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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청 슬관절연구회 회장 박희곤 

학회 임원 명단

공지사항

도가니 칼럼
- 초로인생(草露人生)의 삶을 생각하며

학회참관기

-  2019 AAOS Annual Meeting을 다녀와서

Article Review
-  Patellofemoral Pain Syndrome: Updated Concepts

Case Study
-  인공 슬관절 재치환술 시 고도 골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대퇴골두 
동종골 이식술

Quarterly Newsletter of the Knee

울산바위(사진제공: 김정렬 회원)

* 슬관절학회 소식지는 학회 홈페이지에 PDF로 게시되어있어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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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초  청  의  글

대한슬관절학회 회원 여러분께 

대한슬관절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일 토요일 대한슬관절학회 추계심포지움이 대전·충청 슬관절지회의 주관으로 

천안단국대학교에서 개최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모든 회원님들의 참석을 적극 환영합니다.

대전·충청 슬관절연구회는 매년 전방십자인대 심포지움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연 10회 이상 

집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매우 왕성한 연구 및 학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대한슬관절 추계심포지움을 주관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풍류와 충절의 고향인 저희 대전·

충청 지역에 오셔서 깊은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대전·충청 심포지움에 부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그동안 연구 해 오신 많은 학문의 업적과 성과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환영하며 모든 회원님들 꼭 참석하시어 개인의 학문 발전의 기회와 회원 여러분들 상호간에 친목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충청 슬관절연구회 회장   박 희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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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임원 명단 공지사항

회                    장 이주홍

부        회        장 강승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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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승석(28대)

감                    사 나경욱(2년), 유주형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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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범구, 임수재, 전철홍, 정화재, 조성도, 최남홍, 최종혁, 최충혁, 하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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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로, 이대희, 인용, 최의성, 황선철, 장종범, 김진구, 한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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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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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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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편찬위원회  최영준(위원장), 김태우(간사), 경희수, 김영모, 나경욱, 서승석, 선종근, 최충혁, 이용석, 정민, 장기모, 김종민, 노두현, 

김중일, 이승준, 최원철(경인지회), 라호종, 권세원, 김민욱(호남지회), 배기철, 박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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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종범

제도운영위원회 이주홍(위원장), 이용석(간사), 경희수, 김명구, 문영완, 유재두, 이명철, 이우석, 조성도, 최영준, 한승범

윤  리  위  원  회 김명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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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근, 박용범, 박희곤, 송시영, 신영수, 이범식, 이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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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회 | 
•  2019 대한슬관절학회 추계 심포지움
 일시: 2019년 11월 02일 (토)
 장소: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보건간호관 국제회의장

PROGRAM

07:00-07:50  Registration
07:50-07:55  Opening Address  이주홍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07:55-08:00  Welcome Address  박희곤 대전충청지회 회장

 Session 1. Ligaments (1)  좌장: 김정만, 이광원

08:00-08:08  Recent update on ACL reconstruction: Have things really changed? 서승석 (해운대부민병원)
 Are things going to change in the future?  
08:08-08:16  Rehabilitation, return to sports and prevention of re-injury after ACL reconstruction:  최종혁 (연세의대)
 Do we have a consensus?  
08:16-08:24  Adding anterolateral stability: When and how?  윤경호 (경희의대)
08:24-08:32  Revision ACL reconstruction: What you need to prepare  왕준호 (성균관의대)
08:32-08:42  Discussion

 Session 2. Ligaments (2)  좌장: 정영복, 우영균

08:42-08:50  Management of different scenarios of MCL insufficiency: Sports injury or Osteotomy/Arthroplasty  경희수 (경북의대)
08:50-08:58  Management of different scenarios of PCL injuries: Isolated or combined injury, Acute or chronic  이주홍 (전북의대)
08:58-09:06  Current best evidence on the management of multi-ligament injuries  박희곤 (단국의대)
09:06-09:14  Discussion

 Session 3. Panel Discussion #1: Ligament injuries combined with complex meniscus,
 cartilage, osseous problems  좌장: 안진환, 전철홍

09:14-09:48   정화재 (성균관의대), 황선철 (경상의대), 서영진 (한림의대), 이대희 (성균관의대)
09:48-10:08  Coffee Break

 Session 4. Primary Total Knee Arthroplasty  좌장: 배대경, 서재곤

10:08-10:16  Preoperative planning, medical clearance, and patient preconditioning for primary TKA:  한승범 (고려의대)
 Updated perspect  
10:16-10:24  What alignment should we aim for? Axial and rotational alignment  최충혁 (한양의대)
10:24-10:32  Obtaining ideal soft tissue balance in primary TKA  강승백 (서울의대)
10:32-10:40  Where are they now? MIS, Navigation, PSI, Robotics and Sensor-assisted technologies for TKA  선종근 (전남의대)
10:40-10:48  Postoperative management after primary TKA: Advanced treatment protocol 장종범 (서울의대)
10:48-11:00  Discussion

 Session 5. Primary TKA: Decision making for complex cases  좌장: 한창동, 조성도

11:00-11:34   이동철 (보강병원), 최의성 (충북의대), 김강일 (경희의대), 이우석 (연세의대)

 Session 6. SFA travelling fellowship presentation  좌장: 최남용, 송은규

11:34-11:58  Presentation (3 papers)
11:58-12:08  Discussion

 Luncheon Symposium  좌장: 강승백

12:08-13:08   주용범 (충남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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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ession 7. Osteotomy & UKA  좌장: 손승원, 유문집

13:08-13:16  Current indications for Osteotomy & UKA: Is there a ‘gray zone’?  김명구 (인하의대)
13:16-13:24  Addressing cartilage, meniscus or ligament problem combined with HTO: When and how to do?  유재두 (이화의대)
13:24-13:32  Obtaining the best result, avoiding the complication: Fixed or mobile-bearing UKA 김경태 (서울성심병원)
13:32-13:40  Concomittant patellofemoral arthrosis in HTO or UKA: How will you manage it? 나경욱 (인제의대)
13:40-13:50  Discussion

 Session 8. Panel Discussion #3 : Failure after osteotomy/UKA: From where did  좌장: 임홍철, 김경택
  it go wrong? How will you manage it?  

13:50-14:24   송무호 (동의의료원), 민경대 (순천향의대), 윤정로 (중앙보훈병원), 이용석 (서울의대), 최원철 (차의대)

 Session 9. Cartilage  좌장: 노권재, 성진형

14:24-14:32  Unexpected chondral lesion found during arthroscopy: Can we leave it untreated? What is the limit?  인용 (가톨릭의대)
14:32-14:40  Osteonecrosis or rapid chondrolysis after arthroscopic surgery: Etiology, progress and management  김종민 (울산의대)
14:40-14:48  Still complex to treat: chondral or osteochondral lesions of patellofemoral joint 심재앙 (가천의대)
14:48-14:56  Cell-based cartilage repair: What we have learned from the evidences  김석중 (가톨릭의대)
14:56-15:06  Discussion

 Session 10. Meniscus  좌장: 인주철, 김형수

15:06-15:14  Biomechanical considerations of meniscus extrusion: Does it suggest a bad prognosis?  빈성일 (울산의대)
 Can we manage it?  
15:14-15:22  Meniscus root tear: The real definition and treatment strategy  최남홍 (을지의대)
15:22-15:30  Meniscus allograft transplantation: Should the indication or technique need to be changed?  안지현 (동국의대)
15:30-15:38  Discussion
15:38-15:58  Coffee Break

 Session 11. Panel Discussion #4 : Pain has worsened after cartilage/ 좌장: 이병일, 이범구
 meniscus surgery: From where did it go wrong? How will you manage it?  

15:58-16:32   고해석 (가톨릭의대), 문찬웅 (서울부민병원), 정운화 (무룹병원), 권세원 (순천향의대)

 Session 12. Revision / Complicated Total Knee Arthroplasty  좌장: 이기병, 조우신

16:32-16:40 What’s new in diagnosis and treatment of PJI  문영완 (성균관의대)
16:40-16:48  Conversion of HTO, UKA to TKA: What you need to prepare  유주형 (일산병원)
16:48-16:56  Revision TKA after PJI: Tips and pearls  최영준 (울산의대)
16:56-17:04  Revision TKA for aseptic knee: Tips and pearls  이명철 (서울의대)
17:04-17:12  Revision TKA for unstable / stiff knee: Tips and pearls  이한준 (중앙의대)
17:12-17:24  Discussion

 Session 13. Panel Discussion #5 : Revision / Complicated TKA:  좌장: 김영후, 서정탁
 Decision making for complex cases  

17:24-17:58   임수재 (순천향의대), 손욱진 (영남의대), 송상준 (경희의대), 배기철 (계명의대), 이상훈 (SNU서울병원)
17:58-18:00  Closing remark & Adjourn  이주홍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  편집, 학술, 심사 합동 workshop
 일시: 2019년 12월 06일 (금)
 장소: 서울드래곤시티 3층 신라홀

PROGRAM

07:55-08:00 개회사 이주홍 대한슬관절학회장

 관절연골 좌장: 고해석, 인용

08:00-08:10 슬관절 관절연골의 해부학 및 생역학 이승훈 (보훈병원)
08:10-08:20 관절연골 손상의 진단 및 치료지침  이진규 (한양대병원)
08:20-08:30 미세천공술, 골연골 이식술  노두현 (서울대병원)
08:30-08:40 세포 / 조직공학적 치료법  김석중 (의정부성모)
08:40-08:50 박리성 골연골염  박용범 (중앙대병원)
08:50-09:00 Discussion 

 반월연골판 좌장: 손욱진, 장종범

09:00-09:10 반월연골판의 해부학 및 생역학 이준규 (건국대병원)
09:10-09:20 반월연골판 손상의 진단 정규성 (서울백병원)
09:20-09:30 반월 연골판 절제술 및 봉합술  송시영 (동탄성심병원)
09:30-09:40 원판형 연골판  이상학 (강동경희대병원)
09:40-09:50 반월 연골판 이식술  이범식 (서울아산병원)
09:50-10:00 퇴행성 반월 연골판 파열  김재균 (고대안산병원)
10:00-10:10 Discussion 
10:10-10:25 Coffee Break 

 인대손상 I 좌장: 윤경호, 안지현

10:25-10:35 슬관절 인대의 해부학 및 생역학 정민 (신촌세브란스병원)
10:35-10:45 슬관절 인대손상의 기전과 분류 장문종 (서울대보라매병원)
10:45-10:55 내측측부인대 손상 및 후외측 인대 손상의 진단과 치료 지침  라호종 (강릉아산병원)
10:55-11:05 후방십자인대 손상의 진단과 치료 지침  이대희 (삼성서울병원)
11:05-11:15 슬관절 탈구 및 복합 인대 손상의 진단 및 치료 지침  김태우 (서울대보라매병원)
11:15-11:25 Discussion 

 인대손상 II  좌장: 경희수, 선종근

11:25-11:35 전방십자인대 손상의 진단 및 치료 지침  이창락 (부산백병원)
11:35-11:45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이식건과 고정법, 수술기법  노정호 (강원대병원)
11:45-11:55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 실패원인, 수술기법  김성환 (강남세브란스병원)
11:55-12:05 소아청소년기 전방십자인대 손상 및 경골 융기부 골절의 치료 최성욱 (제주대병원)
12:10-12:20 Discussion 

 런천 심포지움  좌장: 문영완

12:20-13:20 미정 미정

 특강  좌장: 이주홍

13:20-13:35 미정 안진환

 대퇴슬개관절 / 슬관절부 질환 좌장: 나경욱, 심재앙

13:35-13:45 슬개골 불안정성의 진단 및 치료 지침  박상훈 (보험공단 일산병원)
13:45-13:55 활액막질환, 염증성 관절염 및 화농성 관절염  박용근 (제주대병원)
13:55-14:05 골괴사증  최형석 (순천향서울병원)
14:05-14:15 Discussion 

•  2019년 제11회 대한슬관절학회 연수강좌
 일시: 2019년 12월 07일 (토)
 장소: 서울드래곤시티 3층 한라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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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명 개최 예정일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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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 심포지움 2019. 11. 2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보건간호관 국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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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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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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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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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래와 같이 슬관절 학회 분과 위원회 동계 통합 워크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한슬관절학회 2019년 편집, 학술, 보험, 교과서 편찬, 메타 위원회 동계 통합 workshop

  일시: 2019년 12월 6일 (금) 오후 4시  
  장소: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3층 신라룸

    최근 참석률이 저조하여 BMC로의 publisher 변경 후 편집위 요청 사항에 대한 전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효율적인 저널 리뷰 업무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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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5.  최근 국내 저자들의 투고와 게재 편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citation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원저를 KSRR에 많이 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6.  Publisher 변경 후 몇몇 편집,학술,심사 위원께서 심사 거부 또는 무응답하고 계십니다. 무응답 시 심사 위촉  1주 후 시스템상 자동적으로 
심사 위촉 해지됩니다. 불필요한 심사일 지연과 다른 심사자들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으니 부디 빠른 심사 수락과 기한 내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7. Publisher 변경 후 현재 출간된 논문은 8편입니다. 
  https://preview-kneesurgrelatres.biomedcentral.com/articles 에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들도 적극적으로 인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슬관절 주위 골절  좌장: 유재두, 한승범

14:15-14:25 슬관절 주위 골절: 원위 대퇴골  이승준 (부산대병원)
14:25-14:35 슬관절 주위 골절: 근위 경골  주용범 (충남대병원)
14:35-14:45 슬관절 주위 골절: 슬개골 및 신전기전 손상  김용범 (순천향서울병원)
14:45-14:55 슬관절 전치환술 치환물 주위 골절  박희곤 (단국대학교병원)
14:55-15:10 Coffee Break 

 골관절염, 절골술 좌장: 최의성, 배기철

15:10-15:20 관절염의 병인과 비수술적치료  김중일 (강남성심병원)
15:20-15:30 절골술과 단일 구획 치환술의 적응증  김만수 (서울성모병원)
15:30-15:40 근위 경골 절골술  최원철 (분당차병원)
15:40-15:50 원위 대퇴골 절골술  문상원 (해운대백병원)
15:50-16:00 단일 구획 슬관절 치환술  장기모 (고대안암병원)
16:00-16:10 Discussion 

 슬관절 전치환술  좌장: 문영완, 송상준

16:10-16:20 일차 슬관절 치환물의 종류와 운동학  김창완 (부산백병원)
16:20-16:30 적응증, 술전 평가 및 수술 계획  염윤석 (명지병원)
16:30-16:40 수술 기법 : 정렬 및 골 절제  이용석 (분당서울대병원)
16:40-16:50 수술 기법 : 변형 교정 및 인대 균형 잡기  황선철 (경상대학교병원)
16:50-17:00 수술 기법 : 관절면의 재설정 신영수 (춘천성심병원)
17:00-17:10 Discussion 

 슬관절 전치환술 합병증과 재치환술  좌장: 강승백, 이한준

17:10-17:20 재치환술시 수술 계획 및 원칙  고인준 (은평성모병원)
17:20-17:30 슬관절 재치환물 (주대, 보강물 포함) 종류와 적용 지침 한혁수 (서울대병원)
17:30-17:40 술 후 감염의 진단 및 치료 지침  김동휘 (조선대병원)
17:40-17:50 무균성 해리, 마모 및 골용해의 진단 및 치료 지침  배지훈 (고대구로병원)
17:50-18:00 술 후 강직과 불안정성의 진단 및 치료 지침  양재혁 (한양대구리병원)
18:00-18:10 Discussion 
18:10 Closing remark & Adjourn 강승백 대한슬관절학회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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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슬관절학회 출간도서 | 

1. 대한슬관절학회 슬관절학 교과서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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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 : 290.000원
 - 출판사: 영창출판사
 - 출판연도: 2019년 5월
 - 출간 : 영창출판사 출간 (02-926-3223) / www.orthobook.com

 - 판매 : 영창출판사및 전국대형서점및 온라인서점
 - ISBN : 978-89-9267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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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hrology of the Knee

정가 2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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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510

ISBN 978-89-92676-72-4

webmaster@orthobook.comwww.orthobook.com

3rd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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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칼럼

초로인생(草露人生)의 
삶을 생각하며

솔직히 원고 청탁을 받고 글을 써야 하는지 고심을 하다 2019년 9월 
어느 날 전남 영광 백수해안도로의 노을 길에서 석양을 바라볼 수 있었다. 

지나고 보면 이태백의 “생자위과객(生者為過客)” 이라고 산다는 것은 
하루밤 묵어가는 손님이요 “부영하족진(浮榮何足珍)” 이라 뜬구름 같은 
영화가 어찌 진귀하다 하리오? 라고 부질없는 일들만 하고 은퇴를 앞두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정형외과를 하고 그 중 슬관절을 한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 같이 쉽게 하지 못하고 돌아 돌아서 하게 되었으니 참 고생스러운 
나날들이었다.

3선개헌, 유신헌법, 10.26., 12.12., 5.18 민주화 운동을 고등학교, 
대학교 전 과정에서 겪었으니 어찌 무슨 공부를 심도 있게 하였겠는가 
반문하여본다.

수기사 군의관의 군대 제대 후 전남의대 정형외과에서 그나마 수련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게 김형순, 노성만 교수님 두분의 크나큰 은덕이리라 
생각한다.

전문의 취득 후 전남의대 정형외과 교실서 fellow를 하는데 평택으로 
가려 하였으나 그 당시 노성만 병원장께서 원광의대 정형외과가 만들어 
진지 얼마 안되고 김상수 교수님 혼자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춘계 정형외과 
학회도 치뤄야 하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전화를 들어 전철홍이 보낼 

테니 잘해보라고 하신다. 어르신의 말씀에 아무 말도 못하고 원광의대 
정형외과의 익산으로 와서 그만두리 그만두리 하면서 30년 세월이 흘러 
버렸으니 참 운도 복도 지지리도 없는가 보다 생각이 된다.

그래도 행복한 나날이 있었으니 1994년 UCLA medical center 의 
adult reconstructive center 에 가서 1년 연수를 하면서 수술, 기초연구, 
도서관서 논문 찾기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오니 그 고생이 아까워서 
원광의대 정형외과 교실서 지낸 지 30년 참으로 세월이 빨리 간다고 
느껴진다.

지난 30년 대학교실에서의 생활은 참 다사다난하였다. 같이 있던 staff 
들이 다 개업하고 나가고 나니 너무도 씁쓸한 시간들도 있었다.

2000년 9월 광주 GIST가 설립되면서 전장수 박사가 우리 병원 
수술장을 방문하고 인공슬관절수술 과정과 무릎의 관절경 수술 등을 
observation 하면서 같이 연골에 대한 basic research를 하자고 
제안을 하였다. 그 후 20년 가까이 인연을 맺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2010
년 Nature Medicine 지에 ‘Hypoxia-inducible factor-2alpha is a 
catabolic regulator of osteoarthritic cartilage destruction.’ , 2014
년 Cell 지 ‘Regulation of the catabolic cascade in osteoarthritis by 
the zinc-ZIP8-MTF1 axis.’ 그리고 2019년 2월에 Nature 지에 ‘The 
CH25H-CYP7B1-RORα axis of cholesterol metabolism regulates 
osteoarthritis.’ 라는 논문을 기재 하였을 때는 고생한 보람과 자부심을 
굉장히 느끼게 되었다.

전 철 홍

원광의대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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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개인적으로는 2011년 슬관절학 교과서 제 1판과 2판을, 
그리고 2014년 9월에 슬관절 수술 아틀라스를 집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슬관절학회 여러 역대 회장님과 임원진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교차되는 생각이 많이 든다. 
어떻게 사는 삶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삶일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날 그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의과 
대학입학 할 때의 초심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의사 명찰을 처음 달았을 때의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는지, 처음 집도를 할 때의 설렘을 가지고 있는지, 
문득문득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걷지 못하는 환자들을 보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세월이 갈수록 우리 사회가 ‘의사선생님’에서 ‘의사놈들’로 
전락해가고 있는 작금의 실정에서,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는데 내 자신이 
적응을 잘 못하는 점도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사회 제반 사정이 변하므로 
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본다. 정치, 경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의사로서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런 대의적인 일들은 의술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의사들에게 맡겨두기로 하고 지금은 그보다 내가 하루하루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려고 한다.

나 또한 질병으로 아파 환자의 입장이 되어 보았고, 회복하여 건강할 
수 있음에 감사함도 느껴보았다.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은 내가 지금까지 
환자를 대하는 방식이 틀리지 않았음을, 앞으로 내가 환자를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할 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참 고단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해 본다. 
지면을 빌려서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인주철,김정만 ,정영복, 안진환, 
배대경, 성상철, 조우신 교수님들,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송은규 교수님, 특히 지금도 쥾은 의사 
못지 않게 수술, 연구, 논문발표를 하시고 계신 김영후 교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보면서 글을 마칠까 한다. 

앞으로도 대한 슬관절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솔직히 원고 청탁을 받고 글을 써야 하는지 고심을 하다 2019년 9월 어느 날 전남 영광 백수해안도로의 노을 길에서 석양을 바라볼 수 있었다. 

학회참관기

최원철

차의대 분당차병원 

2019 AAOS Annual Meeting을 

다녀와서

슬관절학회 소식지에 금년 초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2019년 AAOS 
annual meeting 참관 후기를 작성하라는 의뢰를 받고는 고민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다. 사실 AAOS라는 학회는 아마도 슬관절학회 회원뿐 
아니라 정형외과를 전공한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이미 잘 알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별도의 소개를 필요로 하는 학회가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AAOS 후기를 작성하게 된 것은 올해 meeting은 예년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바로 우리나라가 금년 AAOS의 
guest nation 으로 선정된 것이다. 과거의 경우, 이른바 ‘최신 지견’을 

얻기 위하여 AAOS 학회에 참석의 주 목적이었고, 포디움 발표에 
선정되는 것이 여느 학회에 비하여 훨씬 어렵고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 
여겨졌다고 알고 있다. 비록 Guest nation 선정이 절대적인 기준일 리는 
없으나, 이제는 우리나라 정형외과 학회의 위상이 다른 나라 정형외과 
의사들과 교류하고 학문적인 토론을 주도하는 위치로 올라섰음을 
반영하는 듯하여 그 의미가 남다르다 여겨진다. 이와 같은 변화를 
단기간에 이룬 데는 정형외과 학회, 특히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임상 
능력과 연구성과를 주도한 우리 슬관절학회의 역할이 적지 않았기에 
자부심과 감사함이 더하는 듯 하다. 비록 부족하고 개인적인 감상에 

▶  그림 1. Main hall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2019 AAOS 상징 조형물 ▶  그림2. 발표장에서 나란히 보이는 태극기와 성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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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지만 학회 참관의 경험을 사진과 함께 적어보고자 한다. (그림1) 
모든 발표장에 태극기가 보이고, 행사 안내판마다 guest nation인 

우리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느낌을  주었다 .(그림2)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준비한 부스가 학회장의 main hall 중앙에 
위치하였고, 여러 임원 분들이 준비와 운영에 신경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다.(그림3) 필자의 경우도 슬관절학회 학술위원회 일원으로 학회 
기간 동안 부스에서 계속 상영된 각 분과학회 소개 슬라이드 작성에 
참여하였던 터라 관심이 더하였었다. 과욕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애초에 
준비하였던 내용이 다른 분과 학회와의 분량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당 
부분 제외된 것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그림4) 계속 부스에 머물러 
관리하시던 학회 임원 분들이나 관계자 분들 의견은 다를 수 있겠으나, 
포스터, 비디오 세션이 함께 있던 main hall을 다닐 때마다 본 바로는 
사실 방문하는 사람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사실 우리도 해외 
학회에 참가하였을 때 guest nation에서 준비한 부스에 관심을 갖는 
경우는 흔치 않기에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되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우리 나라 참가자가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틈날 때 한번씩 들려 
북적이는(?) 모습을 보였다면 다른 나라 참가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비약일지 모르겠으나 
1,400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주목 받는 학회지를 
발간하는 등 분과학회 중 가장 큰 우리 슬관절학회도 언젠가는 여러 
나라들이 참가하는 학회를 개최할 시기가 올 수 있고, guest nation과 
비슷한 행사를 운영하게 된다면 고려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Guest nation 세션이 별도로 마련되어 우리나라 선생님들의 훌륭한 
연구 결과와 역량을 보여줄 장이 마련되었던 것은 특별히 기억할 
만한 일이라 생각한다.(그림5) 세션의 주제 중 하나로 관절경 분야가 
선정되었고 슬관절학회 여러 선생님들께서 좋은 강의와 연구 발표에 
참여하셨다. 시간의 제한이 있어 모든 분야가 해당 세션에 포함될 수 
없었던 점은 아쉬우나, 비단 해당 세션이 아니더라도 예년보다 현저히 
많은 우리나라 선생님들의 포디움 및 포스터 발표 참여가 있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2009년 라스베가스, 2010년 뉴올리언스에서 열렸던 
AAOS에 참가하였던 이후 근 10년 만에 참석하는 자리였다. 2009년 
당시에는 슬관절 분야 전임의였고, 2010년에는 임상의로서 첫발을 
디디자마자 참석하였던 반면, 금년의 경우 짧으나마 슬관절 분야 
전문의로서 임상 경험을 쌓고 간 지라 학회에서 느껴지는 점도, 관심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예전에는 엄청난 학회의 규모와 강의와 발표장 
연단에 교과서나 논문에서 보고 들은 이름들이 서 있는 광경이 신기함을 
넘어 압도되는 느낌을 가지곤 하였던 반면, 이번에는 이전보다는 조금 
차분히 관심이 있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예전 같으면 
포디움 발표 준비하느라 정작 학회에서 배우는 것이 없는 느낌이었고, 
강의 시간에 쫓겨 다닌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포스터 발표였고, 관심 
분야가 보다 정해지다 보니 포스터나 비디오세션까지 고르게 볼 수 
있었고, 수많은 company 부스들도 좀더 흥미를 가지고 볼 수 있었다. 
여유가 생겼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여전히 학회 규모는 
대단하고 수준 높은 강의와 발표가 이어졌으며 포스터 및 비디오 세션들 
역시 알찬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었지만, 슬관절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다른 학회들과 비교한다면 아무래도 여러 분야가 고르게 
다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학회이기 때문인지, 참신한 때로는 엉뚱하다고 
느낄 만큼 독특한 아이디어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 같다. 또한 미국 
학회인 만큼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거나 관심을 갖기에는 
쉽지 않은 내용들도 적지 않은 듯 하였다. 예를 들어 인공관절 분야의 
경우에도 day surgery나 economical burden에 대한 연구들이 유난히 
많았는데, 물론 중요한 내용이지만 당장에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괴리가 
있어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계획대로 정확히 진행되는 강의와 포디움 
발표, 포스터 / 비디오 세션 및 발표의 운영, 다양한 social meeting들, 
엄청난 규모의 company 부스들과 같이 전반적인 학회의 운영은 여전히 
대단한 내공이 느껴졌고, 부러움을 안겨 주었다.(그림6,7) 그리고 비록 
규모의 차이는 항상 존재하는 간극이겠으나 AAOS의 내용과 운영의 
장점들은 우리 정형외과, 그리고 슬관절학회가 도약을 거듭하는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점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십여 년 전에는 
경외하다시피 하였던 AAOS였는데 이제는 guest nation으로 서로 

▶  그림3. Guest nation인 우리나라를 홍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부스 ▶  그림4. 부스에서 반복 상영된 슬관절학회 홍보 슬라이드 중 일부

▶  그림5. Guest nation 특별세션 모습

교류하고 역할을 담당할 정도로 성장한 우리나라 정형외과가 열정과 
노력을 이어나간다면 엉뚱한 상상만은 아니지 않을까 기대된다.  
앞서 언급하였듯 거의 10년 만에 참석한 AAOS meeting 이었는지라 

마치 첫 참석처럼 생소하기 이를 데 없었고, 참관기를 남길 만큼 경험도 
부족하고 경황도 없었던 점이 무척 아쉽다. 학회 회원 선생님들 중에는 

매년 열리는 AAOS 학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터인데 
이런 부족한 글을 혹시라도 읽으실까 민망함을 감출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소식지 지면에 부족하고 두서 없는 글을 싣도록 
허락하여 주신 슬관절학회와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  그림6. 포스터 세션 전경 ▶  그림7. Company 부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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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Review

Patellofemoral Pain Syndrome: 
Updated Concepts 

리뷰어 :  김중일(한림의대), 이창락(인제의대)

 노두현(서울의대)

서론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patellofemoral pain syndrome)은 무릎 
앞쪽과 슬개골 주위의 통증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광범위한 병명으로 
연골 손상과 같은 기질적 원인이 발견되지 않으며 젊은 나이에 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과사용 및 슬개대퇴 부정정렬과 연관되어 있으며 
활동 시 심해지는 통증이 특징적이다. 조직, 병리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하는 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기준 및 병리기전에 대해 연구자간 이견이 
존재하며 이는 치료방침 결정에도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운동을 포함한 
대증 치료로 대부분의 경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실제 임상현장에서 어떤 
운동을 어떻게 처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본 리뷰에서는 자가 
조절 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운동요법, 대증치료 요법 및 발병 기전에 대한 
최신 연구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론

1. 운동요법 

Hott 등은1 슬개대퇴 통증 (patellofemoral pain) 에 대하여 환자 
교육과 함께 시행된 고관절 중심 (hip-focused) 운동, 무릎 중심 (knee-
focused) 운동 또는 자유 신체 활동 (free physical activity)의 3가지 
치료 방법을 비교하기 위한 단일 맹검 무작위 대조 시험 (single-blind 
randomized controlled trial) 을 시행하였다. 슬개대퇴 통증의 임상적 
진단과 함께 3개월 이상의 증상이 있으며, 방사선학적 및 자기공명영상상 
다른 병리소견이 없는, 16 에서 40 세 (평균, 27.6 세)사이의 112명의 

환자들이 포함되었으며, 환자들은 교육과 함께 단독 고관절 중심 운동 (n 
= 39), 전통적 무릎 중심 운동 (n = 37) 또는 자유 신체 활동 (n = 36)으로 
구성된 6주간의 중재 (intervention)에 무작위 배정되었다. 이 연구에서 
일차 결과 (Primary outcome)는 3 개월 째의 Anterior Knee Pain 
Scale (0-100) 였으며, 이차 결과 (secondary outcomes)는 visual 
analog scale for pain, Tampa Scale for Kineslophobia, Knee Self-
efficacy Scale, EuroQol, step-down 및 isometric strength 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고관절 외전 강도와 무릎 신전 강도를 제외하고, 
중재 3 개월에 일차 또는 이차 결과에서 그룹간 차이는 없었다. Anterior 
Knee Pain Scale에 대한 3 개월 간의 군간 차이는 다음과 같았다: 무릎 대 
대조군, 0.2 (95 % CI, -5.5 - 6.0); 고관절 대 대조군, 1.0 (95 % CI, -4.6 - 
6.6); 고관절 대 무릎, 0.8 (95 % CI, -4.8 - 6.4). 전체 환자 코호트는 중재 
3 개월에 무릎 신전 강도를 제외한 모든 결과들이 개선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에 근거하여, 저자들은 슬개대퇴 통증 환자에 대한 교육과 동반된 
무릎 중심 운동, 고관절 중심 운동 또는 자유 훈련 사이에 단기 추시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Smith 등은2 슬개대퇴 관절 통증 환자들에게 통증 교육과 자가 조절 
전략을 포함한 새로운 자가 조절 부하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검정하였다. 기존의 물리치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자가 조절 부하 운동 
프로그램의 임상적, 비용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60명의 슬개대퇴 관절 통증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였고 환자들은 무작위로 자가 조절 부하 
운동 군 (n=30)과 물리치료 군 (n=30)으로 나뉘었다. 타당성 지표들은 
환자의 일일 운동 일기와 6개월 후의 설문지, 그리고 20명의 무작위 

평가자의 인터뷰로 수집되었다. 연구 참석률은 87% 였으며 설문지 
완성도는 100% 였고, 연구 전달율은 95% 였다. 6개월 뒤, 총 세 개의 
운동일기 (총 5%, 자가 조절 부하 운동 군 (n=1) vs 물리치료 군 (n=2)만이 
수거되었다. 또한 6개월 뒤, 총 25개의 설문지가 수거되었고 (총 42%, 
자가 조절 부하 운동 군 (n=9) vs 물리치료 군 (n=16)), 양 군 모두에서 
응답자 중 56%에서 호전된 것으로 분류되었다. 설문지상 두 그룹 모두 
기존에 비하여 6개월 뒤 통증 척도 (VAS), 운동공포증, 통증 파국화 정도, 
자기 만족도, 그리고 EQ-5D-5L이 호전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통증 교육과 자가 조절 전략을 포함한 새로운 자가 조절 
부하 운동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수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 
군 간의 추적 소실과 운동 일기의 완성도의 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타당성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방법론적 문제들을 고려하여 임상적, 비용 
효율성을 평가할 보다 큰 임상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결론을 내렸다.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분석한 체계적 고찰 도는 메타분석 
연구결과도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van der Heijden 등은3 코크란 
리뷰에서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 환자의 무릎 통증을 줄이고 무릎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운동 요법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대상논문으로 Cochrane Bone, Joint and Muscle Trauma Group 
Specialized Register, Cochrane Central Register of Controlled 
Trials, MEDLINE, EMBASE, PEDro, CINAHL및 AMED에서 trial 
register 및 conference abstract를 검색하였다.  

슬개대퇴부 통증 증후군이 있는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통증, 
기능 및 회복에 대한 운동 요법의 효과를 평가하는 무작위 및 준 무작위 
배정 시험을 포함하였다. 두 저자는 독립적으로 연구 선택, 데이터 추출 
및 편향 위험 평가를 수행했다. 그 뒤 결과를 다음의 7 가지 카테고리로 
요약했다: pain during activity (short-term: =<3 months); usual pain 
(short-term); pain during activity (long term:> 3 months); usual 
pain (long-term); functional ability (short-term); functional ability 
(long-term); and recovery (long-term).

 슬개대퇴 통증이 있는   1690 명의   참가자를 포함하여 총 31 개의 
임상시험을 검토했다. 환자 특성 (활동 수준)과 증상 기준 (최소 증상 지속 
시간) 및 운동 요법의 기준에서 연구간 큰 차이가 관찰되었다. 그 중 8 개의 
시험은 selection bias의 위험이 높았다. 우리는 대부분의 임상시험이 
performance bias과 detection bias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주요 결과 각각에 대한 증거는 질이 매우 낮았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설계상의 심각한 결함과 참가자수가 적음에 기인하였다. 

두 가지 가장 큰 비교점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ercise versus control: 5 가지 연구 (375 명 참여)를 통해 풀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pain during activity (short-term)에 
대해서 운동이 통증 감소에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usual pain (short-
term), pain during activity (long-term), usual pain (long term) 
에서도 마찬가지로 운동이 통증 감소에 효과적이었다. 

7 가지 연구 (483 명 참여)를 통해 풀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functional ability (short-term)에도 운동이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functional ability (long-term)에 대해서도 운동이 효과적임이 확인 
되었다. 

Hip plus knee versus knee exercise: 3개 연구 (104명)의 
데이터에서 pain during activity (short-term) 은 hip and knee 
exercise가 더 효과적이었다. usual pain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여주었다 (short-term). pain during activity (long-term) 또한 hip 
and knee exercise에서 더 효과적이었다 (49명). 통증에 대해 hip and 
knee exercise 가 효과적이었지만 functional ability (both short and 
long term), recovery 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는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에 대한 운동 요법이 통증을 
감소시키고 기능적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 회복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일관된 증거를 발견했다. 그러나 최상의 형태의 운동 요법을 
결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이 결과가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고관절과 무릎 운동이 
무릎 운동 만하는 것보다 통증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 일 수 있다는 낮은 
질의 증거가 있다. 추가 실험이 필요하지만 우선 진단 기준 및 결과 측정에 
관한 실제적인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Rathleff 등은4 청소년에서 발생하는 슬개대퇴 관절 통증에 대해 
새로운 치료 전략을 찾고자 하였다. 슬개대퇴 관절 통증을 가진 10
세에서 14세 사이의 청소년 151명을 대상으로 12주간의 중재 치료를 
하였고, 중재 치료는 환자와 환자 보호자, 그리고 물리치료사가 함께 
참여하는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활동 사다리 및 통증 
모니터링을 통해 슬개대퇴 관절의 하중을 줄이기 위한 활동조절 (1-4주), 
가정 기반 운동 (5-8주), 스포츠 복귀 (9-12주)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1차 
평가는 ‘매우 효과적’을 7점, ‘매우 나빠짐’을 1점으로 하여 평가하였으며, 
결과 값이 ‘매우 효과적’ 또는 ‘효과적’인 경우 치료가 성공했다고 
평가하였다. 1차 평가는 12주에 시행되었으며, 추적 조사는 이후 24주, 
52주에 시행되었다. 2차 평가는 KOOS 점수와 고관절 및 무릎의 토크, 
스포츠 참여 정도 및 치료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진통제 사용빈도로 
하였다. 

참여자중 87%가 12주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고, 이 중 86%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다. KOOS 하위척도 3가지 모두에서 (통증, 스포츠/
활동, 삶의 질)에서 큰 호전이 있었고, 고관절과 무릎 토크가 20%에서 33%
로 증가하였으며, 12주에 68%가 스포츠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24주에 



Vol. 3   2019

18
19

79%, 48주에 81%로 증가하였다. 90%의 참여자가 치료에 만족하였고, 
95%의 참여자가 주변에 프로그램을 추천을 하였다.  

본 연구는 슬개대퇴 통증을 가진 청소년에서 활동조절과 부하관리가 
높은 치료 성공률을 가진 좋은 치료 전략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임상증상의 호전과 고관절과 무릎 토크의 회복은 이를 잘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2. 운동 치료를 제외한 기타 치료 요법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에 대해 운동 치료가 흔히 쓰이지만 다른 치료 
방편들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중 신경근육 전기자극, 테이핑 
치료 및 보조기에 대한 메타연구가 최근 보고되었다.

Martimbianco 등은5 슬개대퇴 통증이 있는   사람들에서 신경근육 
전기 자극 (neuromuscular electrical stimulation, NMES)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체계적 고찰 (systematic review) 및 메타분석을 
시행하였다. 슬개대퇴 통증 환자에 대한 NMES의 사용을 평가한 무작위 
대조 임상 시험이 포함되었고, 일차 결과 (primary outcomes)로서 
무릎 통증, 무릎 기능 및 부작용이 평가되었다. 8개의 연구 (345명의 
참가자)가 이 연구에 포함되었으며, 대부분의 환자들은 여성이었다. 
평균 나이는 25세에서 43세 사이였고, 포함된 연구들의 NMES 의 
특성, 적용법, 동반 치료법은 다양하였다. NMES의 single 15-minute 
session 직후 무릎 통증을 보고한 실험실 기반 시험의 결과는 임상적 
관련성이 의심스러웠다고 평가하면서 이 체계적 고찰 및 메타분석에서 
평가하지는 않았다. 4개의 연구에서는 운동치료와 함께 시행된 NMES
와 단독 운동치료를 비교하였으며, 각 연구들은 서로 다른 multiple-
session NME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들에서의 pooled 
data에서는 NMES가 치료 종결시점 (3주-12주)에 통증 감소와 연관이 
있지만, 무릎 기능에 대한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한 
연구 (94 명의 참가자)는 하루 4 시간 4 주 동안 매일 적용한 NMES 와 
운동치료와 비교하였으며, 4주간의 치료 후 무릎 기능에 있어서 두 그룹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두 연구는 서로 다른 형식의 NMES 
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들에서는 simultaneously delivered high-low 
frequencies NMES 를 sequentially delivered high-low frequencies 
NMES 및 fixed frequency NMES 와 비교하였고, 6주간의 치료 후 무릎 
통증, 기능 및 사두근 피로 (fatigue)에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저자들은 체계적 고찰 및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의 
quality of evidence가 전반적으로 매우 낮았다고 평가하면서, 수주 이상 
운동 치료와 동반된 multiple-session NMES 프로그램이 단독 운동 
치료에 비하여 치료 종결 시점에서 무릎 통증과 기능에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Callaghan 등은6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에 대한 테이핑 치료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무릎 앞쪽 슬개골 피부에 직접 부착되는 접착식 스포츠 

의료 테이프가 적용되며 환자들은 종종 테이프를 적용한 후 통증과 
기능이 즉각적으로 개선된다고 보고하지만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 그들은 성인에서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 시행한 
슬개골 테이핑이 통증과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Cochrane Bone, Joint and Muscle Trauma Group 
Specialized Register, Cochrane Central Register of Controlled 
Trials, MEDLINE, CINAHL, EMBASE, PEDro, SPORTDiscus 
및 AMED에서 논문, clinical trials 및 conference proceedings을 
검색하였다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에서 슬개골 테이핑이 임상 적으로 관련된 결과, 
통증 및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테스트하는 무작위 대조 시험 및 준 무작위 
배정 시험을 조사하였으며 테이프 적용의 즉각적인 영향만 확인하는 
연구는 제외했다. 두 저자는 독립적으로 연구 선택, 데이터 추출 및 편향 
위험 평가를 수행했다. 

5 개의 무작위 대조 시험이 포함되었다. 여기에는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은 약 200 명의 참가자가 참여했다. 테이핑 대 대조군 
(no or placebo taping)을 비교하였으며 치료의 강도와 기간은 
매우 다양했다. 예를 들어, 치료 기간은 한 시험에서 1 주일에서 다른 
시험에서는 3 개월까지였다. 

4 가지 시험 (161 knees) 으로부터 측정된 시각 아날로그 척도 (VAS) 
통증 데이터의 메타 분석은 테이핑과 비 테이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mean difference (MD) -0.15; 95% 
confidence interval (CI) -1.15 to 0.85). 

저자들은 현 시점에서는 테이핑에 대한 임상 연구는 질이 낮으며 
테이핑의 영향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다기관, 양질의 대규모 무작위 대조 시험이 포함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 이 전에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의 진단, 결과 측정의 표준화 및 
슬개골 테이핑 방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평가하였다. 

Smith 등은7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에 대한 무릎 보조기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Cochrane Bone, Joint and Muscle Trauma Group 
Specialized Register (2015년 5월 11 일), Cochrane Central Register 
of Controlled Trials (CENTRAL) (Cochrane Library 2015 Issue 5), 
MEDLINE (1946년-2015년 5월 8일), EMBASE (1980년-2015년), 
SPORTDiscus (1985년-2015 년 5 월11일), AMED (1985년-2015년 5
월 8일), CINAHL (1937년-2015년 5월 11일), PEDro (1929년-2015년 
6월)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반 병원에서 시행된 3개의 연구와 군 병원에서 시행된 2개의 
연구를 포함하여 총 5개의 연구가 (총 368명) 포함되었다. 하지만 연구 
질의 평가에서 이들 5개의 연구는 모두 높은 편향성과 함께 GRADE 상 
낮은 수준의 정보로 판단되었다. 5개의 연구에서는 운동치료를 기반으로, 
무릎 보조기를 착용한 군과 착용하지 않은 군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단기 
추적관찰 (2주-12주) 상 양 군 간에 통증의 차이가 없었고,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기능의 차이 역시 관찰되지 않았다. 3개의 연구에서는 Knee 
brace을 착용한 군과 knee sleeve를 착용한 군, patella strap을 착용한 
군과 knee sleeve를 착용한 군, 그리고 knee sleeve와 patellar ring
을 함께 착용한 군과 knee sleeve만을 착용한 군의 비교 등 다양한 
유형의 무릎 보조기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모든 무릎 보조기 간에 통증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 중 한 연구에서는 knee brace를 
착용한 군과 knee sleeve를 착용 군 간에 기능적 결과를 분석했는데, 
이 역시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연구에서는 보조기와 운동을 
직접 비교하였고, 둘 간에 유의한 통증 및 기능의 차이는 없었다.  

본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들은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에 대한 보조기의 
유용성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오히려 비록 높은 질의 
논문들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운동치료 병행에도 불구하고 보조기의 
사용이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 환자들의 무릎 통증이나 기능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추후 다양한 보조기의 
임상적 사용에 대한 많은 양질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발병기전에 관한 연구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의 발병 기전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이는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이 기본적으로 과사용 및 슬개대퇴 부정정렬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 최근 보고된 몇몇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Rearfoot eversion, hip adduction, tibia internal rotation, tibial 
adduction 등은 Q angle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의 
병인중 하나로 생각되고 있다. Luz 등은8 rearfoot eversion을 포함한 
발-발목 움직임과 하지의 관계가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과 관련될 수 있다 
가정하고 1) 달리는 동안 정면 및 횡 평면에서 경골 및 대퇴골 움직임과 
rearfoot eversion 사이의 상관 관계를 평가하고, 2)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 
유무에 따른 움직임 (kinematics)을 비교하였다. 44 명의 recreation 
runner를 healthy runner (CG, n = 27)와 runners with PFP (PFPG, 
n = 27)의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달리는 동안 kinematics는 3 차원 모션 
분석   시스템을 사용하여 평가되었다. Pearson의 상관 계수 (r)를 통해 
경골 및 대퇴골 운동과 rearfoot eversion의 상관 관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 그룹에서 더 높은 peak rearfoot eversion 
은 더 큰 peak hip adduction 과 관계가 있었다. 또한 양 그룹 모두 peak 
rearfoot eversion 은 greater peak tibial internal rotation 과 tibial 
adduction 과 관계 있었다. 하지만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 그룹과 CG간에 
kinematics의 차이는 없었다.  

rearfoot eversion과 peak hip adduction 이 관계가 있으며 이것이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에서 rearfoot eversion 이 심한 사람에서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 지속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뒷발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치료 전략이 증상을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rearfoot eversion 이 hip adduction, tibia internal 
rotation, tibial adduction 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상기 문제들은 
Q angle을 증가시켜 lateral PF joint 에 excessive pressure 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의 원인중 하나임은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과 CG 사이에 kinematics
의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이 결과를 갖고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 그룹에서 correlation이 더 큰 
것으로 보아 통증이 더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통증에 취약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해석해야 하겠다. 

Neal 등은9 2015년 4월 이후에 발간된, 달리기와 연관되어 발생한 
슬개 대퇴 관절 통증을 가진 코호트에 대한 논문검색을 (Medline, Web 
of Science, CINAHL) 시행하였고, 생역학적 인자와 관련된 28개의 
논문을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8편의 연구에서 최대 고관절 내전의 
증가가 슬개 대퇴 관절 통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I²=84%, P< 
0.05), 최대 고관절 내회전의 증가 역시 슬개 대퇴 관절 통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I²=83%, P< 0.05). 4편의 연구에서는 반대측 최대 
골반 쳐짐과 슬개 대퇴 관절 통증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I²=63%, 
P< 0.05), 1편의 연구에서 입각기 최대 고관절 굴곡의 감소가 슬개대퇴 
관절 통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medium SMD -0.74). 1편의 
연구에서 슬개대퇴 관절 통증이 있는 여성 러너에서 최대 고관절 내전이 
남성 러너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large SMD -1.92), 슬개대퇴 
관절 통증이 있는 남성 러너에서 최대 슬관절 내전은 여성 러너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측정되었다 (medium SMD 1.17).

 2편의 연구에서 슬개대퇴 관절 통증을 가진 환자에서의 고관절 근력 
강화운동이 통증 (large SMD 1.80)과 기능 (medium SMD 1.16)을 
개선시키는데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또한 2편의 연구에서 슬개대퇴 관절 
통증이 있는 여성 러너들에서 고관절 내전을 줄이는 자세 교정훈련이 통증 
(large SMD 3.84)과 기능 (large SMD 2.16)을 개선시키는데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자세 교정 훈련은 최대 고관절 
내전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large SMD 2.10).

결론적으로, 고관절 내전의 증가는 여성 러너에서의 슬개대퇴 
관절 통증 발생의 위험 인자이며, 자세 교정훈련을 통해 고관절 내전을 
감소시킴으로써 통증과 기능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중재적 방법인 자세교정을 통해 임상 증상을 호전 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추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양질의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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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bst 등은10 젊은 여성 운동 선수들 중 건강한 선수들과 슬개대퇴 
통증이 발생한 선수들에서 전향적 고관절 및 슬관절 등속성 강도 
(isokinetic strength)를 비교하기위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청소년기의 
여성 운동 선수들 (N = 329)에 대하여 슬관절 (굴곡 및 신장) 및 고관절 (
외전)의 등속성 강도를 검사하였고, 농구 시즌 전 슬개대퇴 통증 유병률을 
평가하였다. 평가 당시 슬개대퇴 통증을 가진 선수들은 제외 후, 255 명의 
참가자가 연구에 전향적으로 등록되었으며, 슬개대퇴 통증이 발생한 
그룹 (incident PFP)과 발생하지 않은 그룹 사이의 차이를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 슬개대퇴 통증의 누적 발생률은 0.97 per 1000 athlete-
exposures 이었으며, 슬개대퇴 통증이 발생한 여성 운동 선수들(정상 
토크, 0.013 ± 0.003)은 대조군 (normalized torque, 0.011 ± 0.003)에 
비해 normalized hip abduction strength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 <.05). 고관절 강도와는 달리, normalized knee extension 및 knee 
flexion strength 는 두 그룹간에 차이가 없었다 (P> .05). 이 연구의 
결과는 고관절 외전 강도가 높은 젊은 여성 운동 선수가 슬개대퇴 통증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와 이전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고관절의 외전 강도 
증가는 고관절 외전근의 편심성 하중 증가의 결과로 발생한 증상일 수 
있으며, 슬개대퇴 통증 발병률과 관련하여 제안된 기계론적 연관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Motealleh 등은11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 환자에서는 기립시 몸통 
근육 활동 (trunk muscle activity)이 변화, 자세 제어능력 악화 및 더 큰 
center of pressure (COP)의 전위를 보인다는 배경 하에 건강한 사람과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 환자의 몸통 자세 제어 (trunk postural control)
를 비교하였다.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으로 진단 된 21 명의 여성과 21 
명의 건강한 여성이 단면 조사(cross-sectional)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참가자들은 unstable sitting device 위에서 몸통 자세 균형을 유지하도록 
요구 받았다. 그룹 간 몸통 자세 제어의 COP 지수 (COP index) 비교에서, 
모든 COP 지수 (평균 전방-후방 및 측방 COP 전위, 평균 COP 속도 및 
COP 전위의 평균 면적)들이 건강한 대조군과 비교하여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을 가지는 참가자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P <0.001), 모든 
지수의 효과 크기 (effect size)는 0.80 이상이었다. 저자들은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 환자들에서는 몸통 자세 제어가 손상되었고, 이러한 소견은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 환자의 재활에 대한 임상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는데,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 환자에서 전통적인 물리 치료 
관리에 더하여 앉은 상태에서 자세 제어 훈련을 추가하면, 하지의 역할을 
최소화하면서 몸통 고유수용감각 (proprioception) 을 강조함으로써 
유익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Galloway 등은12 여성 운동 선수가 남성 운동 선수에 비해 슬개대퇴 
통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근골격 발달의 독특한 효과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사춘기 성숙에 
적응하는 신경 근육 조절 메커니즘을 평가하고 슬개대퇴 통증 발달에 대한 
그들의 상대적 기여를 평가하는 것이다. 저자들은 비정상 착륙 (landing) 

메커니즘 이 슬개대퇴 통증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가설을 세웠다. 

506명의 고등학생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상세한 병력, 전방 무릎 통증 
척도 및 슬개대퇴 통증 진단을 위한 무릎 검사를 완료하고 추시하였다. 
운동 선수는 힘판 (force plate)으로 수직 낙하 점프 작업을 수행했으며, 
표준 3 차원 생체 역학 분석에서 생성 된 생체 역학 측정을 사용하여 
고위험 또는 저 위험 무릎 및 고관절 착륙 프로파일로 참가자를 분류했다.  

무릎 착륙 프로파일로 시상면 무릎 운동 범위, 최대 무릎 외전 각도, 
최대 무릎 외전 모멘트 및 피크 대 피크 횡단면 무릎 모멘트 (peak to 
peak transverse plane knee moment)를 사용하였다. 고관절 착륙 
프로파일로 시상면 고관절 운동 범위, 고관절 고관절 모멘트, 고관절 외전 
및 고관절 회전 모멘트가 포함되었다. 이 테스트는 2 년 동안 스포츠 프리 
시즌에 실시되었다. 

고위험 고관절 착륙 프로파일을 가진 여성 운동 선수는 고관절 굴곡이 
증가하고 외전, 회전 및 신근 모멘트가 감소했다. 추적관찰 결과 사춘기 
후 상태로 (post pubertal) 전환 한 고위험 고관절 착륙 프로파일을 가진 
참가자는 저 위험 고관절 착륙 프로파일로 이동할 확률이 더 높았다 (Odds 
ratio, 2.1 [95 % CI, 1.1-4.0]; P = .02). 고위험 무릎 착륙 프로파일을 
가진 참가자는 무릎 굴곡 감소와 무릎 외전, 외전모멘트 및 외회전 모멘트 
증가를 보였다. 사춘기 성숙은 고위험 무릎 착륙 프로파일의 변화와 
관련이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해 사춘기 전 단계에서 사춘기 후 단계로의 진행은 
고위험 고관절 착륙 프로파일에 보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고위험 무릎 
착륙프로파일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이 데이터는 사춘기 이전에 부적응 
고관절 역학이 (mal-adaptive mechanics) 슬개대퇴 통증에 기여할 수 
있지만 슬개대퇴 통증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무릎 역학은 젊은 여성 운동 
선수의 성숙 과정에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슬개대퇴 통증은 청소년기에 증가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급격히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그 점에 착안하여 사춘기 전후의 
운동역학(landing biomechanics) 변화를 살펴보았다. 고관절 및 무릎 
landing profile은 각각의 특징을 갖지만 서로 연관되어 있다. 고관절 및 
무릎 landing profile이 함께 mal-adaptive mechanics로 결합될 경우 
out-of-plane landing strategy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sagittal plane alignment mechanics 에서 transverse- 혹은 
frontal-plane landing mechanics로 변환됨을 의미한다. 이는 슬개골에 
비정상적인 회전력, 압력을 야기하여 통증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연골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여성 운동선수에서 관찰되는 이런 mal-adaptive 
mechanics는 neuromuscular training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에 대한 운동 요법은 통증을 감소시키고 기능적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 회복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어떤 운동 방법이 효과적인지는 아직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운동요법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인지 현재까지 불명확 
하다.

고관절과 무릎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통증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 일 
수 있다는 증거가 있으며 환자 교육을 통한 활동 조절과 부하관리가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운동요법 외에 신경근육 전기자극 요법, 보조기 요법, 테이핑등은 
결론을 내리기에는 불충분하며 현재까지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Rearfoot eversion, hip adduction, tibia internal rotation 및 
adduction은 Q angle을 증가시켜 슬개대퇴 통증 발생에 기여하며 이에 
대한 자세 교정등을 통해 임상 증상을 호전시키려는 시도 등이 이뤄지고 
있다. 추후 후속 연구들을 통해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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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증례 1

82세 여자 환자로 약20 여년 전 외부병원에서 좌측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고 그로부터얼마되지 않아 발생한 ligament 
instability 에 대하여 추가로 2차례의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이후 별다른 증상없이 잘 지내던 중 근래들어 발생한 무릎의 통증 및 
불안정성을 주소로 외래에 내원하였다.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소견상 좌, 우 슬관절 모두에서 중등도의 내, 외반 불안정성 및 전반슬 
소견을 보였다. 

수술실 소견상 대퇴 치환물 및 경골 치환물 자체는 세월이 상당히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뼈에 견고하게 부착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과거 수술시 원위 대퇴골의 골절제가 다소 과하게 시행되었으며 
내측 연부조직 유리가 과하게 이루어져 외반 불안정성이 발생한 상황을 
thicker polyethylene insert 삽입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치환물의 제거 및 변연절제가 완료된 후의 신전 간격이 
50mm 가량 되었다. 가용한 두께의 metal block augmentation 을 
모두 활용하고서도 남는 원위 대퇴골 결손을 보충하고 과도한 joint 
line elevation 이 유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종 대퇴골두 이식을 
결정하였다. 우선 환자 원위 대퇴골의 잔여 골 표면이 과간 절흔 방향으로 
다소 경사지도록 oscillating saw 를 이용하여 편평하게 다듬은 후 동종 
대퇴골두를 반으로 쪼갠 것을 K-wire를 이용하여 임시고정 하였다. 이를 
trial implant 형태에 맞추어 sagittal saw 등을 이용하여 대략적으로 
contour 를 다듬은 후 직경 3mm 의 headless compression screw 

로 비교적 단단한 host bone 이 확인되는 부분에 
삽입하여 고정시킨 위에 대퇴 치환물을 고정하였다. 
(그림 2).

  

수술 후 환자의 좌측 하지 역학적 축의 정렬은 1.7
도 내반 정렬 상태로 교정되었으며 fibular head 의 
tip 을 기준으로 했을 때 joint line 은 술전 18.6mm 
에서 25.1mm로 약 7mm 가량 상승되었고 patellar 
lower pole 은 술전 joint line 에 대해 약 3.9mm 
하방에 위치하였던데 비하여 술 후 약 6.6mm 하방 
위치를 보여 소폭의 patellar baja 가 발생하였다. 
환자는 술후 약 2년까지 추시가 가능하였으며 별다른 
합병증을 보고하지 않았다 (그림 3). 

인공 슬관절 재치환술 시 고도 골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대퇴골두 동종골 이식술

이 승 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부산대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증례 2

67세 여자 환자로 7년 전 본원에서 우측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고 지내던 중 1년전 발생한 대퇴내과의 삽입물 주위 골절을 
수상하였다. Cannulated screw & washer 를 이용한 내고정술을 
받았으나 골절편이 상방으로 전위되면서 유합되어 대퇴삽입물의 내반 
침강 및 우측 하지의 내반 변형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악화되는 소견을 
보여 재치환술을 결정하였다. 

수술실 소견상 대퇴 내과의 해면골은 대부분 소실되었고 피질골도 
상방으로 전위되면서 유합된 상태였는데, 남아있는 피질골 자체의 강도는 
이식골의 기반으로 지지력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남아있는 원위대퇴골을 현 수준에서 각각 외측 5mm, 내측 
20mm 근위부 지점에서 골절제 시행하여 대략적인 수준을 고른 후, 
대퇴 내과 피질골 내측표면을 준비된 동종 대퇴골두와 동일한 사이즈의 
acetabular reamer를 이용하여 bone bed preparation 을 시행하였다. 
이후 decortication 한 동종 대퇴골두를 bone bed 에 K-wire를 이용하여 
임시고정 하고, 다시 한번 trial implant 형태에 맞추어 oscillating saw 

와 sagittal saw 등을 이용하여 원위 절제 및 box 절제를 시행하였다. 
형태가 다잡힌 동종이식 골편을 직경 3mm 의 headless compression 
screw 로 고정시킨 위에 15mm 두께의 medial distal metal block 을 
부착한 대퇴 치환물을 고정하였다. (그림 2). 

신전과 굴곡시의 간격만을 고려하면 내외반 구속형 치환물로도 
극복이 가능한 수준이었으나 내측측부인대를 비롯한 연부조직 ▶  그림 1. 수술 전 시행한 단순 방사선 촬영 소견

▶그림 2. 수술 중 소견

▶ 그림 3. 수술 후 슬관절 및 하지 전장 단순 방사선 소견과 술전, 술후 관절선 수준의 비교

▶ 그림 4. 수술 전 시행한 단순 방사선 촬영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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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구조물의 심각한 결손 및 이로 인한 대퇴-경골간 회전 부정렬이 
심하여 rotating hinge implant 를 최종적으로 삽입하였다. 수술 후 
환자의 우측 하지 역학적 축의 정렬은 2도 내반 정렬 상태로 교정되었고, 
술후 1년까지의 추시에서는 별다른 합병증을 보고하지 않았다 (그림 3). 

 증례 3

75세 여자 환자로 2년 전 타병원에서 좌측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고 지내던 중 경골 치환물의 해리 및 진행성의 내반 침강 소견을 
보여 재치환술을 결정하였다. 

수술실 소견상 대퇴골은 술전 방사선 사진 소견에 비하여 골 소실이 
심하지 않았으나, 근위 경골부는 뼈의 크기 자체는 작은데 비하여 내과부의 
골소실이 심각하여 제공되는 규격의 metal block 만을 이용해서는 
과도하게 넓은 신전간격을 상쇄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이에 대퇴골두 
동종이식골을 이용하여 경골 내과 골결손을 만회하기로 결정하였다. 
경골 내과부를 metal hemi wedge에 맞도록 골절제를 시행한 면에 
동종 대퇴골두의 지름이 가장 큰 부위에서 횡절단 한 것을 맞추어 임시 
고정 후 외측에 비해서도 10mm 가량 수준을 높은 부위에서 근위 절제를 
시행하였다. 동종이식 골편을 직경 3mm 의 headless compression 
screw 로 경골의 후방 피질골 부위에 고정시킨 위에 keel punching 및 
reaming 을 시행한 후 내측 10mm, 외측 20mm 두께의 metal block 을 
부착한 경골 치환물을 고정하였다. (그림 2). 

수술 과정에서 patellar tendon 이 tibial tuberosity 에서 avulsion 
발생하여 capsular closure 시에suture anchor 를 이용하여 repair 
시행하였다. 수술 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하지압박대를 3회 시행한 탓에 
환자는 술후 수일간 지속된 비골신경 마비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다행히 
회복기간의 경과함에 따라 호전되었다. 술후 환자의 좌측 하지 역학적 
축의 정렬은 중립 정렬 상태로 교정되었고, 술후 6개월 추시에서는 별다른 
합병증을 보고하지 않았다 (그림 3). 

▶ 그림 5. 수술 중 소견

▶ 그림 7. 수술 전 시행한 단순 방사선 촬영 소견

▶ 그림 8. 수술 중 소견 (anterior, superoanterior, superior view)

▶ 그림 6. 수술 후 슬관절 및 하지 전장 단순 방사선 소견

고찰

인공 슬관절 재치환술시 안정적이면서 내구성있는 골결손 처리는 
재치환술의 성공 여부와 밀접하게 연관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전 계획시 일반적으로 사용가능한 modular revision 
component 들만을 이용해서는 골결손을 수복하기 힘들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나, 예기치 못하게 수술 중 기존 치환물을 제거하고 변연절제를 
완료한 후에야 예측을 뛰어넘는 고도의 골결손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골융해나 치환물 전위가 많이 진행되었거나, 1회 
이상의 반복된 재치환술을 시행받는 환자에서 더욱 자주 직면하게 되는데, 
골결손이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수복되지 않을 경우 재치환물이 또다시 
침강, 전위가 일어나는것을 막을 수 없으며 재치환술의 조기 실패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치환물을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으면서 장기간 지탱할 수 
있는 수복 수단을 선택,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modular revision component 수준을 뛰어넘는 고도의 
골결손이 있는 경우 사용가능한 골 수복 수단들로는 morselized allograft 
bone chip 을 이용한 impaction graft 또는 structural bone allograft, 
trabecular metal cone 등이 존재한다. 이 중 대퇴골두 동종 이식골은 

structural allograft 로서 타 부위의 동종 이식골에 비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수급이 가능하며 골결손부의 형태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성형하여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대퇴골두 동종 구조골 이식술을 이용한 
재치환술에 관한 문헌은 많지 않으나 몇몇 문헌들에서 보고하고 있는 
결과들을 소개하면, Clatworthy 등1) 은 52례의 재치환술에서 평균 96.7
개월 추시 결과 13례의 실패를 보고하였는데, 여기에는 이식골의 흡수 5
례, 감염 4례, 불유합 2례 등이 포함되었다. 4례의 감염 중 1례가 감염성 
원인으로 재치환술을 시행한 증례에서 발생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대퇴골두 동종이식골을 사용한 경우는 원위대퇴골에 이식한 경우가 6
례, 근위경골에 이식한 경우가 4례 있었으나 대퇴골두 이식물을 사용한 
경우에 관한 결과를 별도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Engh 등2) 은 경골에 
위치한 골결손부에 동종 구조골 이식을 시행한 49례의 재치환술을 평균 
7.9년(95개월) 추시하였는데 10년 생존률 93%를 보고하였으며, 4례의 
실패를 보고하였으나 이식골의 흡수나 무균성 해리등이 원인이 된 경우는 
전무했다고 하였다. 또한, 2례의 사후 부검 광학 현미경 소견상 host bone 
과 동종 이식골의 경계면에서 동종 이식골의 골소주에 생활성이 있는 
신생골의 형성 이루어짐을 발견하였다. Chun 등 3) 은 27례의 대퇴골두 
동종 이식골만을 이용한 재치환술을 최소 8년, 평균 107개월 추시한 
결과 이식골과 환자 host bone 사이의 유합이 평균 술후 7개월 경에 
이루어졌으며 감염성 원인으로 시행한 재치환술에서 발생한 1례의 감염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했다. 점진대체(creeping substitution)의 진행과 
더불어 재혈관화가 이루어지면서 발생하는 동종 이식골의 골흡수 가능성 
및 감염성 원인으로 재치환술을 시행하는 환자에서 동종 이식골이 잠재적인 
감염균 병소(nidus)로 작용하여 감염이 재발할 가능성 등이 대퇴골두 동종 
구조골 이식시의 가장 큰 우려되는 점이라 할 수 있는데, 골흡수의 경우 
임상적인 결과에 문제가 될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감염의 경우 동종 구조골 이식을 동반하지 않은 일반적인 재치환술에 비해 
발생률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것으로 보고되었다1). 동종 이식골의 골절 
또는 질병 전파등의 합병증도 드물게 보고된 바 있다4-6).  

저자들은 본 증례들에서 대퇴골두 동종 이식골을 수술전에 미리 
마련함으로써 수술 전 예측했던 또는 예측하지 못했던 고도의 골결손을 

▶ 그림 9. 수술 후 슬관절 및 하지 전장 단순 방사선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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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환자들에서 적절하게 골결손을 수복할 수 있었으며, 대퇴골두 동종 
이식골이 현재 우리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거의 유일한 동종 
구조골 이식 수단으로서 modular revision component 사용으로 완전히 

수복되지 않는 고도의 골결손에서 추가적인 수복 수단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함을 소개하고자 본 증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