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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슬관절학회 회원 여러분께

존경하는 대한슬관절학회 역대회장님, 임원 그리고 회원 여러분!

 저에게 대한슬관절학회 제32대 회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역대 회장님, 임원분들 및 모든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상황에 맞게 슬기로운 방법으로 대한슬관절학회를 훌륭히 

잘 이끌어주신 최충혁 전임회장님 및 집행부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슬관절학회는 슬관절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3년 소수의 회원분들이 

발기하여 창립된 이후, 학회 창립 40주년이 되는 2023년에는 1800명에 육박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대한정형외과학회 분과학회 중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최대, 최고의 분과학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올해 

총회에서 평의원 25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최대 규모에 어울리는 조직을 구성하여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40주년이 되는 2023년 정기학술대회는 국제학회로 승격하여 진행하고, 40주년 기념 학회사를 발간하는 등 학회 창립 

40주년이 뜻깊은 한 해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웹심포지움 대신에 

향후 각종 심포지움이 활발하게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며, 학회 자체적으로도 진료지침 

관련 심포지움을 새로이 개최하여 진료지침을 정비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대한슬관절학회 공식학회지인 KSRR이 Scopus와 emerging SCI에 진입한 상태이며, SCI등재지 진입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KSRR에 게재된 연구들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좋은 연구내용에 

대해 적극 인용해 주시는 “한번 더 인용”의 마음을 가지신다면 SCI 등재를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성과는 우리 학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최고의 학문적 결실로 모든 회원들에게 큰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슬관절 분야에서 

회원분들께서 최선을 다한 의료 행위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대한슬관절학회 

회원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슬관절 회원분들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예의주시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어려웠던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종식이 얼마 남지 않았고, 리오프닝 

시대를 맞이하며 회원들이 활발히 교류하며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학술 소위원회의 

활성화와 국제적인 학술교류 확대로 세계의 중심이 되는 학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대한슬관절학회의 모든 회원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회원분들의 학회에 대한 애정에 보답하겠습니다.

 대한슬관절학회 모든 회원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문 영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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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 대한슬관절학회 회원 여러분께

존경하는 대한슬관절학회 역대 회장님, 임원 그리고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슬관절학회 회원님들의 도움에 힘입어 지난 1년간의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임기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재임기간 중 많은 도움과 격려 그리고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제31대 대한슬관절학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준비하였던 모든 일들 

모두를 마무리하지는 못 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슬관절학회의 공식 학회지인 

KSRR이 SCI-E 등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고, 무릎 관절에 대한 의료지식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 

영상도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양식으로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회원님들께서 국민 건강을 위해 수술하여 주신 각종 수술의 

수가들을 적절하게 청구할 수 있는 지침을 작성하여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0년간 발전해 온 

우리학회 역사의 발자취를 보존하고자 대한슬관절학회 설립 당시 활약하셨던 선배님 들과의 만남을 통해 귀중한 자료들을 

확보하였으며,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상설화 하여 향후 슬관절학 교과서 내용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시절의 부산물이라고 생각되는 유튜브를 이용한 웹심포지움을 지속하는 등 그동안 선배님들께서 일구어 놓으신 

대한슬관절학회의 전통적인 행사와 사업 등을 유지 발전시켰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역대회장님들과 

선배님들의 지도와 격려 그리고 모든 위원회 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 그리고 이대희 간사님의 대한슬관절학회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6월 현재 약 1800여명의 회원을 가진 우리 대한슬관절학회는 대한정형외과학회 분과학회 및 산하 단체 중에서 

최고의 자리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리라 확신하며, 금번에 결실을 맺지 못한 일부 사업들은 

문영완 회장님과 하철원 부회장님 그리고 최원철 간사님의 특출하신 능력과 추진력으로 성취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제약 속에서도 계획되었던 대한슬관절학회의 모든 행사를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성원을 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며, 2022년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원님들의 건강과 댁내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최 충 혁 



Vol. 3   2022
05

04

	 	

Acknowledgement

• KSRR 인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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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에 처음 ESCI에 등재된 후 올해 6월 처음, SCI/E 저널을 선정하는 Clarivate 사의 Journal Citationa Indicator(JCI) 점수로 0.61을 
받았으며, 이는 Orthopedics category 127개 저널 중에 73위(3rd quartile)에 해당하는 순위입니다. 

참고로, 이미 SCI/E에 등재되어 있는 Orthopedics 87위, Journal of Orthopaedic Surgery 89위보다 높게 랭크된 고무적인 결과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저널처럼 새롭게 SCI/E에 등재가 되려면 일단 상위 50%안에 드는 63위 (2nd quartile) 안에 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마지막 남은 숙원 사업인 SCI/E 등재를 위하여는, 무엇보다 우리의 KSRR 논문들이 SCI/E 저널에 많이 인용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 KSRR에 우리가 좋은 논문들을 많이 발표하여 타 연구자들이 논문을 쓸 때 우리 것을 많이 인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SCI/E 저널에 연구 논문을 게재할 때 KSRR의최근 발표된 관련 논문들을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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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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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용순)입니다. 2022년 6월 Clarivate Web of Science에서 검색한 결과이므로 아직 데이터 베이스에 업데이트되지 
않은 인용은 누락되었을 것이므로 회원 여러분의 양해바랍니다.

또한 최근 2년간의 인용 상태를 토대로 매년 슬관절 학회에서 적지 않은 상금으로 다인용 시상도 하고 있사오니 적극적으로 인용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회원들께서 우리 대한슬관절학회에 Loyalty를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향후 SCI/E 저널에 투고시, 최근 KSRR에 발표된 관련 논문들을 중심으로, 최대한 많이 인용하시어, 우리 학회의 숙원 사업이 조속히 달성될 수 
있도록 더욱 큰 관심과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슬관절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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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집  위  원  회  김강일(위원장), 송상준(부위원장), 한혁수(간사), 고인준, 김동휘, 김재균, 김창완, 박관규, 배기철, 배지훈, 송시영, 신영수, 

안지현, 이대희, 이범식, 이상학, 이용석, 이준규, 장문종, 주용범, 최원철, 최형석, 하정구, 황선철

학  술  위  원  회  왕준호(위원장), 김종민(부위원장), 심재앙(부위원장), 최원철(간사) 김성환(연세의대)(부간사), 강동근, 김만수, 김용범, 

김중일, 김태우, 김희준, 노정호, 문상원, 민경대, 박용근, 박용범, 서영진, 양재혁, 염윤석, 왕립, 이병훈, 이승준, 이진규, 

이창락, 장기모, 정민, 최성욱

보  험  위  원  회  장종범(위원장), 이상학(간사), 고인준, 김기범(영남의대), 김기범(전북의대), 김동휘, 김석중, 김성환(연세의대), 김희준, 

박상훈, 박용지, 배지훈, 서동원, 선승덕, 심재앙, 양재혁, 왕립, 이범식, 이상훈, 정규성, 하정구, 한승범

제도운영위원회  문영완(위원장), 하철원(부위원장), 최원철(간사), 김강일, 김석중, 김영모, 서승석, 선종근, 왕준호, 이명철, 장종범

사료편찬위원회   선종근(위원장), 김태우(간사), 권세원, 김광균, 김민욱, 김중일, 노두현, 라호종, 류동진, 박기봉, 박용근, 이상훈, 이승준, 

장기모, 정민, 주용범, 최원기, 최원철

홍보전산위원회  김석중(위원장), 양재혁(간사), 김동휘, 김만수, 노두현, 문찬웅, 염윤석, 이동환, 이병훈, 이진규, 정민, 정준영, 하정구

국  제  위  원  회 서승석(위원장), 선종근(간사), 김종민, 윤경호, 윤정로, 이광원, 이용석, 정운화, 하철원, 한승범

윤  리  위  원  회 김명구(위원장), 이대희(간사), 김강일, 유재두, 이범구, 최남용, 최충혁

교과서편찬위원회   김영모(위원장) 배지훈(간사), 고인준, 김동휘, 김성환(연세의대), 김태우, 김희준, 박관규, 심재앙, 이대희, 이범식, 이병훈, 

이승준, 주용범

심   사   위   원  김광균, 김기범(영남의대), 김기범(전북의대), 김상균, 김성환(중앙의대), 김준호, 김지형, 노두현, 라호종, 류동진, 박기봉, 

박상훈, 박장원, 박재영, 박철희, 박희곤, 배중권, 손동욱, 이동원, 이상진, 이성산, 이오성, 이장연, 전상우, 정규성, 조형준, 

최원기, 최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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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평생회원

번호 성명 소속

1798 김석원 충북대학교병원

1799 배보승 강동경희대학교병원

1800 조진우 분당차병원

1801 오영광 양산부산대학교병원

1802 김용덕 은평성모병원

1803 김성은 서울대학교병원

1804 정세한 세브란스병원

1805 최병선 서울대학교병원

1806 이현준 조선대학교병원

1807 정현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808 오종병 진주바른병원

1809 윤지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810 전충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1811 박장희 연세에이스정형외과의원

1812 백석호 중앙대학교병원

번호 성명 소속

1813 최원락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814 이상욱 서울대학교병원

1815 함동훈 성가롤로병원

1816 최근영 은평성모병원

1817 이재호 의정부성모병원

1818 정동민 전남대학교병원

1819 민동욱 성빈센트병원

1820 서이락 연세무척나은병원

1821 김태영 고려대학교안암병원

1822 이준석 고려대병원안암병원

1823 이상욱 부산부민병원

1824 이승현 동아대학교병원

1825 김경휘 서울대학교보라매병원

1826 임수민 아주대학교병원

1827 서현석 인천나누리병원



	

08
공지사항

| 보험위원회 | 
•  슬관절 보험청구 지침서 Version 1.0 출시

슬관절학회에서는 회원들의 보험청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보험청구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지난 정기학술대회 전에 회원들에게 공지되었으며 대한슬관절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슬관절을 포함한 정형외과 수술수가는 낮게 책정되어 있는 상태로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나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보험청구에 대한 

사항들이 지역, 지회, 위원별로 차이가 많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청구 지침서를 통해 보험청구에 대한 사항들을 통일하고 간과된 

미청구 수가를 줄이며 정보 부족으로 인한 청구 오류에 의한 삭감 등을 줄이고자 합니다.

본 지침서는 슬관절학회 보험위원회에서 작성하였으며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 수정 되었지만 오류 및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추후 개정판을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연관학회 일정 | 
학술대회명 개최 예정일 장소

2022 Asan Meniscus & Osteotomy 심포지엄 2022.07.03 (일) 백범김구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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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 슬관절치환술 진료지침 심포지엄 2022.09.17 (토)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지하1층 강당

대한슬관절학회 대구〮경북 추계심포지엄 2022.11.05 (토) 대구 인터불고호텔 (만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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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슬관절학회 제14차 연수강좌 2022.12.03 (토)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2022 Chung Ang Knee Symposium 2022.12.10 (토) 중앙대 광명병원 강당

| 회원동정 | 
• 박찬근 선생님 근무지 변경 좋은삼정병원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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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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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논문들을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심사를 해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은 SCI/E 저널에 논문을 투고할 때, 최근 출간된 KSRR 논문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논문을 최대한 인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용지수 (impact factor) 상승만이 우리의 꿈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3.  편집위원회에서는 학술지 위상 강화를 위한 국제화의 일환으로 해외 저명 연구자, 교수들을 KSRR 편집, 심사위원으로 초빙하였고, 위원들의 
논문심사의 질을 평가하는 심사평가 시스템을 도입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시상할 뿐 아니라, 우수 심사위원을 학술, 편집위원으로 선발하여, 동기 
부여, 궁극적으로 KSRR 논문의 질을 높여 누구나 인정하는 우수한 국제 학술지로 발전 시키고자 합니다. 

4.  본 학술지에 투고는 최근 괄목할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저자들의 원저 투고와 게재 편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해외 저자들의 투고 및 게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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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에서는 매년 두 편을 선정하여 우수논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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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무응답 시 불필요한 심사일 지연과 동료 
위원님들의 업무가 과중 될 수 있으니 부디 빠른 심사 수락과 기한 내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업무의 분산을 위해 심사 간격을 
지켜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저자 교정 후 재투고되는 논문이 있을 시 이전 심사하셨던 심사자들에게 심사 재위촉이 불가피하여 다른 논문의 심사 중 
추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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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화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임 편집, 학술위원 선정, 기여상 선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여상도 매년 3분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SCI/E 논문 투고시 최근 발표된 KSRR 논문들의 적극적인 참고문헌 인용 및 KSRR에 
우수한 원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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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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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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정기학술대회 설문조사

2022 정기학술대회 
설문조사 결과 보고

응답자 정보

회원구분 응답자참석률

N=100

N=100 N=100

I. 설문 응답자 정보

응답자 정보

█ 심사위원     █ 역대회장     █ 편집위원     █ 평의원     █ 학술위원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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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00

전반적인 시간 만족도

█ 개원의

█ 대학병원staff 

█ 봉직의

█ 전공의, 전임의

█ 종합병원staff

직종구분

N=100

N=100

발표시간 6분에 대한 의견

█ 줄이는게 좋겠다   

█ 유지하자    

█ 늘리는게 좋겠다    

II. 학술대회 구연시간 및 배정

2022 대한슬관절학회 제 40차 학술대회

3%

85%

12%

토의시간 3분에대한의견

줄이는게좋겠다

유지하자

늘리는게좋겠다

N=100

2022=학술대회2021=학술대회

3%

85%

12%

토의시간 3분에대한의견

줄이는게좋겠다

유지하자

늘리는게좋겠다

N=98

N=100

토의시간 3분에 대한 의견

█ 줄이는게 좋겠다   

█ 유지하자    

█ 늘리는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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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00

█ 2일을 모두 두 개의 방으로 하자

█ 금요일 1방, 토요일 2방으로 진행하자

█ 2일 모두 1개의 방으로 진행하자

강의장 구성

강의장을 2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기타 의견
 다른 방의 발표를 볼 수 없으므로 녹화하여 학회 기간 중이나 일주일 정도 볼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두 개의 방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것 같으면 녹화해서 다른 방의 녹화본을 나중에라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2방, 토요일 1방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장을 맡아보니 연자 소개시 연제를 읽어야 하는데 제목이 길면 시간 지연이 되기에 연제 밑에 running title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로 거리가 가깝고 옆으로 넓으면 더 좋겠습니다 (스크린에 가까운 배치)
  자유 연제를 많이 채택하는 만큼 학회가 발전합니다. 포스터도 3분 발표 정도로 정규 학회 장소 말고 복도나 포스터 보는 장소에서 소규모로 하면 
좋겠습니다 (AAOS 방식)

N=100

█ 토요일 12시 20분까지

█ 토요일 3시 까지

█ 토요일 오후4시 까지

█ 토요일 오후6시 까지

토요일 학술대회 종료 시간에  

N=100

█ 전시장소

█ 발표시간 미배정

█ 기타 의견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N=100

2022 학술대회 구연 발표 시간 개선사항

III. POSTER 전시에 대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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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배분 평가 우수구연 Session 

특강에 대한 의견 심포지엄 및 Keynote lecture 추가 여부

N=100

N=100N=100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N=100

█ 찬성

█ 반대

N=100

█ 찬성

█ 반대

영어 세션 신설에 대한 의견

포스터 전시 개선에 대한 기타의견은?
 스크린에 띄우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분야별로 나누어 여러 장소에서 좌장을 두고 발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특수 상황이라서 특별히 이견 없습니다.
 발표 동영상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동영상 시청 없이 내용만 볼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시간을 늘리면 좋겠습니다.

IV. 학술대회의 변화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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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Hands-on workshop
  Poster는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연구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poster 전시관을 돌면서 좋든 싫든 여러 가지 연구를 
전부 보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금번 e-poster는 방송 녹화에 기반하여, 기존 Poster가 가지는 장점이 없어졌던 감이 있었습니다.
 국내 연자 심포지엄은 최근 가장 hot 한 연제 몇 개에 한해 한두 세션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산학연계 세션의 구성을 통하여 최근의 trend에 대한 부분을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 주제를 정해서 심층 토론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예로 TKA 후 발생하는 crepitus

V. 학술대회 장소

2023년 정기학술대회도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

학술대회장에 대한 만족도

N=100

█ 찬성

█ 반대

N=100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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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그랜드 호텔에 대한 의견은
  A room의 경우 좌측 벽 뒤쪽으로 식당이 있는지 소음이 많이 들리며, 행사장 뒤편에 앉은 사람은 발표자나 좌장의 소리가 너무 작게 들려 발표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교통 불편 (20건)
 노트북 사용/충전을 위한 콘센트가 적었습니다
 발표자의 말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공간의 문제인지, 사운드의 문제인지 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불편한 접근성 및 좁은 강의실 
 세로 거리가 가깝고 옆으로 넓으면 더 좋겠습니다 (스크린에 가까운 배치)
 용산이 더 가까워서 좋음
   위치, 교통에 대한 접근성 문제 (12건)
   접근성이 떨어지고(지방에서 참석하는 사람한테는 대중교통도 자가용 이용도 불편함) 호텔 주변도 아무것이 없어서 첫날 학회 끝나고 방에 일찍 
조용히 들어가 있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음. 학회장 내에서 wi-fi가 안되고 심지어 호텔 룸에서도 인터넷 사용이 유료임. 호텔 조식도 장소, 
식사 모두 만족스럽지 않았음.

   좁은 컨퍼런스룸(2건)
   지방 선생님들의 접근도가 좀 떨어지나 넓은 공간, 익숙한 분위기라서 대체로 찬성합니다
   포디움에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옆방의 소리가 울리는 등 음향 시설의 문제가 있음. 그리고 위치가 너무 멀다는 단점도 있음. 위치 및 장소의 
규모나 시설 면에서 백범김구기념관이 훨씬 좋았던 것으로 기억함.

   프로젝터 영상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고, 발표자 위치에서 좌장이나 플로어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음

VI. 기타의견

 40주년을 맞이하는 차기 연도에는 국제학회로의 승격 개최를 원합니다.
 교통이 너무 불편한 장소입니다. 장소 변경 건의드립니다. (용산 등 3건)
 예산의 문제가 없다면 교통과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학회장소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연 개수를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교실에 두 개 이하로 제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제 발표 시간을 더 줄이고 토론 시간을 충분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Invited lecture는 온라인도 토론이 가능하므로 더 늘려도 좋겠습니다.
 영어 세션 추가는 찬성합니다.
 온라인 학회도 함께 병행하면 어떨까요?
 자유로운 토론이 좋았습니다.
 장소 고려, 발표 시간 5분 정도
 장소가 좁아서 앉을 자리가 부족했습니다.
 좋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 위해 한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 시간이 길면 좋겠습니다. (2건)
 회의 일정이나 숙소 제공 여부 등을 미리 공지해 주어야 지방 참석자는 일정 조정이 가능할 것인데 이번에는 평소보다 연락이 늦은 감이 있음.
 훌륭한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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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기 모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암병원 정형외과학교실 

대한민국 월드컵 축구대표팀 

“전임 팀 닥터”로 1년동안 살아보기

정형외과 의사 중에는 스포츠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필자 역시 어린 시절부터 전자 오락이나 컴퓨터 
게임 보다는 야구, 축구, 농구 등 다양한 운동을 취미로 즐기며 학창 시절을 
보냈고, 의과대학에 입학해서도 학업 시간 외에는 농구동아리 (Saturn), 
댄스동아리 (갈채) 등의 활동으로 여가 시간의 상당 부분을 보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정형외과를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형외과가 스포츠의학과 가장 관련이 깊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형외과 전공의 과정을 거치고, 군의관을 시절을 보내면서 수련 과정 중 
가장 흥미로웠고 스포츠 손상을 많이 다루는 슬관절 분야를 주 전공으로 
선택한 것은 어쩌면 저에게 운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임상 교원 시절 
임홍철 교수님. 왕준호 교수님 등 슬관절 분야와 스포츠의학에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은사로 모시고 배우게 되면서 나의 전공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금 느꼈고, 시간이 흘러 결국 대학의 전임교원이 되어 
인생에서 첫번째 안식년이자 연구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획은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UCSD의 Alan 교수님의 스포츠의학 
연구팀에서 연구년을 보내는 것이었지만, COVID-19로 인해 비자 발급이 
안되어 결국 미국 연수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 인생에서 의미가 있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더 늦기 전에 오래전부터 막연히 생각해 오던 스포츠 

현장에서의 팀 닥터 경험을 제대로 해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역시 COVID-19 여파로 팀 닥터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기관에 문을 두드린 끝에 운 좋게 프로야구단 LG 
트윈스 측에 연락이 닿아서 연구년이 시작되기 전부터 동계 훈련 기간에 
간간이 잠실과 이천을 오가며 선수들의 훈련 과정, 컨디셔닝 코칭 스태프의 
지도 및 재활 치료 방식 등에 대해 직접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2021년 3
월 연구년이 시작되면서 때마침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과 최종 예선이 다시 
진행되는 상황이 되었고, 대한축구협회 측에서 월드컵 대표팀의 일정과 
함께 할 수 있는 전임 팀 닥터를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1년간의 월드컴 대표팀 전임 팀 닥터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전임 팀 닥터 (full-time team doctor)’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을 듯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영국의 EPL에 속한 팀들의 
팀 닥터와 같이 의사로서 다른 기관에서 일을 하지 않고 오롯이 소속팀의 
전담 팀 닥터로만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의 의료 환경 사정 상, 
프로구단이나 국가대표팀에 소속되어 전담으로 그 팀 하나만을 맡아서 
근무하는 전임 팀 닥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대부분의 국내 팀 
닥터 선생님들께서는 본인의 주 근무 병원이나 대학 등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필요한 때 의료 자문을 하시거나 경기에 참가하는 방식 (일종의 봉사?)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대표팀에서 전임 팀 닥터로 한 해를 보내면서 

도가니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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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외국 팀의 의무팀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놀란 점 중에 하나는 유럽의 

선진 축구 리그에서는 팀마다 적게는 1-2명에서 많게는 3-4명의 전임 팀 

닥터를 보유하고 체계적으로 선수들을 상시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문적인 의무팀 체계를 통해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 관리 및 

경기력 향상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월드컵 축구 대표팀 전임 팀 닥터 생활은 그렇게 2021년 3월 요코하마에서 

열린 A매치 한일전으로 시작되어 2022년 2월 두바이에서 열린 아시아 최종 

예선 시리아 전으로 마무리되었고, 전임 팀닥터로서 마지막 경기인 시리아 

전에서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대업을 이루며 정확히 1년간의 

잊을 수 없는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총 6

차례의 대표팀 소집이 있었고 6개국 (일본, 이란, 레바논, 카타르, UAE, 터키)

의 해외 원정이 있었으며, 총 14차례의 A 매치 경기에 참가하였습니다. 각 

소집기간이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5주 정도였으며, 이에 1년간 순수 합숙 

기간만 약 4개월 정도였습니다. COVID-19라는 유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선수단은 모든 소집 기간 동안 코호트 격리 합숙을 해야 했습니다. 격리 합숙 

기간 중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선수단과는 더욱 긴밀하고 끈끈해지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파주 NFC의 드넓은 운동장을 

산책하고 치료가 끝나고 늦은 밤 카드나 게임 등을 하며 선수들과 마음을 

터놓고 나눈 많은 이야기들은 선수들을 이해하고 일반적인 팀 닥터와 선수의 

관계를 뛰어 넘는 긴밀한 교감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필자는 

연구년 전까지 중동 지역을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연구년을 

통해서 중동의 5개국을 방문하는 큰 행운(?)까지 누렸습니다.

월드컵 대표팀 팀닥터의 업무는 크게 소집 기간 내 업무와 소집 기간 외 

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집 기간 내에는 아침부터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각 소집 때마다 최종 

선발된 25명 내외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 부상 선수 치료, 필요 시 외부 병원 

섭외 및 외진, 선수단 상태 관련 코칭스태프와의 회의, 의무팀 회의. 훈련 

참가, 경기 참가, 선수 부상 관련 각종 보고서 작성, 참가 대회 관련 행정 업무 

등이 소집 기간 내의 주 업무가 됩니다. 이런 다양한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부상 선수 발생 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고 코칭 

스태프에게 정확한 의학적 소견을 전달하여 팀 전력의 누수를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내 소집 기간 중에는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에 근처에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해외 소집 기간에는 

병원 섭외 및 진료가 국내만큼 여의치가 않아서 원정 출발 전에 미리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최종 예선은 

원정 일정이 모두 중동 지역이었고, 그 중에서 이란이나 레바논 같은 국가의 

경우 제반 사정 상 원정 전부터 더욱 신경을 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대표팀은 국내외 다양한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 중 약 80여명의 

선수들을 예비 후보로 선정해서 각 소집 때마다 포지션별로 최고의 기량과 

컨디션을 보이는 선수들을 최종 엔트리에 선발하기 때문에 팀 닥터는 소집 

외 기간 동안에 모든 예비 명단 선수들의 리그 경기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부상 발생 및 컨디션 변화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하고, 국내외 각 소속 클럽 

의무팀과 꾸준히 선수 상태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코칭스태프와 회의를 진행하여 다음 소집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유럽이나 일본, 러시아, 미국, 중동 

등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해당 클럽의 의무팀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축구 선진국 클럽의 의무팀 상황이나 선수 관리 방법, 

부상 선수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활 과정 등에 대해 보고 듣고 논의하며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었고, 앞으로 우리나라 팀 

닥터나 의무팀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소집 기간 중 일과가 끝나고 선수들과 어울려 카드 게임을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긴장을 풀어주고 고민 상담도 했던 순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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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야 상황이 상당히 호전되어 거의 일상을 회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불과 몇 개월 전인 2021년은 전 세계적으로 COVID-19로 인해 많은 

것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월드컵 대표팀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이러한 

시기에 많은 나라를 오가며 선수단을 관리하는 것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래 없는 상황은 이전의 어느 팀 닥터들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모든 준비 과정과 매 소집 기간이 새로 준비해서 만들어 가야하는 

상황이었고 대표팀 팀 닥터의 기본적인 업무 외에도 소집 기간 전/중/후로 

60-70명 내외의 선수단 전원의 방역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막중한 역할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소집 기간 중 최대한 외부인과 접촉을 막으며 코호트 

버블 격리를 하는 중에도 증상이 있는 인원이 발생되었을 때 철저히 격리를 

시키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그 인원과 같이 시간을 보낸 다른 인원에 대한 

역학 조사를 하고 추후 양성 판정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하며 밤을 지샌 날들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다행히도 의무팀 

뿐만 아니라 행정 스태프와 코칭 스태프, 그리고 선수들의 많은 협조를 

통해 장기간의 합숙 기간과 수차례의 해외 원정 중에도 COVID-19로 인한 

중대한 이슈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원정 일정이 COVID-19가 창궐하는 

중동 지역이었고 선수단에 단 하나뿐인 팀 닥터가 COVID-19에 감염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 개인 스스로의 방역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지난 한 해를 전임 팀 닥터로 보내면서 정말로 중요하게 느낀 부분 중에 

하나는 선수단 지원 스태프와의 관계입니다. 팀 닥터는 팀 내에서 특별하고 

전문적인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선수들이 최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20-30명의 다양한 분야의 선수단 지원 스태프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됩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참여하는 팀 닥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팀을 맡아서 선수단을 관리할 적극적인 팀 닥터라면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팀이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서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및 지원 스태프와 하나의 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팀 닥터의 역할 중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함께 동고동락하는 과정 중에 서로 간의 신뢰가 쌓여가며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생각됩니다.

▶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표팀 선수들과의 즐거운 추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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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5일 요코하마에서 열린 80번째 한일전에서 10년만에 또다시 

“3골차”의 치욕의 패배를 당한 후 귀국하던 비행기 안의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대표팀은 이후 A 매치 13경기에서 

11승 2무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무패행진을 이어가며 결국 2022년 2월 

두바이에서 열린 아시아 최종 예선 8차전 시리아전에서 2:0으로 승리를 

거두며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대업을 이루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운동장에서 선수 및 스태프와 함께 환호하고 기뻐하던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듯합니다. 특히 이 경기는 제 연구년 그리고 

전임 팀닥터로서 마지막 경기였기에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팀 

닥터로서 무엇보다 만족스러운 부분은 이 어려운 시기에 수 차례의 소집과 

해외 원정을 거치면서 심각한 부상 환자나 COVID-19 관련 중대한 이슈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매 소집을 위해 의무팀뿐만 아니라 코칭 스태프 및 

지원 스태프 모두 함께 철저히 준비하고 대처했으며, 선수들도 스스로 

관리를 잘 해주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 2022년 2월 UAE 두바이에서 열린 아시아 최종 예선 8차전에서 시리아를 2:0으로 이기고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후 기뻐하는 선수단 모습

▶ COVID-19 관련 직접 방호복을 입고 선수단 방역을 하던 모습과 터키 원정 중 터키 당국에서 파견을 나온 보건 업무 팀과의 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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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팀과 선수 관리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의 필요에 따라 

의무팀과 팀 닥터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등의 축구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팀 닥터 시스템은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팀 닥터 개개인의 봉사와 희생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1년간 현장에서 일을 하며 이러한 시스템의 

한계를 여러 차례 느꼈고, 저 개인적으로 이를 개선해 보고자 많은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현재와 같이 팀 

닥터의 희생, 봉사, 열정에 의존하기 보다는 구단과 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문화된 팀 닥터 양성 및 관리 

시스템이 자리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필자는 꿈 같던 연구년의 추억을 뒤로하고 2022년 3월부터 다시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와서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기장에 

팀 닥터로 선수들과 함께 하지는 않지만, 대한축구협회 의무위원으로, 

축구팬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선수와 스태프의 친한 친구이자 형으로 이전 

보다는 조금 편한 마음으로 월드컵 대표팀의 경기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남은 기간 준비를 잘해서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서 

16강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일원으로서 

간절히 기원하며, 우리 선수단을 향한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뜨거운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필자가 정형외과의 다양한 분야 중 슬관절 및 스포츠의학 분야에 

관심을 갖고 세부전공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임홍철 교수님과 

왕준호 교수님, 그리고 남들과는 다른 길로 연구년을 보내는 데 있어서 반대가 

아닌 진정한 응원을 보내주셨던 한승범 교수님과 배지훈 교수님, 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좋은 기회를 주신 대한축구협회 서동원 의무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2022년 3월. 1년간의 전임 팀닥터를 마무리한 후 선수단에서 마련해준 farewell에서 선수 전원이 
사인을 해준 기념 유니폼을 Paulo Bento 감독님께 전달받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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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Review

Postoperative nausea/vomiting 

management after TKA

리뷰어: 이성산 (인제의대), 김광균 (건양의대), 김상균 (국립중앙의료원)

1. 서론

수술 후 발생하는 오심과 구토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PONV)의 발생빈도는 수술과 마취방법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20-30%가량에 달하며 어떤 보고에는 80% 이상까지 나타난다고 하였다. 
PONV는 아주 괴롭고 불쾌한 증상으로 환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증상을 경험한 이후로는 수술에 대한 거부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신적인 후유증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 음식물과 약물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회복이 늦어지게 되고 퇴원이 지연되게 되어 경제적인 
손실과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오심과 구토를 유발하는 기전이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다양한 
경로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기전 중 첫번째는 위장관의 
자극이 미주신경으로 통해 구토중추를 자극해서 구토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chemoreceptor trigger zone은 area postrema내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rea postrema 바로 밑에 위치하는 solitary 
tract nucleus는 인두 및 위장관으로부터 자극을 받고 전정기관은 
주로 움직이는 자극에 의해, 그리고 역겨운 냄새, 맛, 시각적 자극 등은 
대뇌반응으로 구토 반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와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들어온 구토 자극들은 연수의 lateral reticular formation
에 위치한 구토중추를 자극하여 구토를 일으키게 한다. 이때 호흡기, 
위장관, 복근 간의 조정, 그리고 자율신경과 체신경 간의 조정을 통해 
구토가 발생하게 된다. PONV에 관여하는 수용체로는 dopamine (D2 
receptor), acetylcholine (muscarinic receptor), histamine (H1 
receptor), serotonin (5-HT3 receptor), opioid, neurokinin 1 (NK-1) 
수용체 등이 있다.

PONV의 유발 위험요인은 여러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그 중 환자 
관련요인으로는 여성, 구토증이나 차멀미 전력이 있는 환자, 비흡연자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취 관련 요인으로는 전신마취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술 중 opioid 사용이 PONV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술 후 관련 요인으로는 opioid
의 사용, 환자의 이송 시 움직임, 음료수나 음식물의 섭취 등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술 전 후 적절한 약물의 투여로 PONV의 발생율을 낮추고, 항구토 
약물 (anti-emetic agent)의 사용량을 줄이고자 하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다음 연구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PONV를 예방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5-hydroxytrptamine (5-HT3) receptor antagonist의 사용

Serotonin은 위장관, chemoreceptor trigger zone, solitary tract 
nucleus에서 vomiting을 일으키는데 있어 역할을 하고 있다. 5-HT3 
receptor antagonist는 이러한 작용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면서 진정, 
불쾌감 및 추체외로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으로 현재 PONV 예방과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5-HT3 receptor antagonist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Koh등은[1] ramosetron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양한 항구토제 중에 ondansetron, granisetron, dolaserton이 
수술 후 구역-구토를 예방하기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이러한 
약제들은 수술 직후 작용시간이 너무 짧아서 충분한 수술 후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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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을 조절하는데 한계가 있고, 항구토에 대한 효과가 제한되어 있다. 
단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ramosetron은 수술 후 2-14 시간 구간에 수술 후 구역-구토의 발생률을 
감소시켰다는 보고가 있다. 상기 연구는 ramosetron이 수술 후 구역-
구토의 발생률, 구역의 중증도, 항구토제의 요구(rescue antiemetics)
를 감소시키고, 완전 반응을 증가시키는지 또한 ramosetron 사용이 
수술 후 통증, opioid의 소모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일차성 
슬관절염으로 단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119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군 연구 시행하였고, ramosetron을 사용한 60
명과, 사용하지 않은 59명의 환자를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수술 후 0-6 
시간, 6-24 시간, 24-48 시간으로 구분하여, 수술 후 구역-구토의 발생률, 
구역의 중증도, 항구토제의 요구 수, 완전 반응(complete response: no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and no rescue anti-emetic) 
수, 수술 후 통증 정도, opioid 소모량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술 
후 6-24 시간에 ramosetron은 nausea의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완전 
반응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었으며, 구역의 중증도와 항구토제의 요구가 
적은 경향을 보였다. (p=0.051, p=0.051, p=0.090, p=0.069). 하지만, 
수술 후 0-48 시간 구간에서는 구역-구토의 발생률, 항구토제의 요구 
수, 완전 반응의 수, 통증의 중증도, opioid 요구량에도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ramosetron은 수술 후 6-24시간 구간에서 수술 후 구역-
구토의 발생률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Hahm등은[2] ondansetron과 ramosetron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시행하였다, 60세 이상의 일차성 슬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단측 
슬관절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 중 수술 후 구역-구토의 3 가지 
위험요소(여성, 비흡연, 수술 후 자가조절 진통법시 opioids의 사용)를 
가지고 있는 84명의 환자들을 무작위로 42명을 ramosetron 0.3 mg을 
투여한 군과 42명의 ondanstreon 4mg을 사용한 군으로 배정하였다. 
완전 반응과 수술 후 구역-구토의 발생률을 0-2시간, 2-6 시간, 6-24
시간, 24-48 시간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ramosetron에서 
완전 반응이 2-48시간에서 ondansetron보다 많이 발생하였다. 구역의 
발생이 2-24시간에서, 구역의 중증도는 2-48시간에서, 항구토제의 
요구도는 24-48시간에서 ramosetron에서 ondansetron보다 적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ramosetron은 수술 후 구토-
구역의 고위험군에서 시행하는 단측 술관절전치환술에서 ondansetron
보다 수술 후 구역-구토를 예방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Pinosornsak등도[3]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을 통해서 
ondansetron과 ramosetron의 효과를 비교하였는데 50-80세의 일차성 
슬관절염환자에서 단측 슬과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은 90명의 환자들이 
포함되었고, ramosetron을 사용한 45명과, ondansetron을 사용한 45
명의 환자를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환자는 처음 6 시간 동안은 매시간 
관찰되었고, 이후 24시간 까지는 6시간마다, 이후는 24-48시간 구간으로 
관찰되었다. 분석 결과 ramosetron은 odansetron에 비해 12-18시간
[3/45 vs 11/45 (P=0.016)], 18-24 시간 [1/45 vs 9/45 (p=0.005)]에서 

구역의 발생률이 적었다. 그리고, 구토는 18-24 시간에 발생률이 적었다
[1/45 vs 6/45 (p=0.044)]. 양군 간에 항구토제의 요구 수, 통증 정도, 환자 
만족도, 약물 부작용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해당 연구에서는 
ramosetron은 ondansetron에 비해 수술 후 구역-구토의 발생률을 
줄이는데 더 큰 효과가 있었고, 이는 ramosetron의 더 긴 반감기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Park등은[4] ramostron의 투여 시기에 대해 연구를 시행하였다. 
Ramosetron은 투여 2시간 이내에 maximum intravenous level에 
도달하고 반감기는 6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의 경우 
보통 수술시간이 1-2시간 내외이므로 수술 1시간전에 투여한다면 좋은 
혈중 농도를 가질 것으로 판단되어 ramosetron 수술 전 투여군에서는 
수술 1시간 전에 ramosetron을 투여하였다. 수술 후 투여군에서는 
수술 직후 수술 전에 투여한 약과 동일한 용량으로 투여하였다. 수술 전 
투여군에는 50명, 수술 후 투여군에는 51명이 포함되었다. 양군 간의 
수술 전 demographic data와 PONV에 대한 risk factor (female sex, 
history of PONV or motion sickness, nonsmoking status, use of 
postoperative opioids)는 양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양군 간의 
수술 후 결과 비교에서, 수술 후 nausea, vomiting, rescue antiemetics 
사용량, fentanyl consumption, headache, dizziness, drowsiness 
모두 양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론적으로 IV ramosetron의 
투여 시기는 PONV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Ryu등은[5] palonosetron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palonosetron
은 가장 최근의 5-HT3 receptor antagonist이며, 다른 약제들보다 
반감기가 길고, receptor 친화력이 높고, 결합력이 강하다. 해당연구는 
수술 후 구역-구토의 고위험군 환자에서 palonosetron의 항구역-구토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전향적,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 대조군 연구를 
시행하였다. 18 - 85세의 여성으로 일차성 슬관절염에 대해 다중성 통증 
프로토콜과 함께 척추마취 하에 단측 또는 단계적 양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은 수술 후 
구역-구토의 위험인자(motion sickness나 수술 후 구역-구토의 과거력, 
비흡연, 수술 후 통증을 위한 opioid 사용) 중 최소 2 가지를 포함하였다. 
120명의 환자가 포함되었으나, 이 중 3명은 전신마취로 전환되고, 2명은 
대퇴신경차단술의 이탈로 제외되어 palonosetron을 사용한 59명과, 
사용하지 않은 56명의 환자로 양 군이 만들어 졌다. 수술 후 0-2시간, 2-24
시간, 24-48 시간에서 수술 후 구역-구토의 발생률, 구역의 중증도, PCA 
fentanyl 사용 양, 항구토제의 요구 수, 완전 반응 수, 수술 후 통증 정도,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추가 연구로 단계적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환자 들에서 수술의 순서에 따라 수술 후 구역-구토의 발생률, 구역의 
중증도, 항구토제의 요구 수, opioid 소모량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palonosetron 사용군에서 대조군 (placebo)보다 수술 후 48시간동안 
수술 후 구역-구토의 발생률이 적었고(p=0.028), 특히 2-24시간에 차이가 
높았다(p=0.026). 구역의 중증도는 2-24시간에서 palonosetron군에서 
적었다(p=0.010). 2-24시간에서 palonosetron군에서 완전 반응의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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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고(p=0.016) 항구토제 요구 수가 적었다(P=0.042). 통증의 정도에는 
양군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만족도는 palonosetron군에서 높았다. 
두통, 어지러움, 졸림의 부작용은 양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단계적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47명의 환자에서 수술 후 구역-구토의 발생률은 
먼저 수술을 시행 받은 군과 나중에 시행 받은 군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나중에 시행한 군에서 더 많은 통증과 더 많은 opioid를 요구가 수술 후 
2-48시간에 있었다. 결론적으로 수술 후 구역-구토의 고위험 환자의 
슬관절 전치환술 시 palonosetron의 예방적 사용은 수술 후 구역-구토의 
발생률과 중증도 및 항구토제의 요구 수를 줄이고, 만족도를 증가시켜, 
palonosetron은 슬관절 전치환술 후 환자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유망한 항구토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3. Dexamethasone의 사용

스테로이드의 사용이 어떠한 기준으로 vomiting을 억제하는지에 
대한 기전은 뚜렷이 알려진 바는 없지만 여러 연구 들에서 PONV를 
예방하는 효과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이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추정되는 작용 기전은 area postrema와 solitary tract nucleus에 있는 
glucocorticoid 수용체에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거기에 추가로 중추에 endorphin 분비에 의해 기분이 좋아지고 식욕이 
증진되는 것과 항염증 작용에 의해 목 주위 조직에 자극을 감소시키고 
장에서 serotonin 분비를 감소시키는 것도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Bustos등은[6] 저용량 IV dexamethasone의 투여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저자들은 고관절 또는 슬관절 전치환술 후 12시간 간격으로 
8mg dexamethasone을 2회 (수술 당일 오후 8시, 수술 다음날 오전 8시 
투여) IV로 투여 받은 dexamethasone 그룹 (dexamethasone group, n 
= 492)과 dexamethasone을 투여 받지 않은 그룹 (no-dexamethasone 
group, n = 364) 간에 수술 후 항구토제 (ondansetron, promethazine, 
scopolamine, prochlorperazine) 사용 빈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양 군 
간의 재원일, 마약성 진통제 사용빈도, 수술 후 30일 및 90일 감염률 등을 
추가로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양 군에서 항구토제의 전체 사용빈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dexamethasone을 투여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 
dexamethasone을 투여 받은 그룹은 수술 후 항구토제인 ondansetron
을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41.76% vs 35.98%; 
P = 0.00194). 재원일은 dexamethasone을 투여받은 그룹이 평균 1.83
일, dexamethasone을 투여받지 않은 그룹이 평균 2.17일이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P < 0.001). 하지만, 수술 후 30
일 및 90일에 평가한 감염률 및 수술 후 마약성 진통제 사용빈도에는 양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연구를 통해 저자들은 인공관절 
치환술 후 저용량 IV dexamethasone의 사용이 수술 후 오심 증상을 줄일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라고 평가하였다.

Koh등은[7] TKA 수술 시 투여하는 dexamethasone과 ramosetron
의 복합투여와, ramosetron 단독투여의 효과를 비교해 보았다. 
연구에 269명의 환자가 최종적으로 포함되었으며, 무작위 배정을 통해 
ramosetron을 단독 투여한 환자 (Ra group, n = 135명)과 ramosetron 
및 저용량 dexamethasone을 함께 투여한 환자 (Dexa-Ra group, n = 
134)으로 분류되었다. Ra group에 속한 환자는 슬관절 전치환술 직후 
0.3mg ramosetron을 경정맥 투여하였고, Dexa-Ra group에 속한 
환자는 수술 1시간 전 10mg dexamethasone을 경정맥 투여하고 수술 
직후 0.3mg ramosetron을 경정맥 투여하였다. 모든 환자는 공통적으로 
척추마취를 시행하고 통증 조절을 위해 대퇴신경차단술 및 IV PCA 
(patient controlled analgesia)를 시행하였다. 또한, 수술 후 한시간 
후 복합적 통증 조절 약물 (10mg sustained-release oxycodone, 
200mg celecoxib, 75mg pregabalin, and 650mg acetaminophen)
을 사용하였다. 오심/구토 증상의 구제약물로는 metoclopramide 
(10mg)을 일차적으로 사용하고, 30분 간격으로 2번의 투여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 4mg ondansetron을 추가로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Dexa-
Ra group은 Ra group에 비해 수술 후 72시간 동안 오심/구토 증상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nausea, 24% vs 40%, P = .004; vomiting, 7% 
vs 21%, p = 0.001), 특히 수술 후 첫 6시간 동안의 오심/구토 증상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nausea, 22% vs 37%, P = 0.028; 
vomiting, 3% vs 21%, P < 0.001). 또한, Dexa-Ra group은 Ra group
에 비해 슬관절 전치환술 후 6-24 시간 사이의 통증 (VAS, 2.4 vs 4.0, 
p < 0.001) 및 마약성 진통제 (fentanyl) 사용량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73.5 µg versus 128.3 µg; p < 0.001). 결론적으로, 슬관절 
전치환술 시 ramosetron과 함께 저용량 dexamethasone을 사용하는 
것은 수술 후 통증 및 오심/구토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한 방법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Kim등은[8] 통상적으로 수술 전에 사용하고 있는 dexamethasone
을 수술 후에 투여하였을 때와 그 효과에 대해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180명의 환자가 최종적으로 포함되었으며, 무작위 배정을 통해 
수술 한 시간 전 10mg 생리식염수를 IV 투여받은 환자 (control group, n = 
44), 수술 한 시간 전 10mg dexamethasone을 IV 투여받은 환자 (group 
1, n = 45), 수술 24 시간 후 0.1mg/kg dexamethasone을 IV 투여받은 
환자 (group 2, n = 46), 수술 24 시간 후 0.2mg/kg dexamethasone을 
IV 투여받은 환자 (group 3, n = 45)로 분류하였다. 연구의 1차 목표는 각 
군 간의 수술 후 통증과 오심에 대한 VAS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었고, 2
차적으로 진통제 및 항구토 구제약 처방량, C-reactive protein (CRP), 
관절운동각도, 합병증 등을 비교하는 것이었다. 통증 구제약으로는 
oxycodone (5mg, 경구), pethidine (50mg, IV) 또는 fentanyl patches 
(25mg) 등을 사용하였다. 오심 증상의 조절을 위해서 모든 환자가 
granisetron (1mg, 경정맥)을 하루 한번 투여받았고, 수술 후 2일 이후 
남아있는 오심을 조절하기 위해 metoclopramide (10mg, 경구)을 8
시간 간격으로 복용하였다. 항구토 구제약으로 granisetron (1mg), 
ondansetron (4mg) 및 metoclopramide (10mg)을 순차적으로 경정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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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하였다. 연구 결과, group 1 환자는 control group에 비해 슬관절 
전치환술 후 24시간째 통증 및 오심 증상이 유의하게 낮았으나 (p < 0.01), 
수술 후 48시간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Group 2, 3 환자는 
control group 및 group 1 환자에 비해 수술 후 24시간 및 48시간째 
통증 및 오심 증상이 유의하게 낮았다 (p < 0.01). 수술 후 48시간까지 
진통제 및 항구토 구제약의 처방은 group 2, 3 환자가 control group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 CRP 레벨과 관절운동각도, 합병증에는 각 군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수술 전 dexamethasone
으로 수술 후 통증 및 오심을 조절하는 효과는 24시간 밖에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수술 후 48시간 이후에도 지속되는 통증 및 오심의 조절을 
위해 수술 후 1일째 dexamethasone의 추가 투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Xu등은[9] 사용하는 dexamethasone의 적정한 용량과 횟수에 대해 
연구를 시행하였다. 전체 18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무작위 
배정을 통해 수술 전 생리식염수를 3회 IV 투여한 group A (n = 61), 1
회의 고용량 (20mg) dexamethasone 및 2회의 생리식염수를 IV 투여한 
group B (n = 60), 1회의 고용량 (20mg) dexamethasone 및 2회의 
저용량 (10mg) dexamethasone을 IV 투여한 group C (n = 61) 등 세 
군으로 분류하였다. 수술 후 통증 평가를 위해 동적 통증 (dynamic pain, 
20 걸음을 걸은 후 VAS 점수), 구제약 진통제 (oxycodone, morphine) 
사용량을 평가하였다. 또한, CRP, IL-6 등 Inflammatory marker와 
수술 후 오심/구토 증상 발생률, 항구토 구제약 (metoclopramide)의 
사용량, 수술 후 관절운동각도 및 합병증 (수술부위 감염, 위장관 출혈) 
등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group C의 환자들은 group A, B 환자들에 
비해 수술 후 1, 2, 3일째 VAS가 유의하게 낮았고, 구제약 진통제의 사용 
빈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Group C 환자는 group B 환자에 비해 
수술 후 72시간 후 CRP과 수술 후 48시간, 72시간 후 IL-6가 낮았으며, 
group B와 C 모두 group A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를 보였다. 수술 후 
오심/구토 증상 발생률 및 항구토 구제약 사용은 group B와 C에서 group 
A보다 낮았으며, group B와 C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어떠한 군에서도 수술 후 감염이나 위장관 출혈과 같은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슬관절 전치환술에서 dexamethasone 다회요법은 
수술 후 통증 및 진통제 사용량을 감소시켰으며, 보다 강력한 염증 감소 
효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4. 다른 약물의 효과 및 PONV를 줄이기 위한 기타 연구

DiIorio등은[10] 수술 전 투여하는 40mg의 aprepitant가 PONV의 
발생 빈도를 낮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Aprepitant는 
여러 antiemetics들 중에서도 주로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투여하고 
있으며 작용시간이 다른 antiemetics에 비해서 길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인공관절 수술 전에 40mg의 aprepitant를 투여 
받은 환자들과 투여 받지 않은 환자들 사이에서 PONV가 생기는 빈도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retrospective design이었으며 양군에 각각 50
명씩 속하게 하였다. 양군의 수술 전 데이터는 control group이 study 
group에 비해서 평균 5세가량 많았으며 그 이외의 데이터는 유사하였다. 
Study group은 수술 2시간 전 40mg의 aprepitant를 투여받았다. 
각 환자들의 PONV의 episode횟수와 additional 한 antiemetics (
해당연구에서는 ondansetron을 사용함) 사용량, 입원일수를 두군사이에 
비교하였다. 결과로 study group과 control group의 PONV의 episode
는 평균 1.6회, 2.7회로 study group이 낮게 나타났다. Additional 
antiemetics투여 횟수에 있어서도 study group은 평균 0.61회, control 
group은 평균 1.25회로 study group이 더 적게 썼던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재원일수도 3.31일, 2.31일로 study group에서 더 낮은 재원일수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수술 전의 40mg의 aprepitant의 투여는 수술 후 
PONV의 발생횟수를 낮추고 추가적인 antiemetics의 사용횟수를 
감소시키고 재원일수를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Lee등은[11] 1주간격으로 staged bilateral total knee arthroplasty
를 시행할 때 PONV의 발생이 첫번째 수술 때와 두번째 수술 때 다른 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저자들은 5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retrospective 
design으로 연구하였다. 모든 환자는 수술 전 multimodal oral 
analgesic drugs (200mg celecoxib, 75mg pregabalin, 650mg 
acetaminophen)을 투여 받았다. 수술은 척추마취 하 진행하였다. IV 
PCA를 routine하게 사용하였고 수술 직후 IV 0.3mg의 ramosetron
을 투여하였다. 첫번째 수술과 두번째 수술 후 0-2일 까지의 PONV, 
rescue antiemetics의 필요량, 술 후 72시간 동안의 opioid 사용량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로 수술 당일의 nausea와 vomiting은 두번째 
수술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고 수술 후 1일째의 nausea가 두번째 
수술에서 유의하게 낮게 보고되었다. Rescue antiemetics의 사용량에 
있어서도 두번째 수술에서 첫번째 수술에 비해 수술 당일 더 적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후 72시간 동안 총 opioid의 사용량은 두번째 
수술에서 첫번째 수술에 비해 유의하게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1주간격의 staged bilateral TKA에서 두번째 수술 때 더 
많은 opioid 사용량에도 불구하고 PONV는 유의하게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Shin등은[12] 제 2형 당뇨가 있는 환자 들에서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 수술 전 경구로 주는 액상 탄수화물의 (대상 뉴케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저자들은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을 
시행하였고 실험군은 수술 시행 2-3시간 전 액상 탄수화물을 투여하였고 
대상군은 수술 전 정맥주사 하 인슐린을 섞은 10% dextrose 용액을 수술 
시행 2-3시간 전부터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실험군, 대상군 모두 41명의 
환자가 포함되었다. 양군 간의 수술 후 26시간 까지의 PONV와 quality 
of recovery (QoR), blood glucose level을 측정하였다. 결과로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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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12-24시간, 24-36시간 사이 모두 양군 간의 PONV의 빈도 차이는 
없었다. Rescue antiemetics사용빈도에 있어서도 양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36시간까지 없었다. QoR을 양군 간에 비교했을 때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왔지만 양군 간의 평균값의 차이는 5점으로 minimal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양군 간의 blood 
glucose level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론적으로 제2형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수술 전 경구로 투여하는 액상 탄수화물은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 
이후 PONV를 호전시키는 데 있어 유의한 효과는 없다고 하였다.

5. 고찰 및 결론

환자의 만족도를 위해서 PONV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여러 보고들을 살펴보았을 때 PONV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인자에 대한 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가 만일 PONV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환자의 의학적인 상태에 
따른 적절한 약물적 대응이 환자의 PONV를 예방하고 또 그 빈도를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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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증례 

27세 남자 환자로 내원 두 달 전 축구를 하다 무릎을 수상하였다. 
MRI상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외측 연골판 횡파열이 관찰되었다. 이에 
본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계획하였다. 수술 전 무릎 굴곡은 120도 이상 
되었다. 

전방십자인대 graft는 tibialis anterior를 사용하여 8mm 두께로 
만들었다. Femur tunnel은 AM portal technique을 사용하여 AM 
bundle의 footprint에 flexible reamer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Tibia 
tunnel 또한 AM bundle의 footprint에 straight reamer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양쪽 터널 모두 직경은 8mm로 만들었다. 경골부 잔류 조직 

보존 술식으로 잔존 인대를 최대한 남기려고 하였다. Femur쪽 고정은 
endobutton™으로 하였고 tibia쪽 고정은 bioscrew 및 나사못 및 와셔를 
이용한 post-tie로 고정하였다. 외측 연골판 횡파열은 FAST-FIX™를 
사용하여 봉합하였다. 

술 후 완전 신전상태에서 즉각적인 대퇴사두근 근력 강화운동을 
시행하였으며, 체중부하는 수술 6주까지는 toe touch만 허용을 하였고 
신전 고정 보조기(extension locking brace)를 착용을 하였다. 능동적 
관절 운동은 3주 후부터 시작하였고, 술 후 6주에 90도 굴곡이 되도록 
점진적인 굴곡 운동을 시행하였다. 술 후 6주까지 보조기를 착용하였으며 
수술 후 2개월에 가벼운 활동을 하고 4-6개월 후 조깅을 허용하였으며 
근력이 반대측의 85% 이상 회복 시 수상 전 스포츠 활동에 복귀하였다.

전방십자인대재건술 후 발생한 
사이클롭스 병변

박재영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의정부을지대병원 정형외과학교실

▶ 그림 1.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며 촬영한 관절경 소견. 좌측은 파열된 전방십자인대 소견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측은 재건된 전방십자인대를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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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수술 후 11개월째 시행한 MRI상 재건된 전방십자인대는 손상되지 않았으나 재건된 전방십자인대 앞쪽으로 사이클롭스 병변이 관찰되고 있음 
 (빨간색 화살표)

수술 후 6개월까지는 큰 불편함 없이 지내던 환자로 6개월째에 외래에 
내원하였을 때 무릎 관절 운동범위는 굴곡 구축없이 반대측과 같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수술 후 11개월째, 환자는 knee extension시 
통증으로 내원하였다. 내원 시 검진상 effusion이 있었으며 굴곡구축이 
10도 있었다. 

이에 촬영한 MRI상 재건된 전방십자인대에는 문제가 없었고 
연골판에도 문제가 없었으나 전방십자인대 앞쪽으로 사이클롭스 병변이 
관찰되었다. 이에 수술적 치료를 계획하였고 관절경 소견상 전방십자인대 
앞쪽으로 신전을 제한하는 사이클롭스 병변이 관찰되었고 이를 
제거하였다. 재건된 전방십자인대는 synovialization이 잘 되어있었으며 

▶ 그림 2. 수술 후 시행한 3D CT 소견. Femur 터널이 해부학적 위치에 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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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사이클롭스 병변의 관절경 소견. 좌측은 AL portal에서 촬영하였으며 우측은 AM portal에서 촬영함. 병변은 Hemorrhagic한 소견이 있었고 혈관절증 
소견이 있었음

▶ 그림 5. 사이클롭스 병변을 적출 후 촬영한 사진

stability도 문제없었다. 환자는 수술 당일 날부터 full extension이 
가능하였으며 무릎 통증도 호전된 소견을 보였다. 사이클롭스 병변은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하였고 synovial tissue with fibrosis and focal 
lymphoid cell infiltrate 소견을 보였다.  

고찰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사이클롭스 병변이 생기는 유병율은 1.9%
에서 10.9%로 다양하게 보고가 되고 있다. (1, 2) 사이클롭스 병변이 
생기는 risk factor로는 수술 전 무릎 염증 및 무릎 강직, 좁은 과간 노치 
및 전방으로 만들어진 경골 터널 위치, 수술 후 햄스트링 경련 등이 알려져 
있다.(3-8) 

그에 반해 연령, 수상 전 스포츠 활동 수준, Bone bruise 여부, 관절경 
또는 open 수술 여부, Graft의 종류, 잔류 조직 보존 술식 사용 여부, 
동반되는 반월상 연골판 봉합, 동반되는 전방 외측 인대 재건, 수술에서 
재활 치료 시작까지의 시간 등은 관련이 없다고 보고되고 있다.(1, 7) 
하지만 사이클롭스 병변의 유병율이 낮다 보니 위 risk factor들을 연구한 
여러 연구들의 한계점은 환자 수가 많지 않다는 것과 전향적 연구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잔류 조직 보존 술식은 자주 사이클롭스 병변과의 
관련성이 제기되어 왔다. 잔류 조직 보존 술식을 사용하는 근거는 치유에 
대한 더 큰 내재적 잠재력, 더 나은 이식편 혈관 형성, 개선된 무릎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증거를 기반으로 한다. (9) 이 기술은 이러한 임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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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Schaefer(10) 등은 
경골 터널 주변에 남아 있는 조직이 사이클롭스 병변을 형성하는 조직의 
일부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경골 터널 주변의 철저한 
절제술을 권장하였다. 하지만 이 의견은 과학적 증거가 아닌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한 것이다. 잔류 조직 보존 술식과 사이클롭스 증후군 사이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한 연구는 없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잔류 조직 
보존 술식을 사용한 군과 보존하지 않은 군과 사이클롭스 병변의 유병율이 
비슷함을 보여주었다.(11)

본 증례에서는 환자의 굴곡 구축과 혈관절증 모두 나타났던 환자이다. 
문헌에서는 굴곡 구축 없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혈관절증만 오는 
증례들도 보고가 되고 있다.(12)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굴곡구축이나 
혈관절증이 생긴다면 사이클롭스 병변을 의심하고 검사를 해보는 것을 
소개하고자 본 증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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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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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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