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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칼럼 
- My Journey to Knee Surgery

도가니 광장 
-  정형외과 농구대회에 초대합니다

Article Review 
- MM horizontal tear in young patient: Repair가 필요한가?

Case Study
-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 수술 이후 발생한 심각한 양측 폐색전증 및 
심부 정맥 혈전증

  Symptomatic Bilateral massive pulmonary embolism, 
proximal and distal deep vein thrombosis following 
arthroscopic meniscus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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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 대한슬관절학회 회원 여러분께

존경하는 대한슬관절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의 추위와 함께 지난 2년간 전 세계를 괴롭혔던 코로나-19의 그림자가 서서히 걷혀가고 

너무나도 반가운 봄꽃 소식이 기다려지는 따사로운 향기 속에서 2022년 5월 13일(금)~14일(토) 

개최되는 제40차 대한슬관절학회 정기학술대회에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대한슬관절학회는 1983년 창립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현재 1750여 명의 회원을 가진 

대한정형외과학회 분과학회 및 산하단체 중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최대, 최고의 분과학회로서 

선도적인 위치에 서 있습니다. 또한 많은 회원님들의 학문적인 열정으로 전 세계 유수 학술지에 회원님들의 창의적인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등 세계적으로도 위상 정립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될 제40차 정기학술대회도 150여 편의 회원님들의 귀중한 연구 결실들이 발표될 수 있도록 2022년 5월 

13일(금)과 14일(토) 이틀간 두 개의 공간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미국에서 진행된 CCJR 연자 중 

학술위원회에서 우수 연자로 선정한 Keith R. Berend 선생님(미국)과 국제 저명 학술지인 KSSTA의 Deputy Editor-in-

Chief 이신 Michael T. Hirschmann 선생님(스위스)의 비디오 강연 후에 온라인 연결로 회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실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기학술대회 첫날 저녁에는 Gala dinner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시행하지 못했던 친교 

행사이므로 금번에는 많은 회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반가운 만남과 담소를 나누시고 친목을 다지시는 만남의 장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역대 회장님 그리고 현역에서 은퇴하신 존경하는 선배 교수님들께는 정기학술대회와 Gala dinner 참석을 정중히 

요청드리는 초청장을 보내 드릴 예정이오니 공사다망하시겠지만 금번 정기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후배들의 학문적 

열정을 격려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2년 제40차 대한슬관절학회 정기학술대회에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최 충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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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슬관절학회 회원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으로 우리 학회의 공식 영문 국제학술지인 Knee Surgery and Related Research 

(KSRR, published by BMC Springer Nature)이 ESCI, PubMed, Scopus, Google scholar 등에 등재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숙원 사업인 SCI/E 등재를 위하여는, 무엇보다 우리의 KSRR 발표 논문들이SCI/E 저널에 많이 인용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KSRR에 우리가 좋은 논문들을 많이 발표하여 타 연구자들이 논문을 쓸 때 많이 인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우리 스스로 SCI/E 

저널에 연구 논문을 게재할 때 KSRR 에서 최근 발표 된 관련 논문들을 많이 인용하여 KSRR의 인용지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종 관문인 SCI/E 등재를 위하여 회원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어 감사드리며 이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아래 명단은 회원 여러분들 중, SCI/E 저널에 자신의 논문을 게재할 때, 최근 2년간 KSRR에 발표된 논문들을 참고문헌으로 인용하여 주신 

주저자(제1저자 및 책임저자) 회원 여러분의 명단(상위 11인)입니다. 2022년 3월 Clarivate Web of Science에서 검색한 결과이므로 아직 데이터 

베이스에 업데이트되지 않은 인용은 누락되었을 것이므로 회원 여러분의 양해바랍니다.

또한 2년간의 인용 상태를 토대로 매년 슬관절 학회에서 다인용 수상도 하고 있사오니 적극적으로 인용을 부탁 드립니다.

많은 회원들께서 우리 대한슬관절학회에 Loyalty를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향 후 SCI/E 저널에 투고시, 최근 2년간 KSRR에 발표된 관련 논문들을 최대한 많이 인용하시어, 우리 학회의 숙원 사업 해결에 앞으로 더욱 큰 

관심과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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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평생회원

번호 성명 소속

1746 허주영 새나래병원 정형외과

1747 양명호 서울대학교병원

1748 박기영 부산부민병원

1749 김정호 동아대학교병원

1750 박규형 서울성모병원

1751 주현석 미사튼튼병원

1752 박형준 서울대 보라매병원

1753 송경철 미래한국병원 정형외과

1754 임병은 서울대 보라매병원

1755 강상규 제2강습대대

1756 강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1757 김종빈 가톨릭대학교

1758 유철환 더드림병원

1759 정우철 신촌세브란스병원

1760 이명호 서울대학교병원

1761 이재혁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1762 예희욱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1763 윤항섭 연세나이스 정형외과의원

1764 임경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1765 장태동 인천마디병원

1766 박성진 보라매병원

1767 이승열 은평성모병원

1768 이진우 은평성모병원

1769 서명재 국제바로병원

1770 이동환 가천대길병원

1771 이희형 강북삼성병원

번호 성명 소속

1772 윤완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1773 임정섭 한림대학교성심병원

1774 김진혁 전북대학교병원

1775 송승철 신천메트로정형외과

1776 이충희 나이스병원

1777 오호석 순천시 오병원

1778 전윤문 인하대학교병원

1779 정지영 삼성서울병원

1780 김낙철 마디척병원

1781 김용욱 광주시티병원 정형외과

1782 복두희 의정부 참튼튼병원

1783 박문수 바로병원

1784 정명곤 더서울병원

1785 정지혁 88병원

1786 황인욱 으뜸정형외과

1787 성주형 목포기독병원

1788 윤건희 국군수도병원

1789 안현욱 순천하나병원

1790 최용석 영광종합병원 정형외과

1791 심승우 광주기독병원

1792 권원환 세란병원

1793 조창호 판교정형외과

1794 한진영 원주연세병원

1795 차민석 세종스포츠정형외과의원

1796 구경효 서울더탑정형외과의원

1797 노영주 분당서울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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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학회 | 
•  2022년 대한슬관절학회 제40차 정기학술대회

 일시: 2022년 5월 13일(금)~14일(토)

 장소: 스위스 그랜드 호텔 (홍은동)

 5월 13일(금)
Room A Room B

07:20-07:55 Registration
07:55-08:00 Opening address
08:00-08:45 Session1 (Arthroplasty) 이우석 노정호 Session2 (Ligament) 정화재 왕준호

08:45-09:30 Session3 (Arthroplasty) 강승백 송상준 Session4 (Ligament) 최종혁 심재앙

09:30-10:15 Session5 (Arthroplasty) 이명철 유주형 Session6 (Ligament) 김형수 윤경호

10:15-10:35 Coffee break
10:35-11:05 Invited Lecture1 문영완 이한준

Medial Partial Knee Arthroplasty: 
2 Decades of Experience and Still Learning 

Keith R. Berend, Mount 
Carmel Health System 

Ohio, USA
11:05-12:00 Session7 우수구연 최충혁 나경욱

12:00-12:10 Awards (KSRR 우수논문)
12:10-12:30 총회

12:30-13:30 Luncheon symposium1 송무호 Luncheon symposium2 최의성

13:30-13:55 Presidental Lecture 최충혁

13:55-14:25 Invited Lecture2 하철원 김강일

Knee phenotypes - the role for optimal coronal alignment in TKA
Michael T. Hirschmann, 

Kantonsspital Baselland, 
Switzerland

14:25-14:45 Coffee break
14:45-15:30 Session8 (Arthroplasty) 조성도 황선철 Session9 (Osteotomy) 이범구 민경대

15:30-16:15 Session10 (Arthroplasty) 김경택 손욱진 Session11 (Osteotomy) 김명구 김영모

16:15-17:00 Session12 (Meniscus) 이광원 박희곤 Session13 (Osteotomy) 서승석 장종범

17:00-17:45 Session14 (Meniscus) 빈성일 김진구 Session15 (Osteotomy) 김경태 한승범

18:00- Gala dinner

 5월 14일(토)
Room A Room B

08:30-09:06 Session16 (Arthroplasty) 임수재 인용 Session17 (Basicscience) 고해석 김종민

09:06-09:51 Session18 (Arthroplasty) 이주홍 한혁수 Session19 (Miscellaneous) 전철홍 서영진

09:51-10:36 Session20 (Arthroplasty) 김주오 유재두 Session21 (Patellofemoral joint) 윤정로 김창완

10:36-10:50 Coffee break

10:50-11:35 Session22 (Arthroplasty) 이동철 배기철
Session23 (Meniscus &

Miscellaneous)
경희수 선종근

11:35-12:20 Session24 (Arthroplsty&
Miscellaneous)

최영준 안지현 Session25 (Miscellaneous) 최남홍 김석중

12:20 Closing address 최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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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학회 일정 | 
학술대회명 개최 예정일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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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Asan Meniscus & Osteotomy 심포지엄 2022.07.03 (일) 백범김구기념관

2022 The Current Issues in Knee Arthroplasty and Live Surgery 2022.08.26 (금)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지하1층 CJ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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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동정 | 
• 유주형 선생님 세란병원으로 근무지 변경

• 서울대학교병원 노두현 선생님 기업설립 ㈜ 코넥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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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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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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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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 드립니다. 

5.  한 해 200편 이상의 투고로 인하여 편집위원, 심사위원님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 마다 한해 4-5편의 심사를 의뢰드릴 

예정으로 심사 의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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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KSRR 웹사이트와 투고 시스템이 2019년 4월 29일부터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BMC, Part of Springer Nature의 국제학술지 공유 투고 

시스템인 editorial manager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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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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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투고, 인용, 리뷰의 실적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위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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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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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학술위원회 | 

• 슬관절 웹세미나 Season 2. 성료

  2021.11.10부터 매 2주마다 수요일 저녁에 실시간으로 진행되었던 웹세미나 시즌 2가 총 12회 방송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훌륭한 강의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좌장/연자 분들과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흥미로운 강의와 열띤 토론들은 대한슬관절학회 유튜브 

링크(https://www.youtube.com/channel/UCOEGK4d-EHl0_qpLFKvNK_w)를 통하여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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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홍보전산위원회 | 
• 대국민 홍보 영상 촬영 
 일시: 2021년 4월 9일 (금)  오후 6시 30분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무릎질환 상식 (I)  좌장 및 진행: 가톨릭의대 인용 

 1. 연골이 닳았다는데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연세대 정민

 2. 줄기세포 치료는 만병통치약? 조선대 김동휘

 3. 관절염 수술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다가 해야 한다는데? 인공관절 치환술은 언제 해야하나요?  영남대 손욱진

  반치환술이 있다는데 어떻게 다르나요?

• 대국민 홍보 영상 촬영 (전방십자인대 손상, 반월연골판 손상) 
 일시 2022년 1월 26일 (수)  오후 6: 30 

 1.  전방십자인대 손상 진료실에서 가장 흔히 듣는 5가지 질문  참여 위원: 서울의대 노두현, 가톨릭의대 김만수, 서울성심병원 김지형

 

 2.  반월연골판 손상 진료실에서 가장 흔히 듣는 5가지 질문 참여 위원: 울산의대 김종민, 부민병원 문찬웅, 가천의대 이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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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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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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칼럼

My Journey to Knee Surgery

빈성일 

서울아산병원

대한슬관절학회에서 원고를 부탁받고 묘한 기분이 들었다. 지금까지 할 

만큼 했고 최선을 다해 왔다는 느낌은 있지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2023. 2월이면 대학에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데 내가 1990년부터 

지금까지 33년간 해왔던 무릎 분야에 대해 지나온 시간과 과정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내가 진정한 Knee 

Surgeon이 된 것은 Clinical Fellow를 마친 후부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의 일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 가기로 한다. 

군의관을  마치고  1990년  5월부터  서울아산병원  (당시  이름은 

서울중앙병원-옛날 생각이 나는 이름이다!)에 근무하게 되었다. 무릎 

분야를 담당하기로 했지만 레지던트 수련을 마치고 난 후 군 복무만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무릎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은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슬관절 환자를 주로 진료하면서 점차 경험을 

쌓고 나름대로 교과서와 저널을 연구하면서 최선의 진료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무언가 부족한 느낌, 채워지지 않는 느낌은 항상 있었고 장기 

연수를 통해서 전문적인 슬관절 분야 수련을 받는 것, 즉 Knee joint 

Regular Clinical Fellowship에 대한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장기연수는 Research 분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임상적인 기회는 Lab 근무 중 많아야 1주에 1-2차례 정도 지도 교수의 

허락에 따라 수술장을 참관하는 정도였다. 

그 당시의 내 생각을 정리하자면 레지던트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정형외과가 태동되고 발전된 본 무대에서 슬관절 분야의 전문적인 

training의 기회를 갖고 그들의 정수를 받아들이고 싶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책이나 저널과 같은 텍스트를 보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몸으로 부딪히고 직접 환자를 같이 보면서 무릎 

분야의 정수를 받아들여서 체득하고 내 것으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 

매우 강했다. 아산병원 부임 후 몇 년간의 슬관절 진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발전했지만 뭔가 부족함, 목마름을 실감해서 한 단계 더 올라서고 

싶었는데 그것은 실험실에서 동물을 잡는 Lab 근무로 해결될 수 없고 

Clinical Fellow가 해답이라는 것이 내 고민에 대한 스스로의 답이었다.

제한적인 수술장 참관만으로는 나 자신의 임상적 능력을 키우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외래 진료, 수술장, 병실 회진 등 모든 

분야에서 정식 Fellow와 같은 임상적 활동을 할 수 있는 Regular 

Clinical Fellowship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어권 국가들에 연락을 해서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만 하여도 이메일,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은 때라서 주로 

우편을 사용했는데 편지와 이력서 등 자료 오가는 데만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미국의 약 10여 군데 병원에 편지를 보냈지만 

모두 Lab 근무를 하라는 것이었고 내가 원하는 Regular Clinical 

Fellowship 자리는 전혀 없어서 난감한 심정이었다.  그 와중에 때마침 

나와 같은 생각으로 Fellow 연수를 준비하던 대학 선배로부터의 정보로 

캐나다에서의 Clinical Fellowship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정식 Clinical Fellow로 근무를 하게 되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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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수술 등 모든 부분에서 외국 Fellow와 똑같이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만 문제는 일정한 자격 (Qualification)이 필수적이라서 

Toronto가 있는 Ontario 주의 임시 의사면허(2년)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TOEFL과 영어 말하기 시험인 TSE (Test of Spoken English) 

가 필수적이라는 점과 내가 근무할 적절한 병원을 알아봐서 그 병원의 

Clinical Fellow 자리가 확인되어 Work Visa를 받아야만 일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Clinical Fellow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나의 목표 

의식을 자극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팔자에 없이 영어 공부와 

말하기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1995.7.1~1996.6.30. 기간에 Toronto Orthopedic 

& Arthritic Hospital에서 Regular Clinical Fellowship을 하게 

되었다. 이 병원은 그 당시 1년에 1500개의 인공 관절 수술을 하는 

북미 (미국+캐나다) 전체에서 5위권의 인공 관절 센터였고 북미에서 

33개의 AANA recognized Fellowship program이 있는 병원 중의 

하나로 1년간 Dr. John C. Cameron 교수와 함께 일하면서 ‘무릎’ 이 

무엇인지에 대해 외래와 수술장 등 모든 진료 현장에서 보다 깊이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그 이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무릎 분야 진료를 

하면서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는데 든든한 바탕이 되었고 나의 펠로우 

제자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알맹이, 정수를 이어 받게 되었다. 단순히 무릎 

수술만을 보게 된 것이 아니고 무릎 질환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무릎 질환에 대한 Physical exam, 무릎 수술의 요체, 수술 후 생각할 

점, 무릎 환자 자신들이 자신의 무릎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등 

환자와의 communication까지 무릎 분야의 초보자였던 내가 1년의 

Fellowship을 마치고 난 후에는 최소한 내 스스로 발걸음을 충분히 뗄 수 

있게 되었고 나에게 오는 무릎 환자들을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게 되었다. 비유하자면 1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슬관절 

분야에서 더 높은 수준에 올라갈 수 있었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1년에 700건의 수술을 하고 아침 7시에 집을 나가서 저녁 6시까지 

일하면서 한국 사람은 전혀 없는 병원에서 영어만으로 동료 의사, 간호사, 

환자들과 말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든 기간이었지만 

1년을 무사히 마치고 나니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무릎 초보자가 아니다’ 

라는 자신감이 마음속을 채워 주었다. Dr. John C. Canemn은 교과서에서 

나오는 Dr. Mclntosh의 수제자로 말하자면 당시 학문적 정점에 있었던 

슬관절 분야 Toronto 학파의 정통을 이어가는 흐름에 있는 분으로 볼 수 

있다.  

약 30년이 지난 현재 젊은 의사들이 생각하기에 외국의 진료 수준이나 

우리나라의 진료 수준이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3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뒤의 일이다. 일례로 그 당시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Alignment의 개념이 Toronto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어서 환자의 외래 진료, 수술 등에 있어서 Decision 

making을 할 때 판단의 중심에 무릎 정렬 상태를 두고 그에 따라 임상적 

판단을 하는 것이 일상화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이후 나 스스로도 무릎 

정렬 상태에 따라 치료 방향을 결정해 왔으며, 지난 회장 강연에서도 

슬관절 정렬의 중요성 대한 강의를 한 바 있다. 

또한 이미 그 당시에 수술 전후 및 일상 활동 회복 시에 인대 기능만이 

아니고 근육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재활요법이 일반적이었고 나 

자신도 무릎 질환에서 Dynamic stability에 대해서 중점을 두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30여 년간의 임상적 활동과 학회 활동을 정리하자면 임상적으로는 

아무래도 Meniscus Allograft Transplantation (MAT)를 들어야 

하겠지만, 그 이외에도 2004 MM Root tear 96 케이스를 발표해서 

현재까지도 학문적 관심이 되고 있는 점, 한국인에서 Femoral bowing이 

상당수 있으므로 TKRA시 Individual Femoral cut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했다는 점이 보람으로 남는다. 

학회 활동으로서는 6년간 학술 편집 위원장을 하면서 영문학회지인 

KSRR, 슬관절학 교과서에 기여했다는 점이 큰 보람이다. 

마지막으로는 후학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어구가 있다. 최근에 봤던 칼럼에 

나오는 당나라 시인 왕지환의 오언절구 ‘등관작루(登觀雀樓)’에 나오는 

‘갱상일층루(更上一層樓)’라는 어구이다. 

누대에 올라 이미 황하도 보이고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보이지만 내 시야에 만족하지 

않고 천리 밖까지 보기를 바라며 한 층을 

더 올라간다는 뜻인 이 구절에는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여러분, 모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슬관절에 

대해서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  Clinical Fellows 1995-1996: Spine/Foot/Shoulder/Knee(Myself)

▶  Dr. John Came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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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훈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 농구대회에 

초대합니다

마이클 조던

골프를 대표하는 선수는 타이거 우즈(Tiger Woods)이고 농구는 마이클 
조던(Michael Jordan)일겁니다. 마이클 조던은 시카고 불스 (Chicago 
Bulls) 소속으로 농구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NBA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입니다. Air Jordan 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다른 선수들보다 
긴 체공시간을 이용하여, 아름답고 화려한 슛을 보여주었습니다. NBA 는 
30개의 팀이 시즌내 경쟁을 하는데, NBA 를 대표하는 선수들도 커리어 
내 한번도 우승을 해보지 못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커리어 
전성기에 3연속 우승을 두번(90-91, 91-92, 92-93, 95-96, 96-96, 97-98)
을 달성했습니다. 6개의 챔프 반지를 갖고 있는 셈이죠. 첫번째 쓰리핏을 
달성하고, 93-94 시즌을 준비하던 중 아버지의 총격 사망 사고로 마이클 
조던은 충격을 받고 은퇴를 선언하고, 잠시 야구를 하다 95-96 시즌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쓰리핏을 달성합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10부작으로 방영했던 Last Dance 는 시카고 불스의 97-98 시즌을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당시 시카고 불스의 감독이었던 Phil Jackson 을 집행부
(우승을 5번이나 만들어준 감독과의 불화)에서 시즌이 끝나고 내보낸다는 
얘기가 돌았고, 절친인 스코티 피펜의 저가 장기 계약에 대한 불만으로 
트레이드 요구 등, 이에 흥분한 마이클 조던은 Phil Jackson 감독이 팀을 

떠난다면 자신도 은퇴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97-98 시즌이 마이클 
조던이 시카고 불스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즌이 되는 것 같았고, ESPN 
이 시카고 불스의 마지막 여정을 카메라에 담아 최근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2020년에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97-98 
시즌 우승 후 은퇴를  합니다 (이후 2001년에 워싱턴 위저즈에 선수로 다시 
복귀하고 2003년에 마지막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때 같은 반 학생의 형이 미국에서 가지고 온 마이클 
조던의 농구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가며 보았는데, 조던의 환상적인 
드리블과 슛을 보고 매료되어 농구에 빠져들게 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NBA(미국프로농구) 정규 시즌 경기를 볼 수는 없었으나, NBA Playoff 
가 시작되면 AFKN에서 라이브로 중계를 해줘 중간고사 시험을 끝내고 
오전에 집에 와서 마이클 조던의 시카고 불스 경기를 보곤 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에서 과거 마이클 조던의 농구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봐도 마이클 
조던의 플레이는 아름답습니다). 농구를 좋아했던 학생들은 점심 시간이나 
방과후에 학교 운동장에 모여 마이클 조던의 흉내를 내며 농구를 하는 게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가니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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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개 의과대학 농구대회 

저도 중학교때부터 농구를 좋아하여 친구들과 자주 농구를 하며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대학에 입학하여 고대의대 농구반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동아리 이름은 SATURN 인데, 농구공이 링에 클린슛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유사하여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대회가 있었지만 여름방학에 

개최되는 서울시 8개 의과대학 (가톨릭대, 경희대, 고려대, 순천향대,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농구대회 우승을 목표로 연습을 하였습니다. 서울시 

8개 의과대학 농구대회는 서울에 있는 의과대학 중 8개 대학이 모여 매년 

8월 첫째주 토,일요일 이틀간 진행하는 서울시와 무관한 농구대회로 8개 

대학이 매년 돌아가면서 주최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2019년까지 

개최되었으며, 올해 또는 내년에 다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대생 시절에 여름 방학이 시작되면 대회가 끝날 때까지 합숙훈련을 

포함하여 농구 연습 및 훈련에 올인했던 것 같습니다. 연습을 한 것에 

비해서는 매년 예선 탈락을 하였는데, 제가 대회에 참가하였던 90년대에는 

경희대, 한양대와 순천향대가 우승을 다투곤 했습니다. 시합은 매우 

격렬하여 시합 중, 시합 후에도 상대팀 선수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경기가 끝나고 시상식 및 뒤풀이에서는 화해하고 즐겁게 술잔을 기울이며 

다음 대회를 기약했습니다. 고대의대 농구반에서는 아주 뛰어난 실력이 

아니면 대개는 본과때부터 주전으로 뛰었는데, 저도 본과1,2,3학년때 

주전 포인트 가드로 뛰었습니다. 매년 예선 탈락을 하였기에 목표는 4강 

(8개팀중 4팀)에 올라가는 거였고, 제가 본과3학년 (당시 천안캠퍼스에서 

순천향대 주최) 대회 때 아쉬운 기억이 있습니다. 농구를 좋아하고 잘하는 

후배들이 들어와서 팀 전력이 향상되었고, 4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첫 

경기는 경희대를 큰 점수차로 이기고, 두번째 경기에서 한양대에 져서 

예선 1승1패 상황에서 마지막 경기 연세대와 동점으로 비기고, 골득실차에 

밀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18-16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10초를 남기고 연세대에 동점골을 내주었습니다. 

연세대에서 동점 슛을 던질 때 바로 옆에 제가 있었는데 파울로 끊을 

수 있었는데 설마 들어갈까 주저하다 슛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파울로 

끊었어도 자유투가 있었으니 동점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았던 것 사실입니다. 예선 탈락이 확정되고 저녁에 뒤풀이하며 술 한잔 

마시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본과4학년때는 저희 농구반 관행상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뛰지는 않았는데 저는 경기 관람을 하러 갔다가 

답답해서 잠깐 뛰기도 했습니다 (들어가서 패스 미스 여러 번 하고 교체 

아웃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의대농구반 시즌은 끝이 나고 인턴으로 병원 

생활을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는 농구를 거의 하지는 못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을 시작한 해에 고대의대 농구반이 8개 

의과대학 농구대회에서 우승을 하였고, 그 이후로도 약10여년간 우승과 

준우승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OO중학교 농구부 코치 선생님을 

섭외하여 여름방학때마다 강도높은 체계적인 훈련을 하였고, 코치님께서 

대회에 감독으로 팀을 이끌어 주신 것, 농구에 미친 후배들의 피나는 훈련, 

제가 학창시절 후배들에게 사 주었던 그 많은 소주와 맥주가 승리의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랑할 거리는 아니지만 국군청평병원에서 군의관3

년차로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병원 근처에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체육관 시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체육관에서 수영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7월의 어느 날, 수영장에서 나오는데 낯이 익은 농구복을 입은 학생들이 

어슬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고대의대 농구반 학생들인데 그 

체육관으로 합숙훈련을 온 겁니다. 그 친구들도 제가 근처 국군청평병원에서 

근무하는지도 몰랐구요. 너무 반가워 그 날 저녁에 학생들 약20여명을 

삼겹살 집에 데리고 가서 술과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도록 사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학생들이 합숙훈련을 마칠 때까지 저녁때마다 술과 고기를 

사주었는데, 나중에 계산해보니 군의관 한달 월급을 썼더라구요. 그 해에 

고대의대 농구반이 8개 의과대학 농구대회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물론 

저도 4강 및 결승전 경기 관람을 했고, 우승의 기쁨을 같이 누렸습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의과대학 농구대회 때 후배들의 경기를 응원하러 

가기도 했으며, OB 경기에 잠깐 뛰기도 하였습니다(그림1). 아마도 이 글을 

읽고 있으신 의대 농구반 출신 선생님들께서도 과거의 즐거운 추억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림1. 2017년 서울시 8개 의과대학 농구대회 중 연세대와 OB(졸업생) 경기 
(검은색 화살표가 필자)

▶ 그림2. 2013년 제1회 정형외과 농구대회 참가자들



18

정형외과 농구대회 

정형외과 농구대회를 소개하기 전에 짧게 저의 농구 얘기를 적으려고 

했는데, 두서없이 생각나는데로 적다보니 내용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정형외과 농구대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의 

이호승 교수님(족부족관절)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오주한 교수님

(견주관절)이 주축이 되어 농구를 좋아하는 몇몇분들의 친목도모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교류의 형식으로 농구 경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시작은 2013년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을지대병원, 충북대병원 이렇게 4개 병원 

정형외과가 모여서 서울대 의과학관에서 경기를 했었고, 을지대병원이 

우승, 충북대병원이 준우승을 했습니다(그림2). 2014년에는 현대모비스 

농구팀과 깊은 인연이 있으셨던 김진구 교수님께서 알아봐주셔서 경기장을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현대모비스 경기장으로 옮겼고(그림3), 이후로 2019

년까지 현대모비스 경기장에서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고려대병원은 2015년도(그림4)부터 대회에 참가를 하였기에 1,2회 

대회 분위기는 저의 기억에 없지만 당시 촬영했던 사진으로 볼 때 친목도모 

이상으로 뜨거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회는 매년 7월 두째주 토요일에 

개최하였고, 오전 진료 및 멀리서 오시는 선생님들을 고려하여 오후 1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3회 대회까지는 풀리그 경기로 진행되어 모든 병원과 

한번씩 경기를 치루었는데, 참가하는 병원이 늘어나면서 2016년부터는 

조를 정해 예선 경기를 하고 4강부터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그림5,6). 농구를 좋아하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친목도모로 모여 

경기를 하게 되었지만, 우승, 준우승 팀을 가리고 개인상 시상(MVP, 득점왕, 

리바운도왕, 어시스트왕, 파울왕)을 하다 보니 경기가 조금 격렬해지고 

판정에 항의가 많아 심판 자격이 있는 전문 심판분들을 섭외하고 정확한 

기록을 위해 2-3명의 기록위원들을 두어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경기는 전, 후반 각7-10분씩(경기수에 따라 조절) 인데 마지막 2-3분까지는 

시간을 끊지 않고 진행하다 2-3분부터는 파울이나 작전타임, 선수교체, 공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시간을 끊게 됩니다. 대회 며칠 전 선수 구성 엔트리를 

제출하고, 엔트리에 포함된 선수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5명의 선수 구성은 

▶ 그림3. 2014년 제2회 정형외과 농구대회 참가자들 ▶  그림4. 2015년 제3회 정형외과 농구대회 참가자들 
 (빨간색 유니폼이 고려대학교 병원)

▶  그림5. 2016년 제4회 정형외과 농구대회 참가자들 (검은색 화살표가 필자. 
40세이상 구분을 위해 왼쪽 상단에 청테이프를 붙임) ▶ 그림6. 2016년 제4회 정형외과 농구대회 토너먼트 대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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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과 Staff 1-2명으로 구성되는데 5명중 staff 1명은 반드시 경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심판은 KBL 자격 전문 심판 2명이 보고 KBL 경기 

룰에 따라 진행합니다. 선수가 충분치 않은 팀을 위해 현재 참가한 병원에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전에 근무한 병원이면 그 팀으로 선수로 참가를 

할 수 있도록 와일드카드를 만들었고, 군의관이나 펠로우를 마치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한 선생님들중에 경기에 참가한 분들도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advantage 를 주어 40세 이상은 득점에 +1점, 50세이상은 +2점, 

60세이상은 +3점으로 인정합니다. 당시 충북대병원에 김용민 교수님 (현 

경찰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 이호승 교수님은 종종 4,5점짜리 슛을 넣기도 

하였습니다. 2019년 대회에서는 고려대와 연세대가 결승에서 붙었는데

(그림7,8), 연세대의 압승으로 이미 경기 승부는 결판이 난 시점에 고려대에 

가장 시니어 교수님이신 이순혁 교수님(소아)이 교체로 시합에 들어가셔서 

슛을 던졌고 연세대 선생님이 이순혁 교수님의 슛을 블로킹하여 공을 

날려버린 (일명 파리채 블로킹) 웃지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시합이 

끝나가는 상황이었고 당시 경기에 참여한 가장 시니어 교수님이 맘먹고 슛을 

날렸는데, 시합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공을 멋있게 날려버린 거였습니다. 

뒤풀이 장소에 그 친구는 오지는 않았는데, 최종혁 교수님(세브란스병원)

의 펠로우 선생님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순혁 교수님이 최종혁 교수님에게 

전화하여 농담으로 맘 상하여 술 한잔하고 있다고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림9).

대회 준비 및 주최는 1회 대회는 서울대병원에서, 2, 3,4회는 을지대병원에서 하였는데, 

이후부터는 각 병원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주최하고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림10). 2017년(고려대병원 주최)부터는 경희대병원과 순천향대병원이 

▶ 그림8. 2019년 대회 고려대와 연세대 결승전 (고려대 선수의 미들슛)

▶ 그림7. 2019년 대회 고려대와 연세대 결승전 (점프볼) 

▶  그림9. 2019년 대회 후 뒤(화)풀이 (이순혁 교수님이 
우승컵에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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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여 총8개병원이 대회를 치루게 되었으며(그림11), 2018년(서울백병원 

주최, 그림12)에는 8개병원 130여명, 2019년 7회대회(순천향대병원 주최)

는 8개병원 150여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진행하였습니다(그림13). 2018

년 8월호 대한정형외과 소식지에 정형외과 농구대회 관련하여 기사가 실려 

정형외과 회원들에게 농구대회가 있음을 널리 알리게 되었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2020년부터는 대한정형외과학회의 지원을 받아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년과 

2021년은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도 

2022년 농구대회 관하여 결정된 바는 없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농구대회가 

개최되도록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맺음말 

정형외과 농구대회가 대한정형외과학회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게 되고, 

학회 행사로 확대될 수 있어 집행부(각 병원 대표자) 에서는 참여 병원의 수, 

경기장 대관, 대회 진행 인력 등 여러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많은 

병원들이 참여하여 정형외과를 전공하는 교수, 전문의, 전공의들이 하나가 

되어 농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친목과 우의를 다지고 각자 소속병원을 떠나 

또 하나의 화합의 장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정형외과 농구대회 참여를 

희망하는 선생님 모두 열렬히 환영합니다.  

▶ 그림10. 정형외과 농구대회 역대 우승, 준우승, MVP, 참가팀 

▶ 그림11. 2017년 제5회 정형외과 농구대회 참가자들

▶ 그림13. 2019년 제7회 정형외과 농구대회 참가자들

▶ 그림12. 2018년 제6회 정형외과 농구대회 고려대 우승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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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horizontal tear in young 

patient: Repair가 필요한가?

리뷰어: 박철희(경희의대), 노두현(서울의대), 정민(연세의대), 이상학(경희의대) 

반월연골판의 수평 분리 파열 (Horizontal cleavage tear; HCT)은 
퇴행성 변화 (Degeneration)가 주된 원인이며,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HCT는 반월연골판 손상의 12-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치료는 주로 부분 절제술 (partial meniscectomy) 이 시행되고 있다. 

반월연골판 봉합술 (repair)은 절제술에 비해 생역학적 장점이 있으나, 
HCT에는 잘 시행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1) HCT의 봉합술 시 상, 하판
(lamina) 이 충분히 안정되도록 파열 부위를 적절히 제거 (Debriding) 
해야 하기 때문에 술기가 어렵고, (2) HCT가 주로 반월연골판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봉합 시 치유율이 낮을 수 있으며, (3) 상, 
하판에 가해지는 전단 응력이 다르기 때문에 봉합의 실패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HCT에 대한 봉합술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스포츠 
관련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젊은 환자군의 HCT에서는 반월연골판 유지가 
가능한 봉합술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이에 본 리뷰에서는 HCT
에서 시행된 봉합술에 대한 최신 보고들을 소개하고, HCT에서 과연 
봉합술이 필요한지, 특히 젊은 환자들에서의 봉합술이 효과적인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1. 봉합술의 전반적인 결과 및 합병증  

Kurzweil 등(1) 은 HCT 봉합술의 성공율에 대해 체계적 고찰을 
시행하였다. 2013년 12월까지 PubMed 와 Embase databases에 
보고된 HCT 봉합술에 대한 연구를 검색 후, 술 후 1개 이상의 결과를 
보고한 영어 논문을 연구에 포함시켰다. 봉합술의 실패는 재수술이 
요구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 기준에 맞는 9개의 논문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대부분 후향적 연구였으며 총 98예가 분석되었고, 주로 젊은 환자들이 
포함되었다. 77예에서 재수술이 시행되지 않았으며 봉합술의 성공율은 
77.8%였다. 결론적으로 HCT 봉합술의 성공율은 낮지 않았으며, 
다른 종류의 반월연골판 파열에서 시행된 봉합술의 성공율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Shanmugaraj 등 (2)은 HCT의 수술적 치료에 대한 결과 및 합병증을 
대상으로 체계적 고찰 (Systematic review)을 시행하였다. PRISMA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
analyses) 지침에 따라, PubMed, MEDLINE, EMBASE에서 2018
년 12월 30일까지 HCT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 보고된 문헌들을 검색,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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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명의 환자, 708개의 슬관절로 구성된 23개의 연구가 포함되었다. 
평균 나이는 36.6세, 평균 추시 기간은 33.6 개월이었다. 59%의 환자에서 
부분 절제술이 시행되었고, 32.8 %에서 봉합술, 8.2% 에서 전 절제술 
(Total meniscectomy) 이 시행되었다. 절제술과 봉합술을 시행 받은 
양군에서 모두 최소 임상 중요 차이 (minimal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s; MCID)를 넘는 임상적 호전이 있었다. MRI는 봉합술을 시행 
받은 17명의 환자에서 시행되었다; MRI 상 모든 환자에서 반월연골판의 
추가적인 파열이 없었고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5
명의 환자에서 반월연골판 치유 소견이 관찰되었다. 술 후 합병증의 
발생율은 5.1%였고 절제술을 받은 환자 1.3%, 봉합술을 받은 환자 12.9 
% 였다. 봉합술을 시행 받은 환자의 합병증은 봉합부 치유 실패로 인한 
재수술 5.6%, 통증 2.6%, 복재신경슬하가지 (infrapatellar branch of 
the medial saphenous) 감각이상 1.7% 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HCT에서의 봉합술은 반월연골판을 보존하여 
생역학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나, 술 후 합병증의 발생이 절제술에 
비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Ogawa 등 (3)은 HCT에서 시행된 봉합술과 vertical-longitudinal 
파열에서 시행된 봉합술의 술 후임상 결과와 치유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52예의 반월연골판 봉합술을 시행받은 환자를 후향적으로 분석 하였다. 
HCT 27예, vertical-longitudinal tear 25예였다. Inside-out 술식을 이용한 
관절경적 봉합술과 골수자극술식(marrow-stimulating technique)이 
시행되었다. Lysholom score, Knee injury and osteoarthritis outcome 
score(KOOS)를 평가하였으며 술 후 반월연골판의 치유는 MRI로 평가 
하였다.

평균 추시기간은 HCT 군 35.4±8.9 개월, vertical-longitudinal 파열 
군 39.8±8.3개월이었다. 최종 추시 시 두 군 간의 Lysholom score, KOOS
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술 후 MRI상 grade 0과 1의 반월연골판 
소견은 vertical-longitudinal 파열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났고, grade 3
의 소견은 HCT군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p<0.0001).  

결론적으로 HCT에서의 봉합술은 술 후 반월연골판 치유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좋은 임상적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HCT의 
치료방법 중 하나로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2. 수술 술기에 대한 보고  

Kurzweil 등 (4) 은 이론적으로 큰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환형 봉합 
(Compression circumferential stitch) 을 HCT에 적용하였다 (그림 1). 
전향적 다기관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HCT의 환형 봉합이 2년 추시에서 
낮은 재수술율과 좋은 예후를 보일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8개 센터가 참여한 비무작위 전향적 환자 대조군 연구를 시행하였다. 
18-60세까지의 환자들 중 MRI로 HCT가 진단되고 슬관절 관절염과 그 
외 다른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 기준은 수술 시 
병변이 반월연골판 가측에서 10mm이내에 위치하고, 찢어진 모양은 
수평에서 45도까지 경사진 정도, 내 외측 중 하나의 구획에만 있는 
파열, 반대편 구획의 파열은 중앙부에만 국한된 경우, all suture based 
technique으로 봉합이 가능한 경우였다. 총 30명의 환자가 연구에 
포함되었으며 NovoStitch PRO Meniscal Repair System을 이용한 
all-inside suture를 통해 5mm간격으로 봉합을 시행하였다. 

주요 결과인 비-재수술율(freedom from reoperation)은 1년째 
91.7%, 2년째 82.6%였으며 재수술까지의 시간은 평균 43.2주(표준편차 
31.9)였다. 술 후 2년째 IKDC, KOOS, Lysholm, Tegner score는 모두 
술전에 비해 유의하게 호전되었다; 술 후 1년째 IKDC와 Lysholm의 
호전이 최소 임상 중요 차이를 넘는 환자의 비율은 각각 69.2%, 65.4% 
였다. 관절경적 재검사를 시행한 11명에서 수술 후 6개월째에 모두 
봉합부위가 치유되었다. 참여한 30명중 4명에서 부작용이 있었으며 2
명은 수술과 상관없는 부작용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HCT의 환형 봉합이 술 후 양호한 실패율과 의미 있는 
임상적 호전을 가져오는 적절한 치료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관절경적 
재검을 통해 HCT의 봉합에서도 반월연골판이 적절히 회복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tsumi 등 (6)은 내측 반월연골판 후내측의 HCT에 대해 Fast-Fix를 
사용하여 all-inside interleaf vertical suture 를 시행하였다.

3명의 사례에 대한 case series로 각각 14세, 17세, 21세의 활동적인 
환자였다. MRI상 내측 반월연골판 후내측에 grade 3의 HCT가 있었다. 
Fast-Fix 360 system을 이용하여 봉합을 시행하였다. 봉합 시 먼저 
Fast-Fix의 바늘을 대퇴골 쪽으로 향하여 병변사이로 들어가 반월연골판 
상층부를 찔러서 캡슐에 앵커를 삽입 후, 바늘을 다시 경골쪽으로 향하여 
반월연골판 하층부를 찔러서 앵커를 삽입하였다. 다음으로 매듭을 조여 
봉합을 완성하였으며, 봉합사 Knot는 상하 판 사이에 위치시켰다. 병변이 
길어 여러 개의 봉합이 필요할 때는 앵커를 전부 삽입 후, 차례로 매듭을 
조여 앵커 삽입을 수월하게 하였다.

17세 환자는 유도 선수로 술 후 4.5개월에 유도를 시작하였고 술 
후 1년째에도 문제없이 선수 생활을 지속하였다. 14세 환자는 ACL 
손상이 동반된 환자로 ACL 재건술과 함께 봉합술을 시행하였으며, 술 
후 11개월째 축구를 할 수 있었다. 21세 환자는 술 후 5개월에 달리기가 
가능하였다. 전 예에서 술 후 부작용은 없었다. 

HCT에서 Inside-out 봉합술은 바늘이 통과할 때 신경이나 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다. All-inside로 반월연골판 위에 매듭을 짓는 봉합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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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후 연골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반월연골판 위층과 아래층에 주름이 
지면서 적절한 봉합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본 논문에 소개된 방법은 기존 
술식의 한계를 피할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 선택될 수 있을 것이다

3. Biologic augmentation

Kamimura 등 (7)은 퇴행성 HCT의 봉합술 시행 시 fibrin clot을 
사용하여 Augmentation을 시행하였다. 

MRI상으로 퇴행성 HCT가 있고 증상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10명의 환자가 연구에 포함되었으며 MM에 병변이 있는 환자 4
명, LM 3명, discoid LM 3명이었다. Discoid LM에서는 봉합술 전 
saucerization을 시행하였다. 25~30ml의 피를 유리막대로 저어 fibrin 
clot을 만든 후, 파열된 두 반월연골판 조각 사이에 fibrin clot을 넣고 
FAST-FIX를 이용하여 샌드위치 모양으로 봉합을 시행하였다.

Lysholm과 IKDC 점수는 모든 환자에서 호전되었다. 평균 Lysholm 
점수는 69.3 ± 16.3에서 95.4 ± 3.6로, 평균 IKDC 점수는 26.5 ± 19.0
에서 87.8 ± 7.5로 호전되었다. 술 후 Tegner activity level은 6명이 

수상전과 같았고, 4명은 수상전보다 1단계 낮았다. Discoid LM, LM, MM 
군으로 갈수록 연골의 상태는 나빠졌으며, 술 후 IKDC는 낮아지고 나이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관절경적 재검은 6.7 ± 2.9개월 후 시행하였으며 
모든 환자에서 퇴행이 진행한 경우는 없었고, 반월연골판이 완전 회복한 
경우 7예, 불완전 회복한 경우 3예였다. 완전 회복한 경우는 MM 2례, LM 
2례, discoid LM 3례였으며 평균 나이는 29.6 ± 16.2세, 평균 IKDC는 술 
후 91.0 ± 6.9였다. 불완전 회복은 MM 2례, LM 1례였으며 평균 나이는 
50.3 ± 11.4세 평균 IKDC는 수술 후 80.5 ± 5.0였다. 불완전 회복 군에서 
평균 나이가 높고 술 후 IKDC 점수는 낮은 경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퇴행이 동반된 HCT의 봉합술 시 fibrin clot의 
사용이 반월연골판의 치유 및 회복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Ahn 등(8)은 HCT에서 골수 자극술을 동반한 봉합술의 임상 결과 및 
이차 관절경 소견을 평가하였다. HCT 봉합술을 시행한 32예의 환자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 중 11예에서 이차관절경을 시행하였다. 
All inside술식을 통한 봉합술과 골수 자극 술식 (bone marrow-
stimulating technique)이 시행되었다. 임상적으로 Visual analog 
scale(VAS) pain score, Lysholm knee scoring scale, Tegner 
activity scale를 평가하였다. 반월연골판의 치유(meniscus healing)

▶ 그림 1. HCT에서의 환형 봉합술 (Circumferential Compression Stitch)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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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Barrett’s criteria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이차 관절경을 시행 시 
관절경 소견에 따라 평가하였다. 

평균 추시기간은 45.6±13.9개월이었다. 평균 VAS score는 1.9
에서 6.7로, Lysholm score는 48.0±14.4에서 92.0±6.3로 호전되었다 
(p<0.001, respectively). Tegner activity score는 3.3±1.1에서 6.8±0.8
로 증가하였다 (P<.001). 최종 추시 시 29명(91%)이 임상적으로 치유
(healing)되었으며 이차관절경을 시행한 11예에서 8예(73%)가 완전 
치유를 보였고, 2예(18%)에서 불완전 치유, 1예(9%)의 치유 실패가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HCT의 봉합술 시 유관 확공기를 이용한 골수자극술식이 
반월연골판 치유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술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젊고 활동적인 환자에서의 봉합술에 대한 결과   

Billières (9) 등은 젊고 활동적인 환자의 HCT에서 시행된 개방 
봉합술의 장기 추시 결과를 분석하였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통증이 있는 HCT에 대해 관절경하 부분 
절제술 (Partial meniscectomy) 후 개방 봉합을 시행 받은 1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여성 2명 남성 14명이었으며 
중위 연령 (Median age)은 28.4 세 (15-48세)였다. KOOS 와 IKDC 점수, 
스포츠 복귀 및 추가적인 반월연골판 절제술 빈도를 조사하였다. 

추적 탈락한 (Follow-up loss) 한 명을 제외한 13명의 환자의 중위 
추시 8.5년 (7-12년)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두 명의 환자 (15%)가 추가적인 
수술을 시행 받았으며, 한명은 부분절제술, 다른 한명은 부분 절제술 

후 스캐폴드 (Scaffold)를 이용한 대치술 (Meniscal replacement)을 
시행 받았다. 그 외 환자들은 모두 임상 점수와 스포츠 복귀와 관련하여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으며, 10명의 환자 (91%)가 수상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술 후 평균 KOOS 점수는 통증 지수 91.4 (7.5 개선), 
증상 지수 91.4 (10.2 개선), 일상 생활 지수 97.1 (4 개선), 스포츠 활동 
지수 84.4 (20.7 개선), 삶의 질 지수 84 (14.2 개선) 였다. 6명의 환자에서 
중위 추시 2.6 년의 임상 결과가 있었으며 이를 최종 추시 (8.6년)의 IKDC 
점수와 비교해보았을 때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일상 생활과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KOOS 점수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결론적으로, 젊고 활동적인 환자의 HCT에서 시행된 봉합술은 주관적, 
객관적인 임상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장기 추시 시 실패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ujol (10) 등은 젊은 환자에서 증상이 있는 HCT의 봉합이 효과적인지 
알아보았다. HCT의 개방 봉합술 후 이차적인 절제술의 가능성이 낮고 
임상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림 2).  

1998년에서 2006년 사이에 중위 나이 25세 (16-44세)인 28명의 환자 
(슬관절 30개)가 증상이 있는 HCT에 대해 개방 봉합술을 시행 받았다. 
증상 지속 기간은 최소 12주(12-72주)였다. 임상적으로 KOOS 및 IKDC 
점수를 평가하였고, 스포츠 활동으로의 복귀와 이차 반월연골판 절제술의 
시행 여부를 평가하였다. 

21명의 환자가 평균 40개월(24-101개월)의 추적관찰이 되었고, 20
명은 부상 전 수준의 스포츠 활동으로 복귀하였다. 술 후 KOOS 점수는 
92 ± 12.9, IKDC 점수는 89 ± 14.1이었다. 이차 절제술이 필요한 사람은 
4명이었다. 

▶ 그림 2. 반월연골판 개방 봉합술  (a) 반월연골판 HCT  (b) HCT에 시행된 봉합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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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젊고 활동적인 환자의 HCT에서 개방 봉합술이 
중기 추시에서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젊은 환자에서의 HCT는 50
세 이상의 환자에서 발생하는 퇴행성 HCT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Tagliero (11) 등은 청소년에서 시행된 반월연골판 봉합술을 대상으로 
체계적 고찰을 시행하였으며, 봉합술의 (1) 실패 및 재수술율, (2) 임상 및 
기능적 결과, (3) 스포츠 복귀를 포함한 활동 관련 결과를 평가하였다. 

2명의 저자가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지침에 따라 MEDLINE, Cochrane 
Central Register of Controlled Trials & Cochrane Library 및 
CINHAL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관련 문헌 검색을 시행했다. 

13개의 연구에서, 503개의 반월연골판 봉합술을 받은 466명의 
환자에 대한 분석이 시행되었다. 보고된 실패율은 22~211개월의 추적 
관찰에서 0~42%였고, 총 93건의 봉합 실패가 있었다. IKDC 점수는 4
개의 연구에서 평균 24~42 점이 개선되었다. (P < 0.001). 술 후 평균 
Lysholm점수는 7개의 연구에서 85~96 점이었으며, 그 중 4개 연구에서 
술전 평균 Lysholm 점수가 56~79 점이었고, 17~31 점의 유의한 개선이 
있었다. 술 후 평균 Tegner Activity 점수는 9건의 연구에서 보고되었으며 
평균 값은 6.2~ 8 점이었다. 

이 고찰에서 청소년 인구의 반월연골판 봉합술이 Lysholm, IKDC 및 
Tegner 활동 점수, 실패율 등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반월연골판 파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슬관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Morris (12) 등은 젊은 환자에서 시행된 HCT의 임상결과 및 생존율에 
대해 체계적 리뷰를 시행하였다.

총 19개의 논문을 2명의 연구자가 리뷰 하였으며 논문 근거 수준은 
제외 기준에 들어가지 않았다. VAS, 환자 만족도, 스포츠 복귀, 증상 재발, 
ROM, Cincinnati knee score, Tegner activity score, Lysholm score, 
IKDC, KOOS를 조사하였으며 수술의 결과는 4단계로 분류하였다. 

총 273명의 환자, 289개의 슬관절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대상 환자의 
연령은 17-42세였다. 내측과 외측 반월연골판 HCT의 비율은 같았으며 
대부분 후각파열이었다. 39%에서는 개방 봉합이, 61%에서는 관절경하 
봉합이 시행되었다. 봉합방법은 all-inside vertical mattress suture
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나 (46.2%) Fast-Fix(Smith & Nephew 
Endoscopy, Andover, MA)의 사용도 늘고 있었다. 술 후 notch 
reaming, PRP, fibrin clot, collagen membrane, bone marrow 
blood injection, vascular access channel creation등의 추가적 
조치도 다양하게 시행되었다. 8개의 연구에서 Lysholm score는 술 전 
48-79에서 술 후 56-99로 호전되었으며, 7개의 연구에서 IKDC는 술 
전 16-49에서 술 후 72-95로 호전되었다. 4개 연구에서 술 후 KOOS 
점수가 우수하였으나 수술 전과 비교할 수 없었다. 스포츠 복귀를 보고한 
8개의 연구에서 93.1%가 복귀 가능하였으며, 80.6%가 예전과 동일한 
정도로 운동이 가능하였다. 최종적으로 74.4%에서 증상이 없었고 80%는 
수술에 만족하였다. 11.4%에서 재수술이 시행되었으며 모두 반월연골판 
절제술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젊은 환자에서 발생한 HCT의 봉합술이 술 후 우수한 
임상 결과와 양호한 생존율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5. 고찰 및 결론

최신 보고들을 살펴보았을 때 HCT 발생시 봉합술은 고려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법으로 사료된다. 봉합 술기 및 Augmentation 술식의 
발전은 봉합술 후 반월연골판의 치유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젊은 환자들에서 발생한 HCT에 대한 봉합술은 술 후 양호한 임상 결과를 
보이고 있어,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술식으로 생각된다. 다만 
봉합술을 시행한 대상 환자군이 비교적 젊으며 (주로 30세 이하) 이러한 
젊은 환자군에서는 반월연골판 절제술의 결과도 양호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HCT에서의 봉합술이 합병증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적절한 치료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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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서론

정맥 혈전색전증은 고관절과 슬관절 인공관절 수술 이후에는 
흔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슬관절 및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에서 정맥 
혈전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 요법은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슬관절 관절경 수술은 슬관절 수술 중에서 가장 흔하게 시행되는 
수술로써 한국에서 도 가장 많이 시행되는 정형외과 수술 중에 하나이다. 
관절경 수술은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낮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술로 

알려져 있다. 정맥 혈전색전증 발생 역시도 그 빈도가 인공관절 수술과 
비교하여 1-10% 정도로 현저하게 낮게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예방 
요법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아직까지는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정맥 혈전색전증은 발생하게 되면 심각하며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합병증이다. 여기서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 봉합술을 시행한 
이후 발생한 유증상의 심한 양측 폐색전증 및 심부 정맥 혈전증 환자에 
대한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 수술 이후 발
생한 심각한 양측 폐색전증 및 심부 
정맥 혈전증
Symptomatic Bilateral massive pulmonary embolism, 
proximal and distal deep vein thrombosis following 
arthroscopic meniscus surgery

김만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학 교실

Medicine (Baltimore). 2021 Apr 2;100(13):e25372. doi: 10.1097/MD.000000000002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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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32세 남자 환자로 계단에서 넘어진 이후 발생한 좌측 슬관절 통증 및 
부종을 주소로 외래를 방문하였다. 신체 검진상 외측 관절면에 압통이 
있었으며 삼출액으로 40cc 혈종이 천자되었다. 환자의 직업은 택배 
기사였으며 술과 담배 기왕력은 없었다. 기저질환 역시도 없었다. 신장은 
180cm, 몸무게는 118kg으로 BMI는 36.42로 비만 상태였다. MRI 
검사상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판상 파열 (lateral meniscus flap tear) 
소견이 관찰되어 수술이 결정되었다. 수술은 전신 마취 하에 지혈대의 
압력을 300mg까지 하고 진행되었다. 환자의 과체중이 심하여서 관절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수술은 예상했던 시간보다 길게 걸렸다. 
(그림 1) 지혈대를 사용한 시간은 62분이었으며 총 수술 시간은 80
분이었다. 환자의 비만도가 높은 것 이외에 정맥 폐색전증의 기왕력이나 
하지 정맥류를 포함하는 어떠한 혈관 질환도 없었고, 항혈절제나 
호르몬제를 복용하지도 않았다. 가족중에도 정맥 혈전색전증의 기왕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수술 이후 long leg splint를 사용하였고 
비체중 부하 자세를 유지하였으며 수술 이후 대퇴사두근 근육의 강화를 
위해 하지 거상 운동을 수술 다음날부터 시행하였다. 다른 관절경 수술 
환자와 마찬가지로 혈전 색전증에 대한 예방요법을 시행하지는 않았다. 
환자 수술후 2일때 퇴원 예정이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수술 후 
6일째 퇴원하는 것으로 퇴원일정이 변경되었다. 환자 수술 후 4일째까지 
특별한 문제소견 없이 생활하였다. 

수술 후 5일째 환자는 갑자기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 및 구역감을 
호소하였다. 이와 같은 증상은 침상 안정을 하여도 호전되지 않았다. 
체온은 37.5 ◦C, 심박수 87회/분, 호흡수 23회/분, 혈압은 114/78 mmHg 
이었고 산소 포화도는 96%이었다. 심전도 상에서는 sinus rhythm을 
보였고 심초음파 상에서도 정상적인 기능을 보이며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혈액 검사 상에서는fibrinogen, d-dimer, Antithrombin lll, 
FDP가 상승되어 있는 소견을 보였고 cardiac marker는 정상 범위였다. 

환자는 폐색전증 관련 증상은 보였으나 종아리 압통 (calf 
tenderness), 부종, homan's sign 같은 심부 정맥 혈전증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응급으로 실시한 다중 검출기 컴퓨터 촬영에서 슬 
와 정맥에서 대퇴 정맥에까지 이어진 혈전이 발견되어 폐동맥 컴퓨터 
촬영에서도 큰 혈전이 양측 폐동맥을 막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림 
2, 3) 해당 결과를 확인한 후 즉시 호흡기 내과와 혈관외과에 의뢰를 
하여 치료를 시작하였다. 12시간 마다 low molecular weight heparin 
1mg/kg으로 3일간 사용 후 Pradaxa 150mg bid 경구약으로 변경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 수술후 3개월 그리고 6개월 심부 정맥 혈전을 
확인하기 위한 초음파상에서 심부 정맥 혈전증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수술후 6개월 폐동맥 컴퓨터 촬영에서도 폐색전증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환자는 수술 후 6개월째 폐색전증 및 심부 정맥 혈전증 관련 증상 호소하고 
있지 않았으며 직장으로 복귀하여 불편감 없이 지내고 있다.  

▶ 그림 1. 외측 반월상 연골의 복합 파열이 확인되며 반월상 연골의 봉합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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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양측 폐동맥의 주요 분지와 분절 분지의 말단 부분에 폐색전증 소견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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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좌측 심부 대퇴 정맥, 슬와 정맥, 종아리 정맥에 심부 정맥 혈전증 소견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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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소견은 슬관절 관절경 수술 이후 발생한 
증상이 있는 폐색전증과 대퇴 정맥에 발생한 근위 심부 정맥 혈전증이다. 
즉각적인 치료로 특별한 합병증 없이 치료가 잘 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슬관절 관절경 수술은 위험성이 낮은 수술 이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토콜은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 
Bushnell 등은 슬관절 관절경 수술 이후 심부 정맥 혈전증의 빈도가 
0-17.9%라고 하였다. Jaureguito 등은 초음파에 의해 확인해본 결과 
확인된 심부 정맥 혈전증의 빈도가 0.24%라고 하였다. Felcher 등은 
족부 수술 이후에 심부 정맥 혈전증이 0.16%, 폐색전증은 0.14%이고 
정맥 혈전색전증은 0.3%로 보고하였다. Hetsroni 등은 관절경 수술 
이후 유증상의 폐색전증의 비율이 1% 미만이라고 하였다. Ye Sun 등은 
단순한 관절경 수술 뿐만 아니라 인대 수술까지 포함하여 관절경 수술 
이후 발생한 정맥 혈전색전증을 venography를 통해 조사하였다. 정맥 
혈전색전증 발생 빈도는 14.9% 이었으며 2.4%는 근위부 심부 정맥 
혈전증이었고 12.5%는 원위부 심부 정맥 혈전증이었다. 3.7%가 증상이 
있었고 나머지는 무증상 이었으며 폐색전증은 없었다. 537명의 환자중 
반월상 연골 봉합술 등을 포함하는 간단한 수술은 210명 이었고 이중에서 
정맥 혈전 색전증 빈도는 9.0%, 근위부 심부 정맥 혈전증2.4%, 원위부 
심부 정맥 혈전증 6.7% 이었다. 

관절경 수술 이후 발생하는 정맥 혈전색전증의 위험 인자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Hetsroni 등은 40세 이상, 수술 시간 90분 이상, 여성, 
그리고 암 기왕력이 위험 인자라고 하였으며 Maletis 등은 50세 이상, 
여성에서 oral contraceptive를 복용한 경우에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Delis 등은 슬관절 관절경 수술 이후 이전에 혈전 기왕력이 
있는 경우, 65세 이상, 만성 정맥 부전 (chronic venous insufficiency), 
BMI 30 초과, 지혈대 시간 > 30분, 호르몬 치료 받은 경우 중 2-3가지 
위험 인자가 있을 경우 정맥 혈전색전증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위에서 

소개하였던 환자는 BMI가 30이 초과하였으며 지혈대 시간이 30분이 
초과한 환자로 위에서 제시한 위험 인자중 2가지를 가지고 있었다. 

Caprini 등은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맥 혈전색전증을 예측할 
수 있는 scoring system을 만들었으며 low, moderate, high, highest 
risk factor에 각각 점수를 다르게 배정하였다. 본 환자는 caprini score
에서 low risk factor에 해당하는 current swollen leg와 obesity (BMI 
> 25)에 속하여 각각 1점씩 총 2점이었다. 또한 moderate risk factor
인 관절경 수술과 45분 초과의 major surgery, 그리고 1달 미만의 
immobilization에 해당하여 각각 2점씩 총 6점에 해당하였다. high와 
highest risk factor는 없어서 총 점수는 8점으로 이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caprini 점수 8점은 caprini 점수 0-2점에 비해 8.84배 정맥 
혈전색전증의 발생 위험이 높았다. 

A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ns (ACCP)은 정맥 혈전 
색전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 이전에 정맥 혈전색전증의 
기왕력이 없는 슬관절 관절경 수술의 경우에는 예방적 요법을 권고하고 
있지 않다. 다른 무작위 배정 연구들에서도 슬관절 관절경 수술에 예방적 
요법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환자도 수술전과 
후로 예방적 요법을 시행하지 않았으나 수술 이후 심각한 폐색전증과 심부 
정맥 혈전증이 발생하였던 경우이다. 

우리는 32세 남자 환자에서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 수술 이후 심각한 
폐색전증과 근위부 및 원위부의 심부 정맥 혈전증이 모두 발생한 보기 
드문 케이스를 보고하였다. 환자는 비만과 60분 정도의 수술 시간, 
immobilization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환자로써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 수술 이후에 그 빈도가 매우 낮긴 하지만 치명적이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였다.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 
수술이라고 할 지라도 수술 전후로 정맥 혈전색전증의 위험인자를 면밀히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적절한 예방 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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