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관절학회 소식지

Vol. 2   2019

Korean Knee Society
대한슬관절학회 발행인: 이주홍  /  소식지 발간 소위원회: 김동휘, 문영완, 배지훈, 송상준, 이대희, 이상훈, 이용석, 양재혁, 최원철 

발행처: 대한슬관절학회 / 인쇄·제작 : 메드랑 Tel 02)325-2093

취임사
-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이주홍  

이임사
- 전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서승석 

학회 임원 명단
공지사항

2019 정기학술대회 설문조사 결과
도가니 칼럼
- 미술과 요리와 수술 

도가니 광장
- 나와 스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Topic Review
Update in Diagnosis of PJI of Knee
-  인공슬관절치환물주위감염 (periprosthetic joint infection; PJI)의 
진단 기준

-  Musculoskeletal Infection Society (MSIS)와 International 
Consensus Meeting (ICM)

-  2018 International Consensus Meeting (ICM) Criteria for 
Periprosthetic Joint Infection

Case Study
-  골 조직을 동반하지 않는 연골 골절에서 연골 조각 (cartilage only 

fragment)의 일차 고정술

Quarterly Newsletter of the Knee

시옹성에서 본 레만호수(사진제공: 조용운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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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갖 봄꽃들과 신록이 산야를 가득 채우는 듯 하다가 녹음이 짙어져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7년 11월 대구에서 대한슬관절학회 29대 회장으로 낙점을 받고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  

5월에 역대회장과 임원님들, 그리고 회원님들 앞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장으로서의 정식 취임에 앞서 1983년 3월 제정된 이래 올해 9차 개정까지 이루어진 

대한슬관절학회 회칙에서 회원 간의 학술교류를 통한 슬관절학의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목적을 되짚어 보았고 그에 기반을 두어 명시된 많은 

사업들이 역대 회장님과 임원님들에 의해 시의 적절하게 시행되었으며 지금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회의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마음이 무겁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큼이나 어제와 오늘을 잘 추슬러서 보다 큰 도약을 위한 굳건한 토대를 다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식 학술지인 Knee Surgery Related Research (KSRR)와 슬관절학 교과서 발간은 저희 학회의 표상입니다.

먼저 KSRR 학회지는 올해 1월부터 Springer Nature의 BioMed Central (BMC)로 발행사를 변경하였고 지난 달 말에 

논문투고 시스템이 완료되었으며 동남아 6개국 7단체와의 제휴가 본격화되면 Scopus 나 SCIE 등재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은 물론 명실상부한 국제학술지로서의 학회지 위상과 질적 향상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편집위원회를 통해 

학회가 가진 역량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출간된 슬관절학 개정판 (3판)은 집필에 관련된 많은 분들의 

노력에 교과서편찬위원회의 정성과 헌신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집필, 감수, 그리고 편찬과정에서의 

시행착오들을 이번에는 위원회에서 백서 형태로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보다 나은 개정판 발간을 위해 시간을 갖고 

면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행 초기이지만 학회 사업인 슬관절 Registry는 5월 현재 3개 병원, 4명의 회원만이 등록하고 있어 시행 당시 

의도와 예상과 달리 부진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슬관절 Registry는 시대적 요청으로서 슬관절에서 

흔히 시행되는 수술 (슬관절 치환술, 절골술)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 현황, 임상적 결과나 사망률 등 주요 통계자료를 

산출하고, 슬관절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슬관절 수술의 적정성과 수준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이용되며, 다양한 

슬관절 치료연구를 위한 궁극적인 데이터베이스 제공을 목적으로 약 2년여 전에 기획하고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홍보전산위원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책을 바탕으로 사업 성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중한 국민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현재 7개 질병 군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포괄수가제가 머지않아 559개 질병 

군에 대해 신 포괄수가제로 확대 시행이 예상되며 슬관절 관련해서는 전치환술, 부분치환술, 재치환술, 그리고 기타 슬관절 

수술로서 4가지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원가에 미달하는 행위료, 불합리한 급여 기준, 

애매한 심사기준 등에 1,500명에 육박하는 회원님들의 실질적인 이해가 걸려있음을 자각하고 보험위원회의 기존 역할에 

막중함과 시급함을 더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안들 외에도 학회의 끊임없는 발전에 디딤돌이 된다는 심정으로 저의 임기 내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를 위해 발전적인 제언은 물론 기탄없이 고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일 년간 학회 발전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오신 서승석 회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역대회장님, 임원님, 그리고 회원님들, 

아무쪼록 항상 건강하시고 희망이 나날이 커지는 행복한 날들로 가득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이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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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슬관절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해 4월 말에 대한슬관절학회 회장으로 취임을 하였고 2019년도 5월부터 이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을 회고해 보면, 재임기간 동안에서 슬관절학회의 발전을 위해 여러 사업을 

시도하였고 일부에서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슬관절학회의 회원수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이제 1,500

여명의 평생회원을 가진 대형 학회로 성장하였습니다. 대한슬관절학 교과서 3판이 성공리 발간되어 

발간 기념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 학회의 학술지인 KSRR의 세계화를 위한 기초 토대를 다지기 

위하여, 발간 출판사를 국내출판사에서 국외 Springer-Nature의 자회사인 BMC로 출판사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정기 학술대회에 발표되는 논문 편수의 증가, 참여 회원수의 증가에 부응하여 학회 장소의 변경도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 수가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런 변화와 발전은 분과 위원, 학회 임직원 

그리고 분과 위원장 등 모든 회원들의 관심과 노력 덕분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차기 집행부는 더욱 훌륭하신 분들이 선출이 되었기에, 앞으로 학회가 나날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저는 

대한슬관절학회 회원의 한 명으로 학회의 발전에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요즈음은 날씨가 봄인지 여름인지 모를 정도로 일기가 불순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내 두루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한해 대과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성원을 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5월

대한슬관절학회 전임 회장   서승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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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학회 | 
•  2019년 대한슬관절학회 제37차 정기학술대회
  2019년 대한슬관절학회 제37차 정기학술대회가 2019년 05월 03일(금) ~ 04일(토) 서울 용산드래곤시티 백두홀에서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작년과 같이 전일 2개의 강의장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토요일은 12시에 종료하여 작년 대비 4시간 일찍 종료하였습니다. 이번 정기학술대회 때도 
작년과 같이 Hard Poster로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구연 117편 포스터 24편 작년 대비 구연 5편 포스터 6편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Adrian 
Robert Harvey, Shuichi Matsuda 선생님과 같은 우수한 인공관절 전문가와 Wolf Peterson 선생님과 같은 스포츠의학 분야의 전문도 모시어 
특강을 준비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금년에도 연제당 6분의 발표시간과 4분의 토의시간을 가졌고, 이번 Gala Dinner는 이동의 불편함이 없게 
행사장내에서 전부 이루어졌으며 금년에는 특별히 Gala때 4인조 색소폰 연주가들을 모셔 눈과 귀가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  2019 학술상
 -  KSRR 최우수논문상 : 이오성 (책임저자: 이용석) / 200만원
  논문제목: Does Coronal Knee and Ankle Alignment Affect Recurrence of the Varus Deformity after High Tibial Osteotomy?

 - KSRR 우수논문상 : 김경태 (제1, 책임저자) / 100만원
   논문제목: Long-Term Clinical Results of Unicompartmental Knee Arthroplasty in Patients Younger than  

60 Years of Age: Minimum 10-Year Follow-up

 - KSRR 우수논문상 : 정규성 (책임저자: 최충혁) / 100만원
   논문제목: Rivaroxaban and Acetylsalicylic Acid for Prevention of Venous Thromboembolism Following Total Knee Arthroplasty  

in Korean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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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편집위원상 : 김영모 / 100만원

 - 우수심사위원상 : 정규성 / 100만원

 - 우수구연상 : 김동휘, 김태우 / 100만원

 - 우수포스터상 : 고인준 / 100만원

•  대한슬관절학회 기여상 (LG Travelling Fellow)

 - LG Traveling Fellow 기여상 : 빈성일, 장문종 / 500만원

 - LG Traveling Fellow 투고상 : 주용범 / 200만원

| 연관학회 일정 | 
학술대회명 개최 예정일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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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회 고려대학교 관절경 연구회 카데바 워크샵 2019. 7. 13 - 14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실용해부센터

제4회 CCTIKS 2019. 8. 18 삼성서울병원 대강당

경희 슬관절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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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골다공증학회 하계 심포지엄       2019. 10. 6 서울

2019년 제39차 대한관절경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19. 10. 12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신의학관 유광사홀

2019 대한정형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2019. 10. 17 - 19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

2019 대한슬관절학회 대전, 충청 추계심포지움 2019. 11. 2 충남대학교 (유성) / 예정 

제4차 Veterans Patellofemoral Arthrosis Symposium (VPAS) 2019. 11. 9 중앙보훈병원 지하2층 대강당

6th Korea University Asia Cadaver Workshop 2019. 11. 15 - 16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실용해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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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중앙대병원 슬관절 심포지움 2019. 12. 14 중앙대병원 중앙관 4층 송봉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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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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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있어 KSRR 웹사이트와 투고 시스템이 2019년 4월 29일부터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BMC, Part of Springer Nature의 국제학술지 공유 투고 시스템인 editorial manager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우수한 논문의 지속적인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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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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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래와 같이 슬관절 학회 분과 위원회 하계 워크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한슬관절학회 2019년 편집, 학술, 심사, 보험위원회 하계 workshop

  일시: 2019년 7월 12일 (금) 오후 4시   
  장소: 전북대학교 교수연구동 지하1층 GSK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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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C로 변경 후 소식지 출간 기일에 매 호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내보냈던 TOC는 불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Vol. 31 / No. 2 / June 2019 

Review Article
Navigated versus Conventional Technique in High Tibial Osteotomy: A Meta-Analysis Focusing on Weight Bearing Effect
Kyung Wook Nha, Young-Soo Shin, Hyuk Min Kwon, Jae Ang Sim, Young Gon Na

Arthroscopic Treatment of Popliteal Cysts with and without Cystectom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i Hoon Han, Ji Hoon Bae, Kyung Wook Nha, Young Soo Shin, Dae Hee Lee, Hyun Jae Sung, Jae Gyo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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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s
Beta-Tricalcium Phosphate Block for Donor Site Morbidity of the Patella in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Using Bone-
Patellar Tendon-Bone Graft
Yuki Kato, Joverienne Chavez, Shin Yamada, Soichi Hattori, Shuzo Takazawa, Hiroshi Ohuchi

Time-Dependent Increase in Medial Meniscus Extrusion after Medial Meniscus Posterior Root Tear Analyzed by Using Magnetic 
Resonance Imaging
Yoshiki Okazaki, Takayuki Furumatsu, Yasunori Shimamura, Kenta Saiga, Hideki Ohashi, Takahiko Uchino, Yusuke Kamatsuki, Yuki Okazaki, 
Toshifumi Ozaki

Disparity between Preoperative Target Correction Amount and Postoperative Correction Amount in Open Wedge High Tibial 
Osteotomy
O-Sung Lee, Eui Soo Lee, Yong Seuk Lee

Case Reports
The Migratory Cortical Button: A Rare Case of Hypersensitivity to Titanium after an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Nicolas Bouguennec, Philippe Colombet, Nicolas Graveleau, Stephane Jambou

Femoral Avulsion of the Anterior Cruciate Ligament in a Multiligament Setting: A Unique Case
Vikram Arun Mhaskar, Jitendra Mahehswari, Manjeet Sansanwal

Treatment of Osteochondritis Dissecans of the Knee with Autologous Iliac Bone Graft and Hyaluronic Acid Scaffold
Jaime Hinzpeter, Alvaro Zamorano, Maximiliano Barahona, Pablo Campos

Snapping Knee due to a Femoral Osteochondroma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Sang Jun Song, Dae Kyung Bae, Cheol Hee Park

| 보험위원회 | 
2019년 06월 11일(화) 심평원 회의를 통하여, 그 동안 불합리한 행위 수가 중 하나인 인공관절치환술 후 만성감염의 치료에 대한 행위수가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슬관절의 경우 - 표준치료 방법인 2단계 관절치환술에서
 » 1단계 수술
  • 감염된 관절에 대하여 철저하게 변연절제술을 시행
  • 모든 삽입된 치환물과 골 시멘트의 제거
  • 배농 동과 반흔을 모두 절제
  • 동정된 균에 감수성 항생제 함유 시멘트 스페이서(관절형 vs 비관절형) 삽입

 » 2단계 수술
  • 철저한 변연절제
  • 삽입된 항생제 함유 시멘트 및 치환물의 제거
  • 슬관절 재치환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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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 행위수가는 N0024 (100%) + N3727 (100%)로 준용
  -  N0024 자-29 가,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 [골천공술, 골개창술, 배형성형술, 골부분절제술포함]-복잡-골반골, 대퇴골, 하퇴골: 상대가치 

점수 5,131.03]
  - N3727 자-71-1 가, (3) 주 3. 인공관절 삽입물의 제거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5,464.11점을 별도 산정한다.

 ▶ 2단계 행위수가는 N3717 (100%)로 준용
  - N3717 자-71-1 가, (3) 주 1. 인공관절재치환술-슬관절 전재치환술 (복잡): 상대가치점수 12,217.76 
 
오늘부터(2019년 06월 12일(수)) 청구 시 1단계는 N0024 (100%) + N3727 (100%), 2단계는 N3717 (100%) 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수처 대한슬관절학회(kks@koreaknee.or.kr) / 보험위원회 양재혁 간사(jaekorea@gmail.com) 

| 대한슬관절학회 슬관절학교과서 제3판 출판 소개 | 

대한슬관절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위원장 유재두 / 간사 박관규

대한슬관절학회에서는 2019년 5월 3일, 영창의학사와 함께 슬관절교과서 제 3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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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편찬된 슬관절학교과서에 슬관절학회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슬관절학회 슬관절학교과서 제3판

- 발행 : 대한슬관절학회
- 출간 : 영창출판사 출간 (02-926-3223) / www.orthobook.com
- 판매 : 영창출판사및 전국대형서점및 온라인서점
- 정가 : 290.000원
- ISBN : 978-89-92676-72-4

Arthrology of the Knee

정가 2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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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510

ISBN 978-89-92676-72-4

webmaster@orthobook.comwww.orthobook.com

3rd Edition

제1권

슬관절학슬
관
절
학
제1권

슬관절학 제1권 3rd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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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사> 

슬관절학 제3판을 내놓으며

대한슬관절학회는 슬관절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기위하여 1983년 03월 19일 창립되어서 1983년 3월 19일 김형순, 문명상, 김정만, 안진환, 

성상철 회원이 발기하여 창립되었으며 초대 및 2대 회장으로는 김형순, 간사에 김정만 교수님이 선임 된 후 2017년 현재 정회원 1,277명을 가진 

학회로 성장하였습니다. 대한슬관절학회는 춘계 및 추계학회에서 많은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훌륭한 강의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또한 1988년부터 

대한슬관절학회지를 발행해 오다가 2011년 에는 영문학술지인 (Knee Surgery & Related Research)를 발행하고 있고, 국내외의 많은 논문이 게재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슬관절학회 회원의 학문적 성취와 역량을 모아서 슬관절 질환 및 외상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최남용회장님과 

빈성일 편찬위원장님의 지도하에 2011년에 “슬관절학 제1판”이 발간되었고, “슬관절학 제2판”은 서정탁회장님과 김정만 편집위원장님의 

지도하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2013년 발간되었습니다. 제2판은 총 1,1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을 가진 2권으로 이루어진 책이었고, 

슬관절의 스포츠 손상, 외상, 종양, 인공관절수술을 아우르는 명실공히 슬관절 분야의 교과서의 역할을하는 책이었습니다. 제2판 슬관절학을 

준비하는과정에서 최충혁교수님의 지도하에 슬관절관련 용어를 정리한 용어집을 완성한 것은 큰 수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 9월에는 

전철홍회장님, 강승백위원장님의 지도하에 “슬관절수술 아틀라스”를 출간하여서 회원들의 슬관절 수술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슬관절학 2판” 출간 후 4년이 경과하여 그 동안의 슬관절 분야의 많은 학문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슬관절 분야의 발전을 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당시 대한슬관절학회 회장이셨던 이명철회장님의 발의로 슬관절학 제3판을 편찬하기로 하고 대한슬관절학회 이사회에서 결의하였고 

2017년 9월부터 편찬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대한슬관절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교과서편찬위원장에는 제가 임명되었고, 

교과서편찬위원회에서 우수한 집필진을 선정하여 원고를 의뢰하였습니다. 2018년 9월경 원고를 마감하고 수 차례의 편집위원회와 1박 2일 

합숙편집위원회를 거쳐서 결과물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슬관절학 제3판”은 슬관절 질환의 치료에 관한 많은 최신 지견을 “슬관절학 제2판”의 내용에서 업데이트하 였습니다. “슬관절학 제3판”에는 

2권으로 구성되어있고, 1,550여 페이지의 내용을 담고 있고, 300여 개의 그림을새로 그렸고 1,050여 장의 사진을 수록하여 독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문장에 어깨번호를 달아서 독자들이 참고문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판 출간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줄기세포치료, 반월상연골 기시부파열 등 주제를 추가하여 제3판 출간 당시까지의 최신 지견을 아우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슬관절학 제2판 준비과정에서 완성된 슬관절학 용어집을 참고하여 용어의 통일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번 “슬관절학 제3판”이 명실공히 

대한슬관절학회의 교과서로 자리매김하는 책이 되기를 기원하고, 슬관절 치료를 담당하시는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슬관절학 

제3판” 출간이후에도 대한슬관절학회의 역량을 동원하면 “슬관절학 제4판”은 더욱 좋은 새로운 책이 나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슬관절학 제3판”이 세상에 나오기 까지는 집필진으로 수고하신 여러 교수님들과 교과서 편찬위원인 고인준, 김동휘, 김성환, 김영모, 김재균, 

문찬웅, 박희곤, 배지훈, 선종근, 심재앙, 안지현, 이범식, 이상학, 조형준, 최의성, 최원철 교수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고, 바쁘신 중에도 원고의 

감수를 맡아 주신 김정만 감수위원장님, 감수위원이신 김성재, 김영후, 노권재, 배대경, 서재곤, 서정탁, 성상철, 손승원, 안진환, 우영균, 유정한 

이기병, 이병일, 임홍철, 정영복, 정현기, 조우신, 한창동 교수님들의 큰 도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슬관절학 출간을 위하여 학회의 재정적 지원을 허락해 주신 빈성일, 이명철, 서승석 회장님 그리고 장종범 전임 총무와 이용석 총무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교과서 편찬위원회 간사로 편찬 업무를 관리한 박관규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림, 교정, 편집, 인쇄 

작업을 해 주신 영창 출판사 한동훈 사장님과 그림 작업을 해 주신 민정진 선생님과 영창출판사 직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3월

대한슬관절학회 교과서편찬위원장  유 재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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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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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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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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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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기학술대회 설문조사 결과

2019 정기학술대회 설문조사 결과

회원구분 응답자참석률

정회원
93%

비회원
7%

참석 100%

불참 0%

응답률

응답 24%

미응답

76%
13

1
9 8

16

43

심사위원 역대회장 편집위원

평의원 학술위원 없음

대상자 289명 중 90명 설문 응답

 심사위원        역대회장        편집위원    

 평의원            학술위원        없음

응답자 정보응답 24%

미응답

76%
13

1
9 8

16

43

심사위원 역대회장 편집위원

평의원 학술위원 없음

N=90

N=90N=90

정회원
93%

비회원
7%

참석 100%

불참 0%

I. 설문 응답자 정보

2019년 37차 정기학술대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학회 임원들과 학술대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향후 학술대회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2019년 5월 22일부터 6월 23일 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90분이 참여 하였습니다.

직종구분

0

60

5
11 13

직종구분

개원의 대학병원 staff 봉직의 전공의 ,전임의 종합병원 staff
 개원의    

 대학병원staff    

 봉직의    

 전공의, 전임의    

 종합병원staff

N=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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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시간 4 분에 대한의견

6%

92%

2% 2%

89%

9%

 줄이는게 좋겠다   

 유지하자    

 늘리는게 좋겠다    

N=90

전반적인 시간 만족도

매우만족
40%만족

57%

보통
2%

불만족
0%

매우불만족
1%

N=90

II. 2019 학술대회 구연 시간 및 배정

학술대회 전반적인 시간에 대해서는 대다수 (97%) 응답자 분들이 만족을 나타내었습니다. 발표시간 6분과 토의 시간 4분에 대해서는 각각 92% 와 89%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강의장을 2 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

 2일을 모두 두 개의 방으로 하자

 금요일 1 방 , 토요일 2 방으로 진행하자

 2일 모두 1 개의 방으로 진행하자

[기타의견]
- 필요에 따라 1개 또는 2개 방으로 전환하셨던 금년 운영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 

77%

10%

13%

94%

5%
1%
0%

17%

45%

29%

7%

2%

N=90

강의장을 2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2일 모두 두개의 방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77%로 우세하였습니다.

발표시간 6 분에 대한의견

6%

92%

2% 2%

89%

9%

 줄이는게 좋겠다   

 유지하자    

 늘리는게 좋겠다    

N=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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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12시 45분까지

 토요일 3시 까지

 토요일 오후 4시 까지

 토요일 오후 6시 까지

토요일 학술대회 종료 시간에 대한의견

77%

10%

13%

94%

5%
1%
0%

17%

45%

29%

7%

2%
N=90

전반적인 포스터만족도 개선사항

77%

10%

13%

94%

5%
1%
0%

17%

45%

29%

7%

2%

72%

19%

9%

23%

50%

26%

0%

21%

52%

15%

9%

3%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전시장소

 발표시간 미배정

 기타 의견

N=90 N=90

III . POSTER 전시에 대한평가

금년도 포스터 세션에 대해 매우만족 또는 만족이라는 의견이 62%, 보통이라는 의견이 29%로 응답되었습니다. 개선사항으로 전시장소의 문제를 지적한 
의견이 72%, 발표시간 미배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9%였습니다. 

토요일 종료 시간은 금년과 같이 오후 12시 45분까지 진행하자는 의견이 94%로 대다수였습니다. 

Section 배분 평가 우수구연 session 신설

72%

19%

9%

23%

50%

26%

0%

21%

52%

15%

9%

3%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72%

19%

9%

23%

50%

26%

0%

21%

52%

15%

9%

3%

N=90

IV . 학술대회의 변화에 대한 의견

학술대회 세션배분에 관하여서는 만족 이상의 의견이 73% 였고, 우수구연 세션의 경우도 73%가 만족 이상의 의견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총 3명의 해외연자 강연이 있었는데 만족 이상의 의견이 73%였습니다. 한편 향후 해외연자 초청에 대해서는 3명 유지 56%, 2명으로 줄이자는 의견이 

39%에서 있었습니다.

N=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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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견]
- 대학이 아닌 개원가나 전문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관심있는 분야 연자 선택

- 영어는 언제나 부담됩니다. 한국의 저명한 선생님 강의도 좋을것 같습니다

- 강의자들에게 강의요청시 동영상등 의 시청각 자료를 많이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올해와 같이 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 invited lecture 내용의 quality 불만족

해외연자가 총 3명 금요일 2명 강의
토요일 1명 강의에 대한 의견은?

해외연자 3명에 대한의견은?

11%

62%

21%

6%

56%

39%

5%

25%

53%

22%

0% 0%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이번과 동일하게 

3명을 유지하자

 2명으로 줄이자

 4명으로 늘리자

11%

62%

21%

6%

56%

39%

5%

25%

53%

22%

0% 0%

N=90N=90

N=90

Controversial issues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강의

11%

62%

21%

6%

56%

39%

5%

25%

53%

22%

0% 0%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새롭게 시행한 Controversial issues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강의에 대해서는 88%의 응답이 만족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심포지움 및 Keynote lecture 추가여부 영어 Session 신설

66%

34%

57%

43%

48%
48%

4% 0% 0%

96%

4%

66%

34%

57%

43%

48%
48%

4% 0% 0%

96%

4%

N=90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심포지움 및 Keynote lecture 추가여부 는 찬성 66% 반대 34%로 나왔습니다. 한편 영어 session 신설여부는 찬성 57%, 반대 43%로 나타났습니다.

N=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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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식사 샌드위치에 대한의견

45%

43%

10%
2% 0%

14%

76%

10%
16%

80%

4%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기타의견]
- 매우 만족

- 길막힘

- 주차장이 멀다

- 스크린의 높이가 높아 자세와 목에 부담이 많다

- 교통혼잡

- 포스터 전시공간 부적절

- 매우 훌륭한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 전반적으로 많은 개선이 있었고, 비용 등의 문제만 없다면 좋아 보인다 . 주변의 식당이 문제다N=90

용산드래곤시티에 대한 만족도 2020년 정기학술대회도 용산드래곤시티에서 
진행하는것에 대한의견

66%

34%

57%

43%

48%
48%

4% 0% 0%

96%

4%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66%

34%

57%

43%

48%
48%

4% 0% 0%

96%

4%

N=90

 찬성   

 반대   

V . 학술대회 장소

학술대회 장소의 의견으로 용산드래곤시티에 대해서 96%가 만족 이상의 의견을 주었으며, 내년도 학술대회 장소도 현행 유지하는 것이 96%가 
찬성하였습니다. 새롭게 시행한 토요일 아침식사 샌드위치 제공에 대한 의견은 88%에서 만족 이상이었습니다.

경품지급에 관한 의견 갈라 디너에 대한 의견

45%

43%

10%
2% 0%

14%

76%

10%
16%

80%

4%

 확대되어야한다

 현재 수준이 좋다

 없어져야 한다

 확대되어야한다

 현재 수준이 좋다

 없어져야 한다

N=90N=90

45%

43%

10%
2% 0%

14%

76%

10%
16%

80%

4%

VI. 기타

기타의견으로 학술대회 경품의 경우 현재수준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76%, 확대되어야 한다는 14%, 없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10%였습니다.
Galla 디너에 대해서는 80%가 현재수준으로 하자는 의견이었고 확대 16%, 없어져야한다 4% 순이었습니다.

N=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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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과 요리와 수술 

정형외과는 수술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주업으로 한다. 미술은 나의 
취미일 뿐이고, 가끔은 요리도 즐긴다. 그런데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다. 
이 세가지 행위의 과정과 감각이 서로 비슷하다는 것이다. 우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모든 행위에 앞서 평소 수술에 관한 최신 자료나, 미술 
또는 요리 서적을 열심히 보며 탐독해야 한다. 두 번째는 도구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캔버스나 물감, 이젤, 스케치 북, 브러쉬, 
모델, 등이 필요하며, 요리도 마찬가지로 고기, 야채, 프라이팬, 냄비 등이 
필요하다. 수술을 위해서도 환자의 진단에 따라 필요한 기구들이 매우 
다양하다. 금속판과 나사, 인공관절, 수술용 드릴, 전기톱, 드라이버, 망치 
등 필요한 것이 수없이 많다. 때로는 이런 도구를 소독해서 수술실 테이블 
위에 펼쳐 놓는 것을 밥상 차린다고 한다. 실로 전공의, 간호사들과 미리 
상의해서 밥상을 잘 차려놓지 않으면, 수술 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다음 단계는 순서에 따른 작업이다. 나 같은 아마추어 화가는 초보자 
때에 배운 지식을 아직도 적용하는데 수채화는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으로, 유화는 그 반대로 칠해 나가야 순조롭게 진행된다. 요리도 언제 
얼만큼 끓이는지, 데치는 지와 각종 양념을 넣는 순서가 있다. 돈까스를 
튀기기 전에 돼지고기를 밀가루, 계란, 빵가루 순서로 버무려야지,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도 마찬가지다. 피부부터 
관절까지 순서대로 절개하고, 뼈를 정확히 절제한 후 선택한 알맞은 
크기의 인공관절을 시멘트를 이용하여 뼈 속에 고정해 준다. 순서와 
시멘트가 굳는 시간, 다리의 각도 등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수술의 결과가 
양호하지 못하다.

이 세가지 작업을 하는 동안은 각각의 작업에만 집중 해야 하며, 

작업 후에 놀러 갈 생각이나, 학회 강의, 논문 준비, 골치 아픈 사업 등을 
생각하면 그림이 잘 되지 않거나, 음식이 맛이 없고, 또는 의료사고가 
날 수도 있다. 허영만의 만화 <식객>의 ‘팔도를 간다-경상편’에도 “나는 
음식을 만들 때 흥분하고 열중한다. 감사하고 희열한다. 대충대충 음식을 
만든다는 것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라고 했다. 

마지막은 완성된 작품에 서명을 하고, 액자에 끼워 벽에 걸고 내 
작품이 잘 된 것에 행복해 하는 단계. 완성된 요리도 가족 친구 들과 
맛있게 먹으며 수다를 떤다. 이때 한잔의 포도주가 있다면 금상첨화겠지. 
수술도 잘 끝나면,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환자의 가족들에게 
수술이 잘되었다고 이야기해주는 기쁨이 있다. 가족들은 나의 손을 
잡고 기뻐한다. 즉 모든 과정의 마지막은 기쁨과 감사이다. 그런 기쁨과 
감사라는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또 순서대로 
작업에 집중하는 것이니, 수술과 미술, 요리 등은 공통점이 많다. 어째 
비단 이 세가지 작업만이 그러 하겠는가. 우리 인생살이 모든 과정이 다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거제에 살아보니 왜 우리나라 남해안을 다도해라 하는지 알겠다.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수많은 섬들, 날씨 좋은 날은 그들을 건너 
대마도까지 보인다.  

하노이 시내는 길거리에 쭈그리고 앉아 Pho라는 국수나 국밥을 먹는 
사람들과 무질서 하게 늘여진 진선 줄로 특징 지울 수 있다.   

이런 모델들을 그리기 위해 체크인 할 때부터 비상시 승무원을 도와 

조세현

거붕백병원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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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가라산에서 본 남해 바다_oil on canvas

▶ 하노이 스케치_스케치북에 색연필 ▶ 스튜어디스_비상구 옆자리에서 스케치북에 색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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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의 탈출을 도울 수 있는 의사이다. 이렇게 거창하게 떠들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런 미녀들을 마주보고 앉아 이착륙 각 3분씩 나의 모델로 
크로키 작품을 제작 할 수 있다. 

거제에는 두 개의 국제학교가 있으며, 조선업계와 관련된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옥포의 국제교류센타에서 인물화 교실 지도교수 노릇을 
한 일년간 하다가 아예 모임을 내가 근무중인 병원 일층 갤러리로 옮겼다. 
매주 토요일 오후 약 10명 정도의 내 외국인들과 같이 모델을 보고 
인물화를 그린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부끄럽다고 모델섭외를 잘 받지 
않으나, 서양인들은 돌아가면서 모델을 잘 선다. 

제 작품들은 저의 www.facebook.com/sehyuncho에 대부분 저장해 
두었습니다.

▶ 토요일 오후 작업-2(미국인 선생님) _oil on canvas

▶ 수술 직후의 김 간호사_pencil & water color on paper

▶ 토요일 오후 작업-1(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국제학교 교사)_oil on can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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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승표

코리아정형외과 원장

나와 스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 1967년 

1967년 봄, 가톨릭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안용팔 교수(작고, 
재활의학과)는 급히 안양(재미, 당시 본과 4학년) 선배에게 재학생 중 
스키를 타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모아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당시 
대한스키협회에서는 기증받은 300대의 스키를 스키부가 있는 대학에 
무상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스키협회 이사로서 이 소식을 접한 안교수께서 
스키부를 창단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먼저 예과 2학년이었던 옥인영(현 WEC 선교회 대만 지부장, 전 

가톨릭의과대학장, 전 소아정형외과학회장) 선배가 합류하였다. 옥인영 
선배는 1학년 겨울 방학 동안 스키협회 인증 4급 기술장을 취득한 
상태였다. 이후 재학생 3명이 가세하여 첫 합숙 훈련을 시행함으로써 
가톨릭의과대학 스키부가 창설되었다. 

초창기 스키부 활동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당시 유일한 스키장이었던 
대관령까지 가려면 마장동 터미널 근처 여관에서 밤을 샌 후, 새벽 5시 
버스를 타고 12시간 이상을 걸려 도착하는 여정이었다. 합숙소는 장작을 
때는 초가집 민박이었고, 점심 식사는 당번을 정하여 만든 얼어붙은 
김밥을 먹어야 했다. 리프트 등의 시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절이어서, 

▶ 그림 1. 고 안용팔 교수님. 대관령. 1960년대 초반. 사진작가 김근원 촬영 ▶ 그림 2. 초창기 가톨릭의대 스키부원들. 대관령 3슬로프. 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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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을 걸어 올라가서 내려오는 식으로 훈련을 하였다. 

창단 3년째에 옥인영 선배가 처음으로 시합에 출전하였다. 당시 
난코스로 소문났던 지르메 슬로프에서 경기가 열렸는데, 첫 레이스에서 

3번이나 넘어졌지만 일어나 결국 완주를 하였다. 옥인영 선배는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비록 지금은 우리 실력이 이 수준이지만, 
언젠가는 후배들이 더 잘 탈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스키를 타겠다는 정신력이다”

나와 동계올림픽과의 인연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 1982년 

농구, 스키 등의 운동을 좋아했고, 방학 때는 재미있게 놀고 보자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았던 신입생 필자에게 스키부는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왔다. 당시 학내에 세게 놀던 선배들의 대부분이 스키부 
소속이었기 때문이었다. 겨울 시즌뿐 아니라 평소에도 음주가무로 자주 

합숙 상태를 유지하던 스키부는 답답한 의과대학 생활 중 외부 세계로의 
돌파구이기도 하였다. 도서관 보다 운동장에서 더 자주 보이던 필자에게 
친구들은 ‘운동권 학생’, ‘체육 특기생’ 등의 별명을 지어줬는데, 왠지 그 
별명이 듣기 싫지 않았다. 

낭만적일 것으로 기대했던 스키부 합숙은 의외로 엄격한 훈련의 
연속이었다. 대학스키연맹 등록 선수로서 각종 스키 대회에 참가했기 
때문이었는데, 대학에 들어와서 스키를 타기 시작했던 의과대학 
스키부원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 온 엘리트 선수들을 
따라가기는 힘들었지만, 같은 자격으로 대회에 참가하는 입장에서 
최소한 최선을 다하여 훈련하고 시합을 뛰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이렇게 
선수들의 훈련 과정을 보고 따라 하는 과정에서 운동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앞으로 스포츠와 관련된 일을 하는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스키와 음주가무로 겨울을 달리면서 6년의 학창 
시절을 보냈다. 

# 1999년 

정형외과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가 되었지만 아쉽게도 스포츠의학에 
대한 갈증은 해결이 되지 않았다. 스포츠의학이란 분야가 의학 지식을 
스포츠에 접목하는 융합 과정이라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고민 끝에 스포츠의학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으로 
연수를 갔다 오기로 결정했다. 

내친김에 원 없이 스키나 타고 오자는 생각으로 연구 주제를 스키로 
정하였다. 이 분야에 앞서가던 버몬트주립대 스키부상연구팀으로 가게 
되었는데, 자료 수집 과정에서 스키 부상이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 
것을 알게 되었다. 스키 부상에는 장비, 기술, 환경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스포츠의학계의 중요 관심 종목이다. 현장 자료 수집을 

▶  그림 3. 1960년대 스키 경기 장면. 대관령 지르메 슬로프. 멀리 눈 덮인 곳이 현재의 
횡계리

▶ 그림 4. 스키 경기 레이스 중인 필자. 1986년 ▶ 그림 5. 스키부상의 역사. 은승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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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계로 각국의 스키장들을 돌아다녔고, 운 좋게 대가들을 만나서 가르침도 
많이 받았다. 시간적 여유가 있던 시절이라 돌아다니면서 수집한 자료들을 
모아 ‘스키 부상의 역사’라는 책도 한 권 썼다. 

귀국 후 2002년 스포츠의학을 테마로 한 병원을 개원하였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술실과 재활 체육관에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었다. 운동 선수들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면서 재활 트레이닝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었다. 미국 가기 전에는 보디빌딩 트레이너 
교육을 이수하였다. 수술한 전방십자인대 환자가 다음 날부터 진료실 
앞에 있는 체육관에서 훈련을 시작하고, 운동장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전 
과정을 집도의가 지켜볼 수 있는 이상적인 시스템이었다. 기존 병원들이 
수술 후 재활 과정을 해결 못하고 있던 시절이라, 환자들, 특히 운동 
선수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 스키부 활동 중 시합에 참가하느라 경기장 
환경에 익숙했고, 선배님들에게 배운 음주가무는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윤활유가 되었다. 병원 진료 이외에도 각종 경기단체 지원, 
방송, 집필, 칼럼 연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놀려고 탔던 스키가 공부의 대상이 되었고, 읽고 쓰기 싫어서 
이과를 선택했는데 글을 쓰고 있다. 학생 때는 스키 타고 노느라 가산을 
탕진했는데, 이제는 스키 덕분에 병원을 운영하여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세상만사 정말 모를 일이다.  

# 2010년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가 확정되었을 때,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일종의 숙명 같은 느낌을 받았다. 대한스키협회와 국제스키연맹 
의무위원을 맡고 있던 시절이라 조직위원회와 일을 시작하였고, 2014
년부터는 정선알파인센터 의료책임자에 임명되어 본격적인 준비 활동을 
하게 되었다. 

준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IOC는 의무 분야 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많이 걱정했다. 특히 경기장 건설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던 알파인 

활강 스키 경기가 이슈가 되었다. 시속 140킬로에 육박하는 속도에 
선수들이 노출되는 활강 경기 중에는 실제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사고들이 종종 발생한다. 거기에 경기장이 도시에서 떨어진 외진 산중이기 
때문에, 현장 응급 처치뿐 아니라 토보겐(환자 이송용 썰매), 헬리콥터를 
포함한 이동 수단, 환자의 동선 설정 등, 준비 과정이 실내 경기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다. 그런 이유에서 IOC는 올림픽 2년 전부터 열리는 시범 
경기 중 첫 스타트를 국내에서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월드컵 활강 
경기로 정해 놓고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스키에 익숙한 유럽 의사들을 초빙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았다. 설상 경기 중에는 의사들도 급경사의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고 구조 활동을 해야 하는데, 해외 경기 참관을 통해 알게 된 실제 스키 
경기장은 상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미끄러웠다. 월드컵 규격의 
스키 경기장은 거의 100% 인공설로 만드는데, 선수들의 경기력을 위해 
미리 물을 뿌려서 얼리는 작업을 하여, 마치 거대한 빙상경기장을 기울여 
놓은 듯한 슬로프가 되어버린다. 전문 스키어들 조차 순간 실수하면 수십 
미터를 미끄러져 내려가 다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  그림 6. 2015 비버크릭 알파인세계선수권대회 참가. 정덕환 교수님과 필자

▶  그림 7. 의무지원 설상 훈련

▶ 그림 8. 2016년 월드컵 활강경기 의무지원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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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겨울부터 전국 각지의 스키 좀 탄다는 의사들을 수소문하여 
같이 스키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 주로 일요일 새벽 서울 근교 스키장에 
모여서 의무지원에 필요한 기술 위주로 연습을 했다. 비시즌에는 IOC, 

FIS(국제스키연맹)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학술 행사를 통해 이론적인 
준비도 병행하였다. 2015년 말 정선 활강경기장이 완공된 이후에는 
패트롤, 응급구조사 등 실무 인원들과 함께 실제 경기장에서 설상 구조 

훈련을 진행했는데, 기온이 영하 25도까지 떨어져서 동상 직전까지 갔던 
적도 있었다. 

열심히 준비한 결과, 2016년 2월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설상 종목 
테스트 이벤트로 처음 열린 월드컵 활강 경기 의무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다. 당시 유로티비를 통해 세계에 생중계 되었는데, 전방십자인대 
부상을 당한 프랑스 선수를 응급처치 후 10분 만에 신속히 토보겐을 통해 
경기장 밖으로 이송하였고, 그 모습을 본 경기위원장이 필자에게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Perfect!” 라고 외치던 순간 기분 좋은 전율을 
느꼈다. 

# 2018년 2월 9일 

2018년 2월 9일 드디어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열렸다. 그 간의 
준비 과정에도 불구하고 실전에 닥치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조직위는 경기장 인력 및 의무실 물자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었다. 외딴 산골짜기에 ICU를 하나 만드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라 
애초에 쉽지 않을 것을 예상하긴 했지만, IOC, FIS 등의 국제 스포츠 
조직에서는 의무지원 분야를 최상위 순위에 올려놓고 일을 진행하는 
반면, 그 동안 국내 경기단체의 의무지원 분야의 위상은 항상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후 순위였고, 올림픽도 비슷하게 처리하려다 보니 감독 
기관인 국제경기단체와 마찰이 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국제경기단체들도 생각보다 허술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상위 조직인 

IOC와 경기를 주관하는 FIS는 서로 프로토콜이 달라 혼선이 생겼다. 예를 
들자면 남자 활강 경기 전 날 느닷없이 유럽 팀 피지션 몇 명이 경기장 내에 
모르핀이 비치되어있지 않으면 선수들을 출전시키지 못하겠다고 항의를 
해 왔다. FIS medical manual에 없던 내용이고, 긴급 조정 회의를 열어서 
마약성 진통제 사용에 관한 국내 사정을 설명했지만 막무가내였고, 결국 
모르핀 보관용 금고를 급하게 공수하여 비치하는 촌극을 빚기도 하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 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최악이었다. 대학병원은 물론, 공공기관과 심지어는 군 조직 조차도 
협조적이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사들에게 공가를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개인 자격으로 참가한 의사들은 가족과 병원 눈치를 보아가며 
개인 휴가를 사용하여야 했다. 필자를 포함한 경기장 의무책임자들은 3주 
간 병원을 비워야 했는데, 최소 일주일 이상을 참가해야 유니폼 지급이 
가능하다는 딱딱한 규정에 상당 수 의사들이 중도 포기하였다. 결국 
조직위는 상당 부분의 의료 인력과 물자를 대형병원들과 협약을 맺어 
해결하여야 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 볼티모어 신장내과 전문의이신 
최현식 선생님처럼 개인 비용으로 비행기편과 장비를 구입하고 휴가를 
써서 귀국하는 열정을 보여 주신 분들도 있었다.

열악한 근무 환경도 의무지원 인력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화려한 
올림픽 경기장의 스포트라이트 하에서 유명 선수들을 치료하며 같이 

▶  그림 9. 올림픽 기간 중 열린 긴급 조정 회의

▶그림 10. Team physician meeting

▶그림 11. 코스 관리 중인 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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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섞이는 장면을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현실은 하루 종일 영하 20도의 
추운 스키장 눈 위에서 핫 팩으로 발을 녹이고 쵸콜릿 바를 먹으면서 
운영인력들과 서서 대기하는 일이 주 업무였다. 의사들을 포함한 운영 
인력들의 숙소는 선수촌이 아니고 경기장에서 차로 1시간 떨어진 외딴 
곳에 있는 허름한 모텔이었고, 셔틀 버스를 타기 위해 새벽 6시에 숙소를 
출발해야 했다. 시설물을 관리하는 경기장 운영 인력들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아서, 신경이 날카로워진 인력들의 부서간 협조도 원활치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운영진의 피나는 노력 덕택에, 
선수들을 위한 시설은 역대 최고 수준이 되었다.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경기장, 특히 설질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아이러닉하게도 
눈 위에서 벌이는 스키 경기장 관리자들은 눈이 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선수들은 얼음판처럼 딱딱하고 이물질이 없는 매끄러운 설면을 
선호하는데, 강력한 회전 과정에서 설면이 패이거나 스키 날이 쌓인 
눈에 박히면 기록이 떨어지고 오히려 부상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키 경기장 관리자들은 수 개월 전부터 인공설을 뿌려 다지는 
일을 반복하고, 경기가 임박해서는 설면 위에 물을 뿌리거나 심지어는 
노즐이 달린 호스를 사용하여 물을 주입하는 injection 작업을 하여 
단단한 설면을 만든다. 밤새 눈이 오면 새벽부터 올라가 빗자루로 눈을 
치우는 일반 스키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이번 
올림픽 기간에는 본격적으로 경기장 조성에 들어간 1달 전부터 강추위가 
지속되었던 덕에 제설한 눈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가 되었고, 경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적당히 날씨가 풀려서 선수들과 운영 인력 모두 그 동안 
고생했던 기억이 잊혀질 정도로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본 경기가 시작하기 전 여러 가지 일들로 정신이 없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남자 알파인 복합 활강 경기를 시작으로 메달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활강 스키 경기는 동하계 올림픽 종목을 통틀어 선수가 가장 
고속 환경에 노출되는 종목이다. 약 3Km의 코스를 2분 정도에 내려오게 
되는데, 최고 시속이 140킬로에 육박한다. 가속을 위해 경기장의 
표고차가 80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고, 기존 국내 스키장에는 
이를 충족하는 코스가 없었기 때문에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정선 가리왕산에 새로 코스를 만든 것이었다. 세계에 셀 수 없이 많은 
스키장들이 있지만 월드컵 수준의 활강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스키장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없다. 그래서 활강 코스를 보유한 스키장은 
특별한 상징성을 지닌다. 이런 명문 코스를 만들어 놓고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서 다시 복원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반대로 유지하자니 일반 리조트 
스키장과는 차원이 다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경기는 우려와는 달리 매우 평온하게 진행되었다. 정선알파인센터에서 
열린 총 702회의 레이스 중 발생한 주요 부상은 아킬레스건 파열,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4건. 걱정했던 뇌손상, 척추손상, 다발성 외상, 
대량 출혈 등의 응급 후송이 필요한 중상은 없었고, 부상 숫자도 적어서 

의무지원 인력들에게는 약간 심심할 정도였다. 부상율은 5.7 injry / 1000 

run 으로서, 일반적으로 월드컵 활강 경기의 부상율 14.1 injury/1000 

run 에 비해 매우 낮았다. 가파르고 좁은 전통적인 유럽 스키장에 비해 
새로 건설한 정선알파인센터는 슬로프 폭이 넓었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설면 관리 덕분이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올림픽에는 항상 감동적인 스토리가 탄생하기 마련인데, 가장 
주목을 끈 선수는 미국의 미녀 여자 스키 선수 린지 본(Lindsey Vonn)

이었다. 월드컵 82승과 2010 년 벤쿠버 올림픽 활강 금메달이라는 여자 
선수로서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고 올 해 은퇴한 린지 본은 평창이 
본인의 마지막 올림픽이었는데, 2013년 이래 두 번의 전방십자인대 
수술, 상완골 골절 등으로 선수 생명을 어렵게 연장하고 있던 중이었다. 
극적으로 활강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후, 마지막 날 여자 복합 경기에서 
메달에 도전 중, 바로 내 앞에서 기문을 놓쳐 실격처리 되고 말았다. 
아쉬워하는 린지 본의 비명 소리, 선수들이 눈을 지치고 지나갈 때 들리는 

▶그림 13. 마지막 경기 후 정선알파인센터 의무지원팀 단체 사진

▶그림 12. 정선알파인센터 활강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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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의 굉음, 정신 없이 오고 가는 레이스 팀들의 무전기 대화 소리 등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이런 극적인 올림픽 경기 현장의 한 복판에 내가 
서있었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었다. 

# 1967년~2018년. “나와 스키, 그리고 동계올림픽” 

이렇게 운명처럼 다가온 동계올림픽은 3주간 여러 가지 추억을 내 
마음 속에 남기고 막을 내렸다. 

스포츠의학을 전공한 의사로서 올림픽 참가의 가장 큰 의미는 역시,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 의무지원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하였다는 
것이었다. 의사들이 스포츠 현장에서 활동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만, 기본 적으로 이벤트 단위의 참여가 가장 바람직하다. 
처음부터 팀 단위의 참여, 소위 팀 닥터(팀 피지션)를 하려는 의사들이 
많은데, 이 역할은 한 명의 의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임무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정상 근무하는 일반적인 의사가 풀 타임 팀 
피지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적이지 않은 
직위이다. 반면 경기 이벤트 단위의 의무지원, 즉 event medical service
는 해당 경기에 역할이 한정되므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짬을 내어서 
충분히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많은 경험을 해 볼 수 있는데,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 스태프, 심지어는 관중들도 지원 대상이고, 
의무실, 메디칼 백의 구성, 앰브란스 등의 이동 수단 및 동선 확보, 후송 
병원 협약 등 스포츠의학의 다양한 분야가 동원되는 의무지원의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의무 분야에서 남겨야 할 ‘올림픽 유산

(Olympic Legacy)’을 이야기 한다면, 올림픽 event medical service 
경험을 모든 스포츠 분야에 확대 적용 시켜서, 향후 보다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동료들과 이런 
일을 해 나갈 계획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내게 남겨 준 가장 큰 유산은 ‘Friendship’ 이다.  

4년의 준비기간 동안 스키와 올림픽이라는 두 가지 공동 관심사를 주제로, 
생면부지의 국내외 사람들이 만나 같이 일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올림픽 
의무지원을 목표로 같이 스키 훈련을 하였던 친구들의 모임이 생겼는데, 

Olympic Ski Medical Service의 약어를 따서 OSME 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모임은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되어, 겨울이면 같이 스키를 타고, 자전거, 
등산 등 다양한 레져 활동들을 같이 즐기고 있다. 올 해부터는 스키 경기뿐 
아니라 격투기 등, 다른 종목의 의무지원 활동도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필드 스포츠의학을 테마로 한 학술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올림픽 
덕분에 평생 같이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긴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Olympic Legacy 이다. 

1967년 창단한 가톨릭의과대학교 스키부는 2017년으로 50주년을 
맞았다. 창단 주역이었던 선배님들은 만찬 자리에서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감격해 하였다. 무상 스키 지원을 받고자 급히 
스키부원들을 모집한 고 안용팔 교수님이나, 통나무 스키에 가죽 스키화를 

▶  그림 14. 정선알파인센터 의무지원팀

▶그림 15. 오스메 격투기 MMA 지원 활동

▶그림 16. 오스메 싸이클 디비젼 모임

▶그림 17. 필자. 정선알파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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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50년 전과 현재의 대관령

신고 장작불 때는 초가집에서 합숙하였던 창단 부원들 모두, 50년 후 그 
곳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당시 
걸어서 올라가야 했던 횡계 마을 언덕은 초고속 곤돌라가 돌아가는 첨단 
스키장으로 변했고, 수입 잡지에서나 보고 동경했던 세계적인 선수들과 
매일 마주쳐 인사를 나누는 꿈 같은 일들이 현실이 되었다. 

돌이켜 보자니 이런 생각이 든다. 만약에 1967년 당시 스키를 
좋아했던 안용팔 교수님 같은 선구적인 분이 안 계셨더라면. 만약에 첫 

시합에 출전하여 넘어졌던 옥인영 선배가 포기했었더라면. 만약에 학창 
시절 음주가무를 지도해 준 스키부 선배들과 필자가 학문에만 정진하는 
모범 학생이었다면. 만약에 선배들의 모진 학대에도 꿋꿋하게 견뎌 준 
후배들이 없었더라면. 시간 차를 두고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나와 동계올림픽과의 인연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 해야겠다. 그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50년 후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 지도 모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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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Review

인공슬관절치환물주위감염

(periprosthetic joint infection; PJI)의 

진단 기준

리뷰어 : 김동휘(조선대병원 정형외과)

인공슬관절치환술은 진행된 관절염의 치료에 있어 환자 및 의사 
모두에게 비교적 적은 합병증과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효과적인 수술이다. 
그러나 수술 후 발생하는 감염은 줄이려고 노력을 해도 문헌에 따라 

0.5-3%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환자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의사에게도 좌절을 느끼게 하는 합병증이다[1]. 때문에 감염이 발생해도 
설마 내가 수술한 환자가 감염이 되었을까? 아닐꺼야 하면서 부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염려되어 좀더 소극적인 치료로 호전되기를 
바라면서 항생제만 사용하여 호전되었다고 자기 암시하였으나 결국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다.  
때문에 PJI의 진단 기준을 숙지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환자 및 의사 모두에게 필수적인 요소라 하겠다. 이에 2011년 

Musculoskeletal infection society(MSIS)에서 만든 기준과, 2011년 

AAOS guide line, 2013년 International Consensus Meeting(ICM)

에서 개정한 기준, 2018년 ICM 다시 개정한 기준을 소개하고, 그 문제점 
및 의의를 알아보고, 이와 같은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고인준 교수의 
참관기를 소개하며 알아보고자 한다. 

1. 2011 MSIS criteria[2]

이 기준 이전의 진단 기준은 대부분 균동정 여부에 따라 감염여부를 
판단하였으나 문헌 및 임상경험을 미루어 볼 때 낮은 균배양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감염을 간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011
년의 진단 기준은 최초의 시도로서 2가지의 주 진단기준과 6가지 부 

진단기준 중 4가지를 충족시킬 때 감염을 진단할 수 있으며 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 기준을 살펴보면 주 기준으로 관절내로 교통되는 
누관이 있거나, 관절에서 채취한 관절액이나 조직에서 2번 이상 같은 균이 
배양되면 감염이라 진단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소견이 없더라고,  

6개의 부기준 중 4가지 이상을 만족시키면 감염이라 판단할 수 있는데 
혈액에서 ESR CRP의 상승이나 수술장에서 보낸 동결건조생검에서 

PMNL>5의 소견이외에는 모두 관절액 천자를 해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이다. 때문에 감염이 의심되면 혈액 검사와 함께 관절액의 천자가 
가장 우선되어야하는 처치라 할 수 있다. 

<Update in Diagnosis of PJI of K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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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 AAOS guideline 

MSIS PJI definition과 비슷한 시기에 AAOS clinical practice guideline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감염의 의심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순차적인 진단법을 
소개하고 있다. 

3. 2013 ICM update[3]

2013년 international consensus meeting때 2011 MSIS criteria를 개정하였는데 minor criteria 중 주관적인 견해가 있는 화농성 활액 항목을 
제거하고, Leukocyte esterase test ++를 활액의 WBC count의 증가와 같은 항목으로 삽입하였다. 



30

4. 2018 evidence-based and validated criteria[4]

최초의 PJI definition 및 criteria 이후 이를 비침습적인 방법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단법, 새로이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 진단방법의 추가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정판이 나오게 되었다. 주 진단 기준은 변함이 없으나 부 진단기준에는 여러가지 새로운 진단법이 추가 되었고 수술전 판단기준 및  수술중 
판단기준을 통해 각각의 점수를 책정하고, 총점이 6점 이상이면, 감염을 수술전 1점 미만이거나, 최종 3점 이하면 감염을 배재할 수 있다는 기준을 만들었다. 

또한 감염의 기준에 합당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배재해야하는 경우를 별도로 명시한 점이 이전의 기준과 다르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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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culoskeletal Infection Society 

(MSIS)와 International Consensus 

Meeting (ICM)

리뷰어 : 고인준(가톨릭의대 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

서론

의학과 의공학의 발전에 힘입어 TKA 후 임상 결과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그 사용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 2] Primary TKA

의 증가에 따라 revision TKA의 빈도는 당연히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님을 점차 실감한다. 이들 revision TKA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면서 가장 치료하기 난해하고 환자에게 후유증이 

크며 보건의료사회 전반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TKA 후 합병증 중 하나가 

infection 임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3-6] 그러나, 이렇게 비중이 크고 

난해한 합병증임에도 불과 수 년 전 까지만 해도 치료의 지침은 커녕 

TKA후 감염을 진단하는 통일된 기준 조차 없었다는 점은 매우 놀랄 

만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TKA후 감염은 드물기도 하지만 치료가 매우 

어려워서 치료자의 경험이 중요시되고 이에 따라 evidence 보다는 

expert의 경험에 의해 결정된 부분이 많으며 expert간 consensus를 

이루지 못하는 상당 부분은 controversy로 남을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 

그러던 중, 2011년 가을 musculoskeletal infection society (MSIS)

라는 학회에서 TKA후 감염을 periprosthetic joint infection (PJI)로 

명명하면서 이를 진단하는 기준을 발표하였다.[7] 이것이 소위 “MSIS의 

PJI definition” 이며 당시 PJI에 관심이 있는 surgeon을 중심으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사실이나, 따르기 위한 지침의 의미보다는 감염을 

진단하는 또 다른 criteria 수준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지침이 발표된 이후 

국내 17개 다기관에서 PJI로 진단 하에 revision을 시행한 303 증례 중 

3분의 2만이 MSIS의 기준을 만족시켰다는 보고가 있었다.[4] MSIS의 

발표가 있은 이후 2년 뒤인 2013년 가을, 좀 더 영향력 있는 획기적인 

발표가 있었다. 발표를 주도한 분들은 당시 전세계 PJI 관련 논문의 상당 

부분을 발표하고 계셨던 미국의 Dr. Parvizi 와 one-stage revision으로 

유명한 독일 Endo-Klinik의 Dr. Gehrke였고 미국과 유럽의 골관절 감염 

분야의 대가들에 의한 영향으로 이들의 논의 사항은 전세계로 급속하게 

퍼져갔다. 이 문건이 바로 PJI에 관한 1차 International Consensus 

Meeting의 proceeding이다.[8]      

본론

MSIS와 International Consensus Meeting (ICM) 

MSIS는 1989년 미국에서 창설된 forum으로 근골격계 감염분야의 

지식 향상 및 환자, 의사 및 연구자의 교육, 환자 care의 표준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 1회 8월말 정기적인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으며 다른 

분과학회와 마찬가지로 American Academy of Orthopaedic Surgeon 

(AAOS) annual meeting 마지막날 specialty day에 분과 학회가 

있다. International Consensus Meeting (ICM)은 MSIS와는 별개의 

모임이며 전세계의 근골격계 감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 회의라고 할 

수 있다. Dr. Parvizi와 co-work한 바 있고 2017년 MSIS 회장을 지낸 

Dr. Chen에 따르면 2012년 Dr. Parvizi가 MSIS의 회장을 하고 있을 

당시 Dr. Gehrke가 MSIS에 참가하였고 PJI 진단 및 치료에 관하여 

표준 guideline의 부재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2013년에 ICM 개최를 

계획하였다고 한다. 2012년 MSIS의 모임이 끝난 뒤, 두 거장의 지휘하에 

미국의 MSIS와 유럽의 European Bone and Joint Infection Society 

<Update in Diagnosis of PJI of K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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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JIS)가 주축이 되어 1년간 모임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이것이 2013

년 8월 Philadelphia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ICM on PJI”이다. 당시 

미국과 유럽이 주축이 되어 전세계 58개국 400여 delegate가 참가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한승범 교수님, 김강일 교수님, 구경회 교수님 (MSIS 

proceeding 인쇄순)께서 참가하셨다. 이 모임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떠한 

guideline의 확정이 아니고 Delphi 방식을 이용하여 consensus를 

이루고 전체 delegate의 현장 투표를 통하여 consensus의 정도를 

공표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발행하는 문건의 형식은 전문가들이 선정한 

질문과 그에 해당하는 answer로 구성이 되며 이 answer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가 다시 투표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출판물의 서두에서도 “이 문서의 내용은 Dr. Parvizi나 Gehrke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며 전세계의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consensus를 

이룬 것으로 절대적인 성격이 없으며 표준 치료 지침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ICM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Delphi 방법은 과거 냉전시대 미국의 

RAND 연구소에서 개발된 전문가 의사 협의 방식으로 미국 공군의 

미래 기술적 능력을 예측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고 한다. 당시 과학적 

근거 부족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려워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시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인 대면 회의 방식을 시행하면 

회의로 인한 갈등과 전문가의 주관적인 영향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우려에서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 집단을 선정한 이후 

이들에게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을 내도록 

하면서 중앙의 Coordinator가 편견이나 분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정을 한다. Coordinator의 조정 하에 전문가 서로가 의견을 주고받고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한다. 전문가의 경험과 직관적 판단을 

익명으로 서로 비교할 수 있으며 적절한 합의에 이룰 수 있어 최근에는 

과학 분야 특히 의학과 같이 경험이 중시되는 분야의 의사 협의 과정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제2차 ICM과 회의 참관기

1차 ICM의 대성공과 PJI 분야의 활발한 research로 인하여 2차 ICM

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역시미국과 유럽의 두 거장의 합의하에 2018년 

7월 Philadelphia에서 개최될 것이 결정되면서 회의 개최 1년전인 2016

년 8월부터 준비가 시작되었다. Delphi 방식의 적용 및 투표제도 등의 

근간은 유지가 되었으나 1차에 비해 참가국과 delegates의 수가 두배 

가까이 증가되었고 이전에 없었던 정형외과 다른 분과들이 추가되었다. 

우리 나라의 delegate도 1차때 3명에서 2차때에는 필자를 포함 모두  

9명이 참여하게 되었다.(그림 1) 또한 투표권은 없지만 정부기관 및 기업의 

참여가 허용되었다. 필자도 2016년 12월 처음으로 Dr. Parvizi와 Gehrke

로 부터 delegate로의 초청 e-mail을 받았고 이후 회의 참가시까지 약 15

건의 email을 추가로 교신한 후 2018년 7월 Philadelphia의 Rothman 

Institute 회의에 참석하였다. 안타깝게도 이번 ICM에는 delegate로 

참여해 주셨던 많은 한국 교수님들께서 회의에 참석하지는 못하셨고 

우리나라에서는 한승범 교수님과 필자 단 둘이 참가하게 되었다. 

(그림2) ICM 참가 소감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 이래서 미국이 이 

분야를 lead할 수밖에 없구나”이다. 물론 재정적인 풍족함이 사람들의 

의식 수준과 과학적 사고의 향상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지만, 대상은 

늘 전세계이며 본인들이 지구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열정과 자부심이 높다. 세부 계획이 매우 치밀하고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몰아 부치기 보다는 중간 중간 보완하고 의견을 

묻고 수정할 것을 수정하는 중간 검토 과정이 매우 세심하게 구성되어 

있다. ICM의 질문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지고 어떤 식으로 답지가 

형성되는지, 그들의 치밀한 사전 계획을 필자의 예를 들어 소개해 본다.  

2차 ICM은 다음과 같은 13단계로 진행되었다. 

Step 1 (2016년 8월부터 2016년 12월) Selection of Delegates

Delphi방식의 첫 단계로 전 세계에서 ICM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Delegate는 정형외과 감염 분야에 최근 5년간 

적어도 5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였거나 특정 학회로부터 지명되거나 

임상적 전문성을 근간으로 하여 선정되었다. 전세계 953명에게 초청장을 

▶  그림 1. ICM에 참여한 우리나라 delegate. 1차때 3명에 비하여 2차에서는 9명이 
참여하여 3배나 증가하였다. 

▶  그림 2. 이번 2회 ICM에 우리나라에서는 한승범 교수님과 필자, 단 둘이 참가하였다. 
Philadelphia의 Lowe hotel 1층의 bar에서 당일 토론된 내용을 review(?)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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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냈고 63명은 무응답, 21명은 거부하여 869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기로 

하였다. 필자고 2016년 12월 초청 이메일을 받았다. 

Step 2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 Identification of Issues

모든 delegate에게 본인의 관심 영역에 관계없이 정형외과 감염에서 

본인이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5개에서 10개를 선정하여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총 3,210개의 질문이 선정되었다. 예를 들면 

PJI로 two staged exchanged arthroplasty를 고려할 때 가장 optimal

한 timing은 언제인가? 또는 PJI 잔단시 가장 reliable한 검사실 소견은? 

또는 septic arthritis 기왕력은 PJI의 위험을 증가시키는가? 등등

Step 3 (2017년 4월부터 2017년 8월) Ranking of Questions

접수된 3,210개의 질문지를 다시 전체 delegate에거 보내어 0점에서 

10점까지 ranking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모든 질문은 어떤 수정도 없이 

그대로 발송되었고 중복 여부도 고려하지 않았는데 중복되었으면 그 만큼 

중요도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Step 4 (2017년 8월부터 2017년 11월) Evaluation of Ranked 

Questions

순위가 결정된 질문을 수거한 뒤 중복된 질문들은 제외하고 질문의 

요지를 암시적 문구를 없애는방향으로 수정하였다. 최종으로 652개의 

질문이 연구할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Step 5 (2017년 12월) Assignment of Questions

최종으로 선정된 질문은 한 개의 질문 당 최소한 두명의 delegate

에게 배분되었고 delegate의 기존 논문 분야에 근거하여 또는 delegate

가 연구를 희망하는 분야로 배정되었다. Delegates 들에게는 질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짧은 systematic review를 통해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American Journal of Sports Medicine의 systematic 

review guideline과 AAOS의 systematic review 작성 guideline이 

작성 지침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question에 대하여 recommendation 

여부, recommendation의 강도, rationale 및 reference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필자는 수 년전 Debridement and Retention of Implant 

(DAIR) 관련 논문을 발표했던 이유로 DAIR group에 속하게 되었고 

“Does exchange of all modular components during debridement, 

antibiotic, and implant retention (DAIR) reduce the rate of SSI/

PJI recurrence?”라는 제목으로 systematic review를 작성할 것을 

요청받았다. 

Step 6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 Systematic Review

이 기간 중에 delegate들은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기초 document

를 작성하였고 shoulder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의 

질문에 배정된 두 명의 delegate가 단독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필자의 

질문에는 필자와 영국의 Dr. Taylor가 assign되어 별도의 review 작업이 

진행되었다.

Step 7 (2018년 2월부터 2018년 4월) Interdelegate Discussions

각각의 delegate로부터 작성된 document는 서로 서로에게 전달되었고 

집행부에서 양측의 delegate로부터 하나의 통합된 document가 작성될 

수 있도록 co-ordinate하였다. 이 과정에서만 ICM 집행부에서 6,000개 

이상의 email이 교류되었다고 한다. 필자와 Dr. Taylor의 review가 서로 

공유되었고 집행부에서 두 편의 review가 적절히 통합된 document를 

생성하여 회신하였다. 두 저자는 최종 문건에 합의를 이루었다. 

Step 8 (2018년 4월부터 2018년 5월) Document Merging/Editing

작성된 모든 문건들이 검토되었고 표절 삭제, 참고 문헌 update 및 

영문 교정이 이루어 졌다. 

 Step 9 (2018년 6월부터 2018년 7월) Document Evaluation by all 

Delegates

모든 document는 전체 delegate와 일반에게도 공개가 되었고 최종 

문건은 delegate에게 다시 전달되었으며 website의 댓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다. 이 기간동안 집행부는 delegate들로부터 수많은 질문을 

받았고 전체 회합 이전에 적절하게 문서를 수정하였다.

▶  그림 3. A. Hip-knee part 회의장 모습. 다른 분과는 개별적인 공간에서 회의를 하고 500명 이상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hip-knee part는 강당과 
로비에 가득 모여 앉았다. 엄격하게 1인당 한 개의 electronic keypad가 지급되어 투표를 하였다. B. 필자의 질문이 소개되면서 공저자의 사진도 
같이 화면에 게시된다. 이어서 바로 투표가 진행되고 agreement 수준이 집계되어 발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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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0 (2018년 7월) Final Pre-Meeting Review/Editing

전체 문건은 국제 편집부에 의해 검토되었고 일부 추가 수정이 

이루어 졌다. 가장 최종의 publication 이 검토되었고 관련 section이 

추가되었다.

Step 11 (2018년 7월 25일부터 26일) Pre-Vote Discussion

모든 delegate들이 Philadelphia로 모였고 각자의 field에서 

discussion이 이루어 졌다. 모든 질문은 다음과 같은 4단계로 분류되었고 

meeting중에는 1), 2) 등급만 논의되었다.(그림 3-A)

1)  Highly clinically relevant with little evidence supporting the 

recommendation

2) Highly controversial and clinically relevant

3)  Highly relevant and with great supportive evidence for the 

recommendation

4) Not clinically highly relevant with or without supportive evidence

Step 12 (2018년 7월 27일) Voting

모든 질문은 하나 하나 screen에 게시되었고 실시간 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에 대한 결과는 즉시 게시되었다. 투표의 결과는 agree; 

disagree; or abstain의 3단계로 분류되었다. 필자의 질문 및 공저자들의 

사진이 screen에 비춰지고 사회자가 질문과 전문가의 결론을 이야기하면 

동시에 청중들의 투표가 이루어 지고 결과가 화면에 나온다.(그림 3-B) 

아주 높은 consensus를 이루는 질문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는 난상 토론이 시작된다. 영어가 되던 말던, 지휘가 

높던 말던, 그 분야의 expert 던 아니던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한 

표의 권리가 있고 argue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미국과 유럽인들에게 

배워야할 진정한 토론 문화가 아닌가 싶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소란은 

단연 PJI definition 부분에서 있었다. 누가 보아도 새로운 연구의 

결과들이 조금 성급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적용되었고 무엇보다도 일정 

기준을 만족하지 않을 시에는 PJI를 배제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Dr. Parvizi에게 

직접적인 질문 공세를 하였고 그는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도 자신만의 

비상한 기억력을 바탕으로 요목 조목 반박하였다. 그의 열정에 대해 다시 

한 번 감탄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문건 서두에 밝혔듯 이 문건은 특정 

전문가들의 Delphi 방법에 의한 합의문일 뿐이고 절대적인 의미가 결코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그림 4)       

 Step 13 (2018년 8월 이후) Dissemination of Consensus Document

meeting이후 투표의 결과가 문건에 기록되었다. 문건은 추가로 

Michael A. Mont등의 편집자들에 의해 검토되었다. 이후 4주간 

delegate들에게 추가로 문건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어떤 형태로든 

feedback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으로 수정이 반영되었고 이는 

다양한 journal로 보내져 출판되었고 아울러 책으로도 출판되었다. 

또한 스페인어,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중국어 및 아랍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필자가 집필하였던 질문과 review도 Journal of Arthroplasty 

지에 개제되었다.[9]    

결론

TKA 분야에서 치료하기 가장 어려운 합병증은 단연 PJI일 것이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이유가 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상호간 주관적인 영향력을 배제하면서 

취합한 뒤 합의에 이르게 하는 방식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합의 결과는, ICM proceeding 서두에도 기술한 바, 

절대적인 정답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PJI에 관한 전세계 전문가의 

회의가 이미 구성되어 2회의 모임이 있었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하겠다. PJI 치료 결과의 향상을 위하여 이들 회의의 결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주지하고 본인의 여건에서 적용 가능한 최신 지견을 

수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많은 PJI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3차 ICM에는 더 많은 한국 delegate의 참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  그림 4. 전세계 PJI를 이끌고 있는 두 거장. 좌측의 맨 앞줄에 안자 계신 분이 Dr. 
Parvizi 그리고 우측에 서 계신분이 Dr. Gehrk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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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International Consensus 

Meeting (ICM) Criteria for 

Periprosthetic Joint Infection

리뷰어 : 장문종(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이전부터 사용되어 온 periprosthetic joint infection (PJI)의 진단 

기준은, 근골격계 감염 학회 (MSIS)와 전염병 협회 (IDSA)에서 개발된 

PJI의 정의를, 2013년의 international consensus meeting (ICM)에서 

다소 개정하여 만든 것이다[3, 5]. 이 진단 기준을 이용함으로써, PJI의 정의가 

표준화되고, 전세계의 정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 널리 받아들여졌으며, 

진단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치료가 용이하게 되었다. 또한, 

인공관절 감염의 진단에서 일관성 있는 정의를 이용함으로써, 관련된 

문헌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2013년도의 PJI 진단 기준은 

주로 일부의 전문가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으며,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이 진단 기준의 PJI 진단 민감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2]. 

최근에 serum D-dimer, synovial leukocyte esterase (LE), synovial 

alpha-defensin 등의 여러가지 maker들이 알려지게 되었다[1, 6]. 그러나 

각각의 검사가 PJI 진단에 있어서 민감도와 정확도가 다르므로, 이러한 

각각의 진단 기준이 서로 다른 가중치를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하여, 각각의 진단법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새로운 PJI의 진단기준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4]. serum D-dimer는 fibrinolytic activity를 

반영하는 수치로서 감염 진단에 널리 사용되는 수치 중에 하나이다. 

이를 이용한 연구에서 PJI가 있는 환자에서 없는 환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serum D-dimer수치가 높았으며, 850 ng/mL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해 

보았을 때 그 진단의 민감도가 89%, 특이도가 93%라고 보고된 바 있다[6]. 

Alpha-defensin은 neutrophil에서 분비되는 antimicrobial peptide

로서 면역반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biomaker를 PJI의 진단에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2014년 연구에서는 ELISA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면, alpha-defensin 단독으로도 97%의 민감도와 96%

의 특이도로 PJI를 진단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지 못하지만 synovasure라는 진단 키트 제품으로도 

출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synovasure 제품을 이용하여 revision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PJI 진단의 민감도는 69%, 특이도는 94%

로 보고된 바 있다[7]. 

2018년 Parvizi 등이 발표한 논문에서 각 검사 결과의 중요도를 

random forest 분석 기법을 통하여 순서대로 나열하면 1단계에서 

중요도에 따라, serum CRP의 상승 (>1mg/dL), D-dimer (860> ng/

mL) 및 ESR (>30 mm/h) 순으로 나열되며, beta coefficient를 이용한 

점수는 각각 2, 2, 1점이 된다 (표 1)[4]. 이 때, Serum CRP의 상승과 

D-dimer는 서로 공선성 (collinearity)이 높아 하나의 criterion으로 

묶이게 되었다 (그림 1). synovial marker와 관련된, 다음 단계에서는 

synovial fluid WBC count (>3000), alpha-defensin (signal-to-

cutoff ratio >1), LE(++), polymorphonuclear percentage (>80%) 

및 synovial CRP (6.9 mg/L) 순으로 중요도가 판단되었으며, 점수는 

3, 3, 3, 2 및 1점이다 (표 1), 여기에서도 synovial WBC와 LE는 높은 

공선성을 가져서 하나의 criterion으로 합쳐지게 되었다. 이들이 수술 

전 점수 (preoperative variables)가 되겠으며 이 수술 전 점수의 합이 

6점 이상이면 PJI를 진단하며, 0점이나 1점인 경우는 PJI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 수술 전 점수가 2에서 5점 사이일 경우는 PJI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술 중의 소견 (intraoperative variables)

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중요도에 따라서 positive histology 

(3점), purulence (3점) 및 single positive culture (2점)로 구성된다. 

<Update in Diagnosis of PJI of K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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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수를 수술 전 점수와 합산하여 6점 이상인 경우는 PJI로, 4-5점은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로, 3점 이하는 PJI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는 추가적인 분자 유전학적 검사를 고려해 볼 

것을 권유하였다[8]. 

이 진단 기준을 이용하여 검증을 시행한 결과, PJI의 진단 민감도는 

97.7% (95% confidence interval [CI] 94.7%-99.3%) 였으며, 특이도는 

99.5% (95% CI 97.3%-99.99%)였다. 이전의 2013 ICM 진단 기준의 

민감도 (86.9%, 95% CI 81.8%-91.1%)에 비하여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4]. 

2018년도 ICM에서는 이 진단 기준을 가지고 토론하여 ICM 진단 기준을 

도출하였으며, 그림 2와 같다. ICM의 delegate vote에서 agreement가 

68%로 level of evidence는 moderate로 판단하였다. 합의에 이른 정도가 

높지는 못하였는데, 관련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고려사항이 논의되었다. 

그 중, 2가지의 논의 내용을 소개하면, 첫 번째로 이 새로운 진단 기준이 

만성 감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 개발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적절한 대조군의 설정이 어려운 상태로, Acute PJI 환자나, 증상 발생 

6주 미만의 hematogenous infection환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진단 기준으로 급성 감염과 관련되어서는 이전 연구 

및 이전의 ICM에서의 기준을 참고하여 진단 기준이 마련되었다. 투표에 

참가한 delegate들은 급성 감염에서도 여전히 2018 ICM 진단 기준을 

이용할 수 있지만 추가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alpha-defensin test가 비교적 고가의 검사인 점과, serum D-dimer

가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고 급성 감염의 진단에서 그 역할이 확실치 

않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  표 1

▶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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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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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Case presentation

24세 남자 환자로 오토바이 탑승 중 차량과 정면충돌하며 부딪히며 
발생한 우측 슬관절 통증으로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우측 무릎 전방에 
abrasion 관찰되었으며 이학적 검사 소견 상 patella floating 2+ 소견이 
관찰되었고, 우측 슬관절 관절액 천자를 시행하였다. 천자 결과, 지방 
소엽이 동반된 혈액성 체액이 70cc 배액 되었다. Joint instability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우측 슬개골 상부 압통 소견 관찰되었으나 단순방사선 
검사 소견 상 특이 소견 확인되지 않았다.

자기공명영상 소견상 우측 슬개골의 연골의 결손 소견이 관찰되었고, 

결손된 연골 조직으로 추정되는 조각이 (fragment) 전방십자인대의 경골 
부착부 전방, 슬개하 지방체에서 관찰되었다 (그림 1).

관절경 소견상 전방십자인대의 전방에 2.5 cm x 1.5 cm 가량의 full-
thickness 연골 조각이 관찰되었다 (그림 2).

Medial parapatellar approach로 arthrotomy를 시행하였고 이후 
슬개골의 연골 병변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 

연골 병변 주변은 혈종으로 가득차 있었다. 결손부위의 혈종을 제거한 
뒤 연골 조각을 결손부에 맞게 다듬은 뒤 bioabsorbable pin인 Trim-
It drill pin (Arthrex Inc.)을 이용하여 총 3개의 핀을 연골의 길이를 

골 조직을 동반하지 않는 연골 골절에서 
연골 조각 (cartilage only fragment)의 
일차 고정술

정지원, 이진규

한양대학교병원 정형외과 

▶  그림 1. MRI상 슬개골의 슬개대퇴 관절의 연골의 결손이 관찰되었고 전방십자인대의 경골부착부 전방부에 
유리체가(loose body) 관찰되었다.

▶  그림 2.  2.5 x 1.5 cm 가량의 연골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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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반으로 나누어 총 6개로 만든 뒤에 연골의 윤곽을 맞추어 제 
위치에 고정시켰다 (그림 4). 이후 vicryl 6-0로 고정한 연골 피판을 주변 
연골과의 경계를 따라 봉합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보조기를 0도로 고정하여 완전 신전 상태를 유지하였고, 
슬관절 신전 운동 및 등척성 운동을 교육하였다. 6주간 체중부하는 
제한시켰으며 이후 적극적인 관절운동을 시작하였다. 수술 후 9개월에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소견상 고정된 연골 조각이 잘 유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수술 후 24개월 추시시 의미 있는 슬관절 전방부 통증은 없었으며 
(VAS anterior knee pain score 0), 정상 관절 운동범위를 보이는 양호한 
임상 결과를 확인하였다.

Discussion

연골 병변은 치료 방법이 까다롭고 병변의 유병율도 높아 정형외과 
의사들이 접하는 문제거리 중 하나이다. 또한 젊고 수술 후 높은 수준의 
운동 능력의 회복을 원하는 환자의 경우 그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데 적지 
않은 고민이 생길 수 있다. 

Microfracture, resurfacing procedure, curetting, biologic 
augmentation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이 존재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골 조직이 동반되지 않은 연골 조각 (cartilage-only fragment)의 
치료 방법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종종 “고정하지 못하는 (unfixable)” 
또는 “구제하지 못하는 (unsalvageable)” 것으로 간주되어 연골 조각을 
제거하고 microfracture와 같은 술식이 우선 고려되기도 하였다.

소아 및 청소년기에서의 cartilage-only fragment에 대한보고는 
비교적 다양하다. Anderson 등은 골 조직이 동반되지 않은 연골 조각 
(cartilage-only fragment)을 갖고 있는 5명의 박리성 골연골염 

(osteochondritis dissecans) 환자를 대상으로 
일차 고정을 시행하였고 임상평가에서 연령에 
맞는 대조군과 비슷한 정도의 슬관절 증상을 
보이는 좋은 경과를 보였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Nakamura 등 과 Lawrence 등은 연골 조각을 
pin 및 봉합사를 각각 이용하여 일차 고정한 뒤,  
6개월 만에 스포츠 활동에 복귀 시켰다고 보고 
한바 있다. 소아 및 청소년의 경우 순수 연골 
파편이라 하더라고 일부 microscopic osseous 
tissue가 포함되어 있어 어느 정도 healing 
potential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 
성인의 경우 cartilage-only fragment에 대한 
치료 방법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실정이다. 

성인의 경우에도 full-thickness 연골 병변인 
경우, 관절염이 동반 되지 않은 경우, 병변의 
크기가 큰 경우, 급성 손상에 의한 경우라면 일차 

▶  그림 3. 슬개골의 관절면에 연골 병변이 관찰되었다.

▶  그림 4. 연골 피판을 다듬은 뒤 bioabsorbable pin을 이용하여 
고정하였고, vicryl 6-0를 이용하여 주변 경계를 봉합하였다.

▶  그림 5. 수술 후 9개월 째 촬영한 자기공명영상 소견상 고정된 연골 조각이 제 위치에 잘 유지되고 있으며 주변 
연골과 homogenous한 음영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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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연골 조각을 
고정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chondral darts & pins, 
흡수성 혹은 비흡수성 screw, biologic adhesive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성인의 슬개골 cartilage-only fragment에 대한 치료 방법은 아직 

논란이 있다. 흡수성 pin과 봉합사를 이용할 경우 비교적 견고한 고정이 
가능하고 내고정물 제거를 위한 2차 수술이 필요 없어 하나의 좋은 수술 
option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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