의대

TKA after failed HTO/UKA 이우석 연세의대

TKA for severe varus/valgus 김동휘 조선의대

TKA with extra-aticular deformity 이용석 서울의대

• 10차 2022년 3월 16일 (수) / 형식: Symposium / 분야: Arthroplasty

Revisional Arthroplasty (동영상/사진 위주, focus on practical & critical tips) 좌장: 최충혁 한양의대

Approach, Implant/Cement removal 배기철 계명의대

Bone loss management 손욱진 영남의대

Management of instability / stiffness 김창완 인제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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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차 2022년 3월 30일 (수) / 형식: Crossfire / 분야: Arthroplasty

Crossfire

1. Ideal alignment for TKA 좌장: 문영완 성균관의대

1) Mechanical alignment 이범식 울산의대

2) Patient-specfic alignmnet 한혁수 서울의대

2. Simulatneous bilateral TKA 좌장: 이한준 중앙의대

1) Prefer 신영수 이화의대

2) Never 양재혁 한양의대

• 12차 2022년 4월 13일 (수) / 형식: Case discussion / 분야: Arthroplasty

Complications after TKA 좌장: 장종범 서울의대

Periprosthetic fracture 강동근 경상의대 

Periprosthetic joint infection 주용범 충남의대

Extensor mechanism problem 왕   립 동아의대

| 연관학회 일정 | 

학술대회명 개최 예정일 장소

2022 제9회 전방십자인대 심포지엄 2022.02.12 (토) 대전 컨벤션 센터

대한슬관절학회 제40차 정기학술대회 2022.05.13 (금) - 14 (토) 스위스그랜드호텔

2022 Asan Meniscus & Osteotomy 심포지엄 2022.07.17 (일) 백범김구기념관

2022 The Current Issues in Knee Arthroplasty and Live Surgery 2022.08.26 (금) 서울대학교병원

부민슬관절심포지엄 2022.08.27 (토)

가톨릭 early OA 심포지엄 2022.09.03 (토)

대한슬관절학회 대구·경북 추계심포지엄 2022.11.05 (토)

6th Veterans Patellofemoral arthrosis symposium (VPAS) 2022.11.12 (토) 중앙보훈병원 지하2층 대강당

대한슬관절학회 제14차 연수강좌 2022.12.03 (토)

2022 Chung Ang Knee Symposium 2022.12.10 (토) 중앙대광명병원 강당

공지사항



Vol. 1   2022
09

08

	 	

| 회원동정 | 
• 을지대학병원 이광원 선생님 근무지 변동

이메일: kwlee0128@gmail.com

대전우리병원 관절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42 (우편번호 35262)

• 성남시의료원 염윤석 선생님 근무지 변동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 서승석 해운대 부민병원장님 책 발간 

제목: A Strategic Approach to Knee Arthritis Treatment

책소개말

이 책은 무릎 골관절염의 치료에 있어 사용 가능한 치료 방법들에 대하여 해부학, 생체 역학, 생화학, 병인학, 

병인 및 방사선 평가와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근거에 기반한, 최신화된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골관절염의 

치료에 대해서는 비약물 치료, 약물 치료, 관절 내 약물 및/또는 세포 기반 주사 요법, 관절경 치료, 절골술 및 

관절 치환 수술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독자로 하여금 관절염이라는 질환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하고 다양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서승석 해운대 부민병원장의 지난 수십년간의 경험이 집약된 이 책은 

단순히 수술적인 치료에 대한 설명을 넘어, 일반 임상의사와 무릎 관절염 관리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의 보고이자 지침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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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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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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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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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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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인용 및 KSRR 에 원저 투고를 부탁 

드립니다. 기여상 선정 시 주저자(제1저자, 책임저자)에 점수 분배, 게재한 저널의 impact factor 별 구간에 따른 가중치 배정을 고려 중이며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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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슬관절학회 출간도서 | 

1. 대한슬관절학회 슬관절학 교과서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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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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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57개의 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판(개정판)에 비하여 내용 및 편집이 완전히 새롭게 구성되어 

슬관절학을 배우는 전공의, 전임의, 봉직의 선생님들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슬관절학 

입문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가: 290,000원

 - 출판사: 영창출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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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hrology of the Knee

정가 290,000원

9 7 8 8 9 9 2 6 7 6 7 2 4

94510

ISBN 978-89-92676-72-4

webmaster@orthobook.comwww.orthobook.com

3rd Edition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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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칼럼

나의 인생, 나의 정형외과

(My orthopaedics in my life) 

김명구 

인하대병원 정형외과

광음여시(光陰如矢), 현재 내게 생각나는 사자 성어이다. 

세월이 많이 흘러 어느덧 정년을 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다. 1981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일반외과를 지원하였으나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탈락하고 군대를 갔다 오면 꼭 뽑아주겠다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군대에 들어갔다. 고된 훈련기간을 마치고  전방에 있는 

27사단에 배치되어 신임 군의관으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사단에 가보니 최인호 교수님께서도 나와 같은 군대 기수로 훈련을 마치고 같은 부대에 

배치되셨다. 이후 사단 의무대에 일이 있어 가면 최인호 교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이때 최 교수님이 정형외과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해주셨다. 의대 학생 

시절부터 내과 파트 의사 보다는 외과 파트 의사를 꿈꾸어 왔던 나는 최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반외과 보다는 정형외과를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1년 이후 서울 예비군 훈련단으로 배치되어 정진엽 선생님과 같이 근무를 하게 되었으며 덕분에  즐거운 군대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반화위복(反禍爲福)이라고 할 수 있나? 지금 생각해보니 졸업 후 전공의 선택에 실패하여 실망했을 때가 떠오르고 현재의 나에게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준 정형외과를 생각하게 된다. 지면을 빌려 최인호 교수님과 정진엽 장관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대 제대 후 인턴으로 

근무를 마치고 정형외과 전공의 1년차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비군보로 정형외과를 시작하다보니 같은 년차가 나보다 대학 후배이고 4년차가 나와 같은 

졸업 동기들이었다. 졸업 동기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을 하였다. 그때는 왜 그렇게 환자가 많았는지 한번은 약간 과장하여 48시간을 

잠을 못자고 근무를 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그 시기 4년차 전공의 선생님이 근무 시간을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하면 저녁보다는 잠을 

좀 자겠다고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난다. 응급실 당직인 날 환자가 너무 많이 와서 4년차 선생님이 너의 당직 날에는 너무 환자가 많이 오니 당직을 하지 

말라는 농담을 하곤 했다. 다들 같은 경험을 해서 알겠지만 전공의 1년차 시절이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한 가지 서글픈 에피소드를 들자면 첫째는 

응급실에 다발성 골절로 내원한 환자가 오면 혈압 조절이 힘들어 항상 외과나 내과 전공의에게 vital 조절을 부탁했던 생각이 나며, 이후 우리도 vital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년차가 되었을 때 아래 년차들에게 vital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나며 둘째는 

저녁 식사 시간에 응급실 환자 치료로 인해 늦게 의국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저녁 식사가 없어 어디에 있냐고 물으니 밖에 있으니 가져다 먹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존심이 상해 저녁을 안 먹고는 배고픔에 후회를 한 적이 있다. 와신상담(臥薪 嘗膽)이라고 할까? 깊은 뜻은 조금 다르지만 그때 많은 

환자를 치료 해보았던 경험이 현재 나의 정형외과에 커다란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일을 하다보면 과거 전공의 시절이 많이 생각이 나며 현재 내가 

교육시키는 전공의들에게 과거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한다. “라떼는 말야” 라고...!!  전공의 시절 교수님들에게서 좋은 많은 가르침을 받았으며 특히 스포츠 

손상 및 슬관절 치료에 관심이 있었다. 전공의를 마치고 인천 기독 병원에 발령을 받아 전공의 교육과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나름대로 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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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및 운동도 하고 잘 지냈으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정형외과 의사로서의 한계에 부딪히는 생각이 들고 같이 근무하였던 선후배 의사들이 각자의 길로 

떠나가면서 홀로 외로운 생각도 들었다. 좀 더 넓은 곳으로 가서 나의 꿈을 펼치고자하는 생각이 있어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 인하대 부속병원에 부임을 

할 수 있었다. 대학 교수로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마음고생도 많았으나 다 나의 업보로 생각하고 꾹 참고 열심히 나의 일을 해나갔다. UPMC(피츠버그 

대학)에서 1년간 연수를 받으면서 미국사회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공부도 열심히 하였지만 미국 여행도 열심히 다녔다. 20년 이상이 

지났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나에게 이국 연수 기간은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이후 슬관절 학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였으며 기회가 되어 많은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아 슬관절 학회 회장으로 취임하는 영광을 가질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제 65차 대한 정형외과 학회 

집행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정년을 하고 열정적이었던 나의 젊은 시절을 마감합니다. 이후 시간이 허락하는 데로 

인자요산 지자요수(仁者樂山 知者樂水)의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즐기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또한 나의 인생이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 정형외과학 파이팅 !! 대한슬관절학회 파이팅 !!

2022년 임인(壬寅)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  2001년 3월 San Francisco AAOS 학회 후 이정윤 자문위원님과 HALF MOON BAY C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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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국

중앙정형외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와인 찾아 나서는 길 3

어느덧 프랑스 중요한 지역의 와인을 모두 훑어보았습니다. 그래도 프랑스 
와인에 대한 지식 정리는 혼돈 그 자체일 것입니다. 대형 마트나 와인샵에 
가서 프랑스 지역 마다 그리 비싸지 않는 것을 사서 마시면서 지난번에 올린 
프랑스 와인에 대한 글을 다시 한 번 읽어보시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와인에 
대한 지식이 쌓아가면서 선택의 눈이 만들어 집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와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00년 초기, 와인을 시작할 
때 선호하였던 와인과는 다르게 2010년 이후에는 이탈리아 와인과 스페인 
와인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성비 좋은 와인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나라만이 갖고 있는 토착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 새로운 
맛을 접할 수 있게 하는 매력도 있습니다. 저도 2010년 이후 이탈리아 바롤로 
와인에 푹 빠지게 되었으니까요. 

와인을 즐기면서 옆에 두고 자주 읽는 와인 책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전상헌의 "한 권으로 끝내는 와인특강'. 이번에 개정 판(2021년 8월15일)

이 나왔습니다. 스페인 와인 편에서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다룬 글이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탈리아와 스페인 와인"에 대한 다음 글 대부분은 6
월에 썼던 것인데, 스페인 와인의 제목이 "천재 와인 메이커 두 명이 스페인 
와인에 새로운 바람을" 입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스페인 와인의 
새로운 트랜드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이탈리아와 스페인 와인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입니다.

말러 교향곡 4번 4악장, 소프라노가 부르는 
천국과 같은 와인산지가 있는 이탈리아

2013년이었습니다. 잘 아는 음악가 한 분이 이탈리아 알바 뮤직페스티벌에 
초대되어 연주하는데 혹시 같이 가실 수 있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뮤직페스티벌 관객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은 대진 의사를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흔쾌히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알바라는 지역이 
바로 이탈리아 와인의 왕이라는 바롤로(Barolo)와인이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피에몬테 주 수부 도시가 토리노이고, 그곳에서 남쪽으로 
차로 50분 정도 가면 인구 3만5천 명의 작은 도시가 알바입니다. 그렇게 
작은 알바 시내에 명품거리가 있을 정도로 부유한 도시. 이곳의 와인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랑게 언덕을 경계로 남서쪽 큰 
지역을 바롤로라 하고 북동쪽 작은 지역을 바르바레스코(Barbaresco)라고 
합니다. 포도 품종은 두 지역 모두 네비올로(nebbiolo)로 만듭니다. 같은 
품종으로 만든 바롤로는 강건하고 남성적이고, 바르바레스코는 실키하고 
여성적인 품향이 있다고 하나 저는 그 차이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는 것 
보면 여전히 초보 수준인 듯합니다. 그런데 포도주만 일품인 것이 아니고, 
알바의 풍광은 마치 말러 교향곡 4번의 4악장 소프라노가 부르는 노래의 
천국과 같았습니다.

도가니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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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는 음악회 연주를 보고, 낮에는 저희 부부는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의 

와이너리를 찾아가는 일정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관광 안내를 맡은 

피노키오라는 운전수가 바르바레스코의 최고의 와이너리 가야(Angelo 

Gaja: 혁신적인 생각과 양조법으로 새로운 명품 와인들을 만들어 한 병에 

100만 원이 넘는 와인을 생산)를 방문할 수 있다는 말에 가슴이 부풀어서(

한국에서 자료를 보니 가야는 와인 업자들만 와이너리를 방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야 와이너리가 있는 바르바레스코를 향해 가던 중 피노키오가 

전화를 하는데 이탈리아어를 알아들을 수 없으나 와이너리는 들어 갈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약 2백 미터 정도의 길 좌우에 집들이 있는 바르레스코, 

북쪽 끝에 독특한 탑(탑 바로 앞에 바르바레스코 명품 프로두토리 와이너리, 

Produttori del Barbaresco: 바르바레스코 협동 와이너리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와인을 추천합니다)이 하나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그 길 우측 중간쯤 가야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피노키오가 말하기를 

가야 와이너리에 근무하는 친구가 오늘 출근을 하지 않아서 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곳 있는 에노데카 레조날레(Enoteca Resionale; 피에몬테 

주정부 지정으로 마을 마다 그 지역의 와인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곳)에들어가 

보니 바르바레스코 지역에서 나오는 좋은 와인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라 

스피네타 와인 한 병을 사가지고 나오니, 피노키오가 와인을 보고 좋은 

와인이라고 하며 ‘라 스피네타’ 와이너리를 방문을 주선하겠다고 하더군요. 

알바를 가게 되면 꼭 들리고 싶은 와이너리 중 하나였기에 또 다른 기대를 

갖고 바르바레스코 포도밭 사이로 상쾌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

라 스피네타' 와이너리. 피노키오가 들어가 보라고 하더군요. 들어가니, 

안내인이 예약을 하였냐고 묻기에 “드라이버 피노키오가 예약을 하였다”

하니 부사장이 오시면 확인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멋진 여인, 부사장 

나오더니 예약 리스트를 확인하고 나서 너희 이름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참으로 난감한 표정을 짓자, 자비를 

베풀어 그럼 들어 오라고 하였습니다. 와인 저장고까지 자세히 설명을 

받고 3개의 와인을 테스트하게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한국에서 

온 정형외과 의사다, 실은 알바 뮤직페스티벌의 주최자 주세페 노바의 

초청을 받고 알바에 온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 반가워하며 자기도 오늘 

알바 뮤직페스티벌 오프닝 연주에 간다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시음을 

하였습니다. 와이너리를 나설 때 돈을 받지 않았으며, 연주회장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대박. 엉터리 피노키오가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라 스피네타에서 시음한 마지막 와인이 라 스피네타 바롤로 

캄페였습니다.

라 스피네타(La Spinetta); 

피에몬테에서 농사를 짓던 

리베티(Rivetti) 가족은 1977

년 아스티(Asti, 알바 바로 

동쪽에 연하고 있는 도시) 

마을에서와인을생산합니다. 

아스티는 스위트 와인, 

모스카토 다스티(Moscato 

d'Asti; 아스티 지역에서 

모스카토 포도로 만든 와인, 

상큼한 꿀물 같습니다)로 유명한 곳. 당시 젊은 와인메이커였던 조르조 

리베티는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싱글 빈야드(single vineyard) 모스카토 

다스티를 만들었습니다. 아스티 마을의 또 다른 밭 카 디 피안(Cà di P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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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란 바르베라(Barbera) 포도로 레드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뒤러(Albrecht Dürer, 15세기 독일 화가이며 판화가)의 작품을 레이블로 

쓴 것도 이때부터. 뒤러가 말로만 전해 듣고 그린 코뿔소 그림은 카 디 

피안의 맛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갑옷을 두른 강인한 모습은 탄탄한 

구조감을, 묵직한 양감은 풍부한 과일향을, 깊은 눈망울은 긴 여운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조르조는 이웃 마을 바롤로(Barolo)의 캄페(Campè) 

밭도 매입. 높은 언덕에 자리한 이 밭에서 네비올로(Nebbiolo) 포도로 레드 

와인을 두 가지를 출시. 그중 하나는 어린 나무의 포도로 생산한 가레띠

(Garretti), 그리고 언덕 꼭대기에서 자라는 늙은 나무의 포도로 만들었고 

밭 이름을 딴 캄페(한 해 6000병 정도 생산)가 있습니다. 캄페는 구조감이 

탄탄하고 잘 익은 베리, 장미 등 복합미가 묵직합니다. 캄페 레이블도 뒤러의 

사자 스케치를 차용하였습니다. 와인 맛이 묵직하게 움직이는 사자 같고, 

이탈리아 와인의 왕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바롤로 와인을 상징하려는 

의도입니다. 지금도 제가 애정하는 와인이 비롤로와 바르바레스코입니다.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에서 추천할 와인들; 피오 체사레(Pio Cesare, 

제임스 서클링이 한국 여인과 결혼할 때 한국에서 내놓은 와인), 알도 

콘테르노(A. Coterno), 엘리오 알따레(Elio Altare), 미켈레 끼아를로(M. 

Chiarlo), 체레토(Ceretto), 가야(Gaja), 비에티(Vietti), 도메니코 클레리코

(Domenico Clerico), 폰타나프레다(Fontanafredda), 피라(Pira), 쟈꼬모 콘테르노

(Giacomo Conterno), 프루노토(Purunotto), 로베르토 보에르치오

(Roberto Voerzio), 엘리오 그라쏘(Elio Grasso), 까발로또(Cavallotto). 

이탈이라 와인을 주목하자고 선언: 2010년 1월, 원주 정형외과 와인 동호회 

시음 와인은 이탈리아 와인이었습니다. ‘프랑스, 미국 와인이 세계를 주름 

잡고 있지만 어쩌면 앞으로 세계와인을 선도할 와인이 이탈리아 와인일 

것이다’라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우선 와인 세계에서 늘 마시던 유명한 

품종에 식상할 쯤,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많은 토착 품종의 이탈리아 와인이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3천 년 이상 포도를 

재배한 전통이 있고 21세기 들어 품질 향상을 꾀하고 있어 이탈리아 와인의 

부흥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말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포도품종으로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설명한 이탈리아 북서부 피에몬테는 최고의 와인은 

바롤로입니다. 네비올로(신맛을 갖고 있는 것과 타닌이 도드라지는 것이 

피노 누아와 다르지만, 장미, 체리향 그리고 와인 색깔에서 비슷한 점이 있어 

바롤로를 '이탈이라 부르고뉴 와인'과 같다는 표현을 합니다)라는 포도로 

만드는 바롤로 와인은 30년 이상 숙성이 가능하며 갖고 있는 와인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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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상 숙성하여 마시면, 비로소 부드러운 멋진 맛을 선사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생산되는 산미가 강하고 미디엄 바디의 레드 와인, 바르베라는 

바로바로 마시라고 바르베라가 아닌가 합니다(이탈리아 알바 현지에서 느낀 

점은 많은 현지인들은 데일리 와인으로 바르베라를 많이마시고 있었습니다. 

가격도 싸고 맛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단 맛이 가미되고 부드러운 돌체토

(Dolcetto)와인도 생산됩니다. 피에몬테 화이트 와인은 코르테제(Cortese) 

포도로 만드는 가비(Gavi), 악동(惡童)이라는 뜻을 갖고 있은 아르네스

(Arnes; 알바 현지인들이 즐겨 마시는 화이트 와인), 달달한 모스카토

(Moscato) 등입니다.

이탈리아 와인 중 3대 와인: 이탈리아 와인을 대표할 최고의 와인들이라 

하겠습니다. 피에몬테 지역 ‘바롤로’, 토스카나 시에나 남서쪽 몬탈치노에서 

생산되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그리고 베네치아 베네토 주 베로나지역에서 

“맛이 쓰다”라는 뜻을 갖은 ‘아마로네(Amarone)’ 입니다.

이탈리아 와인 하면 키안티 와인을 생산하는 중서부 지역에 토스카나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피렌체와 시에나 사이를 키안티(Chianti)

라 부르고, 좋은 포도가 나오는 핵심 지역을 키안티 끌라시코(Chianti 

Classico)라고 합니다. 약 7000여 개의 밭에서 다양한 생산자들이 키안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규정은 이곳 품종인 산지오베제를 80%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그리고 시라 등 비전통적인 품종 

사용을 전례 없이 20%까지 허용합니다. 최소 6개월을 숙성시켜야 합니다. 

리제르바는 2년 이상 숙성시켜서 Chianti Classico Reserva(CCR)이라는 

고급 와인이됩니다. 2014년에 키안티 끌라시코 리제르보다 상위 그룹이 

만들어졌는데, 키안티 끌라시코 셀레지오네(Chianti Classico Selezione)

입니다. 이는 자체 생산하는 포도를 사용해서 병입 후 숙성 3개월을 포함 

30개월 이상 숙성한 와인입니다. 산지오베제(Sagiovese)는 토스카나 지역 

대표 품종으로 제우스의 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4세기부터 이탈리아 

중부지방에서 재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산도가 높고 딸기, 자두 같은 레드 

베리향이 느껴집니다.

키안티 와인 중 추천; 안티노리(Antinori, 1300년대부터 지금까지 가족 

경영. 시에나 부근에 와이너리가 있는데 혹시 토스카나 여행을 하신다면, 

점심식사를 이곳에서 하도록 예약을 하고 꼭 방문해 보세요, 맛있는 음식과 

이곳 와인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노리에서 생산되는 많은 와인을 

강력 추천), 프레스코발디(Frescobaldi), 브롤리오(Brolio), 폰토디(Fontoti, 

강력 추천), 바론 리카솔리(Baron Ricasoli), 루피노(Ruffino), 디에볼레

(Dievole), 노촐레(Nozzole), 퀘르치아벨라(Querciabella), 멜리니(Melini).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Brunello di Montalcino): 시에나의 남서쪽에 

몬탈치노가 있고, 남동쪽에 몬테폴치아노가 있습니다. 모두 고급와인이 

생산됩니다. 몬탈치노에서는 산지오베제의 사촌격의 품종인 브루넬로

(Brunello, 다른 포도인 줄 알았다가 DNA 검사에서 산지오베제 변종이며 

Sangiovese Grosso로 부르기도 합니다)로 만든 와인이 타닌도 강하고 

복합적이고 풀 바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와인이 이탈리아 3대 와인 중 

하나인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Brunello di Montalcino)입니다. 다른 포도 

블랜딩이 없이 브루넬로 100%로 만들어 집니다. 최소 5년 이상 숙성한 뒤 

마시는 게 좋으며 10년 이상 지나면 최상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와인이 

비싸다면 어린 포도 나무에서 딴 포도로 만든 세컨드 와인 격인 Rosso di 

Montalcino를 마셔도 좋겠습니다.

비온디 산띠(Biondi Santi); 이 와이너리의 

본격적인 부흥은 산티의 손자 페루치오 비온디 산티

(Ferruccio Biondi Santi)대에 들어서 시작됩니다. 

그는 산지오베제 포도 품종 중 지역 테루아에 적합한 

최상의 산지오베제 그로소(Sangiovese Grosso)

를 선택하고 ‘브루넬로’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고품질 포도만을 선별해 타닌이 강하고 집중도 높은 

와인을 만들기 위해 장기 숙성을 한 후 출시하면서 

명성을 높여갔습니다. 그리고 1888년 몬탈치노 

마을에서 생산된 와인에 처음으로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Brunello di Montalcino) 

추천하는 와인: 알테시노(Altesino), 가야(Gaja, 

바르바레스코, 바롤로를 생산하는 알바의 최고의 

와인너리인데, 토스카나에 진출하여 BDM을 생산), 카스텔로 반피(Catello 

Banfi), 일 포지오네(Il Poggione), 리시니(Lisini), 솔데라(Soldera), 

카스텔지오콘도(Castelgiocondo), 카파르초(Caparzo),

로마의 동쪽 아드리아 해변가에 있는 아브르쪼 주에서 생산되는 포도 품종 

이름과 똑 같은 몬테폴치아노(Montepuciano)이라는 지명이 시에나 남동쪽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산지오베제 변종인 프루놀로 젠띨레(Prunolo Gentile)

를 주품종으로 해서 블랜딩한 와인을 만들어 “몬테폴치아노 동네에서 만든 

노블한 와인”이라는 뜻의 Vino Nobile di Montepulciano가 생산됩니다.

슈퍼 투스칸이라는 와인이 있다네: 지도를 보시면, 시에나에서 수평으로 

서쪽 해변가로 가면 볼게리(Bolgheri)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탈이아 와인 역사가 새롭게 쓰여진 사건이 생깁니다. 1970년대 키안티 

와인이 맛이 없어서 잘 팔리지 않을 때, 와인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자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포도 묘목(샤토 라피드 로칠드의 것으로 까베르네 

쇼비뇽, 메를로, 까베르네 프랑 등)을 들여다, 볼게리에 심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1968년, 보르도 고급와인 스타일의 사시카이아(Sassicaia)가 

탄생합니다. 토스카나 와인 만드는 규정에 부합될 수 없기에 최하급 등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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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o da Tavola를 받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이 와인이 인기가 치솟고 

비싸게 팔리면서 1978년 디캔터 잡지에서 1972년도 사시카이아가 최고의 

와인에 선정됩니다. 이후 평론가들에 의해 토스카나를 뛰어 넘는 “슈퍼 

투스칸(Super Tuscan)”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슈퍼투스칸 추천 와인: 사시카이아(Sassicaia), 티냐넬로(Tignanello), 

솔라이아(Solaia), 오르넬라이아(Ornellaia), 구아도 알타소(Guado 

Altasso), 팔레오 로쏘(Paleo Rosso), 라 마싸(La Massa), 카 마르칸다(Ca' 

Marcanda), 카브레오 일 모르고(Cabreo Il Borgo), 수므스(Sumus), 투아 

리타(Tua Rita).

이탈리아 3대 와인 중에 하나인 베네토 아마로네: 이탈리아 북동쪽. 

베네치아가 있는 베네토(Veneto) 지방은 이탈리아 3대 와인 산지 중 하나. 

베로나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와인 박람회, 비니탈리(Vinitaly)가 2년마다 

열리는 이탈리아 와인 수출의 중심지입니다. 베로나 북서쪽 발폴리첼라

(Valpolicella) 지방에서는 일반 레드 와인인 발폴리첼라, 스위트 레드 

와인인 레치오토(Recioto)와 명품 와인 아마로네(Amarone) 등 3종 유명 

와인이 생산됩니다. 이 중 고급 와인인 아마로네(Amarone)는 아파시멘토

(Appassimento)라는 독특한 제조방법으로 만들어 지며, 이탈리아 와인 중 

가장 강한 맛을 내는 와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로네를 만드는 아파시멘토 제조방법은 코르비나(Corvina, 향기로운 

과일향)를 주 품종으로 론디넬라(Rondinella, 짙은 색깔), 몰리나라

(Molinara, 적당한 산도), 오셀레타(Oseleta, 타닌이 많고, 와인의 구조를 

강화. 1970년에 부활, 몰리나라대신 사용되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등을, 9월에 수확한 최상의 포도가 반 정도 줄어들 때까지 3~4개월을 

대나무로 엮은 발 위에서 말립니다.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말리면 수분이 

반쯤 감소하고 당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1월에 한 달 간 발효시키고서 

프랑스산 오크통에서 24개월 숙성 됩니다. 이런 독특한 방법으로 

발폴리첼라와는 다른 아마로네가 탄생하며, 알코올 도수가 14~16% 정도로 

높습니다. 아마로네는 ‘쓰다’라는 아마르(Amare)에서 유래하였는데, 

단맛이 나는 레초토(Recioto della Valpolicella)와 차별화되면서 만들어진 

이름. 실제 맛은 달지만, 끝에 씁쓸한 맛이 있는 드라이 와인입니다. 색은 

매우 진한 루비색이며 딸기, 체리향, 코코아향이 강하게 느껴지고 조화로운 

산도와 타닌의 향이 느껴집니다. 아마로네는 3~4년의 숙성과정 후 마시기 

시작하는 것이 좋고 약 10년 이상 숙성시켜야 제대로 된 맛이 느껴집니다. 

구운 육류, 강한 맛이 있는 치즈와 궁합이 좋습니다. 아마로네 대표적인 

생산자로는 알레그리니(Allegrini), 토마시(Tommasi), 제나토(Zenato), 

브리갈다라(Brigaldara), 마지(Masi), 무젤라(Musella), 니콜리스

(Nicolis), 스페리(Speri), 테데스키(Tedeschi) 등이 있습니다. 아마로네를 

만들고 남은 포도껍질을 발폴리첼라에 첨가하여 만든 것을 발폴리첼라 

리파소(ValpolicellaRipasso, 비싼 아마로네를 대신 할 수 있는 와인)라고 

하며, 아마로네 와인과는 다르게 더 늦게 수확하고 건조기간을 늘린 스위트 

와인을 레초토라고 합니다. 레초토 와인은 당도가 높아 디저트 와인으로 

주로 이용됩니다.

달 포르노 로마노,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Dal 

Forno Romano, Amarone della Valpolicella): 

최고의 아마로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포도 품종은 

코르비나 60%, 론디넬라 20%, 크로아티아 10%, 

오세레타 10%로 만들었습니다. 와인 잡지 Decanter

에서 '죽기 전에 마셔야 할 100선'에 선정된 

와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가격으로 130

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80만 원 이하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이유는 이 와이너리에서는 

포도나무 6그루에서 발폴리첼라 1병, 9그루 

이상에서 아마로네 1병을 만들고 있어서 입니다. 

그래서 아마로네는 1년에 2만 병 정도만 생산됩니다. 

베로나에 서쪽이 발폴리첼라 주요 와이너리가 있지만 

'달 포르노 로마노'는 동쪽에 자리하고 있어 소아베(

베네또 지방에 유명한 화이트 와인) 와인을 생산하는 

곳에 더 가깝습니다. 이런 곳에서 명품 와인이 

생산되게 한 사람이 달 포르노 가문에 3대, 로마노 

달 포르노였습니다. 버스 운전수가 되려다 떨어져서 아버지의 포도밭에서 

와인을 만들겠다고 결심을 하고 최고의 스승, 쥬사페 퀸타렐리(Giuseppe 

Quintarelli)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1983년, 처음 포도를 수확하여 

와인을 만들어 온 이래, 포도 작황이 좋지 않는 해는 과감하게 아마네로를 

마들지 않고 발폴리첼라를 만드는 등 대단한 집중력으로 고 퀄리티 와인을 

생산합니다. 1991년, 포도 몰리나라 품종 대신 오세레타 품종을 첨가합니다. 

2002년부터는 발폴리첼라 만드는 포도를 1개월 반 정도 건조기간을 두는 

시도를 합니다. 특히 와이너리를 현대화 하여 건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새로운 팬을 컴퓨터로 가동하는 방법으로 완벽한 고급 와인 생산을 

꾀하고 있습니다.

리비오 펠루가, 피노 

그리지오 (Livio Felluga, 

Pinot Grigio); 지금부터 

이탈리아 다른 지역의 

와인을 몇 개 소개 하고 

이탈리아 와인에 대한 글을 

끝내려 합니다. 이탈리아 

와인은 레드와인에 비해 

화이트 와인이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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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토착 품종과 세계적인 화이트 와인의 포도품종인 샤르도네와 

소비뇽 블랑으로 만든 화이트 와인 품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안티노리, 체르바로(Antinori Cervaro, 토스카나 부근 움브리아 

오르비에토에서 생산. 샤르도네 85%, 그레케토 15%). 이 와인 2016년 

산을 유명한 와인 비평가인 제임스 서클링이 “이 와인은 이탈리아 바타드 

몽라쉐(프랑스 브루고뉴 최고의 화이트 와인)”라고 말했을 정도로 대단한 

화이트 와인입니다. 밀라노가 있는 룸바르디아 지방 북쪽에 프란치아꼬르따

(Fraciacorta)가 있습니다. 샴페인 방식으로 만드는 고품질 스파클링 

와인을 생산. 이곳에 까델 보스코와 벨라바스타 와인을 마셔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리비오 펠루가, 피노 그리지오는 베네토(아마로네가 생산되는 

곳, 북쪽에 가르가네가 포도로 소아베라는 유명한 화이트 와인 이 생산되고 

글레라 포도로 스파클링 와인 Procecco도 생산됨)위에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를 연하고 있는 프리울리-베네치아 줄리아에서 화이트 와인을 

생산하고있는 와이너리(5대째 와인을 만드는 가문. 선조들의 기술이 Friuli

로 넘어오면서 4대째 Livio가 그 기술을 전수)샤르도네와 소비뇽 블랑도 

생산하지만 저는 피노 그리지오(프랑스 알작스 지방에서 피노그리와 같은 

품종)로 만든화이트 와인을 추천합니다.

페우디 디 산 그레고리오 타우라시 (Feudi di San 

Gregorio Taurasi):특별히 비싸고 명품 와인도 

아닌데 소개합니다. 나폴리가 주도인 깜빠니아

(Campania) 지방에 타우리시에서 알리아니코

(Aglianico, 이탈리아 남부의 ‘카베르네 소비뇽’

이란 별명)포도로 만든 와인입니다. 이탈리아 

중부에 산지오베제가 있다면 남부는 알리아니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일향과 우아하고 

감미로우며 부드러운 탄닌이어서 따뜻한 레드 

와인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이 와인은 중국음식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의 동쪽 

아드리아 해안을 접하고 있는 아부르쪼(Abruzzo) 

지방에서는 몬테폴치아노(Montepulciano) 포도로 

만든 레드 와인이 유명합니다. 아브르쪼 남쪽, 즉 

이탈리아 장화 뒤꿈치가 쁠리아(Puglia)인데 미국 

진판델(Zinfandel)과 친척인 프리미띠보(Primitivo)

로 만든 와인이 매력적입니다. 시칠리아는 네로 다볼라(Nero d' Avola)

라는 토착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 강건하면서 마치 시라로 만든 와인과 

비교되기도 하는 남성적인 와인이 생산됩니다. 이 모든 와인이 가성비 좋은 

와인이라는데 우리의 찬사를 받습니다. 이래서 이탈리아 와인의 그 다양성에 

매료되고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재 와인 메이커 두 명이스페인 와인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3위 와인 생산국 스페인. 그러나 워낙 건조한 

곳이라서 포도 나무 간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3배 이상 넓기에, 포도 재배 

면적으로 보면 가장 넓은 나라입니다. 원주에 정형외과 선생님들의 와인 

모임에서는 이탈리아 와인 다음으로 가성비 좋은 와인으로 스페인 와인을 

즐겨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페인 와인을 대표하는 명품 와인, 핑구스

(Pingus)와 레르미타(l‘Ermita)가 선발로 나서면서 스페인 와인이 다시 

세계적 와인으로 뜨고 있습니다.

피터 시섹(Peter Sisseck, 스페링은 다르지만 

의사들은 이분의 이름을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덴마크 출신. 스페인을 대표하는 레드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삼촌이 유명한 와인 메이커여서, 

방학이 되면 프랑스 보르도에 가서 삼촌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숙모가 시섹을 만화에 나오는 

이름을 따서 핑구스라 불렀습니다. 이후 보르도와 

캘리포니아 등 여러 와이너리에서 양조에 참여하며 

와인 메이커로 성장. 1990년, 스페인에 정착한 

그는 리베라 델 두에로(Ribera del Duero; 지금은 

스페인 와인의 최고 경작지가 되었는데 리호아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리버에 두 에로 배우가 있다”

라고 외우면 쉽게 기억됩니다)의 동쪽에 위치한 

곳에 도미니오 드 핑구스를 설립합니다. 리베라 델 

두에로는 늙은 템프라뇨(Tempranillo) 포도나무가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 생산하는 포도 양은 매우 

적지만, 그 맛이 뛰어납니다. 시섹은 평균 수령 70

년이 넘는 포도나무가 식재된 리베라 델 두에로의 밭을 구입하고. 농약을 

쓰지 않고, 관개 시설을 하지 않아서 포도 나무는 사력을 다해 뿌리를 땅속 

깊숙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한 나무에 한 송이 정도만 수확을 해서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1995년, 첫 핑구스 와인. 시장에 나오자마자 병당 가격이 200

달러 넘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핑구스 가격은 

우리나라에서 한 병 당 약 300만 원. 연간 4000병 남짓 생산되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 충족을 위해 출시한 세컨드 와인 플로르 드 핑구스(Flor de 

Pingus)는 평균 수령 35년된 나무에서 만든 와인. 가격도 병당 30만 원 

이내 정도. 로버트 파커가 말하기를 “셀러를 단 하나의 와인으로만 채워야 

한다면, 플로르 드 핑구스로 채울 것이다”. 그리고 이 집의 와인 중 엔트리 

급 와인, 피에스아이(psi, 7만원 이내)는 2014년 박근혜대통령 때, 시진핑 

방한 만찬주로 선정되어 우리나라 와인 애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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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에서 남쪽으로100km를 내려오면 

프리오랏(Priorat)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살며 와인을 생산하였지만 그 후 

황무지가 되었던 곳을 1970년대에 몇몇 양조가들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합니다. 그 앞장에 르네 바르 

비에르가 있으며, 양조장 클로 모가도르를 세워 와인 

불모지였던 이곳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를 따르는 

젊은 양조가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각기 양조장을 

만들면서 새로운 명문 와인 생산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통 품종인 가르나차(Garnacha, 원산지가 

스페인이며 프랑스 남부에서는 그르냐슈로 불립니다)

를 주종으로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여기에 천재 와인 메이커가 참여하는데 그가 

알바로 파라시오스(Alvaro Palacios)입니다. 샤또 

페트뤼스와 나파 밸리 유수의 와이너리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이곳에서 와인을 만들기 불과 10년만에 품격 

높은 와인을 생산하는 극적인 성공을 합니다. 1993년에 첫 출시된 레르미타

(L'Ermita)를 통해 페트뤼스 같은 풍부한 향기, 균형 그리고 숙성력이 

그가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60년 이상 심지어 100년이 넘는 

포도나무에서 잠재력을 줄이고 줄여서 농익은 포도를 추구합니다. 품종은 

가르나차(Garnacha) 85%, 까리녜나(Cariñena) 5%, 카베르네 소비뇽 

10%. 2013 빈티지가 로버트 파커 100점. 매년 3000병 정도 병입해서 

로마네 콩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입되지만 

아주 극소량만 들어오기에 200만 원 내외입니다. 또한 비에르소 지역에 

90년대 초 그의 조카와 함께 꼬루욘(Corullon)이라는 산악마을에 밭을 

매입하여 만시아라는 포도로 또 다른 명품 와인을 생산합니다. 아버지가 

와인을 만들던 리호아에서도 개성 있는 양조 방법으로 새로운 와인을 

만듭니다. 피터 시섹과는 달리 자국 스페인 사람으로 새 바람을 일으킨 

그는 결국 2015년 Decanter 선정 ‘Man of the Year’, 2016년 Master 

of Wine 선정 ‘Winemakers’ winemaker’에 선정되며 최고의 명예를 

얻습니다. 레르미타가 그림의 떡이라면, 그가 프리오랏에서 생산하는 핀카 

도피(Finca Dofi, 아내가 좋아하는 돌고래를 이름으로), 그라타욥스 비 드 

발라(Gratallops vi de Vila), 레스 테라제스(Les Terrasses), 까민스 델 

프리오랏(Camins del Priorat, 엔트리급으로 가성비가 월등한 와인)을 

눈여겨보세요.

베가 시실리아 우니코(Vega Sicilia Unico); 리베라 델 두에로 지역에 위치한 

베가 시실리아 와이너리는 스페인 최고 와인이자 세계 10대 와인. 1848년, 

바스크 지역 토지 소유주인 토리비오 레칸다가 농업과 소 사육 목적으로 

발부에나에 2000헥타르의 토지를 구입. 그의 아들 엘로이 레칸다는 1864

년 프랑스 보르도 포도 품종인 카베르네 소비뇽, 말벡, 메를로, 피노 누아를 

브랜디와 과실주용으로 재배하며 베가 시실리아 양조장을 설립합니다. 

점차 인기가 있으면서, 1929년에는 바르셀로나 세계 

박람회에서 베가 시실리아 와인이 상을 받습니다. 

1982년 데비드 알바레즈가 리베라 델 두에로의 현재 

와이너리를 인수한 후 스페인에 Alion, Macan, Pintia 

3개 지역 그리고 헝가리 Tokaj-Oremus 와이너리로 

확장하며 새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포도밭 

관리와 양조 정신. 포도나무는 해발 700~800m 

경사면의 척박한 석회암, 모래, 자갈, 바위가 많은 

땅에서 템프라니요, 카베르네 소비뇽, 말벡, 메를로 네 

가지 품종을 따로 재배하며, 포도 수확량을 제한하고, 

수확 때는 포도나무로부터 포도알을 선별하는 

전통적인 수작업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니코(

하나라는 뜻) 와인은 작황이 좋은 해에만 선별적으로 

생산합니다. 또한, 시음 적기가 될 때까지 숙성 보관한 

후에 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통 10년 이상 

숙성된 후 시장에 선보일 만큼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합니다. 우니코가 첫선을 

보인 1991년에도 1968년, 1982년산을 내놨을 정도. 시중에 나온 후에도 

20~40년 정도 추가 숙성이 가능하고, 100년까지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 와인에서 제일 먼저 숙지할 것은 와인에 숙성기간을 표기한다는 

사실. 숙성기간 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노 호벤(VinoJoven): 와인은 숙성하지 않고 바로 병입한 것.

-  신 끄리안사(VinoSinCrianza): 1년 정도 스테인리스 통에서 숙성을 하고 

6개월 동안 병입 숙성한 것.

- 끄리안사(Crianza): 6개월 동안 오크통, 병입 숙성까지 최소 2년.

-  레세르바(Reserva): 최소 1년 동안의 오크통 숙성 후, 병입 숙성포함하여 

3년 숙성한 것.

-  그란 레세르바(GranReserva): 오크통 숙성이 최소 18개월 병입 숙성까지 

총 5년 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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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와인 생산지는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이 와인 생산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피레네 산맥 아래 에브로 강 주위에 리오하

(Rioja)와 나바라(Navarra)가 있습니다. 

리오하는 스페인의 보르도라고 불리며 출중한 

레드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870년대에 

필록세라가 유럽에 번져가며 그 영향이 

보르도까지 미치자 보르도의 많은 생산자들은 

기후와 재배 조건이 비슷하고 필록세라를 

피해서, 거리가 가까운 리오하로 옮겨오게 

되어 보르도의 양조기술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리오하는 좋은 와인 산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리오하는 크게 3개의 지역, 리오하 

알따(Rioja Alta, 철분이 많은 토양에서 힘있는 

레드와인, 최고의 산지), 리오하 알라베사(Rioja 

Alavesa, 비교적 섬세하고 부드러운 스타일), 

리오하 바하(Rioja Baja, 프레쉬한 과실향의 가벼운 와인)가 있습니다. 특히 

알따에서 품질 좋은 템프라뇨(Tempranillo, 뎀쁘라로 외우면 쉽게 기억) 

와인들이 생산됩니다. 리오하 화이트 와인은 주로 비우라(Viura) 품종으로 

만들어지며 말바지아(Malvasia)가 일부 사용됩니다. 아로마가 좋은 신선한 

화이트 와인입니다. 리오하 우측 바로셀로나 아래 스페인 스파클링 와인 까바

(Cava)가 생산되는 뻬네데스(Penedes). 알바로 파라시오스가 가르나차

(Garnacha)포도로 만든 레르미타와 같은 진한 고급와인이생산되는 

프리오랏(Priorat, 쁘리오라뜨). 리오하 서남쪽에 제2의 스페인 산지 두에로 

강가에 리베라 델 두에로(Ribera del Duero)는 베가 시실리아, 핑구스 등이 

생산되는 스페인의 부르고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곳의 와인이 맛있는 

이유는 템프라뇨의 변종 틴토 피노(Tinto Fino)라는 품종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드리드 바로 서쪽, 루에다(Rueda)는 화이트 와인(베르데호 

Verdejo. 루에다에서 고품질 화이트와인을 만듭니다. 구조와 균형이 좋아 

장기 숙성이 가능. 견과류와 꿀 향. 아로마틱, 종종 부드럽고 풀바디한 와인)

으로 유명합니다. 대서양을 연하고 있는 리아스 바이싸스(Rias Bixas, 

리아스식해안이라는 말이 이곳에서 나왔습니다)에서는 알바리뇨(Albariño)

품종으로 만든 화이트 와인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위는 비에르소(Bierzo)

는 알바로 파라시오스가 조카와 힘께 세운 와이너리에서 멘시아(Mencia)

라는 토종 품종으로 고급 와인-라스 라마스 (Las Lamas), 빌라 데 꼬루욘

(Villa de Corullon), 페탈로스(Petalos)-을 만들었습니다. 마드리드 아래 

돈키호테로 알려진 곳, 라 만차(La Mancha)는 포도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곳으로 레드 품종인 쎈시벨과 화이트 품종인 아이렌(Airen)이 블렌딩된 여린 

빛깔의 레드 와인이 주를 이룹니다. 우측 후미야(Jumilla)는 모나스뜨렐

(Monastrell)로 만든 레드와인. 남쪽 헤레스(Jerez), 주정강화 쉐리 와인이 

만들어집니다.

테라스 가우다(Terras Gauda): 산티아고 순례길 

마지막 종착지가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입니다. 

스페인 서북쪽 포르투갈 위쪽. 이 도시 남쪽에 

손가락이라는 뜻에 리아스 바이사스가 있습니다. 

해안선이 들쑥날쑥해서 우리나라 서해안을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이 지역에서 

나온 명칭입니다. 이곳에서 정말 멋진 화이트 와인이 

나오는데 알바리뇨 포도로 만든 와인입니다. ‘기쁨의 

땅’이라는 뜻의 테라스 가우다. 스페인 국가 행사나 

왕실 행사 때 주로 내놓는 화이트 와인입니다. 원주에 

있는 호텔, 인터불고 자회사 '인터불고 루에다'라는 

와인회사에서 수입한 것입니다. 최근에 인터불고가 

야심찬 명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도 중안선이 

고속화되면서 원주에서 제천가는 선로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철로 폐선 중에 치악산 

중턱에 있는 똬리굴이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기차가 가기 

위해 360도 회전하는 굴입니다. 일제시대에 완공된 것인데 이곳을 스페인 

음식점, 스페인 벌크 와인을 가지고와서 블랜딩하고 저장 숙성하는 관광지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원주도 기쁨의 땅이 되겠지요.

마르케스 데 리스칼(Marques de Riscal): 춤추는 듯한 모습의 건물이 

와이너리 입니다. 미슐랭 레스토랑과 호텔이 같이 있어 저도 스페인을 간다면 

꼭 가고 싶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서쪽에 빌바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조선소와 철강 산업이 저물고 있던 중 도시의 발전을 위해 구겐하임 미술관 

분원을 유치하기로 하였고 프랑크 게리(건축가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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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츠커상 수상)라는 해체주의 건축가가 설계를 

합니다. 그 유명한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도시는 

이 미술관으로 해서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되면서 

도시가 새롭게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마르케스 

데 리스칼 와이너리 오너가 프랑크 게리가 설계한 

건물을 짓고 싶어 “프랑크 게리를 3일간 일정으로 

초대해 생일을 물었다. 예의가 없는 질문이었지만, 

그날 프랭크 게리 출생 빈티지(1929년) 와인을 

오픈하겠다고 하니 감동해서 와이너리 건축을 

승낙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스페인 북서쪽에 

에브로 강가에 있는 리호아 지방에서 템프라뇨를 

주품종으로 해서 1858년, 외교관이자 저널리스트인 

Camilo Hurtado de Amézaga는 보르도의 유명한 

양조가인 장 피노(Jean Pineau)와 함께 리오하 지역 

처음으로 까브를 만들고 보르도 스타일의 와인을 

생산합니다. 마르께스 데 리스칼은 현 스페인 국왕인 후안 카를로스 1세의 

아버지 때부터 왕궁에 와인을 공급해왔으며, 현재 스페인 왕실 공식 와인이며 

샤토 마고의 폴 퐁타이에(Paul Pontailler)가 컨설팅하는 유일한 와이너리 

입니다. 1895년, 프랑스 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와인이 최초로 보르도 최고 

타이틀인 “le Diplome d'Honneur de l'Exposition de Bordeaux”를 

수상했고 그 증서는 마르케스 데 리스칼 리제르바의 레이블에 있습니다. 

리오하에서 생산되는 또 다른 명품 와인을 소개합니다. 

라 리오아 알타 S.A 그란 리세르바 890 ( La Rioja 

Alta S.A Gran Riserva 890): 1890년, 리호아와 

바스크 지역 5개의 와인 가문이 의기 투합해서 

만든 에스테이트. 와인 설립연도를 기념해서 그란 

리세르바 890 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포도 

작황이 좋은 해만 와인을 만들며 오크에서 6년 

이상을 숙성합니다. 1904년, Ardanza 와이너리가 

합류를 하여 이를 기념하는 라 리호아 알타 S.A 그란 

리세르바 904도 만들었습니다. 라 리오하 S.A에서 

만든 모든 와인이 로버트 파커로부터 90점 이상을 

받았기에 +90 Club 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890

은 6년 만에 출시되고 시움 적기를 기다리려면 

10년을 기다려야 하기에 조금 더 싼 904를 우선 

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셀로나 

남쪽 뻬네데스(Penedes)에서 생산되는 레드 와인을 

소개하고 스페인 이야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페네데스는 스파클링 와인 

까바가 유명하다고 하였지요. 그런데 맛있는 레드 와인이 있으니, 마스 라 

프라나(Mas La Plana)입니다. 스페인 최대 와인 회사 미구엘 또레스가 

뻬네데스 중심부에서 카베르네 소비뇽으로 만든 그란 꼬로나스 1970년산

(첫 와인)가 1979년 파리 와인 올림피아드에서 브라인드 테스트 카베르네 

소비뇽 부분에서 보르도 그랑 끄뤼 클라세인 샤토 라뚜르를 제치고 1등을 

하였습니다. 후에 이 와인 이름을 마스 라 프라나로 바꾸었습니다. 10만 원 

내외에서 살 수 있는 와인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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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준호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2020 도쿄올림픽 축구대표팀

1. 팀닥터로서 여정의 시작 

제주에서 시행된 6월 12일 가나와의 평가전 참여로 팀닥터의 여정을 
시작하였다. 6월의 아름다운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늘 아래 선수들은 
멋진 경기를 현장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러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최종 엔트리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마음은 그리 편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선수들의 눈 빛에서 뜨거운 열정은 숨길 수 없었다. 최종 
엔트리의 팀닥터로서의 본격적인 일정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시작되었다. 
올림픽 출전이라도 축구는 FIFA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FIFA 경기에 
참여할 때 필요한 PCMA(Pre-Competition Medical Assessment)
를 시행한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7월 5일 시행했다. 그 중에서 젊은 
선수들의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심장과 관련된 검사가 강조되고 
있어서 심전도검사는 물론 심장초음파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 최종 엔트리 
선수들을 심장초음파을 포함한 기본적 검사를 시행했고 팀닥터로서 
신체 검사를 시행했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FIFA 경기에 참여해도 될지 
판단하여 사인을 하게 된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결국 선수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FIFA의 정책이라 할 수 있고,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의학적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으로 보인다.

2. 출정식과 일본 입성

7월 17일 올림픽 축구팀의 출국에 앞서 7월 16일 출정식 및 프랑스 
국가대표팀과 평가전이 진행되었다. 7월 16일 오후 파주 축구센터로 
합류하여 올림픽 본선의 일정을 시작했다. 저녁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과 
4시 30분에 가벼운 간식을 먹고 5시 30분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출발했다. 더위를 시켜 줄 소나기가 경기전 내렸지만 7월의 더위는 다 
시키지 못했다. 경기 중 선수들의 탈수가 걱정되는 상황이어서 규정에 
따라 전후반 모두 플레이 20분에 water break 시간을 가졌다. 권창훈 
선수가 후반 18분에 페널트 킥을 넣었지만 최종적으로 1대2의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밤늦게 숙소로 돌아와서 늦은 저녁을 먹고 다음날을 
긴 일정을 준비하였다. 다음날 아침 6시 30분 파주축구센터에서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인천 공항으로 출발하였다. 인천 공항에서 탑승 
수석을 마치고 아시아나 항공으로 나리타 공항으로 출발하였다. 공항에 
도착 한 이후의 모든 일정은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일본 도착 이후 몇명 
안되는 일반인 승객(10명 미만)을 먼저 내리게 하고 올림픽 선수들은 
나중에 내렸다. 비행기에서 내린 이후 공항내에 터미널로 이동하는 
통로에 임시로 길게 2m 간격으로 의자를 배열해 놓아서 모든 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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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다가, 앞의 팀이 이동하면 다시 이동하여 
앞의 의자로 이동하였다.(그림 1) 약 1시간 정도 기다린 이후에 한국에서 
설치하고 온 입국 및 방역을 관리하는 OCHA라는 엡을 열어서 QR 코드를 
보여주고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쳤다. 이후 다시 다른 라인에서 기다리다 
침(Saliva)를 이용한 PCR 검사를 위해 침을 채취하였다. 어느 정도 
침의 양이 되어야 하지만 검사 30분 전에는 물도 음식도 금지한다고 
한다. 감독님께서 내리기 전 승무원에게 부탁해서 삼다수 큰 병 3병과 
종이컵을 얻어 내렸다. 비행기에서 내린 이후 바로 선수들과 스텝들에게 
물을 먹였다. 검사 이후 서류를 제출하고 다시 이동해서 한국에서 프린트 
해 온 ID card를 제출하면 코팅해서 목걸이로 만들어 주는 곳에서 다시 
줄을 서서 ID 카드를  만들었다. 다시 입국 수속하는 곳으로 이동해서 
입국 수속을 진행하여 입국하였다. 다른 스텝들과 함께 카트를 옮기고 
카트에 80개나 되는 짐을 실어서 밖으로 이동하였다(그림 2). 버스가 
도착하는 장소에 짐을 놓고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장소로 
이동하였다. 커다란 방에 칸막이를 치고 다른 선수들과 구분은 되었지만 
동선은 완전히 구분되지 않았다. 의자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선수들은 

바닥에 누어서 휴식을 취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고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이후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였다. 저녁 매우 늦은 시간에 드디어 
첫번째 경기가 열리는 가시마의 가시마 센트럴 호텔에 도착하였다. 

3. 조별리그 1위로 8강으로 진출 및 아쉬운 탈락

7월 22일 이바라키 현 가시마 스타디움에서 뉴질랜드와 첫번째 조별 
리그 경기가 있었다(그림 3). 아쉬움 속에 후반에 한 골을 내어 주면서 
첫번째 경기서 첫번째 패배를 기록했다. 그러나 7월 25일 같은 가시마 
스타디움에서 시행된 루마니아의 경기에서는 4대0으로 승리하였다. 
루마니아의 경기 전반전에 정승원 선수가 상대방 선수와 접촉 후 뒤쪽으로 
넘어진 경기 종료 이후 기억 상실을 호소하였다. 부상 이후에 경기를 잘 
뛰었지만 이후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하였다. 부상 이후에도 
멋진 슛도 보여 주었고 골키퍼 앞에서 바로 간접 페널트킥의 위기에서 
골대 앞에서 모든 선수가 서 있는 평소 보지 못하던 상황에서 수비도 잘 
하였는데 그 상황도 기억을 못 한다 했다. 정황상 뇌진탕을 의심하지 않을 

▶ 그림 1. 일본 나리타 공항에 입국해서 입국 수속 대기 중인 선수단의 모습. 
의자에 앉아 대기하게 되어 있으나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모두 지쳐서 
바닥에 앉아서 쉬는 모습

그림 2. 나리타 공항에서 찾아놓은 수화물들. 많은 수의 수화물을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 그림 3. 뉴질랜드 전 하루 전 날인 7월 21일 선수들과 함께 가시마 
스타디움을 방문에 경기장 시설을 미리 확인하였다. 

▶ 그림 4. 뇌진탕이 의심되어 인근 병원에서 CT 촬영 중인 우리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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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소견이어서 후송을 결정하였다. 엠블란스에 타서 약 5분 거리에 
있는 병원에 후송하여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의사에 진료를 보고 CT를 
시행하였다(그림 4). CT 상 골절이나 출혈의 소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숙소로 복귀 하였다. 7월 28일은 요코하마로 옮겨서 시행한 온두라스와 
경기는 황의조 선수의 헤트트릭을 포함한 모두 6개의 골을 넣어 6대 0
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B 조 1위로 본선에 진출하였다(그림 5). 7월 31일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시행된 대망의 멕시코와의 8강전은 올림픽에서 
멕시코에 항상 좋은 결과를 얻었단 대한민국에게는 너무 아쉬운 경기였다

(그림 6). 앞서가던 멕시코를 이동경 선수의 멋있는 골로 열심히 따라 
갔지만 역부족이었다.  황의조 선수의 마지막 한골로 따라 갔지만 결국은 
3대6이라는 결과로 올림픽을 마무리 해야 했다. 

4. 팀닥터의 역할이란

20년이 넘는 동안 정형외과 의사로 살아 왔고, 지금은 그 중 무릎 
환자만 진료하면서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팀 닥터로 일한다는 
것은 일반의로서 역할이 필요하다. 물론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정형외과 
의사로서 가장 흔하고 경기력에 중요한 척추를 포함한 근골격 손상의 
진단하고 진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숙식을 같이하는 
단체팀에서 minor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내과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열이 나거나 설사를 하는 선수들이 있고 minor 한 내과적 
문제로 모두 병원에 데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의으로서 진찰 및 
진단을 해야하고 팀에서 가지고 있는 투약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 감염이 

세상의 화두가 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단체생활에서 감기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경기력에 상당한 영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위생에 관하여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한다. 식사 장소에 모였을 때 손 소독제를 사용하게 
하고 차량 이동이나, 호텔에서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게 하지 않게 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선수들과 함께 한 경험이 많은 
선수 트레이너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 
최종적인 책임은 팀 닥터에게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의 차원에서 확인이 
꼭 필요하다. 

5. 코로나로 인해 더욱 중요해진 팀닥터의 역할

일본에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선수22명 임원14명 및 
연락관 1명 모두 37명 전원이 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타액을 이용한 검사여서 큰 고통 없이 검사체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매일 아침 식사를 위해 모이는 인원들에게 식사 전 검체 채취를 
하도록 하고 검체의 양을 확인하고 그리고 접수하는 일을 하였다(그림 
7). 그리고 식사를 위해 모일 때나 훈련을 위해 버스를 탈 때 그리고 내릴 
때 알코올 스프레이를 뿌려서 손 소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훈련장과 
경기장 이외에는 철저하게 이동이 금지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시간은 
호텔에 감금되다시피 하며 지냈다. 혹시 열이라도 나는 선수가 있으면 
매우 곤란해 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큰 문제가 없었다. 현지 방역 
상황에 관한 내용은 축구 협회 의무위원이신 내과 교수님들과 상의하면서 
진행하였다. 

▶ 그림 5. 마지막 예선인 온두라스와 경기 직전의 우리 선수들의 모습



2626

▶ 그림 6.  PCR 검체 체취를 위해 선수 및 임원 각자의 검사 용기 및 
이동을 위한 아이스 박스 

▶ 그림 7. 마지막 경기가 되어 버린 7월 31일 멕시코 전 직전의 모습 

6. 잊지 못한 소중한 경험의 마무리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 한 팬데믹 상황에서 강행 된 올림픽 축구 팀의 
팀닥터로서 과거의 경험과 다른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소중한 
경험이었다. 팀닥터로서 선수들의 부상과 관련된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지만 방역과 관련된 이슈를 챙겨야 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8
강 전에서 탈락해서 아쉽게 4강에 오르지는 못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FIFA 랭킹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훌륭한 성과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에 비해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너무 많이 높아 
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황의조, 권창훈, 박지수 3명의 와일드 
카드 선수를 포함한 24세 미만의 젊은 선수들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뛰고 그리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했던 일정이었다.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적인 순간이였고 영원히 잊지 못한 아쉬운 순간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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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Review

ERAS program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리뷰어: 김용범(순천향대 서울병원)

김중일(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승준(부산대병원)

최근 여러 수술 분야에서 수술 후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Enhanced Recover After Surgery, ERAS)이 도입되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정형외과에서도 현재 고관절과 슬관절 전 치환술을 
중심으로 수술 후 조기 회복을 위한 수술 전, 수술 중, 수술 후 단계에서의 
많은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슬관절 전치환술에서의 
ERAS 프로그램 사용이 수술 후 환자의 통증이나 만족도 혹은 재활 
등의 임상결과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의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리뷰는 이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Garriga1 등은 슬관절 전치환술의 수술 후 조기 회복 프로그램이 환자의 
임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자연 실험(natural 
experiment)으로 설계되었으며 2008년 4월에서 2016년 12월사이에 18
세 이상의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단절적 
시계열 회귀 분석(interrupted time-series regression)을 통하여 수술 
후 조기 회복 프로그램 도입 전 후의 결과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486,579
건의 슬관절 전치환술에서 재원 기간은 5.8일에서 3.7일로 감소하였고, 
입원 비용은 7607파운드(약1180만원)에서 5276파운드(약820만원)로 
감소하였다. 수술 후 6개월째 Oxford knee score(OKS)는 15.1점에서 
17.1점으로 증가하였고, 6개월 이내 합병증 발생은 4.1%에서 1.7%로 
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수술 후 조기 회복 프로그램 시행으로 슬관절 
전치환술 후 재원 기간, 입원 비용, Oxford knee score(OKS), 합병증 
발생률 등의 결과를 향상시켰다고 보았다.

Rutherford2 등은 슬관절 전치환술의 수술 전, 수술 중, 수술 후 
환자 관리 프로그램 중에서 환자의 회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세부 
요인들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수술 전 환자 교육이 슬관절 
전치환술 환자에게 유용한지에 대해에서는 상반된 연구들이 있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수술 전 교육이 환자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했지만, 2014년 Cochrane 리뷰에서는 수술 전 교육과 결과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 하지만 수술 전 교육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다는 점과 최근 병원 입원기간이 점차 줄어들어 처치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줄고 있기 때문에 수술 전 교육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수술 중, 출혈량과 통증으로 줄이고 빠른 
회복을 기대하는 최소 침습 수술법은 회복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수술 중 
요인으로 언급하였으며, 수술 중 지혈대 사용은 수술 후 출혈량을 줄일 
수 있으나 수술 후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대퇴사두근의 근력 약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트라넥삼산(Trancexamic acid)의 적용은 수술 
중, 수술 후 출혈을 줄이고 수혈과 그와 관련된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배액관의 사용은 혈관절증 발생을 줄이나 수술 후 출혈량을 
증가 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마취 방법은 전신 마취보다 척추 마취가 
통증과 합병증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며 재원기간과 비용을 줄인다는 
연구를 소개하였다. 복합(multimodal) 통증 관리는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조기 보행을 시키고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를 기반으로, 
슬관절 전치환술 이후 복합(multimodal) 통증 관리 프로토콜이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줄이고 회복을 향상 시킨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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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pollés-Melchor3 등은 조기 회복 프로그램이 고관절 전치환술과 
슬관절 전치환술의 수술 후 합병증과 환자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수술 후 조기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관과 
시행하지 않는 기관에서, 고관절 전치환술 및 슬관절 전치환술 후, 재원 
기간 및 조기 회복 프로그램의 각 항목들과 합병증 발생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다기관, 전향적 코호트 연구로 2018년 10월 22
일부터 12월 22일까지 스페인의 131개 기관에서 고관절 전치환술 또는 
슬관절 전치환술이 예정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데이터는 
2019년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분석되었다. 6,146명의 환자가 
모집되었으며 이 중 680명(11.1%)에서 수술 후 합병증을 보였다. 조기 
회복 프로그램 적용 군과 비 조기 회복 프로그램 군 사이의 합병증 
발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22). 조기 회복 프로그램 군에서 더 
적은 중등도~중증 합병증을 보였으며 (P = 0.02), 조기 회복 프로그램을 
더 잘 준수할 수록 수술 후 합병증과 중증 합병증이 적으며 재원기간이 
더 짧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부분 마취, 빈혈과 출혈에 대한 조절, 조기 
보행은 수술 후 회복에 도움이 되는 요소이지만, 모든 조기 회복 프로그램 
항목이 결과를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Morrell4 등은 조기 회복 프로그램이 고관절 전치환술 또는 슬관절 
전치환술 후 환자의 입원기간, 수술 관련 합병증, 재입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PRISMA 
지침과 Cochrane Handbook 지침에 따랐으며, Medline, Embase 
및 Cochrane 데이터 베이스 검색을 통하여 2020년 1월 15일 까지 1차 
고관절 전치환술 또는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성인 환자에서 수술 후 
조기 회복 프로그램과 전통적인 프로토콜을 비교하는 전향적 비무작위 
비교 사례 연구와 무작위 통제 시험들을 선정하였다. 검색된 1,018건의 
참고 문헌 중 9건의 개별 연구가 기준을 충족하였고 7,789명의 참가자들 
중 2,428명이 수술 후 조기 회복 프로그램을 따랐고 5,361명이 전통적인 
치료를 받았다. 수술 후 조기 회복 프로그램을 따른 환자들은 재원 기간이 
줄어들었으나, 수술 관련 합병증이 감소했음을 입증한 연구는 없었으며, 
재입원률 또한 큰 영향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연구는 수술 후 조기 
회복 프로그램이 고관절 전치환술 또는 슬관절 전치환술 후 재원 기간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Costales5 등의 후향적 코호트 연구결과에 따르면, 슬관절 재치환술 
시행시에도 조기 회복 프로그램을 적용 시킨다면, 일반적인 슬관절 
전치환술시에 조기 회복 프로그램을 따른 환자 군과 회복률의 차이가 
없었다. 이 연구는 슬관절 전치환술 환자군에 조기 회복 프로그램의 
효과는 밝혀져 있지만, 슬관절 재치환술 환자군에 조기 회복 프로그램을 
적용시킨 결과에 대한 연구가 없어서, 그 효과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연구였다. 40명의 슬관절 재치환술 환자군을 배정하고, 성향 점수 
매칭(수술 날짜, 나이, 성별, BMI)으로 40명의 슬관절 치환술 환자군을 
선별하였으며, 수술 후 6주째, 그리고 마지막 추적 치료 시점의 Knee 
Society Scores (KSS)를 측정하고 양군의 차이를 비교 평가하였다. 또한 
평균 재원일수와 진통제 사용양상을 측정하고 비교 평가 하였다. 평균 

재원일수는 양군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평균 모르핀 사용량은 
재치환술 환자군에서는 38 mg/day, 슬관절 전치환술 환자군에서는 
42mg/day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재치환술 환자 군에서의 KSS는 
평균 수술 후 6주 째 87.3점, 최종 추적 관찰 시 89.1점이고, 최종 추적은 
평균 3.9년이었다. 슬관절 전치환술 환자 군에서의 KSS는 수술 후 6주 째 
89.9점, 최종 추적 관찰 시 93.42점이고 최종 추척 시점은 평균 3.5년으로 
양 군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슬관절 전치환술 환자에게 
적용된 조기 회복 프로그램을 슬관절 재치환술 환자에게도 적용하였을 
때, 더 긴 수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조기 회복 프로그램은 슬관절 재치환술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Plessl6 등은 후향적 자료 연구를 통해서, 조기 회복 프로그램이 
슬관절 전치환술 대상 환자에게 적용되었을 때 기능적인 회복을 좀 더 
빠르게 하며, 재원 일수를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TKA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술 후 재활에도 관심이 많아졌고 조기 회복 
프로그램이 치료비용 및 재원 일수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전통적인 치료 방법과 비교했을 때 운동 범위를 포함한 기능적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이를 평가하기 위한 후향적 
연구가 시행되었다. 2012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323명의 환자가 포함되었으며, 이중에 129명은 전통적인 치료 
방법, 194명은 조기 회복 프로그램를 시행했고 각도계를 이용해 수술 
전, 수술 후 2주, 6주, 12주, 26주, 52주마다 추적관찰하여 운동 범위를 
측정했다. 여기서 전통적인 치료 방법에는 3일 간 입원하고, 척추마취 
및 대퇴신경 카테터 삽입를 하며, 수술 1주 후 물리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포함되며, 조기 회복 프로그램에는 수술 당일에 퇴원하고, 척추마취 및 
내전근 차단 마취만 시행하며, 수술 1주 전 복재신경의 슬개하지분지 및 
외측대퇴피하신경을 냉동신경용해법을 통해 마취하여 통증 조절을 하며 
물리치료는 수술 당일부터 시행했다. 연구 결과 두 군에 포함된 모든 
환자에서 수술 후 1년 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ROM의 회복 및 굴곡 
구축의 회복을 보였으며, 수술 후 12주에 그 정도가 최고치를 보였다. 이 
연구는 두 군간의 차이를 보기 위해 굴곡 가능 범위, 굴곡 구축의 양, 120° 
이상의 굴곡 비율, 10° 이상의 굴곡 구축 비율 등의 4가지 항목을 평가했다. 
2주, 6주, 12주 때까지는 양군을 비교하였을 때, 조기 회복 프로그램군의 
환자들이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우세를 보였으나 26주, 52
주에서는 양 군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조기 회복 
프로그램이 슬관절 전치환술 시행 후 관절 운동 범위 회복을 좀 더 빠르고 
용이하게 도와줄 수 있고, 재원 일수를 낮춤으로써 치료비용은 줄이고 
환자의 만족도는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결론지었다.

Pritchard7 등은 고관절 및 슬관절 인공관절술 이후 조기 회복 
프로그램의 비용효율성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 고찰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하여 향상된 회복 프로그램이 과연 
효과적인지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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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월 1일부터 2017년 3월1일사이에 발간된 논문들을 포함하여, 
골관절염의 환자 중 고관절 및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환자에게 
향상된 회복 프로그램과 전통적인 치료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비용 편익에 대한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수술 전 요인으로는 고도비만 
환자에게서 TKA 시행 2년 전에 위절제술을 시행하는 것, 수술 전 8주에 
신경근육 운동 교육을 시행하는 것, 경험적인 항생제로 mupirocin을 
사용하는 방법이 기존의 관리방법과 비교하여 비용 효율적이라고 결론 
지었다. 수술 중 요인으로 트란자믹산 1회 정맥 주입, 자가 헌혈 및 수혈, 
상처 봉합 전의 국소 마취제 투여, 항생제가 섞인 골시멘트의 사용, 전신 
항생제의 사용 및 전통적인 수술실 환기 시스템의 적용, 일회용의 음압 
창상 드레싱 모두 기존에 시행하던 관리 방법에 비하여 비용 효율적이라고 
정리하였다. 수술 후 요인으로 20회의 대면 재활 교육보다 10회의 대면 
재활교육 후 10회의 비대면 재활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았으며, 전화를 통한 코칭 및 신체활동을 격려하는 경제적 유인 방법 
또한 전화만으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외래 추적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보다 외래 추적 관찰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보았으며, 기존의 외래 
치료와 비교하였을 때, 생물심리사회적 치료기법을 통한 재활활동은 
비용 효율적이지 않다고 결론 지었다. 본 연구는 향상된 회복 프로그램, 
예방적인 항생제, 항생제도포 시멘트, 전통적인 수술방 환기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결론 지었으며,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 향상된 회복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비용-효율적인 측면의 추가적인 
연구가 추후 필요하다고 하였다.

Schotanus8 등이 보고한 전향적 관찰 비교 사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슬관절 전치환술 시행 시, 조기 회복 프로그램을 따른 군과 단기 입원 
치료를 따른 군의 수술 후 6주까지의 신체활동 회복은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평균연령 65.5세(SD6.1)의 20
명의 환자가 포함되었으며, 조기 회복 프로그램을 따르는 군이 수술 후 
임상적인 활동 회복 능력(예: 하루 동안의 신체 활동 정도, 걸음 수, 앉았다 
일어나기 빈도수)에 이득이 있는지 평가하고자 시행된 연구였다. 2014년 
4월에서부터 2015년 12월 사이에 전향적 관찰 비교 사례 연구에 동의한 
20명의 환자가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군의 배정은 무작위 배정이 
아니라, 심각한 심장, 폐 및 내부 질환이 없고, 수술 후 퇴원가능한 환자들 
중에서 단기 입원 치료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환자들만 수술 집도의가 단기 
입원 치료 군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기 회복 프로그램 
군의 경우, 하루 전날 입원해서 수술 후 3일 이내에 퇴원하였으며, 단기 
입원 치료 군의 경우, 수술 당일에 입원하여 수술 직후 퇴원하였다. 신체 
활동은 수술 전 4일부터 수술 전 날까지, 수술 직후부터 4일간 그리고 
수술 후 5주째 4일간, 삼축 가속도계를 사용하여 비침습적 방식으로 
측정하였으며 각 4일간의 평균 값으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환자 중심 결과 
지표는 수술 전과 수술 후 6주째, Oxford knee Score(OKS), WOMAC 
score, EQ-5D, NRS로 측정하였다. 두 군 모두 활동 점수는 수술 후 4
일간 급격히 회복되었으며, 회복의 정도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환자 
중심 결과 지표 또한 두 군 모두 수술 전보다 수술 후 6주째 향상되었으며 

향상 정도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기 입원 치료에 
따르더라도 슬관절 전 치환술 후 신체활동 회복에는 효과적일 수 있음을 
결론 내리고 있다.

Wainwright9 등은 무작위 대조 시험, 대규모 전향적 관찰 비교 사례 
연구들에 대한  메타 분석을 통하여 수술 주변 과정들의 개별 요소들의 
효율성 및 퇴원 기준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며, 합의 권고(consensus 
recommendation)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립된 합의 
권고는 다음과 같다. 

-  술전 교육 및 상담: 술전 교육 및 상담이 수술 결과나 조기 퇴원 기준 
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것으로 보이나 환자 측면에서 
치료에 관한 바른 정보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환자 교육이 환자에게 
해를 끼칠 위험성이 낮고 이미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어 이를 
권장함. (근거도: 낮음/권장강도: 강함)

- 입원 전 환자 최적화

 •  금연: 인공슬관절/고관절치환술 전 4주 이상의 금연이 권장됨. 
    (근거도: 높음/권장강도: 강함)

 •  음주: 인공슬관절/고관절치환술 전 단주 프로그램이 권장됨. (근거도: 
낮음/권장강도: 강함)

 •  빈혈: 술전 빈혈 여부에 대한 확인 및 분석이 시행되어야하고 
관절치환술 전에 교정되어야 한다. (근거도: 높음/권장강도: 강함)

 •  술전 물리치료: 현재의 근거들로서는 술전 물리치료가 필수적인 
중재는 아님. (근거도: 보통/권장강도: 강함)

-  술전 금식: 마취 유도 2시간 전(물) 또는 6시간 전(고형식) 부터는 금식을 
하는 것이 추천된다. (근거도: 보통/권장강도: 강함)

-  술전 탄수화물 요법: 관절치환술시 탄수화물 부하 요법은 환자 안녕과 
신진대사를 향상시킬 수 있으나 퇴원 기준 달성이나 합병증 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현재로서는 필수적인 중재로 
추천되지는 않는다. (근거도: 보통/권장강도: 강함)

-  마취 전 약물: 수술 전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진정약물의 일반적인 
사용은 추천되지 않는다. (근거도: 낮음/권장강도: 강함)

- 표준화 된 마취 프로토콜

 •  전신 마취 대 중심 신경축 마취: 현대의 전신 마취와 신경축 마취 
술기들은 모두 multimodal anesthesia regimen의 일부로 활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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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근거도: 보통(전신마취), 보통(신경축마취)/권장강도: 강함)

 •  척수(강내)마약: 일상적 사용을 추천하지 않음 (근거도: 보통/권장 
강도: 강함)

 •  경막외 마취: 경막외 마취는 수술 후 회복을 늦어지게 하는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관절치환술 시 일상적 사용이 추천되지 않음. 
(근거도: 높음(진통효울 측면), 보통(안전성에 부정적 측면 및 부작용)/
권장강도: 강함)

 •  신경 차단을 위한 국소 마취제 사용 및 침윤 마취: 국소 침윤 마취는 
슬관절치환술에는 추천되나 다약제 탈마약류 요법을 사용하는 
고관절 치환술에는 권장되지 않음. 신경차단술은 국소 침윤 마취와 
동일한 정도의 진통 효과를 제공하나, 침윤 마취에 비해 운동 신경 
차단 효과가 길어 안전한 조기 거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신경 차단은 필수적인 조기 회복 프로그램의 요소로 추천되지는 않음. 
(근거도: 높음/권장 강도: 강함)  

 •  술후 오심, 구토 예방 관리: 관절치환술 환자들에서 술후 오심, 구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선별 검사 및 복합 요법이 지지됨. (근거도: 보통/
권장강도: 강함)

-  트라넥삼산(Trancexamic acid)을 통한 주술기 실혈의 예방: 주술기 
실혈량 저감 및 술후 수혈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이 권장됨. 
(근거도: 높음/권장강도: 강함)

- 복합 진통 (Multimodal analgesia)

 •  파라세타몰(Paracetamol): 사용이 권장됨. (근거도: 보통/권장강도: 
강함)

 •  NSAIDs: 금기증이 없는 환자에 한하여 사용이 권장됨. (근거도: 높음/
권장 강도: 강함)

  •  Gabapentin: 현재로서는 부가 약물로는 권장되지 않음. (근거도: 
보통/권장강도: 강함)

  •  부가적 마약성 진통제: 기본적으로 조기 회복 프로그램은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최소화하려고 하고있으나, 복합 진통의 일환으로서 
oxycodone 과 같은 마약류 진통제들이 필요할 경우 사용될 수 있다. (
근거도: 높음/권장강도: 강함)

-  정상 체온 유지: 주술기 및 술후에 warming 과 수술 중 active warming
을 이용하여 정상 체온이 유지되어야한다. (근거도: 높음/권장강도: 
강함)

-  예방적 항균제: 지역적 정책 및 가용성에 부합하는 전신 항생제가 
환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도: 보통/권장강도: 강함)

-  혈전 예방: 환자들의 거동은 술후 가능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하며, 
지역 정책에 부합하는 혈전예방 치료를 받아야한다. (근거도: 보통/
권장강도: 강함)

- 주술기 외과적 요인들

 •  수술 술기: 특정 수술 접근법이 퇴원 기준 달성을 촉진한다는 증거가 
없어 권장사항 없음. (근거도: 높음/권장강도: 강함)

 •  슬관절 치환술에서 압박대 사용: Routine 사용이 권장되지 
않음. (근거도: 보통/권장강도: 강함)

 •  배액: 슬-고관절 치환술에서 routine 사용을 권장하지 않음. (근거도: 
보통/권장강도: 강함)

 •  주술기 수액 요법: 정맥내 수액 요법은 선별적으로 시행하며 수술 
후 정맥내 수액은 경구 섭취에 비하여 권장되지 않음 (근거도: 보통/
권장강도: 강함).

 •  도뇨관 사용: Routine 사용이 권장되지 않으며, 환자가 술후 24시간 
이내에 자가 배뇨가 가능해지면 최대한 신속히 제거해야함. 도뇨관 
적응 필요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변 저류량 800mL 를 기준으로 
해야함. (근거도: 보통/권장강도: 강함)

-  술후 영양 관리: 정상 식이의 조기 회복이 권장되며 이를 촉진하여야 함. 
(근거도: 낮음/권장강도: 강함)

-  조기 거동: 퇴원 기준의 조기 달성을 위하여 환자들이 가능한 경우 
거동을 최대한 조기에 시켜야 한다. (근거도: 높음/권장강도: 강함)

-  기준에 근거한 퇴원: 환자들이 자가로 퇴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 
퇴원 기준을 사용해야함. (근거도: 낮음/권장강도: 강함)

-  지속적 향상 및 의견 청취: Process 평가, 임상 결과, 가격대 성능비, 
환자 만족/경험, pathway 수정 등에 대한 내/외부적 지속적 의견청취가 
권장됨. (근거도: 낮음/권장강도: 강함)

High level evidence의 권장 사항들 요약

- 수술 전 4주 이상 금연

- 술전 빈혈 능동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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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슬관절 치환술에서 국소 침윤 마취와 신경 차단 마취 routine 사용

- 주술기 실혈 및 수혈 필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트라넥삼산 사용

-  금기증이 없는 환자들에서 multimodal opioid-sparing 을 위한 
NSAIDs 의 routine 적용

- 주술기 및 술후기의 정상 체온 유지

- 수술적 접근법의 선택은 조기 회복 프로그램과 무관함.

슬관절 전치환술 후의 조기 회복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수술 전, 
수술 중, 수술 후 과정들이 포함되며, 현재 각 과정에 관여하는 다양한 
항목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리뷰한 논문들을 종합해 
보면, 조기 회복 프로그램은 환자의 재원 기간과 입원 비용을 줄이면서도 
환자 만족도, 통증조절, 관절운동, 보행 등의 기능적 측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마지막에 기술된 합의 권고에서 보듯, 조기 
회복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모든 과정이 환자 회복에 효과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high level의 evidence를 가진 항목들을 선별하여 
적용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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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서론

슬관절 전치환술 후 대퇴 치환물의 파손은 드문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으며, 치환물의 기하학적 문제 또는 골 융해로 인한 골 지지의 약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국내 논문에 
보고된 치환물의 파손은 전무하나, 국내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전후 
활주형 가동형 (anterior-posterior glide mobile-bearing, APG 
mobile-bearing) 제품을 사용한 경우 치환물의 파손이 약 0.5%에서 
발생하였다고 알려진 바 있다.2) 본 증례는 전후 활주형 가동형 제품을 
사용하여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환자에서 해리, 골 융해 등의 동반 없이 
대퇴 치환물의 파손이 발견되어 재치환술을 시행하였기에 관련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78세 여자 환자가 내원 4주 전부터 시작된 좌측 슬관절의 극심한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신장 150.1 cm, 체중 74.9 kg, 
체질량지수 21.0 kg/m2의 체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최근 외상 병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저 질환으로는 고혈압이 있었다. 환자는 내원 7
년 전인 2013년에 전후 활주형 가동형 제품 (APG mobile-bearing; 
DePuy Orthopaedics Inc., Warsaw, IN, USA)을 사용하여 좌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으며 치환물의 고정을 위해 시멘트를 사용하였다. 일차 
수술 후 신경혈관 손상, 감염, 지속적인 종창이나 통증, 관절 운동 범위 
제한 등의 합병증에 대한 기록은 없었으며, 일차 수술 이후 특별한 사건 
없이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전후 활주형 가동형 슬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한 대퇴 치환물의 파손
Fracture of the Femoral Component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using Anterior-posterior Glide 
Mobile-Bearing System

박기봉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울산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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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검진상 좌측 무릎의 부종과 내측부 압통, 그리고 통증이 동반된 
굴곡 제한 소견이 확인되었다. 타 병원에서 4주 전 검사한 전후 방사선 
사진상 대퇴 및 경골 치환물 주위의 해리 또는 골 융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하지 정렬 각도는 좌측 5.7도, 우측 4.3도로 관찰되었다. 타 
병원의 측면 방사선 사진상 대퇴 치환물의 원위 내측 flange 부위의 
파손으로 인한 step off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본원의 측면 방사선 
사진에서는 대퇴 치환물의 파손 부위가 저절로 정복된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

타 병원에서 시행한 컴퓨터 단층 영상에서는 대퇴 치환물 내측 flange 
부위의 파손 소견이 명확히 관찰되었다(그림 2). 

혈액 검사상 백혈구 수치 6,450/ul (정상 범위, 4,000 – 10,000/ul), 
적혈구 침강 속도 34 mm/hr (0 – 15mm/hr), C-특이단백질 0.15 mg/dl 
(0 – 0.5 mg/dl), 알칼리인산 분해효소 102 IU/L (25 – 100 IU/L)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 그림 2. 컴퓨터 단층 영상에서 보이는 대퇴 치환물 내측 flange 부위의 파손

▶ 그림 1. (C) 타 병원의 측면 방사선 사진상 대퇴 치환물의 원위 내측 flange 부위의 파손으로 인한 step off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D) 본원의 측면 방사선 
사진에서는 대퇴 치환물의 파손 부위가 저절로 정복된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Vol. 1   2022

34
35

▶ 그림 3.  수술실 소견. (A) 대퇴 치환물의 내측 구획에 수평 형태의 파손 소견이 확인된다. (B) 대퇴 치환물 제거 후 사진. (C) 대퇴 치환물의 backside에 body 
ingrowth가 양호한 소견. (D) 대퇴 치환물의 파손 부위에는 bony ingrowth가 관찰되지 않았다. (E,F) 폴리에틸렌의 마모는 후내측 부위에서 심하였다.

해리, 골 융해, 감염의 동반 없이 발생한 대퇴 치환물의 파손에 대해 
재치환술을 계획하였다. 수술 당시, 회색의 활액막 변성이 확인되었고 
활액막에 대한 냉동 생검 결과상 고배율 시야에서 다형핵백혈구는 1
개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대퇴 치환물의 원위 내측 flange에서 수평 
파손이 관찰되었으나, 굴곡 90도 자세에서 제자리에 정복되어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파손된 대퇴 치환물 내측 구획을 제외한 나머지 대퇴 및 
경골 치환물의 고정 상태는 양호하였으며, 폴리에틸렌의 경우, 후 내측 
부위에서 마모로 인한 두께 감소가 관찰되었다(그림 3).

골 소실을 최소화하면서 조심스럽게 치환물을 제거한 이후 Triathlon 
제품(Stryker, Kalamazoo, MI, USA)을 사용하여 재치환술을 시행 
하였다(그림 4).

최종 균 배양 검사상 박테리아, 결핵균, 진균에 대해 모두 음성 소견을 
보였으며 활액막 조직에 대한 병리학적 검사상 다핵 거대 세포에 의해 
포식된 다중 조각 중합체로 구성된 이물 반응과 현저한 염증과 섬유화 
소견이 관찰되었다(그림 5).

▶ 그림 4. 좌측 무릎 인공관절 재치환술 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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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A) 40배율, (B) 10배율에서 다핵 거대 세포에 의해 포식된 다중 조각 중합체 (화살표)

재치환술 이후 9개월까지 경도의 무릎 통증 호소 이외에 종창, 발적, 
열감 등의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관절 운동 범위는 신전 0도, 
굴곡 110도까지 가능하였다. 

고찰

본 증례는 전후 활주형 가동형 슬관절 전치환술 이후 치환물 주위의 
해리나 골 융해 등의 동반 없이 발생한 대퇴 치환물의 파손으로 진단하여 
재치환술로 치료하였다. 전후 활주형 가동형 슬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bearing의 탈구, 전방 연부 조직 충돌, 무릎 불안정성, 
대퇴 치환물의 파손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또한, 추시 방사선 
사진에서 대퇴 치환물의 파손이 쉽게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3) 본 증례에서는 파손된 치환물이 저절로 정복되는 
특성을 보였으며, 정복 이후에는 치환물과 폴리에틸렌 사이가 아닌 골과 
치환물 사이에서 치환물의 불연속성이 관찰되었기에 진단에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10년동안 보고된 대퇴 치환물의 파손 중 PubMed에서 검색 
가능한 증례는 2021년 5월 기준으로 총 8례가 있었으며, 각 증례의 특징은 
표1과 같다.3-9). 대퇴 치환물의 파손의 발생 기전으로는 높은 체질량지수 
또는 높은 활동 수준과 같은 환자 요인, 치환물에서의 골내 성장의 실패, 
치환물의 부정 정렬, 심한 골 융해나 비세균성 해리 등의 수술 후 요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함이 존재하는 치환물의 설계 등의 치환물 요인 
등이 보고되고 있다.5,7,8)

기존의 증례는 평균 나이 69.6세 (범위, 56–86세)이며 남자 환자가 
전체의 62.5%를 차지하였으며, 평균 체질량지수는 27.0 kg/m2 (범위, 
23.0–31.8 kg/m2)이었다. 본 증례의 환자는 기존에 보고된 증례들 중 86
세의 최고령 환자 다음으로 고령 (78세) 환자였으며, 가장 낮은 체질량지수 
(21.0 kg/m2)를 보이는 여성 환자였기에 환자 요인으로 인한 파손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다. 건측의 고정형 폴레에틸렌과 비교하여 
환측의 폴리에틸렌은 전후 활주형 가동형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접촉 
응력이 발생하는 치환물 요인과 더불어, 환측 하지의 내반 정렬이라는 

표 1.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 후 대퇴 치환물의 파손에 대한 증례 정리

Author Age (yr)/ 
sex

BMI 
(kg/m2)

Time of 
TKA (YA)

Prosthesis Cement / 
interface fixation

PE wear / 
Osteolysis Fracture site

Saito et al.4) 75/F 28.8 11 Flexible Nichidai Cementless/ND Yes/no Medial flange

Swamy et al.5) 64/M ND 10 PFC Sigma Cemented/no ND/yes Posterior condyle

Park et al.3) 56/F 26.0 3 Buechel-Pappas Cemented/no Not significant/yes Posterior condyle

Nezwek et al.6) 69/M 27.6 17 Ascent Cemented/little Yes/yes Posterior condyle

Vovos et al.7) 70/M ND 10 Vanguard Cemented/no ND/no Anterior flange

Chithartha et al.8) 67/F 25.0 9 Buechel-Pappas Cemented/ND Yes/no Medial flange

Chithartha et al.8) 86/M 23.0 10 Buechel-Pappas Cemented/ND No/no Medial flange

Ocampo et al.9) 70/M 31.8 20 Advance Medial-pivot Knee Cementless/ND Yes/no Medial flange

Present study 78/F 21.0 7 APG-mobile bearing Cemente/no Yes/no Medial flange

BMI, body mass index; TKA, total knee arthroplasty; YA, years ago; PE, polyethylene; F, female; M, male; ND, no description; APG, anteroposterior gl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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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요인이 내측부로의 체중 부하를 증가시켜 최종적으로는 골내 
성장이 상대적으로 불량한 대퇴 치환물의 내측 flange에서의 파손을 
야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치환물의 골내 성장 또는 시멘트 상태에 대해 기술한 5례의 증례 모두가 
불량한 골내 성장 또는 불량한 시멘트 결합 상태가 확인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본 증례에서도 파손된 치환물 주위의 골내 성장이 불량하였음을 
재치환술시 확인할 수 있었다. Nezwek 6)은 치환물 주위의 시멘트 고정이 
적절하지 않으면 뼈와 치환물 사이에서 미세 불안정이 발생하고 이는 골내 
성장과 골 이입을 방해하고 치환물 파손의 위험도를 높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 폴리에틸렌 마모와 골 융해는 각각 6례와 5례에서 관찰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었으나, 본 증례에서는 폴리에틸렌 마모만 관찰되고 골 
융해는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증례에서는 불충분한 골내 성장이 
치환물 파손의 위험성을 높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치환물 요인과 관련해서 Chithartha 등8)은 파단 형태 분석을 
시행하여 대퇴 내과의 날카로운 각도의 모서리 주위의 얇은 가장 자리의 
외측에서 갈라진 금(crack)이 시작하여 더 두꺼운 분절을 향하여 
내측으로 진행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피로 파괴를 피하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모서리에서 충분한 두께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후 
활주형 가동형 제품은 경골 치환물 안에 막대 구조가 통합되어 있어 전후 
및 내외 활주의 운동 범위가 제한되었던 rotating-platform system과 

비교하여 보다 큰 전후 활주와 회전 운동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기에10) 
본 증례에서는 폴리에틸렌의 과도한 활주로 인한 지속적인 접촉 응력이 
치환물 파손의 위험성을 높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함께 고찰한 8례의 증례 중 대부분은 일반 방사선 
사진으로 진단되었다고 기술되었으나, 방사선 사진에서 대퇴 치환물의 
파손이 쉽게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발견이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3) 일반 
방사선 사진에서 대퇴 치환물의 해리와 내반 함몰 소견만 관찰되었고 
이후 재치환술을 시행하는 중 대퇴 치환물의 파손이 진단된 경우도 
보고된 바 있으며, 일반 방사선 사진에서 치환물의 파손이 진단되었으나 
파손의 확인과 파손 양상의 분석을 위해 컴퓨터 단층 영상 검사를 시행한 
경우도 보고된 바도 있다.3,9) 본 증례와 같이 파손된 대퇴 치환물이 
정복된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일반 방사선 사진으로 진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외상과 무관한 극심한 통증과 더불어 신전 또는 굴곡 제한이 
갑자기 발생한 경우에는 치환물의 파손을 의심하여 컴퓨터 단층 영상 
검사를 시행하여 치환물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리하면, 본 증례는 상대적으로 많은 활주 운동을 보이는 전후 
활주형 가동형 제품이라는 치환물 요인으로 인해 접촉 응력이 증가하여 
폴리에틸렌의 마모가 발생하였고, 내반 변형으로 인한 내측부로의 체중 
부하 증가가 더해져서 최종적으로 골내 성장이 불충분했던 대퇴 치환물의 
원위 내측 flange에서 파손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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프롤리아 광고 리뉴얼(종근당 추가)-210 280.indd   1프롤리아 광고 리뉴얼(종근당 추가)-210 280.indd   1 2020. 11. 4.   오후 5:162020. 11. 4.   오후 5:16



EVENITY 광고210x280 0918.indd   2 2019. 9. 18.   오후 3:35







남녀 모두,
주요부위 골절위험 감소

1년 1회, 남녀 모두, 주요부위 골절위험 감소

Zoledronic acid 5mg / 100mL

남녀 모두,
년 회 투여,

척추 골절 위험

70% 감소

비척추 골절 위험

25% 감소2

고관절 골절 위험

41% 감소2

2018-334
ZLDI.180807.M

주요부위 골절위험 감소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환자 3년 투여시 70% 감소2

 남성 골다공증 환자 2년 투여시 67% 감소4

골다공증 환자를 위한 1년 1회 Solution1

폐경후 골다공증 환자의 주요부위 골절 위험 감소2

고관절 골절 후 재골절 및 사망 위험 감소3

남성 골다공증 환자의 척추 골절 발생 위험 감소4

글루코코르티코이드에 의한 골다공증의 치료/예방 1,5

대웅

5. Reid DM, et al. Lancet. 2009;373(9671):1253-1263.



Know more.
Cut less.
Know how some things are simply better 
together? Like the knowledge that comes 
from a CT-based plan that captures each 
patient’s unique anatomy, and Mako’s 
AccuStop™ haptic technology, which helps 
you use this knowledge to precisely and 
accurately cut what you’ve planned.1,2,3

So you know more and cut less.4,5,6,7*

That’s Mako. SmartRobotics™.

*  For the Mako Total Knee application, “cut less” refers to less soft tissue damage and greater bone preservation as compared to manual surgery.5,6 For the 
Mako Total Hip and Partial Knee applications, “cut less” refers to greater bone preservation as compared to manual surgery.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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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8-A(8):627-35.

2.  Illgen, R, Bukowski, B, Abiola, R, Anderson, P, Chughtai, M, Khlopas, A, Mont, M. Robotic-assisted total hip arthroplasty: Outcomes at minimum two year follow up. 
Surgical Technology International. 2017 July 25; 30:365-372.

3.  Mahoney O, Kinsey T, Mont M, Hozack W, Orozco F, Chen A. Can computer generated 3D bone models improve the accuracy of total knee component placement compared to 
manual instrumentation: a prospective multi-center evaluation? 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Arthroplasty 32nd Annual Congress. Toronto, Canada. October 2-5, 2019.  

4.  Suarez-Ahedo, C; Gui, C; Martin, T; Chandrasekaran, S; Domb, B. Robotic arm assisted total hip arthoplasty results in smaller acetabular cup size in relation to the femoral 
head size: A Matched-Pair Controlled Study. Hip Int. 2017; 27 (2): 147-152.

5.  Haddad, F.S, et al. Iatrogenic Bone and Soft Tissue Trauma in Robotic-Arm Assisted Total Knee Arthroplasty Compared With Conventional Jig-Based Total Knee Arthroplasty: 
A Prospective Cohort Study and Validation of a New Classification System. J Arthroplasty. 2018 Aug;33(8):2496-2501. Epub 2018 Mar 27.

6.  Hozack, W,  Chen, A, Khlopas, A, Mahoney, O, Mont, M, Murray, T, Orozco, F, Higuera Rueda, C, Stearns, K. Multicenter Analysis of Outcomes after Robotic-Arm Assisted Total 
Knee Arthroplasty. American Academy of Orthopedic Surgeons Annual Meeting. Las Vegas, NV. March 12-16, 2019.

7.  Banks, Scott A, PhD. Haptic Robotics Enable a Systems Approach to Design of a Minimally Invasive Modular Knee Arthroplasty. Am J Orthop. 2009;38(2 suppl):23-27. 
February 2009.

A surgeon must always rely on his or her own professional clinical judgment when deciding whether to use a particular product when treating a particular patient. Stryker 
does not dispense medical advice and recommends that surgeons be trained in the use of any particular product before using it in surgery. The information presented is intended 
to demonstrate the breadth of Stryker’s product offerings. A surgeon must always refer to the package insert, product label and/or instructions for use before using any of 
Stryker’s products.

Products may not be available in all markets because product availability is subject to the regulatory and/or medical practices in individual markets. Please contact your sales 
representative if you have questions about the availability of products in your area. Stryker Corporation or its divisions or other corporate affiliated entities own, use or have 
applied for the following trademarks or service marks: AccuStop, Mako, SmartRobotics, Stryker. All other trademarks are trademarks of their respective owners or 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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