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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칼럼 
- 도가니 전성시대

도가니 광장 
- 정형외과 의사와 인공지능

건강정보 
- 무릎 주위 건염의 약물 치료

해외연수기 
-  대한슬관절학회 (KKS)-프랑스관절경학회 (SFA) Travelling 

Fellow를 다녀와서

Article Review 
- 반월연골판의 퇴행성 파열에 대한 관절경적 수술은 효과적인가?

Case Study 
-  원위 대퇴골 내측 폐쇄 쐐기 절골술 후 지연 유합

Quarterly Newsletter of the Knee

아드리아 해의 일몰(사진제공: 최충혁 회원)

* 슬관절학회 소식지는 학회 홈페이지에 PDF로 게시되어있어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Vol. 1   2019
03

02
03인 사 말

대한슬관절학회 회원 여러분께 

존경하는 슬관절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몸을 움츠리게 하는 겨울 한파도 지나고, 남쪽 지역에서는 꽃 소식이 전해지는 봄의 입구에서, 

2019년 5월 3일 개최되는 대한슬관절학회 제 37차 학술 대회 및 정기총회에 회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대한슬관절학회는 1983년 창립 이래 매년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습니다. 등록 회원의 수가 

1400여 명을 돌파하였으며, 회원 여러분들이 해외 유수의 학술지에 발표하는 논문의 수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정기학술 대회에 발표되는 논문의 질과 양도 매년 많아져 학술 대회가 두 개의 공간에서 

이틀간에 진행되어야 할 정도입니다. 이 모든 발전은 역대 회장님들과 전, 현직임원 여러분들,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자발적인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정기학술대회는 예년과 달리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드래곤시티에서 개최합니다. 이곳은 대중교통이 발달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접근성이 탁월하고, 넓은 주차시설, 훌륭한 음향 시스템의 구비, 쾌적한 강의 공간 등을 갖추고 있어, 

나날이 발전하는 대한슬관절학회의 위상에 걸맞은 장소라고 자부합니다.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150여 편에 달하는 많은 

초록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학술 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하여 학회 프로그램에 맞는 초록은 채택하여 알찬 학술 대회가 

진행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Professor Shuichi Matsuda, Dr Adrian Robert Harvey 등과 같은 유수한 인공관절 

전문가와 Dr Wolf Peterson과 같은 스포츠의학 전문가를 모시어 초청 특강의 시간을 준비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학술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슬관절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KSRR의 세계화를 위한 기반 작업으로 출판사 

변경이 지난해 있었습니다. 이에 출판사 변경에 따른 회원 여러분들의 KSRR 투고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학술 대회 첫날인, 금요일에 학술 대회 장소에서 갈라디너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동의 불편함이 없으므로 회원 

여러분 모두가 참석하여 서로 간의 안부를 묻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2019년 대한슬관절학회 정기학술대회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시어, 학술적인 교류와 서로 간의 유대감을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더 정중하게 초대합니다. 

2019년 4월

대한슬관절학회장 서승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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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임원 명단 

회                    장 서승석

부        회        장 이주홍

총                    무 이용석

역    대    회    장  김형순(초대), 문명상(2대), 한대용(3대), 하권익(4대), 인주철(5대), 김정만(6대), 배대경(7대), 안진환(8대), 정영복(9대), 

이병일(10대), 우영균(11대), 성상철(12대), 노권재(13대), 이기병(14대), 손승원(15대), 유정한(16대), 한창동(17대), 

서재곤(18대), 조우신(19대), 서정탁(20대), 최남용(21대), 송은규(22대), 조성도(23대), 전철홍(24대), 김명구(25대), 

빈성일(26대), 이명철(27대)

감                    사 나경욱, 최남홍

평        의        원  강승백, 경희수, 고해석, 김경택, 김명구, 김주오, 김형수, 문영완, 빈성일, 손종민, 송무호, 원예연, 유주형, 이광원, 이동철, 

이명철, 이범구, 임수재, 전철홍, 정화재, 조성도, 조세현, 최종혁, 최충혁, 하철원

편  집  위  원  회  경희수(위원장), 김강일(부위원장), 송상준(간사), 김경태, 김영모, 김진구, 문찬웅, 배기철, 선종근, 손욱진, 심재앙, 염윤석, 

오광준, 왕준호, 윤정로, 이대희, 인용, 장종범, 최의성, 하철원, 한승범, 황선철

학  술  위  원  회  문영완(위원장), 윤경호(부위원장), 이한준(부위원장), 이용석(간사), 최원철(부간사), 고인준, 김동휘, 김석중, 김재균, 김창완, 

노정호, 박관규, 배지훈, 서영진, 안지현, 양재혁, 왕립, 이상학, 이상훈, 정운화, 조형준, 최성욱, 한계영, 한혁수

교과서편찬위원회 유재두(위원장), 박관규(간사), 고인준, 김동휘, 김영모, 김재균, 문찬웅, 배지훈, 심재앙, 오광준, 이상학, 이용석, 조형준

홍보전산위원회 이우석(위원장), 김동휘(간사), 김성환, 김종민, 김지형, 손욱진, 심재앙, 이용석

사료편찬위원회 최영준(위원장), 이상훈(간사), 경희수, 김영모, 나경욱, 배기철, 서승석, 선종근, 이용석, 최충혁

보  험  위  원  회  강승백(위원장), 양재혁(간사), 고인준, 김경태, 김성환, 박관규, 박용지, 배지훈, 선승덕, 심재앙, 이상학, 이용석, 이한준, 

장종범, 한승범

제도운영위원회 서승석(위원장), 이용석(간사), 강승백, 경희수, 문영완, 유재두, 이명철, 이우석, 조성도, 최영준

윤  리  위  원  회 조성도(위원장), 강승백, 경희수, 송은규, 전철홍

국  제  위  원  회 이명철(위원장), 인용(간사), 김진구, 나경욱, 선종근, 왕준호, 이광원, 이범구

심  사  위  원  회  강동근, 김성환, 김영진, 김인성, 김지형, 김태우, 김현정, 나영곤, 문상원, 박용근, 박용범, 박희곤, 송시영, 신영수, 이범식, 

이병훈, 이상진, 이승준, 이준규, 이진규, 이창락, 장기모, 장문종, 정규성, 주용범, 최형석, 하정구

공지사항

| 학회 | 
• 대한슬관절학회 제37차 정기학술대회
 일시: 2019년 05월 03일 ~ 04일(금~토)       장소: 서울 SDC center(용산드래곤시티)

2019년 5월 3일 금요일
Room A Room B

07:20-07:55 Registration
07:55-08:00 Opening address
08:00-08:45 Session 1 (TKA)  원예연, 김경태 Session 2 (Meniscus)  민경대, 문찬웅
08:45-09:30 Session 3 (TKA)  김주오, 최영준 Session 4 (Meniscus)  최종혁, 김진구
09:30-10:15 Session 5 (TKA)  강승백, 이우석 Session 6 (Osteotomy)  김형수, 장종범
10:15-10:35 Coffee break

10:35-11:29
Session7 우수구연   조성도, 김종민

11:29-11:39 Awards
11:39-12:04 Presidential lecture   최남용

12:04-12:24 General assembly
12:24-13:24 Luncheon symposium 1   문영완 Luncheon symposium 2   경희수

13:24-13:44
Invited lectures I    이명철, 문영완
  Petersen Wolf

13:44-13:54 Discussion

13:54-14:14
Invited lectures II  이명철, 문영완
  Adrian Harvey

14:14-14:24 Discussion

14:24-15:04
Controversial issues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강승백
  한승범, 손영래

15:04-15:14 Discussion
15:14-15:34 Coffee break
15:34-16:19 Session 8 (TKA)   이동철, 배기철 Session 9 (Osteotomy)   임홍철, 나경욱
16:19-17:04 Session 10 (TKA)   김경택, 임수재 Session 11 (Osteotomy)   유재두, 왕준호
17:04-17:58 Session 12 (TKA)   서승석, 송무호 Session 13 (Osteotomy)   빈성일, 한승범

18:00- Gala dinner

2019년 5월 4일 토요일
Room A Room B

08:00-08:45 Session 14 (General)   손종민, 송상준 Session 15 (Cartilage&Osteotomy) 경희수, 인    용
08:45-09:30 Session 16 (Patellofemoral)  최남홍, 윤정로 Session 17 (ACL)  정화재, 이한준
09:30-09:50 Coffee break

09:50-10:10
Invited lectures III   서승석, 이주홍
  Matsuda Shuichi

10:10-10:20 Discussion
10:20-10:30 Coffee break
10:30-11:15 Session 18 (TKA)  이주홍, 한계영 Session 19 (ACL)  이광원, 최의성
11:15-12:00 Session 20 (TKA)  최충혁, 하철원 Session 21 (ACL)  황선철, 선종근
12:00-12:45 Session 22 (TKA)  이범구, 유주형 Session 23 (ACL & PCL)  고해석, 윤경호

12:45- Closing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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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학회 일정 | 
학술대회명 개최 예정일 장소

2019년 제39차 대한관절경학회 춘계학술대회 2019. 3. 23 대구 컨벤션 센터 (EXCO)
제1회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 슬관절 Live Surgery 심포지움 2019. 3. 30 김해시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
건국대병원 스포츠의학센터 심포지엄 2019. 4. 7 건국대학교

제71차 세브란스 관절경 카데바 워크샵 2019. 4. 7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수술해부연구센터
ICOA 2019, 4th International Cartilage and Osteoarthritis Symposium 2019. 4. 13 아주대학교병원

대한 골다공증학회 춘계 학술대회   2019. 4. 14 서울

2019 대한정형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2019. 4. 18 - 20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
APKASS 2019. 4. 18 - 24 Chengdu, China
18th 삼성 3D-Linker 슬관절 심포지움 2019 2019. 4. 27 삼성서울병원 대강당
AANA 2019. 5. 1 - 3 Orlando, FL, USA
2019 대한슬관절학회 제37차 정기학술대회 2019. 5. 3 - 4 서울 SDC center
ISAKOS 2019. 5. 12 - 16 Cancun, MEXICO
2019년 제7회 관절경 수술 심포지엄 2019. 5. 26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신의학관 유광사홀
EFORT 2019. 6. 5 - 7 Lisbon, Portugal
2019 한일정형외과학회 2019. 6. 21 - 22 강원도 평창
대한 골다공증학회 하계 심포지엄     2019. 6. 30 제주

제2회 서울백병원 KATA 연합 스포츠의학 심포지움 2019. 7. 7 서울백병원 강당(혹은 인근 강당) - 미정
14회 Asan Meniscus & Osteotomy Symposium 2019. 7. 7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
AOSSM 2019. 7. 11 - 14 Boston, MA, USA
제24회 고려대학교 관절경 연구회 카데바 워크샵 2019. 7. 13 - 14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실용해부센터
6th KOREA-JAPAN Knee Osteotomy Symposium (한일절골술학회) 2019. 7. 27 Tokyo, Japan
제4회 CCTIKS 2019. 8. 18 삼성서울병원 대강당
경희슬관절심포지움 2019. 8. 24 경희대 청운관
부민병원 심포지움 2019. 8. 31 부산

2019 CUMC Knee Symposium: Management of Early OA of the Knee. 2019. 9. 7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 
(또는 서울성모병원 대강당)

제73차 세브란스 관절경 카데바 워크샵 2019. 9. 29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수술해부연구센터
2019년 제39차 대한관절경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19. 10. 5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신의학관 유광사홀
대한 골다공증학회 하계 심포지엄       2019. 10. 6 서울

2019 대한정형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2019. 10. 17 - 19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
2019 대한슬관절학회 대전, 충청 추계심포지움 2019. 11. 2 미정 
6th Korea University Asia Cadaver Workshop 2019. 11. 8 - 9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실용해부센터
제4차 Veterans Patellofemoral Arthrosis Symposium (VPAS) 2019. 11. 9 중앙보훈병원 지하2층 대강당
2019년 제10회 대한관절경학회 연수강좌 2019. 11. 17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
제12회 무룹병원 Live surgery 2019. 11. 23 마산 BNK홀
2019 대한슬관절학회 제11회 연수강좌 2019. 12. 7 서울 SDC center
The Current Issues in Knee Arthroplasty and Live Surgery 2019. 12. 13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1층 임상 제 1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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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회 소식 | 
 1. ISAKOS 2019
   2019년 ISAKOS가 2019년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됩니다. ISKAOS는 격년으로 개최되며 관절경, 슬관절 수술, 

스포츠정형외과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 중 하나로 인정 받고 있어 각 분야 별 권위 있는 선생님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편집위원회 | 

• KSRR 공지 사항

 1.   KSRR은 현재 학술진흥재단, PubMed, PubMed Central, KoreaMed, KoMCI, CrossRef, EBSCO와 Google Scholar 등재 잡지입니다. 
학술지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 애써주신 회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   KSRR의 심사 시스템의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고 사이트는 근시일에 BMC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투고 시 
혼란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투고 예정인 논문은 가급적 BMC로의 투고를 요청드립니다.

  심사자들께서는 빠른 심사, 판정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심사 후 투고는 변경된 사이트로 투고하도록 유도해 해 주십시요.
  저자들께서는 재투고시 심사 사항에 대해 완전한 논문을 투고해 주시어, 효율적인 심사와 출간이 되도록 해 주십시요. 
  심사 시스템 변경에 대한 홍보, 교육을 위한 긴급 워크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 시: 2019년 03월 28일(목) 19시
  장 소: 서울 드래곤시티 3층 신라 1룸 (서울 용산구 청파로20길 95 서울드래곤시티, Tel: 02-2223-7000)
 3.   학술지 위상 강화와 국제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당면한 최우선 과제인 SCOPUS 와 SCI(E)를 등재를 위해선 논문 편수와 인용률의 

획기적인 증가가 필요합니다. 회원님들이 SCI(E)에 투고 시 최근 2년간 게재된 KSRR 논문의 적극적인 인용을 부탁드리며, 많은 citation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원저를 KSRR에 많이 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Vol. 31 / No. 1 / March 2019 

Review Articl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Arthroscopic Meniscus Repair in Young Patients: Comparison of All-Inside and Inside-Out 
Suture Techniques
Dong-Geun Kang, Young-Jin Park, Jae-Ha Yu, Jong-Byung Oh, Dong-Yeong Lee

Original Articles
Preoperative Varus-Valgus Stress Angle Difference Is Valuable for Predicting the Extent of Medial Release in Varus Deformity during 
Total Knee Arthroplasty
O-Sung Lee, Ashraf Elazab, Yong Seuk Lee

The Accuracy of Alignment Determined by Patient-Specific Instrumentation System in Total Knee Arthroplasty
Kwangkyoun Kim, Jungsung Kim, Dokyoung Lee, Sohui Lim, Jiyoon Eom

A Multivariate Analysis on the Effect of No Closed Suction Drain on the Length of Hospital Stay in Total Knee Arthroplasty
Kohei Nishitani, Shinichi Kuriyama, Shinichiro Nakamura, Hiromu Ito, Shuicih Matsuda

Component Alignment in Simultaneous Bilateral versus Unilateral Total Knee Arthroplasty
Irfan Qadir, Bahar Shah, Muhammad Waqas, Umair Ahmad, Shahzad Javed, Amer Aziz

Analysis of Mechanical Loading after Anatomic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Using Combined Single-Photon Emission 
Computerized Tomography and Conventional Computerized Tomography
Byung Kag Kim, Tae Won Kim, Chul Ho Hwang, Hong Ki Park, Kyung Hoon Hwang, Jae Ang Sim, Yong Seuk Lee, Beom Koo Lee

Intra-articular Recombinant Human Growth Hormone Injection Compared with Hyaluronic Acid and Placebo for an Osteoarthritis 
Model of New Zealand Rabbits
Andri Maruli Tua Lubis, Erick Wonggokusuma, Aldo Fransiskus Marse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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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hroscopic Treatment of Infrapatellar Fat Pad Impingement between the Patella and Femoral Trochlea: Comparison of the Clinical 
Outcomes of Partial and Subtotal Resection
Young-Mo Kim, Yong-Bum Joo

Case Reports
Distal Femoral Medial Opening Wedge Osteotomy for Post-Traumatic, Distal Femoral Varus Deformity
Myoung-Soo Cha, Si-Young Song, Koo-Hyun Jung, Young-Jin Seo

Osteochondral Lesion in Diffuse Pigmented Villonodular Synovitis of the Knee
Anshu Shekhar, Savneet Singh, Shantanu Sudhakar Patil, Sachin Ramchandra Tapasvi

Irreducible Knee Dislocation with Vastus Medialis Muscle Interposition
Wazzan Al-Juhani, Bander Ahmed, Turki AlMugren

Core Decompression for Post-Arthroscopic Osteonecrosis of the Lateral Tibial Plateau
Harry William Sargeant, Haroon Rehman, George Zafiropoulos

| 대한슬관절학회 슬관절학교과서 제3판 출판 예정 | 

대한슬관절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위원장 유재두 / 간사 박관규

대한슬관절학회에서는 영창의학사와 함께 슬관절교과서 제 3판 제작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원고를 바탕으로 저희 

편찬위원회에서 교정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곧 저자분들과 감수위원님들께 작성된 교정본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2019년 춘계학술대회 시기에 

출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편찬될 슬관절학교과서에 슬관절학회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소식지 표지 사진 공모 안내 |   

우리 학회는 참신하고 멋진 사진을 선정하여 소식지 표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대한슬관절학회 소식지 표지 사진 공모에 많은 관심과 투고 부탁 
드립니다.

접수처   대한슬관절학회(kks@koreaknee.or.kr)

| 회원 동정 안내 | 
1.  최남홍 교수님께서 차기 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 회장 예정이시며, 2019.4.30 -5.1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는 북미관절경학회 학회지 편집인 모임에 
참석예정입니다.   

2. 김준식 교수님께서 2018.12월 부터 종전 근무지 이대목동병원에서 세란병원(서울 종로구 통일로 256) 인공관절센터로 옮겨 근무합니다. 

• 회원님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알리고 싶은 회원님들의 동정을 학회로 연락주시면 소식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접수처   대한슬관절학회(kks@koreaknee.or.kr)

| 대한슬관절학회 출간도서 | 

1. 슬관절학 개정판 
  대한슬관절학회에서는 78명의 국내 유명한 교수님들로부터 원고를 수집하여 이제까지의 슬관절에 
관한 모든 것을 요약하여 알 수 있도록 교과서를 제작하였습니다. 본 교과서에서는 슬관절의 해부학은 
물론 생역학, 평가, 재활, 관절경 수술, 관절연골, 반월연골판, 인대 손상, 슬개골 및 신전기전 질환, 골절, 
소아청소년 슬관절, 종양, 슬관절염의 치료법, 슬관절 전치환술 등 모든 분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전공의, 전문의 일선에서 진료하는 정형외과 선생님은 물론 모든 임상 선생님들의 연구 
및 진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정가: 280,000원(판매가 266,000원)
 - 출판사: 비엠엠코리아
 - 출판연도: 2013년 10월
 - 구입은 영창출판사(Tel: 02-926-3221)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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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을 맡으신 선생님들과 
편집위원들의 열정과 정성으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슬관절 분야의 지식과 수술술기를 담았으므로 
슬관절학을 배우고 치료하는 선생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정가: 150,000원(판매가 14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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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용어집은 관련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용어 해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습니다. 슬관절학회 용어집은 스마트폰 엡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며 엡스토어에서 
슬관절학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출판물을 구입 불가하나 인쇄본을 원하시면 슬관절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가격: 출판물 구입 불가
 - 출판사: WILEY
 -  대한슬관절학회 용어집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며, 앱 스토어에서 슬관절학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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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칼럼

도가니 전성시대

우리 슬관절학회가 현재 회원님들의 수가 1500명을 육박하고 있으며 
정형외과 최고의 인기 분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원로, 
선배님들의 노고와 함께 동료, 후배님들의 남다른 도가니 (앞으로 무릎을 
도가니라 하겠습니다) 사랑의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정년을 2년여 앞두고 대학병원에서 나와 개인종합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적응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도 앞서고, 
옮기더라도 정년은 마쳐야지 하고 망설였는데 선배님께서 빨리 와서 
도와달라는 부탁에 그래도 나를 원하는 데가 있을 때 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해서 좀 바쁘지만 보람있게 지낸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병원에서 
홀대? 받던 것에 비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우대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으며 걱정했던 전자의무기록 (EMR), 병동 및 수술전후 오더 등을 
간호사, PA (Physician’s assistant)들이 전공의 못지않게 잘 도와줘서 
직접해야하는 일이 좀 많아진 것 외에는 진료하고 수술하는데 대학병원과 
별 차이가 없이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심평원의 통계를 보면  각종 무릎수술 건수가 대형 대학병원보다는 
중소형 병원에서 훨씬 많다고 합니다. 제가 강호에 나와 보니 이러한 
통계가 실감이 나면서 가히 도가니 전성시대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 전공의 시절 (80~84) 그리고 전문의 초년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주임교수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척추, 고관절, 소아를 주로 하셨고 

도가니는 잘 안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도가니는 우스개 소리로 니
(knee)나 해라 해서 주로 젊은 선생님들께서 맡아 하셨다고도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이야말로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축복받은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의 슬관절 학회를 만든 대들보  역할을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공의 시절에는 눈으로 직접 들여다보는 관절경으로 
진단만 하고 수술은 다 열어서 하였고 슬관절 전치환술은 시작 단계로 그 
결과도 썩 만족스럽지 못했었습니다. 수련을 마치고 입대해서 전방에서  
1년을 떼우고 국군대구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놀랍게도 관절경이 
있었으나 거의 안 쓰는 걸 그래도 저는 옆에서 본 경험이 있다고 반월연골판 
파열 의심 환자에게 시술하였던 것이 제가 처음으로 관절경술을 집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도 역시 진단적 관절경만 하고 수술은 
대부분 열어서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던것이 관절경에 비디오 카메라가 연결되고 파워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88 올림픽 이후 스포츠 손상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관절경 
수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당시 88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릎 관절경의 대가들을 초청하여 서울에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고 저도 참석하여 열공 하였던 것이 도가니에 빠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에는 노령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도 
했지만 아직은 생활수준이 높지 않아 노인들께서 나이들면 아픈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참고 지내는 분이 많았고 쪼그리거나 무릎 꿇는 
일이 많은 우리나라 생활 습관 때문인지 수술하면 뻐쩡 다리가 된다하여 
무릎 인공관절수술을 꺼려하는 분들도 있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1995년에는 제1차 대한관절경학회가 서울 신라호텔 

조성도

동천 동강병원

영빈관에서 개최되어 젊은 관절경학도로서 많은 원로 선생님들을 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이후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관절경 수술이 
발전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20여 년 동안 스포츠 손상도 많아지고 노령인구도 많이 증가 
하면서 무릎 관절경 수술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필수가 되었고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은 늘지 않고 있는데에 반하여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그 
결과가 좋아지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사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주로 많이 받는 분들의 연령이 
5년에서 10년까지도 늦어지고 남자 환자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무릎 주위의 절골술도 발전하여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관절 연골을 재생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으니 도가니 전공하시는 분들의 앞날은 앞으로도 계속 밝을 것이며 
약물 및 주사등의 보존적 치료도 다양하게 발전하고있어 슬관절학회 
회원님들은 정년이 훨씬 지나도 여유롭게 진료하시면서도 대우를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슬관절학회 선배님들 대부분이 활동적으로 진료도 보시고 수술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도가니를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의사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전공을 
살려서 환자 진료를 하는 것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겨울에 스키장에서 스키를 아주 잘 타는 모 대학병원에서 척추 
전문하는 대학 동기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참으로 부지런하고 활동적으로 지내는 사람인데  척추 전공하는 

사람들은  정년 후에 마땅히 본인 전공을 살려서 수술도 하고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다고 자조 섞인 말을 하면서 도가니는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정년 후에도 오랜동안 수술도하면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면서 다소 부러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전공하는 
몇몇 친구들은 도가니 동네를 기웃거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정년을 
앞두고 미리 대학병원에서 나와 비교적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도가니 선배님들이 그러시듯이 앞으로 적어도 10년 이상은 
활동적으로 수술하면서 진료할 욕심입니다.

이제는 100세 건강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100세 
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많이 걷고 움직여야 하는데, 여러 관절 중에서도 
도가니가 튼튼해야하겠습니다. 최근 매스컴에서도 튼튼한 도가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저는 앞으로도 지금의 도가니 전성시대가 
계속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슬관절학회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도가니 전성시대를 오래오래 즐기면서 진료하시고, 항상 도가니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  제1차 대한관절경학회 학술대회 1995년 5월 13일 신라호텔영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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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충남대병원 정형외과

정형외과 의사와 인공지능

‘인공지능’, ‘딥러닝’, ‘머신러닝’, ‘강화학습’등은 이제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들이 되었고, 실제로 우리 주위에 널리 퍼져있다. 우리 앞에 
있는 컴퓨터, 스마트폰에서도 많은 기능들이 인공지능으로 구현되고 
있다. 내 친구일 것 같은 사람을 알아서 추천해주는 페이스북, 얼굴이 
비슷한 사람들을 인식해서 앨범으로 정리해주는 구글 포토, 내가 가는 
경로의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최적의 주행경로를 추천해주는 
네비게이션, 구매이력을 기억해서 내가 살만한 상품을 첫 화면에 띄워주는 
영악한 쇼핑몰, 카카오톡을 보낼때 한두글자만 쓰면 예상되는 문장을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기능, 논문 쓰는데 필수가 되어버린 구글번역기 등.. 

의료영역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은 대부분 기계를 사람처럼 훈련시키는 
머신러닝 (Machine learning)의 영역에 해당한다. 머신러닝은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과 비지도학습 (unsupervised learning)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1) 지도학습은 문제와 답으로 구성된 데이터로 기계를 
훈련시켜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알고리즘 (함수)을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입력 값을 학습된 알고리즘에 입력하면, 답을 예측한다. 우리가 통계에서 
사용하는 회귀분석 (Regression)과 분류 (Classification)가 지도 학습에 
해당한다. 비지도 학습은 자율학습이다. 답이 없는 데이터를 주면, 데이터 
안에 있는 패턴을 찾아서, 특성이 비슷한 군 (group)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얼굴이 비슷한 사람들을 인식해서 구분하는 구글포토가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이다. 

이런 족집게 같은 기술이 작동하는 이유는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예측’이기 때문이다. 친구일 것을 예측하고, 사진 속의 인물을 
예측하고, 도착예정시간을 예측하고, 좋아할 만한 상품을 예측하고, 
단어에서 문장을 예측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본질이다. 인공지능이 대량의 
데이터와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 예측한 것을 우리는 의사 결정에 
사용한다. 20억명의 페이스북 사용자 중에서 친구를 쉽게 찾아내고, 
수많은 사진을 자동으로 정리한다. 이런 기능이 정형외과 의사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의료는 끊임없는 의사결정의 과정이다. 외래에서 무릎이 아픈 
환자가 왔다면, ‘진단은?’, ‘injection이 도움이 될까?’, ‘무슨 약을 
줄까?’, ‘MRI를 찍는게 도움이 될까?’ ‘수술하는 것이 좋을까?’, ‘수술 
후 결과가 좋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등등 수많은 질문이 생긴다.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 우리는 경험 (빅데이터)을 쌓고, 구조화된 지식  
(알고리즘)을 학습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criteria, treatment algorithm, 
classification, scoring system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만들어진 
구조화된 지식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많은 ▶ 그림 1. 비지도 학습과 지도 학습

변수들이 있기에, 단순한 알고리즘에 입각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의료영역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지점은 우리가 ‘지능’을 이용하여 
예측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다. 지금의 지식으로 결정이 망설여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은 
얼마든지 있고, 인공지능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변수를 동시에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의사결정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다. 기존의 
지식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대량의 데이터와 정교한 
알고리즘이 필요할 뿐이다.

정형외과영역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연구와 논문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연간 20여편 수준으로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그림 2) 논문의 
주제들도 X-ray, MRI등의 의학 영상을 이용하여, 질병의 예후를 예측 
하거나, 영상의 이상 소견을 감지하는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인공지능의 방법으로는 2015년이후로 딥러닝을 이용한 영상자료 분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해당 논문들은 영상의학과나 의공학 전문가들이 
주로 저술하고 있으며, 정형외과 질환에 대한 통찰이 깊지 못한 내용들이 
많다. 영국의 한 대학 의공학과에서 2017년에 발표한 논문은 ‘응급실에서 
시행한 손목 X-ray사진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학습시켰더니, 약 95%
의 정확도로 골절을 진단하였다’는 내용이다. 대단한 내용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100명의 환자 데이터를 사용했고, 진단을 놓친 5%의 환자도 
linear fracture가 아닌 전위가 심한 골절들이었다. 일반인도 거의 100% 

알 수 있는 골절을 95%의 정확도로 진단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해당 분야와 질환에 대한 배경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통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료를 마음껏 요리할 수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면, ‘통계적 유의성’ 너머에 
숨겨진 의미들을 찾을 수 있다. 의사들이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직접 
코딩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해당 전문가와 협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상적인 접근법은 의사들이 연구의 주제를 설정하고, 
연구 재료가 되는 양질의 data를 정리한 뒤, 인공지능 전문가들에게 
알고리즘의 개발을 의뢰하는 것이다. 개발된 결과물의 가치를 판단하고, 
임상적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은 임상가의 역할이다. 앞서 보았던 논문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domain knowledge)가 부족한 상태에서 방법론 
(인공지능)만을 앞세웠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암환자 치료에서 IBM Watson이 사용되는 것처럼, 정형외과에서도 
기존의 지식체계를 대체하기위한 의사결정 보조시스템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이 점점 더 많이 소개될 것이다. 그러나, 임상적 결정은 
언제까지나 임상의사의 몫이 될 것이고, 결정에 따른 책임 역시 우리의 
것이다. 연구나 논문이 아니라, 일상의 진료를 위해서도 인공지능을 
사용해야 하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지금 서점에 가서 가장 얇고, 
쉽게 생긴 인공지능 입문서적 한 권을 사서 책장에 꽂아두자. 언젠가는 
읽게될 것이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딥러닝’등 개념이 하나씩 정리될 
것이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 그림 2. 인공지능을 이용한 정형외과 논문 출판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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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주위 건염의 약물 치료

무릎 주위 건염의 약물 치료로는 경구 약물부터 국소적 약물, 그리고 
병변 부위에 직접 약물을 주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서로 다른 약리작용을 가진 두 약물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진통 효과를 향상 시킬 수도 있습니다.

1. 아세트아미노펜 (Acetaminophen)

경구 약물로는 우리가 흔히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도 
구입 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속하는 상품명 타이레놀이라고 부르는 
아세트아미노펜이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항염증 효과는 미미하지만 
중추 신경계의 프로스타글란딘 (prostaglandin)을 차단함으로써 효과적인 
진통효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허용된 용량보다 많이 복용하거나 같은 
성분의 약을 동시 복용하게 되면 간독성을 보일 수 있는 약물이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

앞서 언급한 아세트아미노펜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진통제로 
프로스타글란딘 (prostaglandin)의 생합성에 관여하는 사이클로옥 
시게나제 (cyclooxygenase, COX)를 차단하여 진통, 해열, 항염증 
작용을 나타내는 약물입니다. 경구로 복용을 많이 하게 되지만 경구 
약제의 복용이 힘든 환자에서는 국소적으로 바를 수 있는 겔이나 
연고, 패치 형태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염증 작용에 의해 통증을 
경감시키는 기전으로 작용하지만, 경구 및 국소제제는 위장관계 질환 
및 심혈관계의 부작용을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 하에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스테로이드 주사

통증을 유발하는 병변 부위에 직접 약물을 주사하는 방법들도 다양하게 
보고 되고 있습니다. 먼저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정확한 
기전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염증을 경감시킴으로써 단기간에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사 후 오히려 통증이 
증가하거나 특히 반복적인 주사 후에 건파열 등이 보고되어 슬개건염에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프롤로 치료

프롤로 치료는 인대증식주사로도 불리는데 고농도의 포도당 같은 
약물 주사를 통해 건을 자극시켜 회복을 유도하는 원리입니다. 프롤로 
치료를 시행하면서 초음파기기를 병용할 경우 정확한 병변에 주사 할 수 
있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프롤로 치료는 비교적 안전한 
주사로 인식되나, 신경 혹은 혈관에 주사하게 되면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며 피부감염이나 알러지를 드물게 유발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5. 혈소판 농축 혈장치료 (PRP: platelet rich plasma)

자가혈 주사라고도 불리는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는 본인의 혈액 
속에서 혈소판과 성장인자가 농축된 혈장으로 분리하여 병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입니다. 몇몇 연구에서는 증상 경감에 효과적이었다는 
결과도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 받지 못해서 
치료 목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시술을 하게 되면 불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본 내용은 일반인들에게 정확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자 대한슬관절학회 학술위원회 산하 건강정보 소위원회에서 작성 및 편집중인 원고입니다.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대한슬관절학회 또는 건강정보 소위원회 간사 배지훈(osman@korea.ac.kr)에게 연락주시면 반영할 예정입니다.  

�  대한슬관절학회에서 작성한 건강정보(대한슬관절학회 홈페이지 일반인 건강정보 참조)를 각 병원 질환 홍보게시판에 게시를 권장해드리며 대한슬관절학회로 
연락을 주시면 원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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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정형외과

대한슬관절학회 (KKS)-프랑스관절경학회 (SFA)  

Travelling Fellow를 다녀와서

대한슬관절학회와 프랑스관절경학회는 2016년부터 두 학회의 

교류를 위해서 travelling fellow를 교환하고 있다. 2016년에는 

빈성일 교수님이 godfather로 왕준호 교수님과 선종근 교수님께서 

travelling fellow로 다녀 오셨고, 2018년에는 나와 경희대 송상준 

교수님이 travelling fellow로서 godfather인 송은규 교수님을 모시고 

다녀오게 되었다. 일정은 2018년 12월 2일 출발하여 리옹 (Lyon), 

보르도 (Bordeaux), 렌 (Renne)을 방문하고, 마지막으로 스트라스부르 

(Strasbourg)에서 프랑스관절경학회를 참석한 후 12월 16일 귀국하는 

2주간의 빡빡한 일정이었다. 2주간 여러 병원과 클리닉을 방문하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 

특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는데, 

방문하였던 각 병원마다 다양한 방법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고 

있었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외측인대 (ALL) 재건술을 술자에 

따라서 시행하는 적응증이 약간 달랐지만, 내가 보았던 거의 모든 프랑스 

정형외과 의사들이 시행하고 있었고, 각자 나름의 수술방법을 고안하여 

시행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기분 좋았던 것은 프랑스 의사들이 

한국 슬관절학의 수준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본 글에서는 우리가 방문하였던 도시와 병원에서 우리 일행이 보고 

배우고 느꼈던 점과 있었던 일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1. 리옹 (Lyon)

우리 일행은 2018년 12월 2일 프랑스 파리공항을 경유하여 

리옹에 도착하였다. 긴 여정에 밤에 늦게 도착하였지만 Dr. Bertrand 

Sonnery-Cottet이 우리를 마중 나와 주었고, 우리 일행이 묵을 

호텔에서 함께 늦은 저녁식사를 같이 하였다. 그는 저녁식사를 하면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였고, 특히 전외측인대 

재건술의 효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또한 한국의 

슬관절학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있으며, 우리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원하고 있는 느낌을 받아 긴 여정에 피곤한 몸이었지만, 기분 

좋은 저녁이었다. 다음날 우리는 Dr Sonnery-Cottet가 있는 Centre 

Orthopédique Santy Hospital을 방문하였다. 프랑스 개인 클리닉은 

수술을 7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일행은 피곤하였지만 아침 6시 

30분에 호텔을 출발하였다. 그날 Dr. Sonnery-Cottet은 수술이 없었고, 

같이 근무하는 Dr. JM Fayard가 수술이 있었는데, 수술방법은 Dr. 

Sonnery-Cottet과 같은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날 환자 맞춤형 기구 

(PSI)를 이용한 근위경골절골술을 참관하였고, 여러건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전외측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다. 가장 관심이 갔던 것은 

전방십자인대와 전외측인대 재건술이었다. 실재 Dr. Sonnery-Cottet 은 

전외측인대 재건술을 거의 모든 환자에게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고, 이를 

통하여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실패율을 반 정도로 낮추었다고 말한바 

있었다. 그의 방법은 gracilis와 semitendinosus tendon을 경골 

부착부를 떼지않고 채취한 다음, 전방십자인대 이식물과 전외측인대 

이식물을 하나로 연결시킨 상태에서 한꺼번에 재건하는 방법이었다 

(그림1).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위한 터널은 outside in 방법으로 

전외측인대 대퇴골 부착부에 만들고, 전외측인대는 두 가닥으로 하여 

근위 경골부에 터널을 만들고 sling으로 걸어 대퇴골 부착부에는 실로 

묶는 정도로 고정을 하였다. 전외측인대의 대퇴골 터널을 추가로 만들지 

않고, 한번에 전방십자인대와 전외측인대를 다같이 재건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수술시간도 30분 남짓으로 길지 않아 장점이 많은 

수술로 생각되었다. 

수술이 끝난 후 저녁에는 우리가 리옹에서 방문할 병원에서 근무하는 

Dr. Sonnery-Cotte, Dr. Fayard, Sebastian Lustig 교수 등과 함께 

리옹에서 유명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림 2). 

둘째 날 우리는 Lyon Croix-Rousse university hospital을 

방문하였다. 리옹대학교에는 Servien 교수와 Lustig 교수가 있었는데, 

프랑스는 우리 나라와 달리 교수의 숫자가 많지 않아, 대략 90명 정도의 

정형외과 교수가 있는데, 그 중 여자 교수는 3명 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 3명의 여자 교수 중 한명이 Servien 교수였다. Servien 교수는 여자 

이지만 굉장히 활달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스타일이었고, Lustig 

교수는 보기보다 젊은 교수로 상당히 재미있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교수였다. 리옹대학교는 Albert Trillat, Henri Dejour 등 슬관절 

분야에서 큰 족적을 남긴 대가들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리옹학파의 

중심으로 프랑스 정형외과 역사에서도 큰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을 Lustig 

교수의 강의를 듣고 알게 되었다 (그림 3). 

리옹대학교에서는 주로 인공관절 수술을 볼 수 있었다. 오후에는 병원 

의국에서 주변의 정형외과 의사들과 함께 mini symposium이 열렸고, 

송은규 교수님, 송상준 교수님, 나는 각각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고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에는 Servien 교수, Lustig 교수, Dr, 

Guillaume Demey 등과 함께 미슐랭에 등재된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만찬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림 4).

2. 보르도 (Bordeaux)

리옹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6일 아침 우리는 Lyon St Exupery 

공항을 출발하여 보르도의 Merignac 공항에 도착하였다. 공항에는 

작년에 한국으로 travelling fellow를 왔던 Dr. Nicolas Bouguennec이 

마중 나와 있었고, 만나서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보르도 시내를 둘러본 

후 호텔에 여장을 풀고 CCOS & Clinique de Bordeaux Mérignac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Dr. Nicolas Graveleau의 수술을 참관할 수 

있었는데, 나이는 40대 중 후반 정도였지만, 전임 프랑스관절경학회 

▶  그림 1. 전방십자인대 및 전외측인대 재건을 위해 gracilis와 semitendinosus 
tendon을 다듬는 모습. 가운데 굵은 인대가 gracilis tendon을 부착부에서 떼어낸 
다음 여러 번 접어서 semitendinosus tendon에 부착 시킨 것으로 전방십자인대 
이식물이 되고, 원위부에 있는 semintendinosus tendon은 전외측인대 재건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  그림 2. Marguerite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한 후 Dr. Sonnery-Cotte, Dr. Fayard, 
Sebastian Lustig 교수와 함께 찍은 사진 

▶  그림 4. L’Auberge du Fond Rose에서 Dr. Demey, Servien 교수, Lustig 교수 (좌측 
부터) 등과 같이 저녁 만찬 후 함께 찍은 사진

▶  그림 3. A) 리옹대학교병원의 Servien 교수와 Albert Trillat의 초상화 앞에서 찍은 
사진. B) Ollier 의 흉상 앞에서 Lustig 교수와 함께 찍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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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이었다고 하였다. 특징적인 점은 개인 병원이다 보니 수술 준비부터 

수술의 모든 과정 뿐 아니라 환자가 회복실로 나갈 때까지 모든 과정을 

집도의가 혼자서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시간이 길지 않아서 

hamstring tendon을 이용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경우 이식건 

준비를 포함하여 수술 전 과정이 25-30분 정도면 끝났다. 이것은 

프랑스의 의료 제도가 수술을 많이 해야 이윤이 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술 시간을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경우 hamstring tendon을 이용하여 

잔존 인대를 남긴 상태에서 단일다발 재건술을 전외측인대 재건술과 

같이 시행하였는데, 두가지 인대를 hamstring으로만 재건을 해야하기 

때문에 적절한 굵기의 이식건을 얻기 위해서는 이식건이 짧아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퇴골과 경골부를 모두 suspensory fixation 

device를 이용하여 고정을 시행하였다는 점이다. 전외측인대를 위한 

이식건의 경우 리옹에서 본 방법과는 달리 단일 다발로 해부학적 재건을 

시행하려고 하였고, 대퇴골부는 대퇴외과의 후상방에 추가적인 터널을 

만들어 생적합성 간섭나사(biointerference screw)로 고정하였다. 

경골부는 Gerdy’s tubercle 후방에 터널을 형성하여 suspensory 

fixation device를 이용하여 경골 전내측부에 고정을 시행하였다 

(그림 5).  

수술은 저녁까지 기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수술이 끝난 후 의국에서 

Dr. Philippe Colombet와 함께 각자의 연구를 발표하면서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Dr. Colombet는 매우 친절하고 인자하신 분으로 

생각되었는데, 전방십자인대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 오신분으로, 

내년에는 이 병원에서의 정년을 앞두고 있다고 하였다. 내가 그에게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에 대한 많은 이견과 이론에 대해서 과연 정답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을 때,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대로 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답하였는데, 사실 우리 자신이 너무 수술의 유행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현재 유행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에는 Dr. Colombet의 수술을 참관하였는데, 그는 

hamstring tendon을 이용하여 전방십자인대 및 전외측 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는데, Dr. Sonnery-Cottet 과 비슷한 방법으로 

전방십자인대 대퇴 터널을 전외측인대 부착부에 만들어 두개의 인대를 

동시에 재건하였는데, 다른 점은 suspensory fixation device를 모두 

사용하였고, 전외측인대의 대퇴부 고정 은 전외측인대를 loop 같은 

것으로 전방십자인대 이식물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시행하였다는 

점이었다. 오전에는 Dr. Colombet의 수술을 참관한 후 오후에는 잠깐 

보르도에 있는 와인 박물관을 둘러 보았다. 그리고 밤에는 보르도 시내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만찬을 하였는데, Dr. Colombet와 그의 부인, Dr. 

Bouguennec, Dr. Yacine Carlier 등이 참석하였는데, Dr. Columbet의 

부인도 정형외과 의사이며, Dr. Carlier는 shoulder surgeon으로 

프랑스관절경학회 임원이었다. 이들과 함께 우리 일행은 밤 늦은 

시간까지 (12시) 맛있는 프랑스 만찬을 즐기며 보르도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그림 6).

3. 렌 (Renne)

보르도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12월 8일 아침 보르도 역에서 TGV를 

타고 다음 행선지인 렌으로 출발하였다. 렌 역에서는 우리나라에도 

왔었던 François-Xavier Gunepin 교수가 우리를 마중 나와 있었다. 

렌은 작고 아담한 아름다운 도시였다. 우리는 Le Magic Hall이라는 

호텔에 묶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Herve Thomazeau 교수와 Gunepin 

교수와 함께 프랑스 가정식 식사를 하였다. 식사 후 그들은 우리 

일행에게 호텔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컨퍼런스 홀을 보여 주었는데, 

특이한 점은 아주 오래된 옛날 성당 건물을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을 하여 

고풍스러운 모습과 현대적인 모습이 공존한다는 점이었다. 이 곳에서 

2019 프랑스 관절경학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였다. 오후에 이 건물 

한 방에서 렌과 주변 지역의 정형외과 의사들이 모여 Multiligament 

▶  그림 5. A) 채취한 Semitendinosus tendon을 5가닥으로 하여 양끝에 suspensory 
fixation device를 연결하여 완성된 전방십자인대 이식건. B) Gracilis tendon을 
접어서 완성된 전외측인대 이식건

▶  그림 6. Dr. Carlier, Dr. Colombet 부부, Dr. Bouguennec (좌측부터)과 함께 즐거운 
저녁 만찬 후 함께 찍은 사진 

▶  그림 7.  A) 스타드 렌 구장에서 축구경기를 관람한 우리 일행. B) 렌 지역의 정형외과 
의사들과 스타드 렌 구장에서 경기 관람 후 찍은 단체 사진

injured knee에 대한 작은 미팅이 열렸고, 나와 송상준 교수님은 

transeptal portal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미팅 후 그 곳 정형외과 의사 

중에 한국인 의사와 결혼한 분이 있어서 소개를 받았고,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다. 

저녁에는 프랑스 1부리그 프로축구팀인 렌지역의 스타드 렌 (Stade 

Renne FC)의 축구 경기를 VIP룸에서 관람하면서 그곳 정형외과 

의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여행의 피로를 잠시 풀 수 있었다  

(그림 7). 

다음날 새벽에 우리는 프랑스의 세계적 관광지인 몽생미쉘 (Mont St 

Michel) 수도원으로 출발하였다. 몽생미쉘은 천사 미카엘의 계시를 받고 

8세기 무렵 수도원이 건립되었다고 하며, 이후에 800년에 걸쳐서 성이 

건립되면서 수도원으로서 또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이용되었다고 한다. 

날씨는 바람도 심하게 불고 비도 가끔 뿌리는 추운 날씨 였지만, 너무나 

아름다웠고 왜 이곳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 

몽생미쉘에서 돌아온 후 우리 일행은 호텔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마지막 행선지인 스트라스부르로 향하였다.

4. 스트라스부르 (Strasbourg)

12월 9일 몽생미쉘 투어를 마친 후 렌 공항을 출발하여 스트라스부르 

공항에 도착하였고, 그곳에 마중 나온 2018 프랑스관절경학회의 

congress president인 Clavert 교수 (shoulder surgeon)를 만나 

스트라스부르 전통 식당에서 늦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다음날 아침 Dr. Christian Lutz와 함께 그가 근무하는 Rhena 

clinic을 방문하였다. Dr. Lutz는 우리가 도착하기 전 자신의 논문을 미리 

보내주어 미리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그는 ITB tendon을 

이용하여 전방십자인대 및 전외측 인대 재건술을 함께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는데, ITB의 후방부를 Gerdy’s tubercle에 붙여 둔 상태에서 

충분한 길이만큼 채취하여 전외측인대의 대퇴골 부착부인 대퇴외과 

후상방에 전방십자인대 터널을 만들어 통과 시킨 후 관절 내로 통과하여 

경골터널에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시행하였는데, 방법이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그림 9, 10).

저녁에는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명한 레스토랑인 Le Haras 식당에서 

Dr. Lutz와 식사를 하였다. 그곳은 예전에는 마구간이었는데 개조를 

해서 고급식당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는 점이 특이 하였다. ‘Haras’는 

프랑스어로 말을 뜻한다. 

다음날은 스트라스부르 대학병원에 있는 Jean-Yves Jenny 

교수의 수술을 참관하기 위해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섰다. Jenny 교수는 

주로 navigation을 이용한 인공관절 연구를 많이 하였는데. 송은규 

▶  그림 8. A) 잠깐 햇살이 비칠 때 찍은 몽생미쉘 전경. B) 몽생미쉘 위에서 찍은 사진. 
조수 간만의 차가 커서 썰물 때 출입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다리가 개통되어 
수시로 다닐 수 있게 되었다.

▶  그림 9. A) ITB tendon의 후방부를 Gerdy’s tubercle에 붙여둔 상태에서 채취하는 
모습. 원위부 보다 근위부를 더 넓게 채취하여 근위부를 전방십자인대 이식건으로 
사용하게 된다. B) 채취한 ITB tendon을 다듬은 모습 

▶  그림 10. Dr. Lutz (우측)와 모르코에서 온 의사와 함께 수술 참관 후 함께 찍은 사진.

▶  그림 11. A) 송상준 교수님과 B) 내가 Jenny 교수의 인공관절 수술에 참여하여 
참관하는 모습.

▶  그림 12. Dr. Gregory Difelice, Dr. Dominique Rouleau, Andrea Ferretti 교수, 
보르도에서 만났던 Dr. Graveleau와 함께 식사 후 찍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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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과는 CAOS 학회 관계로 잘 아시는 분이었다. 역시 수술은 

navigation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을 하였는데. Jenny 교수의 배려로 

나와 송상준 교수님은 직접 수술에 참여할 기회를 얻어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그림 11).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와 달리 인공관절 수술이 당일 수술 및 

퇴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환자의 불만이 심했을 

것 같은데 이곳에서는 가능한 점이 놀라웠다. 이는 프랑스의 의료제도와 

관련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우리는 직접 그날 오전에 인공관절 

수술을 한 환자가 어떻게 재활을 하고 당일 퇴원을 하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수술 참관 후 우리 일행은 Clavert 교수와 함께 스트라스부르 

다운타운에 있는 Petite France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향하였다. 그때 유명한 스트라스부르 총격 사건이 발생하였고, 총소리와 

함께 무장한 프랑스 경찰 특공대의 긴박한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 일행은 

그곳을 황급히 빠져나와 놀란가슴을 쓸어 내렸다.

다음날인 12월 12일에는 프랑스관절경학회가 열리는 Palais 

des Congres에 가서 등록증과 책자를 찾은 다음 저녁에는 2018 

프랑스관절경학회 해외연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 그 곳에는 

미국에서 온 Dr. Gregory Difelice, 이탈리아에서 온 Andrea Ferretti 

교수가 참여하여 식사를 하였다 (그림 12). Dr. Difelice는 전방십자인대 

봉합술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 분으로 그에 관한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고, 

Ferreti 교수는 전외측인대 재건술을 모든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함께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계신 분이었다.

5.  프랑스 관절경 학회 (Society of French Arthroscopy, 
SFA)참관기

프랑스 관절경 학회 (SFA)는 공식적으로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 까지 진행되었는데, 프랑스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스위스,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프리카의 모로코 등의 국가의 

정형외과 의사들도 참여하도록 하고있어 공식언어는 프랑스어로 

진행되며, 슬라이드도 프랑스어로 발표를 하고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통역기를 사용할 수 있어 큰 어려움 없이 강의나 발표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 관절경 학회와 마찬가지로 관절경을 시행하는 

knee, shoulder, ankle, hip과 함께 소아 파트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의 파트는 다른 룸에서 진행되어 우리나라 관절경 학회처럼 한 

룸에서 진행될 경우 관절에 따라서 청중들이 이동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학회 구성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ICL과 해외 초청연자의 

강의, free paper session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Knee 파트의 경우 

전방십자인대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발표되었으며, 가장 치열하게 토론이 

진행되었다. 우리 일행도 각자 발표할 기회를 얻었으며, 송은규 교수님은 

무릎 관절염 환자에서 관절연골병변의 치료에 대해서 발표하셨으며, 

송상준 교수님은 개방형 근위경골 절골술과 폐쇄형 근위경골 절골술 

후 하지 길이의 변화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다. 나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에서 경도달법 방법 (transportal technique)과 outside-in 

방법의 최소 2년 추시 임상 및 방사선학적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림 13).

12월 13일 저녁에는 프랑스관절경학회 멤버들과 함께 만찬을 

하였는데, 송은규 교수님께서 대한슬관절학회 회장님의 공식적인 

초청 편지를 현 프랑스관절경학회 회장인 Dr. Francois Sirveaux에게 

전달하셨다. 12월 14일 저녁 gala dinner 에서는 스트라스부르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으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 애도하는 의미로 band 없이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음료나 와인, 맥주 등을 마시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번 프랑스관절경학회에서는 

파리에서 Nicolas Pujol 교수에게 fellow를 하고있던 중앙대 출신 

김성환 선생님을 만나서 서로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고, Pujol 교수와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림 14). 

12월 15일 토요일 마지막날 오전에는 프랑스를 떠나기 전에 

프랑스관절경학회 임원들에게 가지고 간 선물을 전달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고,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 주었다 

▶  그림 13. SFA에서 발표하는 모습. A) 송은규 교수님은 무릎 관절염 환자에서 관절연골병변의 치료에 대해서 발표하셨으며, B) 송상준 교수님은 개방형 
근위경골 절골술과 폐쇄형 근위경골 절골술 후 하지 길이의 변화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고, C) 나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에서 경도달법 방법 (transportal 
technique)과 outside-in 방법의 최소 2년 추시 임상 및 방사선학적 결과를 발표하였다.

6. 맺음말

이번 KKS-SFA travelling fellowship 프로그램은 나에게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프랑스 정형외과 의사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수술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었고, 많은 프랑스 정형외과 의사들을 

만나고 그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었다. 또한 프랑스 정형외과 의사들이 

한국 정형외과 의사들에게 매우 친밀감을 가지고 대해 주었으며, 

우리나라 슬관절학의 수준을 높이 인정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정형외과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으며, 젊은 정형외과 의사로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평생에 없을 좋은 

기회를 주신 대한슬관절학회 회장님 이하 회원들과 힘든 일정 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잘 이끌어 주신 송은규 교수님, 형님처럼 챙겨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송상준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  그림 14. 프랑스관절경학회 마지막 밤에 있었던 gala dinner에서 Nicolas Pujol 
교수와 함께 찍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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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대퇴부 근력에 있어서 운동 치료를 시행한 군이 유의하게 좋아진 

근력을 보여주었다 (P=0.004). 연구 과정에서 심각한 이상 소견이나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 기간 동안 운동 치료군에 속해있던 환자 

중 19%에서 관절경적 수술을 교차로 시행 받았다. 2년 동안 추시하는 

과정에서 양군의 차이가 미미하였고, 운동 치료가 적어도 단기 추시 

상에서는 대퇴부 근력을 호전시키는 것으로 보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골관절염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퇴행성 

반월연골판 파열이 있는 중년 환자의 무릎 기능 측면에서 체계적인 운동 

치료는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치료 방법 중 하나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Krych 등은3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후각부 파열에 있어 비수술적 

치료를 한 matched-pair 그룹과의 비교를 통해 관절경적 부분절제술의 

효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임상적, 방사선적 결과의 

악화와 관련된 위험 인자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 후향적 비교연구는 

임상증상이 있으며, 다른 동반손상이 없는 완전한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후각부 파열을 가진 환자에 있어 관절경적 부분절제술을 시행하고, 최소 

2년간 추시 관찰이 완료된 환자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후 

동일한 진단으로 비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 중 나이, 성별, 체질량지수

(BMI)가 일치되는 대상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임상 및 방사선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관절경적 부분절제술을 시행한 군에서만 임상 

및 방사선적 결과를 악화하는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52명의 환자가 포함되었으며, 관절경적 부분절제술을 시행 받은 군은 

26명(남:9/여:17)이고, 평균 나이는 55±9세, 체질량지수는 32.8±5.3

이었으며, 평균 추시 기간은 5.5±2년(2.3-9.3년)이었다. 수술군에서 

최종적으로 Tegner점수는 3이었고, IKDC는 67.8±20점이었다. 술 전과 

비교하여 최종 추시에서 방사선적으로 KL Gr II이상인 환자가 더 많았다 

(91.3% vs 36%, p<0.01). 수술적 치료를 받은 26명의 환자 중 14명

(54%)에서 평균 54.3개월이 지난 후에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았다. 

비수술적 치료군과 비교하였을 때, 최종적인 Tegner점수, IKDC, KL 

grade, 슬관절 전치환술로의 진행, 전반적인 실패에서 양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수술을 받은 군에서 여성이 더 낮은 최종 IKDC

점수를 보였고 (44.0±2.8 vs 74.6±16.7, p=0.02), 슬관절 전치환술로의 

진행률이 더 높았다 (70.6% vs 20%, p=0.009). IKDC점수가 낮을수록 

(r=-0.91, p=0.01), 반월상 연골판 탈출과 관련된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최종 추시에서 관절염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았다 (p=0.02). 하지만, 이 

연구는 하지전장축(scanogram) 방사선 사진을 시행하지 않아서 내반 

변형이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지는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의 완전 파열에서 

부분절제술은 관절염의 진행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없었다.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후각부 파열에 대해 부분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은 의미있는 

관절염으로 진행하였고, 낮은 임상적 결과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5

년간의 추시에서 높은 인공관절로의 진행율(54%)을 보였다. 여성, 높은 

체질량지수, 반월상 연골판 탈출이 결과에 악영향과 관련이 있었다.

Rongen 등은4 그 동안의 trials 에서 study population의 대표성 

결여라는 제한점을 제기하였으며, cost-effectiveness의 관점에서 

Arthroscopic meniscectomy의 치료적 효용성을 확인할 필요를 

제기하였다. 특히, Arthroscopic meniscectomy을 받은 군이 그렇지 

않은 군과 비교하여 이후 3배 이상의 인공관절 치환술의 위험에 관련이 

있다는 그들의 기존 보고를 토대로 분석을 하였다. Osteoarthritis 

Initiative database을 기반으로 9년의 관찰기간 동안의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 중, Arthroscopic meniscectomy을 받은 군과 받지 

않은 군을 비교하였다. 45-79세의 나이의 퇴행성관절염 환자 4,674명을 

대상으로 state transition (Markov) simulation model을 이용하여 

Arthroscopic meniscectomy을 받은 환자 335명 (7.2%)와 받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cost-effectiveness ratio (치료기간과 나이를 

보정하여 Quality of life (QOL)을 1점 올리는데 필요한 Euros, QALY)

을 계산하였다. 수술 적응증이나 환자 개개인 특성과 관련된 잠재적 

교란인자 및 치우짐을 교정하기 위해 propensity score logit 이 2 

standard deviation이내로 1:1 매칭 알고리듬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cost-effectiveness 분석 중, cost의 경우 Arthroscopic meniscectomy

을 비롯한 인공관절 치환술의 비용과 술 후 14 -40일간의 노동상실비용과 

시행된 물리치료의 비용을 포함하였다. Arthroscopic meniscectomy을 

받은 335명의 환자군에서는 11.3% (38 knees)에서 인공관절치환술을 

9년 관찰기간내에 시행 받았으며, hazard ratio는 3.0 (95% CI 1.7-

5.3)으로 확인되었다. QOL의 estimation을 위해 EQ-5D scores

는 이용가능한 SF-12 scores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2년 이상의 추시 

관찰기간이 있는 양 군에 대해서 수술받기 전의 baseline 과 최종 추시의 

값의 증감을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QOL에 관련된 EQ-5D utility score 

가 Arthroscopic meniscectomy을 받은 군과 받지 않은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9년의 관찰기간동안, Arthroscopic surgery은  

€ 21,345 (SD ± 841)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QALY 은 8.09 

(SD ± 0.07) 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술 받지 않은 경우에는  

€ 16,284 (SD ± 855)의 비용이 들며, QALY은 8.05 (SD ± 0.07) 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rthroscopic meniscectomy의 경우 

QALY 1점의 향상을 위해서 € 150,754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비용은 보존적 치료의 € 20,000 - € 80,000의 기대비용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즉 Arthroscopic meniscectomy은 cost-effective 하지 

않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Sihvonen 등은5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관절경 수술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단일 센터에서 증상이 있는 퇴행성 슬관절 질환과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동반된 환자에서 관절경적 부분절제술을 시행 받은 900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술 후 

1년째에 환자의 주관적 만족도, 환자 본인의 호전정도 평가, Western 

Ontario Meniscal Evaluation Tool(WMIET) 점수의 변화, 그리고 수치 

Article Review

반월연골판의 퇴행성 파열에 대한 

관절경적 수술은 효과적인가?

리뷰어 :  강동근(경상의대), 이병훈(한림의대), 

정규성(인제의대) 

서론

반월연골판의 퇴행성 파열은 일반적으로 중년 이상의 환자에서 

나타나며 만성적으로 천천히 증상이 진행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병변이 계속된 증상을 일으킬 때 치료법으로서 관절경을 이용한 

반월연골판 부분절제술이 통상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2002년 

이래 여러 전향적 연구들이 관절경적 부분절제술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보고하여 효과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어 왔다. 이러한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 퇴행성 반월연골판 파열에 대한 관절경적 

수술은 여전히 빈번히 시행되고 있기에 그 효과와 한계, 적응증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다 하겠다. 본 리뷰를 통하여 반월연골판 퇴행성 파열의 

관절경적 수술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 중 최신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론

Gauffin 등이1 보고한 전향적 무작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년이나 

중년 이상의 연령에서 발생한 반월연골판 병변에서 무릎 관절경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다른 치료와 비교하였을 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중년이나 중년 이상의 연령에서 

발생한 반월연골판 병변에서 체계적인 운동 치료 프로그램과 관절경적 

수술을 병행한 군이 운동 치료 프로그램만을 시행한 보존적 치료 군에 

비해서 임상적인 이득이 있는지 평가하고자 시행된 연구였다. 3개월 

이상의 증상이 있으며 x-ray 상에서 Ahlback grade 0을 보이는, 45

세에서 64세 사이의 (평균 54세±5) 150명의 환자를 두 개의 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였다. 첫째 군은 체계적으로 구성된 3개월 가량의 운동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보존적 치료 군이며, 둘째 군은 관절경적 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첫째 군과 같은 운동 치료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군으로 나누었다. 치료 

시점으로부터 12개월 후의 KOOS score를 평가하였다. 12개월 시점의 

통증을 비교하였을 때 수술을 시행한 군이 보존적 치료 군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OOS score의 변화 정도는 수술을 시행한 군이 

보존적 치료 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군의 차이는 10.6

점). 환자의 나이 또는 증상의 양상 (기계적인 증상 또는 증상의 급성도)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반월연골판으로 인한 

증세가 있는 중년의 환자에게 있어서 잘 계획된 운동 프로그램과 같이 

병행하는 관절경 수술은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

Kise 등은2 퇴행성 반월연골판 파열이 있는 중년 환자의 무릎 기능 

측면에서 운동 치료가 관절경적 반월연골판 부분절제술보다 우위에 

있는지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RCT 결과를 발표하였다. 

MRI를 통해서 골관절염이 없으면서 퇴행성 내측 반월연골판 파열이 

확인된 평균 49.5세 (35.7~59.9세), 1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환자는 2개의 군으로 나누었으며, 첫번재 군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체계적인 운동치료를 시행하였고, 두번째 군은 관절경적 

반월연골판 부분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치료 시행전과 치료 2년 후 

시점에 KOOS score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양군의 차이를 비교 

평가하였다. 그리고 치료 시행전과 치료 3개월 시점에 측정한 대퇴부 

근력을 측정하고 비교 평가하였다. 치료 2년 시점까지의 KOOS score 

변화 정도는 양군에서 차이가 없었다 (0.9점, p=0.72). 3개월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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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hroscopic meniscal debridement와 비수술적 치료보다 유의한 

향상을 보이지 않았다. Knee injury and Osteoarthritis Outcome 

Score 양군 차이:1.6 [95% confidence interval, 22.2 to 5.2], pain 

visual analog scale 양군 차이: 20.06 [95% confidence interval, 20.28 

to 0.15])으로 확인되었다. 지속되는 기계적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는 초기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meniscal debridement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골판 봉합술에 대해서는 5개의 SR과 2개의 

RCT에서 다루어 졌는데, 연골판 봉합술과 비수술적 치료간의 비교연구는 

없었으며, 봉합술간의 차이에 대한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봉합술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시행되는 관절경 

연골판 수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들이 시행되고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 제시하고 있다. 

Hohmann 등은10 퇴행성 반월연골판 파열이 있는 중년 환자에 있어서 

물리 치료와 반월연골판 부분절제술을 비교한 무작위 배정 연구의 질적인 

부분과 편견의 위험 정도에 대해 평가하는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1990년부터 2017년까지 Medline, Embase, Scopus, 

Google Scholar 에서 검색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 중에서 적어도 1개 이상의 검증된 임상 점수를 평가한 연구 및 퇴행성 

반월연골판 파열을 가지고 있는 40세 이상의 중년 환자를 분석한 연구를 

대상으로 본 체계적 문헌 고찰을 시행하였다. 시행한 수술 중에서 sham 

수술, 급성 손상이나 동반된 다른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를 

하였다. 편견 위험도는 the Cochrane Risk of Bias Tool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연구의 질 평가는 the Cochrane GRADE tool and quality 

assessment tool (Effective Public Health Practice Project)을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출판 편견은 funnel plot 및 Egger’s test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연구들간의 통계적인 이질성은 the I2 statistics 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총 6개의 연구가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모든 연구는 

높은 편견 위험도를 가지며, 출판 편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0.23). 

연구 질 평가에서는 높은 질을 보이는 연구 1개, 중간 정도의 질을 보이는 

연구 2개, 낮은 정도의 질을 보이는 연구 3개로 평가되고, 평균적으로 

중간에서 낮은 정도의 연구 질 수준을 보였다. I2 statistics 값은 96.2%

로 연구들간의 이질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관절경적 

부분절제술과 물리치료와의 치료 효과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연구는 없었다. 본 문헌고찰에서 분석한 

연구들은 편견의 위험도가 높고, 연구의 질 평가에 있어서도 중간에서 

낮은 정도 수준이었으며, 환자군의 샘플 크기의 문제 및 연구들간의 

이질성 등으로 인해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과거에 출판된 체계적 문헌고찰이나 메타 분석에서 도출한 결과 및 결론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출판된 연구의 질을 따졌을 때, 관절경적 부분절제술 또는 물리치료 중 더 

우위에 있는 치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하였다.  

Lamplot 등은11 슬관절에서 반월상 연골판 파열과 골관절염이 

동반된 환자에 있어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의 효용성의 

근거를 평가하고자 체계적 문헌 고찰을 시행하였다. 1975년부터 2015

까지 출간된 문헌들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방법(PubMed/MEDLINE/

EMBASE database)으로 조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6개의 문헌이 

선정되었다. 6개중 5개는 무작위 대조 연구이며, 1개는 전향적 코호트의 

횡단면 연구였다. 연구 디자인, 수술, 환자의 특성, 치료 결과, 부작용, 

추가적인 수술 여부 등의 관련된 정보를 추출하였다. 2개의 무작위 

대조연구에서는 국한된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 있어서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이 보존적 치료보다는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하나의 

횡단면 연구에서는 심한 퇴행성 변화가 적을수록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연구대상에 포함된 환자의 관절염 정도가 일관적이지 않았고, 

보존적 치료에서 관절경적 수술로의 전환이 연구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다양성이 존재하였다. 저자들은 반월상 연골판 파열 환자에서 퇴행성 

관절염의 정도가 적을수록 관절경적 수술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중등도 이상의 퇴행성 관절염을 가진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있는 환자에서는 보존적 치료가 효과적이며, 반드시 먼저 고려해야 

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6년 유럽의 22개 국가에서 모인 84명의 정형외과 의사와 

과학자들이 본 의사결정 과정에 참가하였으며, 20개 항목의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 문헌 고찰이나 임상적 경험에 근거한 알고리즘 등을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퇴행성 반월연골판 병변의 수술적 치료에 

대한 ESSKA consensus를 발표한 바 있다.12 이 보고의 결론은 퇴행성 

병변에서 관절경적 반월연골판 부분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은 병변을 

치료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치료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환자의 증상이 퇴행성 반월연골판 병변과 관련이 없을 수 

있으며, 초기 골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분한 

임상 및 방사선적 평가를 거친 후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보존적 

치료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관절경적 반월연골판 

부분절제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공명영상검사를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행할 필요는 없으며, 골관절염을 진단하거나 종양 혹은 

골절과 같은 병변을 배제하기 위해서 단순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ESSKA consensus에서 취합된 의견은 퇴행성 

반월연골판 병변이 있는 경우 어떤 방향으로 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와 임상적 경험 사이에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반월연골판의 퇴행성 파열에 대한 수술적 치료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들은 그 효과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이른바 ‘mechanical symptom’이 있는 경우 관절경적 반월연골판 

등급 척도(NRS)를 사용한 환자의 자가평가를 측정하였다. 또한, 수술 

전 기계적 증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 결과를 비교하였다. 

기계적 증상이 있었던 환자에서 관절경적 수술 후 12개월째 만족한 

결과를 보고한 비율이 기계적 증상이 없었던 환자보다 낮았다 (61% vs 

75%, multivariable adjusted risk ratio(RR) 0.84, 95% confidence 

interval(CI) 0.76, 0.92). 마찬가지로, 환자 본인이 호전되었다고 보고한 

비율도 낮았다 (RR 0.91; 95% CI 0.85, 0.97). 두 군간에 WOMET과 NRS

의 변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수술 전 기계적 

증상이 있는 환자들 중 47%는 수술 후 12개월에도 지속적인 증상을 

호소하였다. 결국 퇴행성 반월상 연골판 파열 환자에서 관절경 수술의 

정당성으로 환자의 기계적 증상에 대한 자가-보고를 사용하는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동일한 저자 그룹에서 다기관의 무작위 분류를 통해 APM (arthroscopic 

partial meniscectomy) 수술과 placebo군를 나누어 대상자와 결과 

분석관 모두에게 이중 맹검 연구를 시행하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6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며, 고식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통증을 

호소하는 퇴행성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퇴행성 관절염을 동반하지 않으며 (Kellgren-Lawrence grade ≤1) 

35-65세의 146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술 후 24개월에 

Western Ontario Meniscal Evaluation Tool (WOMET) 과 Lysholm 

knee scores과 운동 후 슬관절 통증 정도를 primary outcome으로 

조사하였으며, Secondary outcome으로 기계적 증상의 빈도, 참여자의 

만족도, 증상 변화, 정상활동으로의 복귀, 부작용 발생여부, 이학적 검사상 

연골판 증상 지속여부를 조사하였다. 추가로 불안정성 연골판 파열과 

기계적 증상을 지닌 군을 subgroup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WOMET 

score는 24개월 뒤 APM군에서 27.3점, placebo군에서 31.6점으로 

확인되었으며, Lysholm knee score은 각각 23.1점과 26.3점으로 

확인되었다. 운동 후 통증정도는 3.5점과 3.9점으로 확인되었으며, 두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Subgroup analysis상에서도 두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관절염을 동반하지 않은 퇴행성 

내측 연골판 파열에서의 APM은 placebo 수술과 비교하여 2년 추이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연골판 파열의 양상이나 

기계적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분석한 체계적 고찰 도는 메타분석 

연구결과도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Lee 등은7 40세 이상의 환자에서 

반월상 연골판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판 수술과 

보존적인 치료를 비교한 문헌들을 체계적 고찰 및 meta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2017년 7월까지 40세 이상의 환자에서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판 

수술의 결과를 평가한 논문들을 여러가지 방법(PubMed/MEDLINE/

EMBASE database)으로 조사하였다. 데이터 검색, 추출, 분석 및 질 

평가는 Cochrane Collaboration 지침에 따라 수행되었다. 결과적으로 

총 9개의 무작위 대조연구가 포함되었다. 슬관절 통증 (SMD=0.01, 95% 

CIs=-0.15 to -0.18, I2=38%) 및 슬관절 기능 향상 (SMD=0.01, 95% 

CIs=-0.19 to0.21, I2=57%)과 같은 임상 결과에는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관절경적 수술은 

보존적 치료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이지 못했으며 이에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판 수술은 퇴행성 반월판 파열의 첫번째 치료 방법으로 추천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40세 이상의 환자에서 퇴행성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관절경적 수술은 보존적 치료에 만족스러운 반응이 없는 경우에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van de Graaf 등은8 성인 nonobstructive meniscal tear의 arthroscopic 

partial meniscectomy (APM) 와 보존적 치료의 결과를 비교 평가 하기 

위해 발표된 RCT (randomised controlled trials)를 분석하여 메타분석

(Meta-analysis)을 실시하였다. 기존에 발표된 퇴행성 슬관절 질환에서의 

관절경치료의 결과에 대한 2편의 메타분석과 달리 연골판손상에 대해서만 

레벨 1 연구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원판형연골, 

전방십자인대 동반손상, 연골판 봉합술에 대한 연구들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2016년 5월까지 MEDLINE, Excerpta Medica Database, 

Cochrane, the National Health Service Centre for Reviews and 

Dissemination, Physiotherapy Evidence Database에서 6개의 RCT

을 선별하여 데이터를 조사하였다. 총 773명의 환자 중 378은 APM 의 

군으로 분류되었으며 395명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대조군으로 분류 

되었다. 그 결과, APM 군에서 술 후 2-3개월째 Lysholm Knee Scoring 

Scale에서 보존적 치료군 보다 유의한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평균 

차이 = 3.31; 95% confidence interval 0.69 to 5.93; P = .01) quality 

of evidence 가 매우 낮게 확인되었다. 6개월째 측정한 Knee injury and 

Osteoarthritis Outcome Score와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Osteoarthritis Index 도 APM 군에서 평균 3.56 의 유의한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confidence interval 0.24 to 6.88; P = .04). 

Pain에 대해서도 약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KOOS Pain 

dimension에서 APM군이 3.56점의 향상을 보였으며 (confidence 

interval 0.18 to 6.95; P = .04)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visual analog 

scale의 경우 0.56점의 유의한 향상을 (confidence interval 0.28 to 

0.83; P ≤.0001)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술 후 12-24개월에서는 양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Monk 등은9 연골판 파열에서의 관절경적 수술의 효용성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발표된 Randomised controlled trials (RCT)와 체계적 

고찰 (systematic review, SR)를 분석하여 메타분석(Meta-analysis)

을 실시하였다. 2015년 4월까지 CENTRAL, MEDLINE, EMBASE, 

NHS Evidence, National Guideline Clearing House, Database of 

Abstracts of Reviews of Effects,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ISRCTN, Clinicaltrials.gov, WHO trials platform에서 9개의 RCT, 

8개의 SR을 선별하여 데이터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슬관절 통증을 

동반한 퇴행성 연골판 파열의 first-line treatment strategy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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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전반의 비정상적인 정렬은 슬관절의 관절면 손상 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슬관절의 특정 구획에 과도한 부하를 
유발하게 되어 관절의 통증과 기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결국에는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1,2 이에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과 
함께 하지 정렬의 이상이 관찰되는 환자에서 대퇴골 원위부나 경골 
근위부에 교정 절골술을 시행하여 하지의 역학적 축을 교정하고 병변 
구획에 가해지는 과도한 하중을 줄여 증상의 호전 및 기능의 회복, 나아가 
퇴행성 손상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3,4 일반적으로 
슬관절 변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지 내반 변형을 동반한 환자에서는 
근위 경골 절골술을 시행하고, 상대적으로 드문 하지 외반 변형을 동반한 
환자에 있어서는 원위 대퇴골 절골술을 선택하여 교정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으로 알려져 있다.5-7 퇴행성 관절염에서 상대적으로 빈도가 
많은 하지 내반 변형의 치료 방법으로 근위 경골 
절골술에 대한 기초 및 임상 연구 결과는 최근에 
상당히 많은 보고가 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비교적 빈도가 적은 하지 외반 변형 환자에 
시행하는 원위 대퇴골 내반 절골술의 임상 결과 
및 관련 합병증 등에 대한 연구 결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저자는 하지 외반을 동반한 외측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대퇴골 원위부 내측 폐쇄 
쐐기 절골술을 시행한 후 절골술 부위에 발생된 
지연 유합을 경험하였다. 다행히도 추가적인 
수술적 치료 없이 보존적인 경과 관찰을 통해 
골유합이 이루어진 증례로, 임상적으로 비교적 
흔치 않은 본 증례에 대한 보고 및 고찰을 하고자 
한다.

증례 

44세 여자 환자로 내원 약 2년 전부터 악화된 우측 슬관절 통증 및 
간헐적인 부종 등의 증상을 주소로 외래에 내원하였다. 내원 시 우측 
슬관절 외측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였으며, 신장 163 cm / 체중 
95 kg, BMI 35.8 로 과체중 상태였다. 이학적 검사 상 외측 관절선의 
압통 소견이 명확히 확인되었으며, 관절액 증가 소견이 관찰되었다. 하지 
전반의 기립 단순 방사선 촬영 상, 역학적 축이 약 4도 정도의 외반 소견을 
보이고 있었으며, KL grade III 정도의 퇴행성 관절증 소견이 우측 슬관절 
외측 구획을 중심으로 관찰되고 있는 상태였다. 해부학적 외측 원위 
대퇴각 (anatomical lateral distal femoral angle; aLDFA)은 77°, 
기계적 내측 근위 경골각 (mechanical medial proximal tibial angle; 
mMPTA)은 87°로 측정되었다 (그림 1).

원위 대퇴골 내측 폐쇄 쐐기 절골술 
후 지연 유합

장기모, 한승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암병원 정형외과학교실 

▶  그림 1. 내원 시 시행한 단순 방사선 촬영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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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첩을 이룰 수 있도록 삽입하였다. 이후 진동 톱날을 이용하여 우선 4 cm 
정도 길이의 coronal plane 절골술을 시행한 후, 4개의 K-wire를 따라서 
근위 절골술과 원위 절골술을 시행하여 쐐기형 골편을 제거하였다. 이후 
절골 간격을 조심스럽게 폐쇄시켜 원위부와 근위부가 충분히 접촉하게 
한 후 준비한 잠김 금속판 (Ohto-fix, OhtoMedical Company, Goyang, 
South Korea)을 이용하여 고정을 하였다. 수술 중 외측 피질골의 골절 
(lateral hinge fracture)이 발생하였지만, 그 외에 특이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술 후 시행한 기립 전후면 하지 전장 방사선 사진 
상 하지의 역학적 축은 내반 2도 정도로 수술 전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이에 일반적인 재활 원칙에 맞추어 수술 후 
2일째부터 점진적인 슬관절 굴곡 운동을 시작하였고, 약 6~8주 정도 
목발을 이용한 부분 체중 부하 보행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수술 후 외래 추시 중, 3개월 째 단순 방사선 촬영 상 근위부 나사 중 
두번째 및 세번째 잠김 나사가 약간 pull-out 되는 소견이 확인되었다. 
이에 전 체중 부하를 지연하고 목발을 이용한 부분 체중 부하를 조금 더 
유지하였다. 수술 후 5개월 째 잠김 나사의 pull-out 소견은 더 진행하지는 
않았으나, 절골술 시행 부위의 간격이 이전보다 더 벌어진 소견 
확인되었으며 절골술 부위 주변에 가골 형성 소견이 관찰되었다. 환자는 
여전히 땅을 딛을 때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였으며, 이에 목발을 이용한 
부분 체중 부하를 유지하고 추후 골유합을 위해 골 이식술 등의 이차적인 
수술적 치료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2개월 간격으로 추시를 하였다. 수술 후 
9개월째 체중 부하 시 통증이 호전되었다는 소견을 확인하였으며, 가골 
형성이 더 많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수술 후 12개월 
추시 상, 이전에 비해 골유합이 확연히 진행된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 결국 골유합이 이루어지고 수술 후 18개월 경 금속판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그림 5). 현재 환자는 일상 생활에 큰 불편 없이 활동하고 
있으며, 최종 추시 상 임상적으로 Lysholm score 81점 (수술 전 45점, 
WOAMC score 14점 (수술 전 48점)등의 소견을 보이는 상태이다.

고찰

원위 대퇴골의 내반 절골술은 하지 전반의 외반 변형을 동반 외측 
구획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일상 생활에 제한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주로 시행하는 술식으로 일반적으로 환자의 나이가 
60세 이하이고, 술 전 운동범위가 90도 이상의 굴곡이 가능하고, 굴곡 
구축이 15도 이하일 때, 슬관절의 불안정성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 등에서 
결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0,11 원위 대퇴골 내반 절골술에는 
내측 폐쇄형 절골술과 외측 개방형 절골술 방법이 있으며, 두 술식 모두 
비교적 만족스러운 임상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3,4 외측 개방형 절골술에 
비해 내측 폐쇄형 절골술은 근위 및 원위 절골면의 접촉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고정이 가능하여 절골 부위의 치유가 빠르고 재활 기간이 더 
짧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현재까지 원위 대퇴골 내측 폐쇄형 절골술에 있어 보고된 합병증으로는 
금속 고정물의 자극 증상, 폐색전증, 금속 고정물의 실패 (fixative failure)
로 인한 재수술, 금속 고정물 주변의 골절, 수술 부위 감염, 불유합 등이 
있다.3,12-15 본 증례의 경우 수술 후 지연 유합이 발생되어 약 1년 정도에 
골유합을 얻은 경우로, 이러한 합병증이 발생된 원인으로 환자의 과도한 
비만, 수술 중 발생된 외측 피질골의 골절, 수술 후 초기 추시 기간에 
근위부의 잠김 나사의 pull-out 등으로 인한 절골술 부위의 불안정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술 후 추시 기간 동안의 절골술 부위를 면밀히 
관찰하면 절골술 부위의 간격 (gap)이 약 9개월까지 점차 커지는 양상을 
보이며 주변의 가골 (callus)이 형성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는 
결국 절골술 부위에 rigid fixation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direct bone 
healing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interfragmentary movement를 
동반한 flexible fixation을 통해 callus formation을 통한 indirect bone 
healing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16 즉, direct bone healing이 
어려운 상태로 callus formation을 통한 골유합을 위해 Perren’s strain 
theory에 따른 절골 부위의 골유합을 위한 기전으로 ∆L/L을 줄이기 위해 
파골 작용을 통해 fracture gap을 늘리는 치유 기전이 작용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17 이에 수술 후 약 9개월까지 절골술 부위의 간격이 점차 커지고 
주변의 callus가 형성이 되어 결국 indirect bone healing 기전에 의해 
골유합이 이루어진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퇴골 원위부 내측 폐쇄형 절골술에 있어 수술 후 지연 유합은 비교적 
드물지만, 본 증례와 같이 절골술 부위의 고정력이 충분히 단단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이러한 합병증 발생을 막기 위해 정확한 
술식으로 안정적인 고정을 얻어야 할 것이며, 수술 후 절골술 부위에 대한 
세심한 평가와 추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증례와 같이 수술 후 
절골술 부위의 유합이 지연되는 경우라도 우선적으로 이차적인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에 앞서 수술 부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고 callus 
형성을 통한 indirect bone healing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관절 내 구조물의 상태에 대한 평가를 위해 시행한 MRI 상, 내측 
구획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으나 외측 반월연골판의 만성적인 파열 및 
소실 소견이 관찰되며, 대퇴 외과 및 경골 외과에 부분적인 Outerbridge 
grade III-IV 의 관절 연골 손상이 확인되었다 (그림 2).

이에 하지 외반 변형을 동반한 외측 구획 중심의 퇴행성 관절염 
진단 하에 우측 대퇴골 원위부 내측 폐쇄 쐐기 절골술 (distal femoral 
medial closing wedge osteotomy)을 시행하였다. 수술 전 기립 
전후면 하지 전장 방사선 사진을 통해 교정 각도를 결정하였으며, 교정의 
목표는 수술 후 하지의 역학적 축이 경골 내측 과간 융기의 바로 내측을 
지나가도록 설정하였다.8,9 척추 마취 하에 우선 관절경 검사를 시행하여 
외측 반월연골판 파열에 대한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고 관절 연골 손상에 
대해서는 변연절제술 후 미세천공술 (microfracture)을 시행하였다. 
관절경 수술 후, 우측 슬개골 상부 내측에서 근위부로 약 10 cm 정도의 
피부 절개를 가한 후, 근막을 절제하고 내측 광근을 전방으로 당겨 원위 
대퇴골 내측에 접근하였다. Biplanar osteotomy를 시행하기 위해 
원위 대퇴골의 전내측 (antero-medial aspect)에 plate를 위치시켜 
절골 부위를 확인하고 전기 소작 장치를 이용하여 표시하였다. C-arm 
fluoroscopy 하에 수술 전 계획에 따라서 절골술을 시행할 부위에 4개의 
2.0-mm Kirschner wire (K-wire)를 내측 표시 부분에서 외측 상과 바로 
위로 비스듬히 삽입하였다. 근위 절골 및 원위 절골을 위한 K-wire 고정은 
그 외측 끝이 외측 대퇴골 피질골에서 약 10 m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만나 

▶  그림 2. 내원 시 시행한 MRI 소견.

▶  그림 3. 수술 후 슬관절 및 하지 전장 단순 방사선 소견

▶  그림 4. 수술 후 기간에 따른 추시 영상 소견

▶  그림 5. 최종 추시 하지 전장 및 슬관절 전후 및 외측 단순 방사선 소견.



30

References

nce

1)  Sharma L, Song J, Felson DT, Cahue S, Shamiyeh E, Dunlop DD. The role of knee alignment in disease progression and 
functional decline in knee osteoarthritis. JAMA. 2001;286(2):188-195.

2)  Matsumoto T, Hashimura M, Takayama K, et al. A radiographic analysis of alignment of the lower extremities--initiation and 
progression of varus-type knee osteoarthritis. Osteoarthritis Cartilage. 2015;23(2):217-223.

3)  Chahla J, Mitchell JJ, Liechti DJ, et al. Opening- and Closing-Wedge Distal Femoral Osteotomy: A Systematic Review of 
Outcomes for Isolated Lateral Compartment Osteoarthritis. Orthop J Sports Med. 2016;4(6):2325967116649901.

4)  Wylie JD, Jones DL, Hartley MK, et al. Distal Femoral Osteotomy for the Valgus Knee: Medial Closing Wedge Versus Lateral 
Opening Wedge: A Systematic Review. Arthroscopy. 2016;32(10):2141-2147.

5)  Coventry MB, Ilstrup DM, Wallrichs SL. Proximal tibial osteotomy. A critical long-term study of eighty-seven cases. J Bone 
Joint Surg Am. 1993;75(2):196-201.

6)  Hunter DJ, Wilson DR. Role of alignment and biomechanics in osteoarthritis and implications for imaging. Radiol Clin North 
Am. 2009;47(4):553-566.

7) Hunter DJ, Sharma L, Skaife T. Alignment and osteoarthritis of the knee. J Bone Joint Surg Am. 2009;91 Suppl 1:85-89.

8)  Brinkman JM, Lobenhoffer P, Agneskirchner JD, Staubli AE, Wymenga AB, van Heerwaarden RJ. Osteotomies around the 
knee: patient selection, stability of fixation and bone healing in high tibial osteotomies. J Bone Joint Surg Br. 2008;90(12):1548-
1557.

9) Thein R, Bronak S, Thein R, Haviv B. Distal femoral osteotomy for valgus arthritic knees. J Orthop Sci. 2012;17(6):745-749.

10)  Grelsamer RP. Distal femoral varus osteotomy for osteoarthritis of the knee. J Bone Joint Surg Am. 2005;87(8):1886; author 
reply 1887.

11) Wang JW, Hsu CC. Distal femoral varus osteotomy for osteoarthritis of the knee. J Bone Joint Surg Am. 2005;87(1):127-133.

12)  Finkelstein JA, Gross AE, Davis A. Varus osteotomy of the distal part of the femur. A survivorship analysis. J Bone Joint Surg 
Am. 1996;78(9):1348-1352.

13)  Forkel P, Achtnich A, Metzlaff S, Zantop T, Petersen W. Midterm results following medial closed wedge distal femoral 
osteotomy stabilized with a locking internal fixation device. Knee Surg Sports Traumatol Arthrosc. 2015;23(7):2061-2067.

14) Healy WL, Anglen JO, Wasilewski SA, Krackow KA. Distal femoral varus osteotomy. J Bone Joint Surg Am. 1988;70(1):102-109.

15)  McDermott AG, Finklestein JA, Farine I, Boynton EL, MacIntosh DL, Gross A. Distal femoral varus osteotomy for valgus 
deformity of the knee. J Bone Joint Surg Am. 1988;70(1):110-116.

16)  Claes L, Augat P, Suger G, Wilke HJ. Influence of size and stability of the osteotomy gap on the success of fracture healing.  
J Orthop Res. 1997;15(4):577-584.

17) Perren SM, Cordey J. The concept of interfragmentary strain. Berlin Heidelberg New York: Springer-Verlag. 1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