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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칼럼 
-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도가니 광장 
- U 20 월드컵 팀 닥터로서 경험 

학회참관기 
-  2020 Orthopaedic Research Society (ORS) 방문기

Current Issue Survey
- Patient Blood Management in TKA

Article Review 
- 슬관절 전 치환술의 혈액 관리 (Blood management in TKA)

Case Study 
-  인공 슬관절 단관절 대치술의 Liner Change 후 
 발생된 급성구획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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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역대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천 명에 육박하고 있는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대한슬관절학회 30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강승백 입니다. 

코로나-19로 일컫는 초유의 역병 사태로 3개월 늦게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초에는 이 작은 

바이러스의 위력이 이렇게나 거셀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역병이라는 질병문제에서 사회, 문화, 경제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태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사태의 위력은 5월에 개최되던 우리 정기 학회는 물론 

전 세계의 대부분의 세계 학회까지 몽땅 삼켜버렸습니다. 8월로 연기되었던 우리 정기 학회도 안타깝게도 

그 위세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이 사태의 끝이 어딘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 회장직을 인계 받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사태 속에서 학회를 어떻게 

운영할 지, 많은 고민과 부담으로 중압감을 느낍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대로 위기가 기회가 된 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학회에게는 위기입니다. 그냥 위기도 아닌 학회로서는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위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학회 활동은 물론 다른 방면에서 활동의 수단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대면 활동을 근간으로 하는 학회 활동 같은 사회 활동 등은 비대면 패러다임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많이 

활성화된, IT, SNS, YouTube, Zoom 등 온라인 시스템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이번 대한정형외과 춘계학회는 온�

오프라인 형태의 하이브리드 학술대회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도 기대이상 이었습니다. 이러한 학회 진행은 이 시스템의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이 온라인의 시스템을 활용한 학회 운영은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위기는 이 패러다임 변화로 학회 활동을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회장으로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의 기회를 주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기회를 활용하여 대한슬관절학회를 

업그레이드된 학회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학술, 전산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시스템 활용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시스템 확충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이미 계획하고,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는 YouTube 활용, Webinar 

활성화, 온라인 쌍방 회의 및 학회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활용은 외국 학회와 연대, 외국 인사의 온라인 강의 섭외 

등도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학회 회원 중 많은 분들이 이 분야에 많은 조예와 능력이 있음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학회의 얼굴인 KSRR이 금년에 Scopus에 등재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의 투고, 원활한 

심사 등 회원들의 많은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KSRR이 빠른 시일 내에 SCIE에 등재는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회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저희들의 당면 문제는 낮은 보험수가, 불합리한 급여 행위 기준 등의 건강보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회는 이 문제를 타 학회에 비해 비교적 잘 해결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위원회를 더욱 전문화, 활성화 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심사평가원과 협력하여 보험 체계, 행위 

정의, 사례 등을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설명강의도 상설화하는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 년이라는 짧은 임기이지만, 분과학회 중 가장 규모가 큰 대한슬관절학회의 위상에 맞는 학회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역대회장님, 임원님, 회원님들의 성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두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많은 

조언, 비판, 건의는 학회 발전의 필수요소임을 강조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역병사태와 예측 불허하는 대한민국 국가시스템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모든 회원님들의 건승, 강건,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강 승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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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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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곤(18대), 조우신(19대), 서정탁(20대), 최남용(21대), 송은규(22대), 조성도(23대), 전철홍(24대), 김명구(25대), 

빈성일(26대), 이명철(27대), 서승석(28대), 이주홍(2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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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의        원  경희수, 고해석, 김강일, 김경태, 김명구, 김주오, 나경욱, 문영완, 빈성일, 서승석, 손종민, 원예연, 유재두, 윤경호, 이광원, 

이동철, 이명철, 이주홍, 이한준, 임수재, 최남홍, 최영준, 최종혁, 하철원, 한승범

편  집  위  원  회  경희수(위원장), 김강일(부위원장), 송상준(간사), 김석중, 김영모, 김종민, 김진구, 김창완, 문찬웅, 박관규, 배기철, 선종근, 

손욱진, 신영수, 심재앙, 염윤석, 오광준, 윤정로, 이대희, 이용석, 최의성, 한혁수, 황선철

학  술  위  원  회  이한준(위원장), 장종범(부위원장), 왕준호(부위원장), 이대희(간사), 최원철(부간사), 고인준, 김동휘, 김성환(연세의대), 

김재균, 김중일, 김태우, 노정호, 문상원, 민경대, 박용범, 배지훈, 서영진, 송시영, 안지현, 양재혁, 왕립, 이범식, 이상학, 

장문종, 최성욱

홍보전산위원회 인용(위원장), 김동휘(간사), 김만수, 김종민, 김지형, 노두현, 손욱진, 이병훈, 이진규, 장기모, 정민, 하정구

사료편찬위원회  왕준호(위원장), 김태우(간사), 경희수, 권세원, 김민욱(호남지회), 김영모, 김중일, 나경욱, 노두현, 라호종, 박용근, 배기철, 

서승석, 선종근, 이상훈, 이승준, 장기모, 정민, 최원철(경인지회)

보  험  위  원  회  장종범(위원장), 양재혁(간사), 강승백, 고인준, 김석중, 김성환(연세의대), 김희준, 박용지, 배기철, 배지훈, 서동원, 선승덕, 

선종근, 심재앙, 이상학, 이상훈, 한승범

제도운영위원회 강승백(위원장), 이대희(간사), 경희수, 김명구, 서승석, 왕준호, 이한준, 인용, 장종범

윤  리  위  원  회 김명구(위원장), 강승백, 경희수, 유재두, 이범구, 최남용

국  제  위  원  회 서승석(위원장), 인용(간사), 나경욱, 선종근, 윤경호, 이광원, 이범구, 정운화, 한승범

심  사  위  원  회  강동근, 김기범, 김만수, 김성환(현대병원), 김용범, 김지형, 김현정, 김희준, 노두현, 라호종, 박용근, 박철희, 박희곤, 왕준호, 

이병훈, 이상진, 이승준, 이준규, 이진규, 이창락, 인용, 장기모, 장종범, 정규성, 정민, 조형준, 주용범, 최원기, 최형석, 하정구

이 임 사

대한슬관절학회 회원 여러분께 

존경하는 대한슬관절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년과 달리 길어지는 장마의 끝자락에 회장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예기치 않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와중에 예정되어 있었던 크고 작은 

학회행사들의 연기 및 취소를 경험하면서 황망히 임기를 다하게 되는 진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재임 기간 내내 도움과 격려, 그리고 질책을 마다하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임기 중 가장 큰 위안이었던 학회지의 SCOPUS 등재와 다음 단계인 SCIE 등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에 매진하고 있는 

편집위원회를 포함하여 각 위원회의 활동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소 답보 상태인 슬관절 registry 확산에 조금 더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을에 시도될 추계학술대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회의 다양한 

학술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토대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지면을 빌어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가올 본격적인 여름날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빕니다.

2020년 7월

대한슬관절학회 전임 회장   이 주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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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학회 | 

• 대한슬관절학회 부산,울산,경남 추계심포지엄 

 일시 : 2020년 11월 07일  (토)

 장소 : 부산 벡스코 컨벤션센터 2층

 초록 접수 추후 별도 공지예정

PROGRAM

07:00-07:50  Registration 
07:50-07:55  Opening Address  강승백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07:55-08:00  Welcome Address  서정탁 부산울산경남지회 회장

 Session 1. Ligaments (1)  김정만, 서정탁

08:00-08:08  Update on ACL tunnel placement: How to hit the target 이용석 (서울의대)
08:08-08:16  ACL graft selection: Decision-making factors 민경대 (순천향의대)
08:16-08:24  Return to play after ACLR: When and how? 최종혁 (연세의대)
08:24-08:32 Pediatric ACL injury: We should not make them wait 왕준호 (성균관의대)
08:32-08:42 Discussion 

 Session 2. Ligaments (2)  정영복, 이명철

08:42-08:50 Adding anterolateral stability: Why, how, and when to do it? 윤경호 (경희의대)
08:50-08:58 Revision ACL reconstruction: What you need to prepare 경희수 (경북의대)
08:58-09:06 Update on PCL reconstruction: Do we have consensus on treatment strategies? 황선철 (경상의대)
09:06-09:16 Discussion 

 Session 3. Panel Discussion #1: Failed ligament reconstruction: From where did it go wrong?  우영균, 김형수
 How will you manage it?   

09:16-09:50  문찬웅 (서울부민병원), 서영진 (한림의대), 이대희 (성균관의대), 왕립 (동아의대)
09:50-10:10 Coffee Break 

 Session 4. Primary Total Knee Arthroplasty (1) 배대경, 송은규
10:10-10:18 Recent evolution in prosthesis design and material: Has an ideal come true? 고인준 (가톨릭의대)
10:18-10:26 Issues on TKA alignment: The rationale and the reality 최의성 (충북의대)
10:26-10:34 Soft tissue balancing in severe varus / valgus knee 최영준 (울산의대)
10:34-10:42 Technologies to optimize componenet positioning: Navigation, PSI,  송상준 (경희의대)
 Robotics and Sensor-assisted thechnique. Where are they now?  
10:42-10:52 Discussion 

 Session 5. Primary Total Knee Arthroplasty (2) 이기병, 이주홍
10:52-11:00 Preoperative planning, medical clearance, and patient preconditioning for primary TKA:  이한준 (중앙의대)
 Updated perspect 
11:00-11:08 Perioperative blood management for primary TKA: Not an option, but a must 한승범 (고려의대)
11:08-11:16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RAS) pathway for primary TKA 장종범 (서울의대)
11:16-11:24 Outcome assessment after TKA: Do we have a consensus? 최충혁 (한양의대)
11:24-11:34 Discussion 

 Session 6. Panel Discussion #2 : Primary TKA: Decision making for challenging cases 서재곤, 이범구

11:34-12:08  김종민 (울산의대), 김창완 (인제의대), 배지훈 (고려의대)

 Luncheon Symposium 전철홍, 정화재

12:08-13:08  왕립 (동아의대)

 Presidential Lecture 강승백

13:08-13:38 Revision Total Knee Arthroplasty 이주홍 (전북의대)

 Session 7. Osteotomy & UKA 김경택, 빈성일

13:38-13:46 Current indications for Osteotomy & UKA: Preferred situations for each technique 인용 (가톨릭의대)
13:46-13:54 Addressing cartilage, meniscus or ligament problem combined with HTO: When and how to do? 나경욱 (인제의대)
13:54-14:02 Obtaining the best result, avoiding the complication: Fixed or mobile-bearing UKA 김경태 (서울성심병원)
14:02-14:10 Conversion of HTO, UKA to TKA: What you need to prepare 송무호 (동의의료원)
14:10-14:20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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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0-14:54  김석중 (가톨릭의대), 안지현 (동국의대), 노정호 (강원의대), 최원철 (차의대)

14:54-15:14 Coffee Break 

 Session 9. Cartilage / Meniscus / Patellofemoral (1) 손승원, 김명구

15:14-15:22 Updated algorithm for decision making in cartilage repair 고해석 (가톨릭의대)
15:22-15:30 Cell-based cartilage repair: What we have learned from the evidences 하철원 (성균관의대)
15:30-15:38 Arthroscopic treatment for degenerative knee: Does it work? Factors affecting the decision-making 윤정로 (보훈병원)
15:38-15:46 Long-term result of meniscectomy, meniscal repair and meniscal transplantation:  최남홍 (을지의대)
 Can we prevent early OA?
15:46-15:56 Discussion 

 Session 10. Cartilage / Meniscus / Patellofemoral (2) 노권재, 최남용

15:56-16:04 Evolving technologies for meniscus substitution 김영모 (충남의대)
16:04-16:12 Comprehensive workup for patellofemoral instability 배기철 (계명의대)
16:12-16:20 MPFL Reconstruction: Is there any gold-standard? 유재두 (이화의대)
16:20-16:28 Any surgery other than MPFL reconstruction: When and how? 심재앙 (가천의대)
16:28-16:38 Discussion 

 Session 11. Revision Total Knee Arthroplasty 조세현, 서승석

16:38-16:46 Diagnosis & management of PJI: Steps to success 김재균 (고려의대)
16:46-16:54 Management of instability / stiffness: State of the art options 문영완 (성균관의대)
16:54-17:02 Management of extensor mechanism failure: State of the art options 유주형 (일산병원)
17:02-17:10 Management of periprosthetic fracture: State of the art options 김강일 (경희의대)
17:10-17:20 Discussion 

 Session 12. Panel Discussion #4 : Re-revision of the revised TKA: 
 How will you overcome this difficulty? 조우신, 이동철

17:20-17:54  손욱진 (영남의대), 김동휘 (조선의대), 한혁수 (서울의대)
17:54-18:00 Closing remark & Adjournment 강승백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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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편집위원회 | 

• KSRR 공지 사항

1.  KSRR은 현재 SCOPUS, 학술진흥재단, PubMed, PubMed Central, KoreaMed, KoMCI, CrossRef, EBSCO와 Google Scholar 등재 

잡지입니다. 학술지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신 회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  KSRR의 당면 과제의 하나였던 SCOPUS 등재가 2020년 5월에 이루어졌습니다. 훌륭한 원저의 적극적인 투고, 편집위원, 심사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 KSRR 논문의 적극적인 인용, 학술지 위상 강화와 국제화 등의 성과라고 생각하며, 회원님들의 그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궁극적인 목표인 SCI(E) 진입을 위해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3.  SCOPUS 등재의 영향으로 해외 투고 논문 편수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편집위원, 심사위원님들의 업무에 과중이 예상되어, 편집위 집행부에서도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과도기 동안 바쁘시더라도 기한내 심사를 부탁드리며, 회원님들의 SCI(E) 논문 투고 시 최근 2년간의 

KSRR 논문의 적극적인 인용을 부탁드립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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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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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중 될 수 있으니 부디 빠른 심사 수락과 기한 내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7. 지난 워크샵에서 말씀드린 대로 투고, 인용, 리뷰의 실적을 위원 선정에 적극 반영 하겠습니다.

| 회원 동정 안내 | 

1.  을지의대 최남홍

북미관절경학회 학술지인 Arthroscopy Journal의 편집자 모임이 8월1일 밤 9시30분부터 밤 12시까지 화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창간자인 Dr. Gary 

Poehling, Editor-in-Chief 인 Dr. Lubowitz, 저를 포함한 Associate Editor가 12명, Elsevier 회사에서 3명, 이사회 회장인 Dr. Sgaglione 가 

참석하였습니다. 현재 논문의 투고 상황과 impact factor가 높은 논문들에 대한 분석, impact factor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 토의가 있었고, Network 

of meta-analysis 통계강의가 30분 정도 있었습니다. Zoom 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그 동안 만나지 못한 분들을 화상 회의로나마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5명의 편집위원 (editorial board), 일본에서는 2명의 편집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회원님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알리고 싶은 회원님들의 동정을 학회로 연락주시면 소식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접수처   대한슬관절학회(kks@koreaknee.or.kr)

| 연관학회 일정 | 

학술대회명 개최 예정일 장소

대한슬관절학회 부산,울산,경남 추계심포지엄 2020. 11. 7 부산 벡스코 컨벤션센터 2층

대한정형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 2020. 10. 15~17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

2020 Asan Meniscus & Osteotomy Symposium 2020.11.15 백범김구기념관

2020년 슬관절학회 제12회 연수강좌 2020. 12. 5 드래곤시티

대한슬관절학회 제39차 정기학술대회 2021. 5. 7~8 스위스 그랜드 호텔 예정

https://kneesurgrelatres.biomedcentral.com/
http://www.editorialmanager.com/ks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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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칼럼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정형외과 전문의로 인천성모병원(구 성모자애병원)에 근무한지 

30년이 넘었다. 과거에는 핸드폰 등이 없던 시절, 한 달에 1번 회식을 

나가면 의국과 응급실, 그리고 병동 등에 가 있는 곳의 전화번호를 

남기던 시절, 그 날도 한 달에 한 번 있는 과 회식에 나가있는데 식당 

아주머니가 우리를 찾는 전화가 왔다고 바꿔주셨다. 아니나 다를까 

응급실에서 온 전화였다. 술 마시다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응급실로 

들어갔다. 안을 쭉 살펴보니 중년남자가 아픈 표정을 지으며 침대에 

누워있었다. 아마도 경미한 족부 골절 정도로 기억한다. 당시 내가 

환자에게 했던 말이 생생히 기억난다. “환자 분 1달 내내 환자들 돌보느라 

고생하다 오늘 하루 한 잔 하러 나갔는데 하필이면 오늘 다쳐서 오느냐.”

며 환자에게 술 냄새를 퍼부으며 말하니 환자 왈, “다쳐서 미안합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실화이다. 매일 한 달 내내 당직하던 시절. 

요즘 같아서는 당장 줘 맞고 고소당하고 신문에 날 일이다. 매스컴이나 

인터넷의 발달로 환자나 보호자들이 의학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있는 시대로 과거 의사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던 시대에는 우리 애만 

낫게 해주면 집을 팔아서라도 은혜를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집 팔아 

주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우리가 힘든 수련 과정을 거쳐 의사가 되고 전문의가 될 때에는 

돈이나 명예도 중요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고 아픈 사람을 

고쳐서 치료해주는 것이 의사로서 제일 큰 보람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든 의사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진심으로 환자를 

치료해주고 위한다면 환자나 보호자가 예전처럼 전적으로 의사를 믿고 

치료를 받았던 시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손종민 

인천성모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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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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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준호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U 20 월드컵 팀 닥터로서 경험 

머리말 

2002년 월드컵의 기억은 그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에게는 잊지 못한 
짜릿한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002년의 성인 월드컵 
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상상 이상의 결과로 
우리들에게 기대치 않았던 복권이 당첨된 것 같은 기쁨을 주었던 2019년 
U-20 월드컵도 우리들의 마음 깊은 어느 곳에 자리를 잡고 오래 기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순간,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이 울고 웃으며 
그리고 때론 같이 뛰기도 하면서 역사의 현장에서 함께 하였다는 것이 
나에겐 큰 영광이었다. 

선수들과 일정을 시작하며 그간의 나의 쌓아온 정형외과 전문의, 
그리고 슬관절 전문의로서 경험을 통한 역량이 그들에게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며 다가갔지만 진정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솔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안하게 친구처럼 다가가려는 마음이었다. 그간 나의 생활을 
돌이켜 보면 내가 가장 익숙한 것은 자신의 선택으로 병원에 찾아온 
환자들을 짧은 시간에 그 환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빠르게 판단하고, 그 
환자를 위해서 내가 뭘 해 줄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 
때로는 그렇게 반나절에 백 명이 넘는 환자를 그렇게 보는 것이었다. 
그렇기 위해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환자의 말을 적게 들으려고 
환자의 말을 끊어야 했고, 당장의 진단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는 
환자나 보호자가 말하는 비 객관적인 말은 애써 흘려 들여야 했다. 그리고 
감성적인 공감보다는 객관적 판단을 위해서는 항상 환자와의 거리를 
두려 했다. 그러나 23명의 선수, 그리고 코치진과 같이 같은 숙소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이 뛰는 사이가 된 팀 닥터의 방법은 달라야만 했다. 

그 들과 공동 운명체가 되어서 같은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생각해야 
했다. 결론적으로는 모든 판단은 의학적 판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의학적 판단이 기초가 되어야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종합적 판단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했다. 그 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 그리고 그 반대로 얼마나 좌절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알게 되었다. 이러한 팀 닥터로서의 현장의 경험은 진료실에 
온 선수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번 대회기간 
중에는 정말 다행이도 게임을 뛰지 못할 정도의 큰 부상이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경기장에서 선수들의 간절한 바람을 옆에서 보았기에 부상으로 
진료실에 와서 본인의 부상 때문에 본인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잃게 된 
선수들의 큰 좌절을 알게 되었다. 환자와의 공감을 통하여 좀 더 환자를 
위한 보다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기회였지만 다녀오고 나니 주변에 많은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 
월드컵 팀 닥터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셔서 지면을 통해 월드컵 팀 닥터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월드컵 팀 닥터의 역할 

PCMA (Pre-Competition Medical Assessment )
FIFA 주관하는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모두 FIFA에서 제시하는 

Pre-Competition Medical Assessment를 시행한 후 결과가 있어야 

한다. 그중에서 젊은 선수들의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심장과 
관련된 검사가 강조되고 있어서 심전도검사는 물론 심장초음파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심장초음파 검사는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보다 
더 상세한 측정과 결과의 기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당 검사 시간이 
일반 검사보다 더 걸리기 때문에 모든 선수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환자의 예약이 많은 평일에 검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순환기내과와 
잘 협조해서 어레인지를 잘해야 한다. 일반적인 혈액 검사 외에는 의학적 
과거력 및 신체검사는 정형외과 의사인 본인과 펠로우들이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최종적으로 summarizing assessment를 시행하고 
선수들이 경쟁적인 축구 경기에 참여하 가능한지 여부(Eligibility for 
competitive football)를 Yes 또는 No로 표시하고 의사의 정보를 적고 
사인을 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결국 선수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FIFA의 정책이라 할 수 있고,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의학적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으로 보인다. 

Injury, Illness, and Medication Daily Report 
20년이 넘는 동안 정형외과 의사로 살아왔고, 지금은 그 중 무릎 

환자만 진료하면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팀 닥터로 일한다는 것은 
General Physician 의로서 역할이 필요하다. 물론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정형외과 의사로서 가장 흔하고 경기력에 중요한 척추를 포함한 근골격 
손상의 진단하고 진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숙식을 같이하는 
단체팀에서 minor 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내과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열이 나거나 설사를 하는 선수들이 있고 minor 한 내과적 
문제로 모두 병원에 데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General Physician으로서 
진찰 및 진단을 해야하고 팀에서 가지고 있는 투약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 
다행이도 간단한 투약으로 좋아져서 현지 폴란드에 내과적인 문제로 
병원에 갈 일은 없었다. 감염이 세상의 화두가 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단체생활에서 감기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경기력에 상당한 영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위생에 관하여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한다. 식사 장소에 
모였을 때 손 소독제를 사용하게 하고 차량 이동이나, 호텔에서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게 하지 않게 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선수들과 함께 한 경험이 많은 선수 트레이너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실재 문제가 생겼을 때 최종적인 책임은 팀 닥터에게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의 차원에서 확인이 꼭 필요하다. 경기가 있는 날뿐만 아니라 
없는 날에도 매일 부상선수, 내과적 문제가 있는 선수, 그리고 투약을 하는 
선수를 온라인을 통해서 FIFA에 보고해야 한다. 

Match Coordination Meeting 
MCM (Match Coordination Meeting) 이라는 것은 경기 전 두 

팀의 스텝들이 만나서 경기에 대하여 준비하는 모임이다. 그 모임에는 
팀 매니저, 팀 미디어, 그리고 팀 닥터가 참여하게 된다. MCM은 실재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의 회의실에서 열린다. 누구 보다도 실제 경기장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다. 선수들이 사용할 락커룸을 확인하고 선수들의 
스트레칭, 마사지, 테이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하고, cold bath
를 놓을 곳 등을 확인한다. 그리고 필드에 들어가서 우리팀의 분석관이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한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회의실로 

이동해서 상대편의 스텝들과 FIFA의 스텝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 소개를 
하고 회의가 시작된다. 팀 메이저는 전반적인 경기에 관한 것, 팀 미디어는 
FIFA의 스폰서 계약에 관련된 제약 사항에 관한 확인을 하게 된다. 그리고 
팀 닥터는 FIFA의 닥터와 함께 경기 중 시행하게 된 약물 검사 선수의 
선발 절차와 경기 후 선수의 검사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경기일의 약물 
검사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응급 상황 시에 경기장의 후송 절차에 관한 
설명을 듣게 된다. 

Medical support on the training field
미리 소집된 선수들의 훈련 기간 중에는 물론 강한 강도의 장시간 

훈련을 하게 되지만 실재 대회 기간 중에는 매일 한 시간 정도의 훈련을 
시행한다. 당연 팀 닥터는 훈련 현장에서 대기해야 한다. 훈련 시간이 
결정되고 훈련장까지 가는 버스의 출발시간이 결정되면 팀 닥터와 
트레이너는 출발시간 15분 전부터 버스 승차 장소 앞에 가장 먼저 와서 
대기하면서 숙소에서 한 명 한 명 나오는 선수들의 상태를 관찰한다. 
전날 문제가 있었던 선수들이 상태가 어떤지 오늘 훈련 참여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확인해야 한다. 훈련장에 도착하면 가벼운 조깅을 하면서 
선수들이 몸을 풀고 훈련을 시작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골키퍼의 훈련은 
골키퍼 코치 지도하에 따로 이루어 지고 때론 수비수의 훈련과 공격수의 
훈련이 수비 코치와 공격 코치에 의해 따로 시행 되기도 하는데 팀 
닥터와 트레이너가 각각 역할을 분담해서 훈련 현장을 관찰하게 된다. 
부상의 심각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상 후 신체검사가 중요하지만 
실재 부상 당한 현장을 관찰할 수 있다면 가장 부상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었지만 작은 부상으로 훈련 
중 통증을 느끼는 선수가 있으면 바로 달려가서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중간 훈련을 쉴 때 전날 트레이너에게 미리 상태를 보이며 문제가 
있었던 선수들은 데려오면 선수들의  상태를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Evening rounding in the accommodation
저녁 식사 후 많은 선수들이 의무실로 모인다. 훈련으로 인하여 근육 

통증이 있는 선수들은 Ice Tub를 사용하고 트레이너들은 선수의 뭉친 
근육을 마사지를 통해 풀어주고 그리고 필요한 물리치료를 물리치료사가 
시행하게 된다. 통증이 있고 문제가 있었던 선수들을 진찰하여 필요한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선수들과 친해지기 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의무실에 팀 닥터인 내가 앉아 있더라도 직접 말은 잘 안 했다. 팀 닥터가 
의무실에 앉아 있는 것이 왠지 어색하고 남에 집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저녁 마다 가서 앉아 있었고 붙임성 좋은 선수들과 이런 
저런 얘기를 했고 선수들과 편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선수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선수들에게 팀 닥터라는 위치는 
처음부터 편한 대상은 아니었던 거 같다. 팀 닥터가 의무실이 어색해서는 
안 되겠고 그리고 선수들이 무엇이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하기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처음 소집 
시부터 선수 트레이너들이 함께 했고 이전 대회부터 선수들과 트레이너는 
친분이 있었고 선수들은 팀 닥터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도 트레이너가 알고 
있는 것이 많다. 트레이너와 많은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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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support in the stadium
게임이 있는 날에는 경기장에 선수들과 같은 차로 이동해서 게임을 

준비하게 된다. 경기장에 도착한 선수들은 경기장을 둘러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된다. 그리고 심판이 라커룸에 와서 선수들의 유니폼의 
백넘버를 확인한다. 이후 약 30분간 워밍업을 하고 경기복을 입고 출격 
준비를 한다. 이때 트레이너의 손이 바빠진다. 필요한 선수들에게 마사지, 
스트레칭을 해 주고, 테이핑을 해준다. 이미 선수 상태에 대한 파악이 끝난 
상태라 이 때 마땅히 팀 닥터가 할 일은 없지만 그저 마음으로나마 응원하며 
과정을 지켜보게 된다. 공식적 세레모니가 끝나고 경기에 돌입하게 되면 
팀 닥터는 벤치에서 같이 코치진과 함께 경기를 지켜봐야 한다. 이 때의 
마음은 승리를 간절하게 바라는 선수들과 코치들과 팀 닥터라고 다르지는 
않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게임에 몰입하여 응원 모드가 되어 눈은 공을 
따라 다니게 된다. 그러나 팀 닥터의 시선이 따라 가야 할 곳은 공이 아니라 
공을 떠나 보낸 후의 선수들을 보아야 한다. 아무리 안 좋은 선수들도 공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상을 쉽게 알 수 없다. 공을 패스한 이후, 공은 
놓친 이후의 걷는 모습을 잘 보아야 한다. 문제가 없었던 선수라면 새로운 
이상이 생겼는지, 평소 문제가 있었던 선수라면 증상이 악화 되었는지 
파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공이 없는 곳의 선수들의 움직임도 잘 보며 
이상 여부를 잘 관찰해야 한다. 그러나 팀 닥터가 훈련 초반부터 참여하여 
모든 선수의 상태를 정확히 다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트레이너와 많은 교류를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Evacuation of player during or after the match
경기 도중의 응급 상황이나 경기 이후의 선수의 부상으로 병원에 

후송되어 진료가 필요한 경우 팀 닥터의 동행이 필요하다. 근골격계의 
골절 등의 심한 손상이 있을 경우 후송이 필요하지만 경기장에서의 
응급 상황으로는 두경부 손상이나 드물기는 하지만 심정지 등의 상황일 
것이다. 팀닥터 및 트레이너는 심판의 신호가 없으면 
필드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의식이 없는 상황이 의심이 
되는 순간에는 심판의 지시와 상관 없이 팀닥터는 필드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두부 손상 또는 심장 이상 등에 
대한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FIFA에서 발간한 응급 
매뉴얼에 보면 “You cannot treat what you cannot 
see” 라는 말이 적혀 있다. 정형외과 의사로서 sports 
concussion 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지만 현장에 있는 
유일한 의사로서 판단하고 실행해야 한다. FIFA나 
올림픽 조직위원회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SCAT5(Sports 
Concussion Assessment Tool 5th edition)의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할 경우 빠르게 진단하고 판단해야 한다. 
특히 Red Flags 라 불리우는 증상이 있는 경우는 선수를 
필드에서 빼서 후송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심장 정지 
상황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제세동기의 사용법 등을 
익혀 놓고 CPR 절차를 리마인드 해서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행스럽게 모든 경기에서 큰 손상이 
없었지만 첫번째 경기인 포르투갈과 경기에서 경기 후 한 

선수의 후송이 있었다. 경기 중 상대편 선수와 충돌 시 머리를 부딪치는 
손상이 있었다. 경기 중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경기 후 구토 증상이 
있다 호소하여 경기장 닥터의 진료 이후 후송을 결정하였다. 지정된 
병원에 가서 CT 검사를 시행하였고 신경외과 의사의 진료를 시행하였다. 
외국에서 활동으로 영어가 가능한 선수들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팀닥터는 모든 진료 및 진행과정에 통역의 역할도 해야 한다. 그 
외에는 후송이 필요한 부상이 없었지만 항상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팀닥터는 Concussion 이 있었던 선수를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해야 하고 이후 문제가 없다는 확인 서신을 FIFA에 보내야 다음 
경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Medical support for the player during the doping control. 
모든 경기에서 각 팀에 2명의 선수를 랜덤하게 선출해서 약물검사를 

시행 받게 된다. 선수의 선발은 중간 하프 타임에 제비 뽑기를 통하여 
선발하게 되는게 경기가 끝날때까지 알려주지는 않는다. 경기가 끝나면 
FIFA 닥터가 대기하고 있다 팀 닥터에게 누구인지 알려주면 필드에서 
선수들에게 알려주고 선수가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도핑검사실로 
데리고 가야 한다. 약물 검사를 위해서 소변 체취를 해야 하는데 실제 
경기를 뛴 선수의 경우는 탈수 상태이기 때문에 1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도 소변이 쉽게 나오지 않아서 2시간 이상 약물검사실에서 선수와 
함께 대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약물 검사 전에 주의사항, 동의사항, 
그리고 소변 체취 과정에 대하여 FIFA 닥터가 선수에게 영어로 설명한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선수의 경우는 영어로 직접 대화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의 경우는 팀닥터가 통역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스페인에서 
활동 중인 이강인 선수가 약물 검사를 받을 때에는 독일에서 온 의사가 
FIFA 닥터였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를 알아보고 스페인어로 설명을 하며 
검사 진행을 하였다.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FIFA 닥터 덕분에 편하게 
팀닥터의 역할을 하였다. 

▶  5월 25일 포르투갈과 첫 경기 하루 전 날 훈련하는 선수들의 모습. 그때에는 아무도 우리가 
결승전까지 가게 될 줄 몰랐다. 

맺음말 

어색한 만남으로 시작되었지만 남자들끼리 한 달간 같은 숙소에서 
자고 삼시세끼를 같이하고 그리고 같이 필드에서 뛰고 활동한 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군생활 이후로 다시 처음으로 체험하게 되었다. 
월드컵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가 받아야 하는 PCMA(Pre-Competition 
Medical Assessment)를 시행하는 5월4일 선수들과 처음으로 보게 
되었을 때 어색한 느낌, 그리고 5월 21일 폴란드에 미리 현지 적응 중인 
선수들에게 합류하게 되었을 때의 그래도 아직 많이 어색한 느낌과 그리고 
결승전 끝나고 안타까움에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 다시 
숙소로 돌아와 같이 모여서 축하하는 자리에서의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하던 기억은 정말 나에게는 가장 강렬한 contrast로 남아있다. 

한달의 꿈과 같은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아직도 가슴이 뻐근한 
듯한 감동과 남아 있다. 팀 닥터로서 기회를 갖는데 도움을 준 송준섭 
원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늦을 밤 한국 팀을 응원하며 티비 
화면에 내가 나올 때 더욱 기뻐해 준 많은 슬관절학회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싶다. “한달 동안 뭐하고 왔습니다”라고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지만 이번 글을 통해서나마 
말씀 드리게 되어서 글 쓸 기회를 주신 회장님과 학술위원장님, 
소식지 편집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  실제 경기장에서는 선수들이 공을 가지고 공격할 때 뿐 만 아니라 공을 패스한 
이후 걷는 모습 등을 열심히 보아야 선수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판단해서 선수 
교체 등 선수 운영의 조언을 줄 수 있다. 

▶  훈련 현장에서 어께 통증을 호소하는 골키퍼 박지민 선수를 현장에서 진찰하는 
모습이다. 팀 닥터가 현장에서 훈련 모습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선수의 부상 시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다. 

▶  결승전 경기장 앞을 지나가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버스를 보고  
응원해주는 교민들의 모습이다. 유럽에 각국에서 응원을 위해서 
폴란드로 모여들었다. 

▶마지막 결승전 전날 마지막 훈련 후 기념 촬영 순간이다. 예선 첫 경기부터 
결승전처럼 선수들이 육체적으로는 많이 지쳐 있었지만 밝은 모습에 선수들이 모두 
자랑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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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Orthopaedic Research Society 

(ORS) 방문기

올해 ORS는 AAOS와 분리되어 2월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아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렸다. 거의 매년 방문하는 학회라서 미리 예약을 마쳤지만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 및 확산으로 가족과 병원의 
우려 속에 고민 끝에 참석을 하게 되었다. 2월 7일 출발했는데 인천 
공항과 비행기 안에서는 모두가 마스크를 끼고 있어 불안했지만 LA
공항에 도착하니 마스크를 사용하는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학회에 

참석하여 수백 개의 포스터들을 살펴보며 예년과 다르다고 느낀 점은 
tendon 부분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cartilage, bone 등)보다 
급증했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견관절 분야의 임상적 활동의 급증에 따라 
기초 연구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문기에서는 슬관절 분야의 
발표와 general session 중 흥미 있게 보았던 부분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피닉스의 야경

1. Cell, tissue보다는 organ 중심의 연구 증가
예년보다 stem cell, cartilage 등의 제목으로 만들어진 session

수가 무척 줄고, arthritis, knee라는 제목이 늘었다. Arthritis 연구도 
한꺼번에 cartilage, subchondral bone, synovium, ligament를 같이 
evaluation and analysis하는 발표가 많아졌다. 방법론적인 발전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arthritis를 연골에 국한된 문제로 보지 않고 
여러 조직의 문제가 interaction하는 organ(joint)의 문제로 보는 것이 
일반화된 영향일 것이다. 나아가서는 adipose tissue나 metabolic 
disease와의 연관성을 찾으려는 노력도 많이 보였다. 

2.  Robot-assisted arthroplasty, machine learning 임상 연구 
증가

ORS에도 임상 연구가 많이 발표된다. 물론 새로운 연구 방법론이 
적용된 것이 상대적으로 많기에 최근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어 하는 robot
이나 machine learning, big data 연구가 눈에 자주 띄었다. Robot의 
효용성에 대한 단기 연구들은 아직까지는 서로 다른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었지만 5년 추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였으므로 곧 장기 결과도 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Cementless tibial fixation에 대한 심포지엄도 
흥미 있는 분야였다. 우리나라도 곧 3D 프린팅을 이용한 cementless 
tibial implant가 사용 가능할 예정이므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3. AAOS와 결별한 ORS가 변모하기 위한 노력
“Achieving a world without musculoskeletal limitations”이라는 

슬로건 하에 새로이 여러 committee와 research interest group과 
research section meeting을 만들어 보다 다양하고 세심하게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었다. 특히 diversity and inclusion task force
를 통하여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우리 슬관절학회도 
그 동안 잘 발전하고 확장되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최대의 분과가 된 
이 시점에 이러한 새롭고 다양한 변화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건의해 본다. 

마지막 날에는 피닉스에서 차로 2시간 가량 떨어진 세도나를 
방문하였다. 양기를 받는 곳(?)이라고 하여 기를 보충하려 가 보았다(^^). 
요세미티나 그랜드 캐년 같은 국립 공원을 예상하고 출발했으나 우리를 
반긴 것은 붉은 바위(red rock county)와 어우러진 부촌이었다. 기가 
좋은 곳이라 그런지 예쁘고 비싸 보이는 저택과 creek 주변으로 지어진 
옹기종기한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날씨도 겨울이라 그런지 덥지 않고 
시원하였으며, 맑은 공기와 시원한 전경이 조용한 생활을 즐기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아마 일주일만 지내면 지겨움에 
도망치지 않을까 싶기도 했다. ‘우와’’하는 감탄사가 4시간이 지나니 이제 
들리지 않았고 먹을 것과 쇼핑거리를 찾는 소리로 바뀌었다.

글 쓰는 재주가 없어 독자들에게 죄송스럽다. 슬관절학회 소식지 
위원회 간사를 맡았을 때 여러 분들께 원고를 부탁 드렸던 원죄로 글 솜씨가 
없음에도 이번 학회 방문기를 거절할 수 없었다. 최근 견주관절학회는 
분과 학회임에도 기초 연구를 따로 독립하여 세션을 만들어 회원들의 
연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 슬관절학회도 좀 더 많은 
회원들이 기초 혹은 중개 연구 분야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 세도나의 전경. 

▶ 재미 한인 과학자들과 함께. 

▶  ORS 회장의 기조 강연. 지난 2년간 ORS가 새로이 변모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경주하였는지 발표하고 있다. 학회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봉사하고 
있음에 이러한 노력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지 주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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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Issue Survey 

Patient Blood Management in TKA

서 론

최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요양 급여 적정성 평가의 일환으로 
수혈 적정성을 평가하기로 결정하고 기존 계획 상으로는 올 하반기부터 
슬관절치환술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COVID-19의 여파 등으로 혈액 수급난이 보다 가중되고 있다고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하여 알려진 바 있어 향후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수혈 적정성 이슈와 연관되어 환자 혈액관리 (Patient Blood 
Management; PBM) 개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세 가지 핵심 
요소인 출혈, 빈혈, 수혈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면 수혈 비율을 낮추고, 
환자의 사망률과 재원기간, 재수술 및 재입원율, 합병증, 경제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슬관절학회 학술위원회에서 슬관절치환술 전후 환자혈액관리 
(Patient Blood Management; PBM)에 대한 학회 회원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을 진행한 바 있으며 총 115분의 회원 분들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하여 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조사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여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총 설문 
문항은 53문항이었으며 이중 주요 질문에 대한 내용을 발췌하여 지면을 
통하여 소개 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회원님들의 근무형태는 대학병원이 51명(44.35%)

으로 가장 많았고, 관절전문 병원28명(24.35%), 종합병원 26명(22.61%), 
개원의 10명(8.7%) 순이었습니다. (항목에 따라 답변자의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체 설문 원본 및 정리 내용은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ko.surveymonkey.com/results/SM-XTR93V9H7
         (비밀번호 2020)

A. 환자 혈액 관리 

Q2. PBM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이다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는 모른다)”는 답변이 52.27%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그렇다(잘 알고 있다)”는 38.18%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Q3. PBM의 실천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이다(수혈 정도의 지침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다)”는 답변이 60.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
그렇다(프로토콜을 설정해서 원칙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31.82%, “

아니다(큰 문제가 없어 보여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8.18%
이었습니다. 

즉, PBM 개념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응답자에서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았으며, 수혈기준 정도의 지침으로 환자 혈액관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B. 슬관절 치환술에서의 빈혈

Q5. Unilateral TKA의 평균 실혈량에 대한 질문에는500~1,000ml
가 52.75%로 가장 많았고, 500ml 이하는 43.96%로 뒤를 이었습니다. 
Q9. Simultaneous bilateral TKA를 시행한다는 응답은 27.8%에서 
있었으며, 응답자가 밝힌 평균 실혈량은 1,000ml 이상이50.00%로 가장 
많았고, 500~1,000ml는 40.63%로 다음이었습니다. 한편, Q12. Staged 
bilateral 수술의 경우, 이차 수술 전 Hb<13g/dL 이하인 환자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서는 “반 보다는 많다(50~90%)”가 34.0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반 보다는 적다(10~50%)” 29.55%, “대부분이다(90% 초과)” 
26.14%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International consensus보고에 따르면, 500 ml를 초과하는 실혈이 
예상되는 경우 moderate to high blood loss로 간주하며 laboratory 
work up을 하고 필요 시 교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Muñoz M 
et al. Anesthesia 2017). 설문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Unilateral 
또는Bilateral TKA에서 실혈량을 500ml이상이라고 답변한 경우가 
과반수로 위의 기준에 따른다면 moderate to high blood loss
에 해당하며 이는 검사 및 치료를 요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C. 수술 전 빈혈 진단 및 교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

Q15. 수술 전 빈혈 교정의 필요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대부분(84.34%)

에서 수혈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빈혈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자체적으로(55.17%) 또는 마취과 등 협진을 통해(29.89%)에서 수술 
전 빈혈교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반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빈혈 교정에 신경 쓰지 않는다” 고 대답한 경우는14.94%
이었습니다. 

Q18. 수술 전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빈혈 진단의 기준에 대한 
질문에는 Hb<10g/dL라고 응답한 수가 50.59%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9g/dL 23.53%, <12g/dL 15.29%, <11g/dL 8.24%, 
<13g/dL 2.35% 순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은 International 
consensus (Muñoz M et al. Anesthesia 2017) 에서 수혈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정 권고 수치인 Hb<13g/dL와는 차이를 
보여 이목을 끕니다.    

Q20. 수술 전 빈혈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감별진단을 “프로토콜에 
따라 체계적으로 한다”는 응답은16.28%이었고 “드물게 한다” 34.88%, 
“자주 한다” 24.42%, “알지만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하지 않는다” 22.09%) 
등이 보다 많았습니다. 또한, Q22. 철 결핍이 의심되는 경우, Iron 
panel(Serum Iron, ferritin, TSAT 등)을 검사하는지에 대한 질문 역시 
유사한 빈도로 답변 되었습니다. Q23. Iron panel을 검사하지 않는 이유

(중복선택 가능)로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Hb로만 확인)” 43명(69.35%), 
“비용문제” 14명(22.58%), “수술 전 준비시간 부족” 12명(19.35%), “
인력문제” 5명(8.06%)를 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수혈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수술 전 빈혈 
교정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으나, 프로토콜에 의한 교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수술 전 교정이 필요한 빈혈 진단 
기준을 교정 권고 수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잡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D. 수술 전 빈혈 및 혈액 관리 방법

한편 Q25. 수술 전 target hemoglobin level에 대한 질문에는 가장 많은

39.29%이 10g/dL로 답하여 수술 전 교정이 필요한 Hb 수치의 응답 
양상과 유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뒤를 이어 12g/dL가 32.14%, 11g/dL가 
15.48%, 13g/dL가 13.10%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Q27. 수술 전 빈혈을 치료하는 방법(중복선택 가능)으로는 RBC 
transfusion과 IV iron의 사용이 각 45.24%, oral iron이 35.71%, 
치료하지 않는 경우가 8.33%, 기타의견 2.38%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방법의 처방 기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Q28. 수술 전 적혈구 수혈 시 처방 기준은Hb<8g/dL가 33.3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10g/dL 가 23.81%, <7g/dL가 15.48%, <9g/dL
가 13.10% 순이었습니다. Q29. 수술 전 IV iron 처방 기준은 사용 안 함(

또는 사용경험 없음)이 35.71%으로 가장 많았고, Hb<10g/dL가 29.76%, 
기준 없음(예방적으로 사용)이 14.29%, <12g/dL가 7.14% 순이었습니다. 
Q30. 수술 전 Oral iron 처방 기준은 사용 안 함(또는 사용경험 없음)이 
39.29%으로 가장 많았고, Hb<10g/dL 32.14%, <12g/dL가 8.33%, 기준 
없음(예방적으로 사용)과<11g/dL가 각 7.14%이었습니다. 

수술 전 빈혈 치료 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두 가지는 RBC 
transfusion과 IV iron의 사용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 기준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 적혈구 수혈은 Hb<8g/dL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 iv 또는 oral iron처방은 사용해 본 경우에 한하여 Hb<10g/dL이 
기준인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정리: 학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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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수술 중 혈액 관리 방법

Q31. 수술 중 적혈구 수혈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중복 선택)에는 “수술시간을 최소화한다”가 62명(74.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지혈을 위해 약물학적 제제 (Tranexamic acid등) 를 
사용한다” 56명(67.47%), “수술 전 빈혈여부를 진단하고 교정한다” 50명

(60.24%), “제한적 수혈 기준 (Restrictive red blood cell transfusion 
trigger, Hb<7g/dl) 을 사용한다” 37명(44.58%) 순 이었습니다. 그 
외에는”Blood saving operative techniques 을 수행” 24명(28.92%), 
“물리적 지혈제(gelatin, cellulose, microfibril collagen, polymer, 
bone wax 등)를 사용” 22명(26.51%), “저혈압 마취 (Hypotensive 
anesthesia)” 19명(22.89%), “체온 유지” 19명(22.89%), “적절한 
환자의 체위를 유지” 9명(10.84%), “생리적 물질 (thrombin, fibrin 등)을 
사용” 6명(7.23%), “자가혈액 (autologous blood donation) 준비” 5명

(6.02%), “진단 목적의 채혈을 최소화” 4명(4.82%), “Cell salvage/saver 
를 사용” 2명(2.41%) 등의 다양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술 중의 수혈 필요성을 줄이기 위하여 수술 시간을 단축하고 약물제제를 
이용한 지혈법을 사용하는 등 출혈의 최소화에 초점을 맞춘 방침을 
적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F. 수술 후 빈혈 및 혈액 관리 방법

Q32. 수술 후 빈혈 교정은83.95%에서 Hb이 자체 기준치 보다 
떨어지거나, 증상이 있을 때만 선택적으로 교정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Q33. 이러한 수술 후 빈혈 발생의 원인(중복선택)으로는 peri-operative 
blood loss를 가장 많이 선택(96.90%)하였고, 다음으로는 pre-operative 
anemia(50.62%)라고 답변하였습니다.

Q34. 수술 후 빈혈을 치료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자주 한다” 44.44%, “
프로토콜에 따라 체계적으로 한다” 33.33% 순이었고, Q35. 빈혈 치료의 
방법(중복선택 가능)으로는 RBC transfusion이 66.6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IV iron 38.27%, oral iron 35.80% 순이었습니다.

Q36.-41. 편측/양측 동시/양측 단계적 TKA등 서로 다른 상황에서의 
수술 후 빈혈치료 처방 기준에 대한 질문들이었으며, 수술 전과 유사한 
기준 (적혈구 수혈은 Hb<8g/dL 기준, iv 또는 oral iron Hb<10g/dL)을 
적용하여 처방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것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수술 후 빈혈 교정을 시행하는 경우가 수술 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프로토콜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는 전체의 1/3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정 방법으로는 수술 전과 유사하게 수혈을 이용하는 
경우가 철분 제제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많았습니다.

G. 수혈

Q42-44. 편측 TKA의 경우 적혈구 수혈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63.75%) 반면, 양측 동시 TKA의 경우 절반 이상 (23.81%), 
대부분 (20.63%) 수혈한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Staged TKA의 
경우 절반 이하 (41.77%) 또는 “거의 없다 (32.91%)”는 답변이 많았다.

Q45. 대부분의 응답자 (72.75%)가 ‘한 단위 수혈을 기본 원칙’으로 하거나 
‘한 단위 수혈을 하려고 노력한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Q46. 적혈구 수혈과 관련하여 발생을 우려하는 합병증(중복선택 가능)

은 “혈액전파 전염병의 위험”이라고 응답한 수가 56명(70.00%), “감염” 
55명(68.75%), “용혈” 42명(52.50%), “혈전색전증” 30명(37.50%), “
호흡기 합병증” 23명(28.75%) 순으로 답한 반면, “위험성이 없다”고 답한 
경우도 8명(10.00%) 이었습니다. 

Q47. 최근(1년 이내) 혈액 부족 현상으로 수술에 영향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수술에 영향을 받진 않았지만, 혈액부족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아41.98% 이었고, 실제 “수술에 
영향을 받았다(수술 지연 등)” 답변도17.28%에서 있었습니다. 

Q48. 수혈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72.84%가 
그렇다고 대답하였으나, 아니다가 13명(16.05%), 생각해 본 적 없다가 9명

(11.11%)이었습니다. 반면, Q49. 슬관절 수술 시 수혈 이외의 혈액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59.26%만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답하였습니다. 또한 Q50. 77.78%의 응답자가 
수혈을 포함한 혈액관리 지침의 필요성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Q51.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에는 수혈이 신규 항목으로 
신설된 것을 모른다는 답변이 60.49%, Q52.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는 (병원 급 이상 우선) 
것을 모른다는 답변도 56.79%에 이르렀으며, Q53. 66.25%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였습니다. 

많은 응답자들이 수혈이 유발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고 
이를 줄이기 위하여 수혈의 최소화 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혈을 포함한 환자 혈액관리 지침의 필요성에 
대하여 동의하는 응답자들이 많았습니다. 한편 슬관절치환술에 대한 
수혈적정성 평가 소식은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고 특별한 대비 역시 
충분하지 않은 듯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요 약

1. PBM의 개념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은 50% 
미만이었습니다.

2. 대다수의 응답자(84.34%)가 수혈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빈혈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프로토콜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는16.28%에 그쳤습니다. 

3. 수술 전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빈혈 진단의 기준은 Hb<10g/dL
라고 응답한 수가 50.59%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9g/dL 23.53%, 
<12g/dL 15.29% 순이었습니다.

4. 수술 전 빈혈 치료 방법으로는 RBC transfusion과 IV iron 사용이 
가장 흔히 이용되었고, 다음으로 oral iron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사용 
경향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5. 수술 후 빈혈 치료 방법으로는 RBC transfusion (66.67%)이 IV iron 
(38.27%), oral iron (35.80%) 에 비하여 더 흔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치료법의 적용 기준은 수술 전 기준과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6. 수혈 시 가능한 한 최소의 (한 단위) 수혈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약 
73%에 이르렀고, 혈액전파 전염병의 가능성이 수혈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는 합병증이었습니다.

7. 수혈을 포함한 적절한 혈액관리지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7.7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8. 2020년도 하반기부터 병원 급 대상, 슬관절치환술 시 수혈 적정성 
평가가 진행되는 것은 56.79%가 모르고 있었고, 근무기관의 대비가 없는 
경우가 66.25%로 나타났습니다.

Preop. Hb Hb<7 Hb<8 Hb<9 Hb<10 Hb<11 Hb<12 예방적 사용 비사용

RBC 
transfusion 15.48% 33.33% 13.10% 23.81% 2.38% 11.90%

IV iron 1.19% 5.95% 29.76% 5.95% 7.14% 14.29% 35.71%

Oral iron 4.76% 32.14% 7.14% 8.33% 7.14% 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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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 linear regression), 다중 로지스틱 회귀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통계 분석법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TXA 국소 투여 군에서 
실혈량 (324mL vs 271mL, p=0.005) 과 배액량 (560mL vs 450mL; 
p<0.001)이 정맥 투여 군에 비해 의미 있게 많았다. 수혈율은 양 군에서 
모두 낮았으며, 단변량 분석 시 두 군의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1.6% 
vs 0.6%, p=0.045); 그러나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국소 투여군이 
정맥 투여군에 비해 2.2 배 수혈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01). 
두 군의 혈전 발생률은 차이가 없었다 (0.6% vs 1.6%, p=0.45). 요약하면 
정맥 및 국소 TXA 투여군 모두 낮은 수혈율을 보였고, TXA 정맥 투여 시 
실혈량, 배액량, 수혈율이 더 낮았으나, 임상적인 의미가 있는 정도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혈전 합병증의 발생이 두 가지 투여 방법에서 모두 
낮게 발생한 것을 고려 시, TXA의 정맥 및 국소 투여 중 어느 하나의 
상대적 우월성이 정립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Fillingham 등 (3)도 네트워크 메타 분석을 이용하여 최적의 TXA 
사용법을 찾으려 하였다. 두 가지 치료법에 대해 직접 비교만이 가능한 
기존의 메타 분석과는 달리, 네트워크 메타분석은 다양한 치료법을 하나의 
분석 안에서 직,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네트워크 메타 분석을 통하여 TXA의 사용에 대한 미국 여러 학회들의 
(American Association of Hip and Knee Surgeons, American 
Academy of Orthopaedic Surgeons, Hip Society, Knee Society, 
American Society of Regional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통합 
임상 진료 지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Ovid MEDLINE, Embase, 
Cochrane reviews, Scopus, Web of science 에서 2017년 7월까지 
슬관절 전치환술에서 TXA의 효과에 대해 보고한 연구들을 검색하였으며, 
네트워크 메타 분석을 이용하여 연구들의 직, 간접 비교를 시행 후, 분석 
결과의 일관성을 평가하였다. 2113 개의 관련 연구들이 검토되었고, 그 
중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는 67 개의 논문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TXA의 
국소 (Topical), 경주 (Intravenous), 경구 (Oral) 투여는 모두 Placebo 
군에 비해 실혈과 수혈율을 감소시켰지만, 투여 방법 중 더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것은 없었다. TXA를 경주 혹은 경구로 반복 투여하거나 고용량의 
TXA를 경주 혹은 경구로 투여하는 것이 실혈량과 수혈율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않았다. 수술 부위 절개 전 TXA의 경주 투여는 실혈량 감소에 
영향이 없이 수혈율만 감소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이 결과는 일정하지 
않았다 (Inconsistent).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슬관절 전치환술에서 TXA
의 사용이 혈액 보존에 효과가 있다는 명백한 근거를 제공하였으나, TXA 
투여 방법, 투여량, 투여 횟수들 중 더 우수한 혈액 보존 능력을 보이는 
것은 밝히지 못했다. 다만 수술 부위 절개 전 TXA의 경주 투여가 수혈을 더 
효과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등도의 근거에 의해 지지된다고 보고하였다.

 슬관절 재치환술 (Revision TKA)에서의 TXA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대규모 연구도 보고되었다. Hines 등 (4)은 슬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TX의 정맥 투여가 수혈율 (Transfusion rate) 및 증상을 
동반한 정맥 혈색전증 (Symptomatic venous thromboembolism)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2005년부터 2014년 까지 시행된 2951

개 (2219명의 환자) 의 슬관절 재치환술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중 1144례의 재치환술 (39%) 에서 TXA가 투여됨을 확인하였다. TXA 
사용 및 비사용군의 평균 나이는 각각 65, 67세였고, 여성의 비율은 
52%로 동일하였다. 수혈율과 증상이 동반된 정맥 혈색전증의 발생을 
일차 결과 지표 (Primary outcome)로 평가하였다. 결과의 편차 (Bias)
를 줄이기 위해Propensity model을 이용하여 양군의 TXA 사용 및 
비사용군의 나이, 성별, 체질량 지수, ASA 점수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score), 수술 년도, 재치환 원인 (Septic or aseptic), 
예방적 항응고제 사용력 등을 조정하였다. 이후 TXA 사용군과 비사용군 
간 결과를 비교하였고 추가적으로 Septic 과 Aseptic 원인 군을 나누어 
TXA 사용 유무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슬관절 재치환술 
시 TXA 사용군에서 수혈율의 의미 있는 감소가 관찰되었다 (13% vs 
39%, p<0.001 [adjusted relative risk, 1.7]). 또한 Aspetic (6% vs 
28%, p<0.001) 및 Septic 원인군 (31% vs 54%, p<0.001) 모두에서 TXA 
사용 시 수혈율의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 증상이 있는 혈색전증은 TXA 
사용군에서 11예 (1.0%), 비 사용군에서 24예 (1.3%) 발생하였으며, 
두 군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Adjusted p=0.63). 결론적으로, 
슬관절 재치환술에서 TXA의 정맥 투여는 비투여 시에 비해 수혈율을 두배 
정도 감소 시켰고, 이러한 감소는 Aseptic 및 Septic 원인 군 모두에서 
관찰되었다. 전반적인 혈색전증 발생률은 1.2%로 매우 낮았으며, 양군의 
혈색전증 발생률은 Propensity modeling을 이용한 편차 조정 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새로운 약제들 (New drug)

TXA 외에 혈액 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새로운 약제에 
대한 연구들도 보고되었다. 

(1) 피브린 실란트 (Fibrin selant)

피브린 실란트는 수술 중 손상된 골과 활막 조직 (Synovial tissue) 
에 실링층 (sealing layer) 을 형성하여 출혈 감소에 도음이 되는 약제로 
알려져 있다. 

Scardino 등 (5) 은 고관절 재치환술 환자를 대상으로 피브린 실란트가 
총수혈량과 병원 재원일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혈액 보존 프로토콜

(blood-saving protocol)의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는 지 알아보았다. 
스템과 컵을 모두 재치환하는 고관절 재치환술 환자 중 피브린 실란트를 
사용한 50명의 환자와 사용하지 않은 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사용군에서는 수술 중 피브린 실란트 5mg을 조직에 
분사하였다. 두 군간 동종 적혈구 및 혈장 수혈을 받은 환자 수와 수혈량, 
자가 배액혈 수혈량, 재원일수를 비교하였다. 또한, 경제학적 모델 
이용하여 두 그룹 간 비용 차이를 비교 하였다. 피브린 실란트의 사용은 

Article Review

슬관절 전 치환술의 혈액 관리 

(Blood management in TKA)

리뷰어 : 박철희 (경희의대), 김만수 (가톨릭의대), 

김희준 (경북의대) 

슬관절 전치환술 (Total knee arthroplasty)에서 수술 전후의 적절한 
혈액 관리 (Blood management)는 안전하고 빠른 환자의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술 후 실혈량을 감소시키고 수혈 위험 및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혈액 관리 방법들이 제시되었으며, 보다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여전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본 
리뷰에서는 슬관절 전 치환술의 혈액 관리와 관련된 주요 최신 보고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트라넥사민 산 (Tranexamic acid; TXA)

TXA는 슬관절 전치환술 후 혈액 손실 및 수혈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 섬유소 융해 (Antifibrinolytic) 제재이다.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TXA
의 효과와 안전성은 입증되었으나 최적의 투여 경로 및 용량은 밝혀지지 
않았고, 이를 정립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Han 등 (1) 은 슬관절 및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는 환자에서 TXA
를 경주 (Intravenous) 혹은 경구 (Oral) 투여 시, 투여 방법 간 혈액 보존 
효과 (Blood sparing efficacy)를 비교하는 메타 분석을 시행하였다. 
Pubmed, Embase, Cochrane library 2018년 9월까지 개제된 관련 
연구를 검색하였으며, 선정 및 제외 기준을 통해 고관절 및 슬관절 
전치환술에서 경주 및 경구 TXA 투여 간 혈액 보존 효과를 비교한 9
개의 논문을 연구에 포함시켰다. 혈색소 저하 (Hb drop), 총 혈색소 손실 
(Total Hb loss), 총 실혈량 (Total blood loss), 수혈율 (Transfusion 

rate), 심부 정맥 혈전증 (Deep vein thrombosis) 발생률, 입원 기간 
(Length of Hospital stay) 에 대한 체계적 분석 (Systematic review) 
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TXA의 경구 및 경주 투여군 간 혈색소 저하 
(SMD=−0.03, 95%CI=−0.18–0.12, P=0.67), 총 혈색소 손실 (SMD=0.10, 
95%CI=−0.06–0.26, P=0.24), 총 실혈량 (SMD=−0.00, 95%CI=−0.20–
0.20, P=1.00), 수혈율 (OR=0.77, 95%CI=0.54–1.10, P=0.14), 정맥 
혈전증 발생률 (OR=0.58, 95%CI=0.19–1.75, P=0.33), 입원 기간 
(SMD=−0.05, 95%CI=−0.28–0.17, P=0.63)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슬관절 및 고관절 전 치환술 시행 시 TXA의 경구 투여는 경주 
투여와 비교하여 혈색전 질환 (Thromboembolic) 위험의 증가 없이 혈액 
보존 효과가 유사하였다. 저자들은 경구 투여의 장점을 고려하여 최적의 
TXA 투여법을 찾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

Abdel 등 (2) 은 다기관 무작위 배정 임상 시험 (Multicenter 
randomized clinical trial) 을 통해, TXA의 경구 및 경주 투여시의 
계산 출혈량 (calculated blood loss), 배액량 (Drain output), 수혈율 
(transfusion rate), 심부 정맥 혈전 (Deep vein thrombosis) 발생률을 
비교하였다. Mayo clinic과 Hospital for special surgery 에서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640명의 환자들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무작위 배정을 
통해 TXA 정맥 투여군 [TXA 1g을 토니켓 적용 (Tourniquet inflation) 
전과 봉합 전에 각각 한차례씩 정맥 투여] 과 국소 투여군 [TXA 1g을 
45mL의 생리 식염수에 희석하여 시멘트 삽입 (Cementation) 후 국소 
투여] 을 배정하였다. 두 군의 나이, 성별, 체질량 지수 (Body mass 
index), ASA 점수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score), 
술전 혈색소 수치는 차이가 없었다. 단변량 (Univarate), 다중 선형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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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는 16개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선별하였다. 자가 배액혈 수혈군 
769례, 고식적 배액관 사용군 765례가 연구에 포함되었다. 자가 배액혈 
수혈군에서 고식적 배액관 사용군에 비해 더 낮은 수혈율 (OR: 0.25 
[0.13, 0.47]; Z = 4.27, P < 0.0001) 및 1인당 수혈량이 (WMD: -0.68 
[-0.98, -0.39]; Z = 4. 52, P < 0.00001) 관찰되었다. 상처 합병증, 심부 
정맥 혈전증, 발열, 술후 5-8일의 헤모글로빈, 배액량 및 입원기간은 두 
군간 차이가 없었다. 저자들은 자가 배액혈 재주입이 슬관절 전치환술 후 
수혈율 및 수혈량을 의미하게 줄일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라 보고하였다.

그러나 자가 배액혈 수혈에 대해 회의적인 보고도 있다. 

Schnurr 등 (10) 은 전향적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통해 자가 
배핵혈 수혈이 슬관절 전치환술 후 동종 혈액 수혈율을 줄일 수 있는지 
조사하였다. 자가 배액혈 수혈관을 사용한 슬관절 전 치환술 100 예, 
음압이 없는 Redon 배액관을 사용한 100예가 연구에 포함되었다. 자가 
배액혈 수혈군은 6시간동안 자가 배액혈 수혈 배액관을 삽입하였다가 
이후 Redon 배액관으로 교체하였고, 대조군은 처음부터 Redon 
배액관을 삽입 하였다. 두 군 모두 트라넥사민산은 투여하지 않았고, 술 
후 24시간에 배액관을 제거하였다. 양군의 배액량, 실혈량, 혈색소, 동종 
혈액 수혈율 및 수혈량을 비교하였다. 자가 배액혈 재주입군에서 배액량은 
유의하게 높았다 (410 ml vs. 300ml, p<0.001). 실혈량 또한 자가 
배액혈 수혈군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1840ml vs. 1685ml). 혈색소 저하는 두 군의 차이가 없었다. 동종 혈액 
수혈율은 양군이 유사하였으며 (8% vs 9%, n.s.), 수혈량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0.2 unit/ patient vs 0.17 unit/ patient, n.s.). 요약하면 슬관절 
전치환술에서 자가 배액혈 재주입이 동종 혈액 수혈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실혈량을 증가시켰다. 이 결과로 인해 저자들은 자가 배액혈 
수혈을 중단하였다고 보고하였다. 

4. 그 외의 Issue 들 

(1) 수술 전 철분의 경구 투여

슬관절 및 고관절 전치환술 시행 시 혈액 보존을 위해 술 전 
빈혈을 교정하여야 하면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술전 
Erythropoietin alpha (EPO)를 투여하거나 철분을 정맥 또는 경구로 
투여하는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다. 

Petis 등 (11)은 철분의 경구 투여가 술 전 빈혈과 빈혈 교정을 위한 
EPO및 철분의 경주 투여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 조사하였다. 
단일센터에서 시행된 고관절 전치환술 1461명, 슬관절 전치환술 1974
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서로 다른 혈액 보존 프로그램을 시행된 두 시기 

(Phase) 를 비교하였다. 첫 번째 시기에서는 술전 빈혈의 위험이 있을 
시 EPO 와 철분의 경주 투여만을 시행하였으며 두 번째 시기에서는 
빈혈의 위험이 있을 시 첫 시기의 치료 외에 철분의 경구 투여도 
병용되었다. 철분 경구 투여 시 술전 혈색소는 고관절 전치환술군에서 
6 g/L (P < .001), 슬관절 전치환술군에서 7 g/L (P < .001) 증가하였고, 
혈청 페리틴은 고관절 전치환군에서 80 mg/L (P < .001), 슬관절 
전치환군에서 52 mg/L (P < .001) 증가하였다. 슬관절 및 고관절 전 
치환군 모두 헤모글로빈이 130 g/L 이하인 환자와 혈청 페리틴 35 µg/L 
이하인 환자가 감소하였다 (p<0.001, respectively). EPO의 투여는 
고관절 치환술시 16% 에서 6% 로, 슬관절 전치환술시 18% 에서 6% 로 
감소하였다 (p<0.001, respectively). 철분의 경주 투여 빈도는 고관절 
전 치환군에서 4% 에서 2% 로 (p=0.05), 슬관절 전 치환군에서 5%

에서 2%로 (p<0.001) 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철분의 경구투여는 술 전 
빈혈 위험을 줄이고 다른 혈액 보존 치료의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저자들은 추후 철분 경구투여 요법의 비용 효과 분석과, 불필요한 철분 
경구요법을 피할 수 있는 환자분류에 대해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2) 수술 시 지속적인 항혈전제 사용 문제 

수술 전후 지속적인 항혈전 치료는 심혈관계 및 뇌혈관계 합병증 
예방에 효과적이나, 실혈량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Tsukada 등(12)은 
슬관절 전 치환술 시 지속적인 항혈전 치료가 실혈량과 대량 출혈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슬관절 전치환술 시행 시 지속적으로 
항혈소판 및 항응고제, vit. K 길항제를 복용하는 32명의 환자를 ‘항혈전제 
치료군’으로, 이러한 항혈전 치료를 받지 않는 169명의 환자를 ‘항혈전제 
비치료 군’으로 분류하였다. 수술 중 지혈대나 배액관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심부 정맥 혈전 검사를 수술 전후로 시행하였다. 혈액량과 수술 
전, 수술 후 1일, 3일, 7일에 측정한 혈중 헤모글로빈 수치의 변화를 통해 
실혈량을 계산하였다. 항혈전제 치료군과 비치료군의 실혈량은 수술 후 
1일 (448±213 mL : 495 ± 345 mL [95% 신뢰군간, -172 에서 77 mL 
사이]; p = 0.45), 3일 (841 ± 308 mL : 826 ± 328 mL [95% 신뢰구간, 
-108 에서 139 mL 사이]; p = 0.81), 7일 (855 ± 313 mL : 861 ± 245mL 
[95% 신뢰구간,  -122 에서 108mL 사이];p = 0.91) 에서 차이가 없었다. 
항혈전제 비치료 군에서는 2명의 환자 (1.2%)가 동종 수혈을 시행받았고, 
항혈전제 치료 군에서는 수혈받은 환자가 없었다 (p=1.000). 술 후 시행한 
도플러 초음파 상, 항혈전제 치료 군 1명(3.1%), 항혈전제 비치료군 17명 
(10.1%)에서  심부정맥혈전이 진단되었다 (p = 0.32). 양군에서 증상이 
동반된 폐색전증 환자는 없었으며, 대량 출혈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요약하면 슬관절 전치환술에서 항혈전제 치료 및 비 치료군간 실혈량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었다.

비사용군에 비해 적혈구 및 혈장 수혈 빈도 및 수혈량을 감소시켰고 (수혈 
빈도 56% vs 91.7%, p<0.001; 총 수혈량 68 unit vs 217 unit, p<0.0001 
; 환자 1인당 수혈된 적혈구량 = 1 unit vs 3 unit, p<0.0001; 환자 1인당 
수혈된 혈장량 = 0 unit vs 2 unit,  p=0.003), 재원일수를 감소시켰다 (7
일 vs 10일, p=0.01). 또한 혈액 보존을 위한 자원 소비를 감소시켜 환자 1
인당 평균  1.676의 비용을 절감하였다. 요약하면 피브린 실란트 사용을 
통해 적혈구 및 혈장 수혈을 감소시키고, 재원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저자들은 혈액 보존 방침에 피브린 실란트를 포함시키는 
것이 혈액 보존 및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피브린 실란트에 대해 회의적인 보고도 있다. 

Verra 등 (6) 은 피브린 실란트의 도포가 술 후 출혈을 감소시켜 
슬관절의 완전 신전을 포함한 관절 운동을 더 원활하게 만들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소적 피브린 실란트 도포를 시행한 
환자군에서 일반 환자군과 비교 시 수술 6주 후 더 이른 슬관절 신전이 
가능한지 조사하였다. 골관절염으로 슬관절 전치환술이 예정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기관 무작위 대조 연구 (multicenter randomized 
controlled trial) 를 시행하였다. 환자들은 술 중 피브린 실란트를 국소 
도포한 군과 도포하지 않은 군으로 무작위 분류되었다. 일차적으로 수술 2
주 후 슬관절 신전 각도의 변화를 평가하였고 그 외 수술 6주 후 슬관절의 
신전 및 굴곡 각도, 혈색소 수치, 수혈률, 합병증 발생률, Knee Society 
Score, 그리고 KOOS, EQ5D 를 비교하였다. 총 466의 환자를 분석하였고 
피브린 실란트 도포 군과 비 도포군간 평균 신전 각도 변화 차이는 0.2도로 
유의하지 않았다. (95% 신뢰구간: 0.5 ~ 0.9). 다른 평가항목에서도 두 군간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저자들은 슬관절 전치환술에서의 피브린 
실란트 도포는 큰 이득이나 부작용을 야기시키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피브린 실란트의 임상적인 실제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2) 카르바조크롬 설폰산 나트륨 (Carbazochrome sodium
      sulfonate, CSS)

CSS는 모세 혈관의 투과성 (Permeability)를 감소시키고 손상된 
모세 혈관을 수축시켜 술 후 실혈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물질로 기대된다. 

Luo 등 (7) 은 TXA에 CSS를 병용 투여 시 슬관절 전 치환술 후 
빈혈 및 수혈, 염증반응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은 20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위약 대조 연구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trial) 를 시행하였다. 대상 환자들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었고, A 그룹은 TXA의 경주 투여와 CSS의 경주 및 
국소 투여가 모두 시행된 군, B 그룹은 TXA의 경주 투여와 CSS의 국소 
투여가 시행된 군, C 그룹은 TXA의 경주 투여와 CSS의 경주 투여를 
시행한 군; D 그룹은 TXA의 경주 투여 만을 시행한 군으로 정의하였다. 

각 그룹의 총 실혈량은 A군은 609.92 ± 221.24 mL, B군은 753.16 ± 
247.67 mL, C군은 829.23 ± 297.45 mL이었으며, 이는 D 그룹의 총 
실혈량 (1158.26 ± 334.13 mL) 에 비해 유의하게 적었다 (p<0.05). B
군과 C군 간 총 실혈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D그룹에 비하여 A, B, 
C 군에서 술 후 부종, 염증 생체표지자 수치, Visual Analogue Scale, 
관절 운동 범위 등이 더 우월하였다 (P <0.05, respectively). 혈전색전증 
등의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수혈률, 수술 중 실혈량, 혈소판 수치, 
평균 입원 기간은 4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5, respectively). 
요약하면, CSS를 TXA와 병용 투여 시 TXA단독 투여 군에 비해 수술 
전후 총 실혈량, 염증 반응, 술 후 부종 및 관절 운동에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혈색전증 등의 합병증을 증가시키지 않았다. TXA와 
CSS의 경주 및 국소 투여를 병용 시 가장 좋은 혈액 보존 효과를 보였다. 
저자들은 이 연구를 통해 CSS가 효과적인 지혈 및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3.  자가 배액혈 수혈 (Autologous blood transfusion 
drainage system)

자가 배액혈 수혈은 배액관을 통해 수집된 환자의 혈액을 재주입하는 
방법으로, 동종 혈액 수혈 (Allogenous blood transfusion)을 감소시킬 
수 있는 혈액 보존 방법으로 기대된다.  

Pawaskar 등 (8) 은 메타분석를 시행하여 슬관절 전치환술에서 자가 
배액혈 수혈이 동종 혈액 수혈을 줄일 수 있는지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자가 수혈의 비용 효과 분석을 시행하였다. PubMed , Scopus, Science 
direct database 검색을 통하여 21개의 무작위 대조 실험연구를 
선정하였다. 자가 혈액 재수혈군은 1067명 (53.2%), 대조군은 938명 
(46.8%) 이었다. 연령 중앙값은 각각 69 (65-72)세와 72 (58-72)세였고, 
남녀 환자 비율은 모두 1:2 였다. 자가 배액혈 수혈군에서 동종 혈액 
수혈율은 28.4%로, 대조군에 (53.5%)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p= 0.0001, 
Relative risk: 0.54). 자가 수혈군 및 대조군의 동종 수혈량의 중앙값은 
각각 0.1 (0.1–3.0), 1.3 (0.3–2.6) unit 이었다. 재원기간의 중앙값은 
재주입군 9 (6.7–15.6) 일, 대조군 8.7 (6.6–16.7) 일이었다. 1인당 
수혈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발생의 중앙값은 재 주입군 175 (85.7–260) 
유로, 대조군 254.7 (235–300) 유로였다.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슬관절 
전치환술에서 자가 배액혈 수혈이 동종 혈액 수혈의 필요와 수혈량을 줄일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라 보고하였다.

Pan 등 (9) 도 메타분석을 통해 슬관절 전치환술에서의 자가 
배액혈 수혈의 효과와 안정성에 대해 보고하였다. PubMed, Embase, 
Cochrane Library 와 4개의 중국어 문헌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하여, 
자가 배액혈 수혈관 및 고식적인 배액관을 사용한 슬관절 전 치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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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증례

76세 여자 환자로 약 20년 전 양측 인공슬관절 단관절 대치술

(unicompartmental knee arthroplasty; UKA) 시행 후 약 10년 간 증상 
없이 지내셨으며, 이후 간혹 발생하는 무릎 통증으로 진통제 복용하며 
지내시던 분으로 내원 수주 전부터 발생한 좌측 무릎의 걸리는 느낌을 
주소로 외래에 내원하였다(figure1). 

기저질환으로 승모판 협착증, 삼첨판 역류, 동기능부전증후군, 
뇌경색, 간경화(stage 1, Child A) 및갑상선 종괴 있으신 분으로, 승모판 
협착증으로 인하여 1988년 및 1998년에 경피적 승모판 기구 절개술 시행 
받았으며, 동기능부전증후군으로 1997년 12월에 영구심박동기 삽입술 
시행받았다. 삼첨판 및 승모판의 심한 협착증으로, 2006년 12월 승모판 
치환술 및 삼첨판 성형술 시행받았다. 이로 인하여 항응고제 복용중이시던 
분으로 수술 위한 약제 조절이 필요하였다. 평소 warfarin 3.5mg QD로 
복용중이시던 분으로, 수술 3일 전 중단하였으며, enoxaparin 120mg 
QD IM을 수술 6일전부터 시작하였으며 수술 2일 전 중단하였다. 수술당일 
INR은 1.15로 측정되었다.

좌측 인공슬관절 단관절 대치술의 meniscal bearing 교체술 
시행하였다. 전신마취하 supine position으로 토니켓은 250mmHg
로 설정하였다. Meniscal bearing의 파손 및 탈구가 관찰되었으며, 
bearing 교체, 활액막절제술, 인공관절의 femoral component 주위의 
변연절제술 시행하였다(figure 2,3). 수술 중 혈압은 130/70으로 
유지되었다.

수술 후 1일차에 15cc 배액관 통해 배출되었으며, CPM(continuous 
passive motion) 기계 이용하여 슬관절 운동 및 체중부하 시행하였다. 
수술 2일차에 enoxaparin 120mg/일 근육주사로 재투여 시작하였으며, 
수술 7일차에 warfarin 3.5mg/일 경구 복용 투여하였으며, 우측 수술 
희망하여, warfarin은 익일 중단 하였다. 

수술 9일차에 suprapatella 에 부종 관찰되었으며, 익일 관절천자 
시행 후 증상 호전 되었으며, 당시 INR 1.21 이었다. 수술 12일차에 
부종은 없었으나 통증 호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수술 14일차에 통증은 
잔존하였으나, 수술 봉합부위는 깨끗하고 상처 회복되어 봉합사 제거 
시행하였으며 압박 드레싱 유지하였다. 심장내과 협진 하 warfarin 
3.5mg/일로 경구 복용 재시작 하였다. 수술 16일차에 좌측 무릎의 
부종 관찰되어 관절천자 시행하였으며, 130cc의 혈액 섞인 관절액이 
배액되었다. 수술 16일차에 9.2이었던 혈색소 수치가 수술 19일차에 6.5
로 감소하였으며, INR 은 1.78로 측정되었다. 수축기 혈압 70mmHg
로 혈압하강 관찰되었으며, 좌측 허벅지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Bleeding focus의 평가를 위해 시행한 하지 혈관 조영술에서 superior 
genicular artery의 branch 에서 혈관외유출이 관찰되었으며, 혈관 
색전증을 시행하였으며(figure 4), 수축기 혈압 100mmHg으로 
회복되었다. 수술 21일차에 수축기 혈압 70mmHg로 감소하였으며, 
전혈 2 pints 수혈 및 hydration 하였음에도 지속적인 저혈압 및 
혈색소 감소 관찰되었으며, 심장내과 협진 상 enoxaparin 및 warfarin 
유지 권고대로 약제는 유지하였다. 구획증후군 소견 하 좌측 허벅지의 
외측으로 응급 근막 절제술 및 VAC(vacuum-assisted closure) 시행 
하였다(figure 5). 수술 중 5 pints의 전혈 수혈하였으며, 수술 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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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슬관절 전 치환술에서 TXA의 사용은 안정하고 효과적이나 최적의 
투여 경로 및 투여량은 정립되지 않았다. 새로운 약제 및 자가 배액혈 수혈 
등은 혈액 보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술 전 철분의 경구 투여는 술전 
빈혈 교정에 도움이 되며, 수술 시 지속적인 항혈전 치료가 실혈량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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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위해 중환자실로 전실하였으며, VAC 의 압력은 25mmHg로 
intermittent 하게 적용되도록 설정하였다. 수술22일차에 전혈 3 pints 
수혈하였으며, 수축기 혈압은 80-90mmHg 유지되었고, 지속적인 
hemodynamic instability로 enoxaparin은 중단하였으며, 수술 24
일차에 심장내과 협진 하 warfarin도 중단하였다. 수술 23일차에 2 pints
의 전혈 및 신선동결혈장 수혈하였으며, hydration 유지하였고, 혈압은 
110/70mmHg, INR은 1.92로 측정되었다. 수술 25일차에 수축기 혈압 
100-120mmHg로 유지되어 일반병실로 전실하였다. 

수술 26일차에 VAC 제거 및 이차 봉합술 시행하였다(figure 6). 수술 
27일차에 INR 2.17이었으며, 29일차에 심장내과 협진 하 warfarin 
3.5mg/일 및 enoxaparin 120mg/일 재시작 하였다. 

수술 34일차에 좌측 허벅지의 통증 호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부종 및 통증이 악화되었다. 이차봉합부위의 근위부 봉합사 
일부 제거하였으며, 다량의 혈액섞인 체액이 배액되었다. 즉각적인 통증 
완화를 보였으며, 재봉합하였다. 혈색소 수치가 6.1로 측정되어 3 pints의 
전혈 수혈하였으며 warfarin 및 enoxaparin 은 중단하였다. 익일 통증 
다시 악화되어, 근위부의 봉합사의 일부 제거 하였으며(figure 7), 열어둔 
채로 packing dressing 하였다. 혈색소 6.7로 측정되어 2 pints의 전혈 
및 신선동결혈장 수혈하였다. 수술 36일차에 혈색소 5.8로 감소하여 2 
pints의 전혈 수혈하였으며, 혈종제거 및 VAC 적용하였다. 수술 38일차에 
측정된 INR은 1.08 이었다. 이후 혈역학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VAC 유지하며 gently bed-side RoM 하였다. 

수술 47일차에 VAC 제거, 혈종제거, 이차봉합술 시행하였으며, INR
은 1.52로 측정되었다. 수술 48일차에 양측 하지에 오목 부종 관찰되어 
심장내과 협진 하 Lasix® 20mg 및 Aldacton® 12.5mg 투여하였다. 
수술 후 53일차에 침상걸터 앉기 및 CPM 사용하여 관절운동 하였으며, 
보조기(워커) 사용하여 보행 하였다. 수술 58일차에 굴곡 45도/90도

(active/passive) 가능하였으며, 수술 68일차에 퇴원 하였다. 수술 3개월 
차에 외래 내원 당시 증상 없었으며 무릎 관절운동범위는 0도-110도로 
측정되었다. 

고찰

구획증후군은 적절한 시기의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골계 및 신경혈관계에 영구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질환이다.[1] 
따라서 급성 구획증후군의 clinical presentation에 대해 인지하고, 
적절한 시기에 diagnostic evaluation 및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Intracompartment pressure를 측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극심한 통증 등 임상적인 양상과 correlation하여 진단하여야 한다.[1,2] 
구획증후군 발생 후 4시간 까지는 근육이 허혈을 견딜 수 있으나, 8
시간이상의 허혈은 비가역적인 근육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근막절제술을 통해 압박되는 구획을 감압시켜주어야 한다.[3] 

 본 케이스는 UKA의 liner change와 같이 less invasive 한 수술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승모판 치환술 및 삼첨판 
고리성형술 시행 후 the A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ns 
(ACCP) and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ACC)/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 guideline 에 따라 target INR 2.5-3.5
로 유지 중이었던 분이다.[4] 출혈의 위험성 및 혈전색전증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수술 전 항혈전제의 조절이 필요하였다.[5] 최신 지견은 수술 
전 warfarin은 중단 후 low molecular weight heparin으로 교체하고 
INR은 정상화 시킨 후 수술하고, 수술 후 warfarin을 재시작 하며, INR이 
therapeutic range에 도달 시 low molecular weight heparin은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6] 그러나 이러한 수술 전 warfarin 치료의 protocol
의 evidence는 controversial 하다.[7] Worland et al.[8]은 환자의 
수축기 혈압의 100mmHg 높은 압력을 safe limit 으로 보고하였으며, 
Klenerman et al.[9]은 상지의 수축기 혈압의 두배의 압력을 ideal 
torniquet pressure로 보고하였다. Torniquet time은 연속적으로 3
시간은 안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9] 그러나 위험성이 높은 환자군에서는 
토니켓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선호된다. 

하지 수술 후 급성증후군의 발생률이 낮아 고위험군에서 항혈전제의 
사용 및 INR의 조절의 guideline에 대한 evidence가 부족하다. 따라서 
급성구획증후군을 예방하고 빠른 진단 및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위험군의 경우 체계적인 수술 전 준비 및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하다. 

▶  Fig. 2

▶  Fig. 1

▶  Fig. 3



Vol. 1   2020

30
31

References nce
1.  Tillinghast CM, Gary JL. Compartment Syndrome of the Lower Extremity. In: Mauffrey C, Hak DJ, Martin IM, editors. 

Compartment Syndrome: A Guide to Diagnosis and Management. Cham (CH): Springer, Copyright 2019, The Author(s). 2019. p. 
67-81.

2.  Schmidt AH. Novel Modalities to Diagnose and Prevent Compartment Syndrome. In: Mauffrey C, Hak, DJ, Martin IM, editors. 
Compartment Syndrome: A Guide to Diagnosis and Management. Cham (CH): Springer, Copyright 2019, The Author(s). 2019. p. 
169-76.

3.  Whitesides TE, Heckman MM. Acute Compartment Syndrome: Update on Diagnosis and Treatment. J Am Acad Orthop Surg 
1996;4:209-18.

4.  Nishimura RA, Otto CM, Bonow RO, Carabello BA, Erwin JP, 3rd, Fleisher LA, et al. 2017 AHA/ACC Focused Update of the 
2014 AHA/ACC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Valvular Heart Disease: A Report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American Heart Association Task Force o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J Am Coll Cardiol 2017;70:252-89.

5. Grant PJ, Brotman DJ, Jaffer AK. Perioperative anticoagulant management. 190 Med Clin North Am 2009;93:1105-21.

6.  Douketis JD, Berger PB, Dunn AS, Jaffer AK, Spyropoulos AC, Becker RC, et al. The perioperative management of 
antithrombotic therapy: A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ns Evidence-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8th Edition). Chest 
2008;133:299s-339s.

7.  Baker RI, Coughlin PB, Gallus AS, Harper PL, Salem HH, Wood EM. Warfarin reversal: consensus guidelines, on behalf of the 
Australasian Society of Thrombosis and Haemostasis. Med J Aust 2004;181:492-7.

8.  Worland RL, Arredondo J, Angles F, Lopez-Jimenez F, Jessup DE. Thigh pain following tourniquet application in simultaneous 
bilateral total knee replacement arthroplasty. J Arthroplasty 1997;12:848- 52.

9.  Klenerman L, Biswas M, Hulands GH, Rhodes AM. Systemic and local effects of the application of a tourniquet. J Bone Joint 
Surg Br 1980;62:385-8.

▶  Fig. 5

▶  Fig. 6 ▶  Fig. 7▶  Fig.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