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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슬관절학회 회원 여러분께
존경하는 대한슬관절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슬관절학회 제28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서승석입니다.
지난 30여년간, 우리 대한슬관절학회는 역대회장님, 임원님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회원 수가 1,400여명에 이를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학회는 제도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보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노력을 바탕으로 대한슬관절학회의 학술지인 KSRR이
pubmed에 등재되고, 정기 학술 대회에서는 140여편이 논문이 발표되고 있으며, 아태지역의
국제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학회는 앞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현안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현재까지의 학술적인 업적을 바탕으로 우리 학회가 국제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의 의료
보험 제도가 의료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학회는 학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슬관절 여러
분야에서 근거 중심의 수가를 개발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여,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국민 건강에 이바지 하여야
합니다.
우리 학회의 국제화를 위하여, 우선 대한슬관절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KSRR이 Scopus나 SCI에 등재가 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 작업을 다시 하게끔, 우리 학회의 인적인, 물적인 자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회의
회원들이 해외 학회와 인적인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는 프랑스관절경학회와 travelling
fellowship을 운용 하고 있습니다만, 타 학회와도 교류를 확대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학술대회와 공동주최하는
것을 장려하여 우리 학회가 국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회의 당면 현안으로, 대한 슬관절학 교과서 제2판이
출판을 위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관련 위원회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훌륭한 제2판의 교과서가
나오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임 회장님이신 이명철 회장님께서 추진 하신 슬관절 학회의 registry 사업이
안착 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나라의 의료계에 급격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험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슬관절 진료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수가를 개발하여 정부의 유관 부서에 전달해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부족한 저가, 우리 학회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우리 학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고견과 동참을 부탁 드립니다.
비록 5월의 끝자락이지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대한슬관절학회장 서승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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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슬관절학회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여러 회원님들의 도움으로 2018년 4월 1년간의 슬관절학회 회장 임기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1년 전 약속 드린 대한슬관절학회의 국제 교류, 학술지인 KSRR의 국제화, 대한슬관절학회
슬관절 레지스트리의 구축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스스로 평가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
학회와 회원 여러분은 계속 발전해야 합니다.
특히 슬관절 레지스트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대표적인
레지스트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앞으로도 학회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임기 동안 도움을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여름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댁내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6월
전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이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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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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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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인하대학병원
대전 연합정형외과 병원
부산백병원 정형외과
부산센텀병원
대구의료원 정형외과
인본병원
국군부산병원
바로선병원
건국대학교병원
세계로 365병원
성남 바른 마디 병원
강남힘찬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국립경찰병원 정형외과
서울우리병원 관절센터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정형외과
빛고을 전남대병원
동의의료원
상주적십자병원
경희의료원
새소망 정형외과
제일정형외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광주병원
바른병원
전북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부속 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성바오로병원
서울부민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명지병원
예스병원 용인점
지샘병원
박애병원
동아대학교의료원
선정형외과
더서울병원
나누리병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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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 |
• 2018년 대한슬관절학회 제36차 정기학술대회
2018년 대한슬관절학회 제26차 정기학술대회가 2018년 4월 27일(금) ~ 28일(토)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성황리 이루어 졌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과 다르게 양일 모두 2개의 강의장으로 진행되었고(2017년에는 금요일 강의실1개, 토요일은 2개) 학술대회 폐회날인 토요일은 작년보다
한 시간이 늦춰진 오후 4시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E-POSTER 발표 대신 HARD POSTER 전시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많은
구연발표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7일은 (A room 11세션, B room 6세션 89개의 구연) 28일은(A room 9션, B room 6세션
77 구연) e-poster는 총 18개로 성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저명한 학자이신 프랑스의 Jean-Noel Argenson, 일본의 Takeshi Muneta, 독일의
Rainer Siebold 선생님을 모시고 최근 학술적 동향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연제당 6분의 발표시간과 4분의 토론시간을
통하여 명료한 발표와 토론이 되었고, Gala Dinner 행사와 푸짐한 경품추천을 통하여 좋은 만남의 장이 되었습니다.

• 2018 학술상

- KSRR 최우수논문상
손욱진, 150만원 (Knee Surg Relat Res. 2017 Dec 1;29(4):288-294. doi: 10.5792/ksrr.16.057. Comparative Study of Clinical and
Radiographic Outcomes of High Tibial Osteotomy in Patients with Kissing Lesions and Non-Kissing Lesions. Shon OJ, Park SJ,
Shim BJ, Lee DY.)
- KSRR 우수논문상
김강일, 100만원 (Knee Surg Relat Res. 2017 Mar 1;29(1):11-18. doi: 10.5792/ksrr.16.054. Three-Dimensional Reconstruction Computed
Tomography Evaluation of the Tunnel Location and Angle in Anatomic Single-Bundle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A Comparison of the Anteromedial Portal and Outside-in Techniques. Kim KI, Lee SH, Bae C, Bae SH.)
- KSRR 우수논문상
장기모, 100만원 (Knee Surg Relat Res. 2017 Dec 1;29(4):307-315. doi: 10.5792/ksrr.16.076. Three-Dimensional Evaluation of
Similarity of Right and Left Knee Joints. Jang KM, Park JH, Chang M, Kim Y, Lee D, Park S, Wang 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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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학술지상
빈성일, 100만원 (Am J Sports Med. 2017 Apr;45(5):1095-1101. doi: 10.1177/0363546516682235. Epub 2017 Jan 10. Survivorship
After Meniscal Allograft Transplantation According to Articular Cartilage Status. Lee BS, Bin SI, Kim JM, Kim WK, Choi JW.)
- 우수편집위원상
배기철, 100만원
- 우수심사위원상
이상학, 100만원
- 우수구연상
최원철, 100만원 (Possible Toxic Effect of Tranexamic Acid and Aminocaproic Acid on Human Chondrocyte 국소 주입한 Tranexamic
Acid와 Aminocaproic Acid의 관절 연골 세포에 대한 영향, 최원철, 이순철)
- 우수구연상
이병훈, 100만원 (Low Relative Muscle Volume: Correlation with Prevalence of Venous Thromboembolism Following Total Knee
Arthroplasty 하지 근육양과 인공슬관절 전치환술 후 심부정맥 혈전증 발생 연관성에 대한 연구, 이병훈, 신성일)
- 우수포스터상
이용석, 100만원 (Outcome of Trans-tibial Pos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Using a Fovea Landmark Technique with
Tibial Suspensory Fixation Fovea landmark technique과 경골측 현수 고정을 이용한 경경골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결과, 이승훈, 조인호,
이오성, 이용석)

• 대한슬관절학회 기여상 (LG travelling fellowhip 학술상)
- 기여상(Traveling fellow)
박철희, 500만원

- 기여상(Traveling fellow)
박용범, 500만원

- 학술상
나경욱, 200만원

| 연관학회 일정 |
학술대회명

개최 예정일

삼성서울병원 CCTIKS(Current Concept & Techniques In Knee Surgery)

2018. 08. 19

제2회 건국 슬관절 수술 워크숍

2018. 08. 25

건국대 병원 의전원 대강당 (지하1층)

2018 CUMC Knee Symposium: Management of Early Osteoarthritis of the Knee

2018. 09. 01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

제7회 부민병원 슬관절 심포지움

2018. 09. 08

부산 해운대

제38차 대한관절경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제9회 연수강좌

2018. 10. 13 - 14

장소

고려의대 신의학관 유광사홀 및 최덕경 강의실

제3회 VPAS(Veterans Patello-femoral Arthosis Symposium)

2018. 11. 03

중앙 보훈병원 중앙관 지하 2층 강당

대한운동계 줄기세포 재생의학회 추계학술대회

2018. 11. 04

건국대학교병원

2018 Asia Pacific Knee Society (APKS) & 대한슬관절학회 추계심포지움

2018. 11. 08 - 10

김대중 컨벤션 센터, 광주

5th Korea University Asia Cadaver Workshop

2018. 11. 09 - 10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실용해부센터

제11회 무룹병원 Live Surgery

2018. 11. 24

미정

골연부조직이식학회

2018. 11. 24

고대유광사홀

2018 대한슬관절학회 제10회 연수강좌

2018. 12. 01

미정

중앙대학교 심포지움

2019. 12. 개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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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회 |
• KSRR 공지 사항
1. KSRR은 현재 학술진흥재단, PubMed, PubMed Central, KoreaMed, KoMCI, CrossRef, EBSCO와 Google Scholar 등재 잡지입니다.
학술지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 애써주신 회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 학술지 위상 강화와 국제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당면한 최우선 과제인 SCOPUS와 SCI(E)를 등재를 위해선 논문 편수와 인용률의
획기적인 증가가 필요합니다. 회원님들이 SCI(E)에 투고 시 최근 2년간 게재된 KSRR 논문의 적극적인 인용을 부탁드리며, 많은 citation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원저를 KSRR에 많이 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심사 관련 요청 사항
논문 심사의뢰 시 1주이내의 수락과 3주이내의 심사 결과 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편집 위원, 심사 위원들은 신속하고, 정교한
심사를 해주고 계시며, 이를 통해 외국인 투고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몇 심사가 만성적으로 늦어져,
투고 저자들의 문의와 불평이 많이 있었으며, 국내 저자들의 투고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 배정된 3분의 심사 위원 중 한
분이 기한을 지키질 못 할 경우, 심사 통보가 지연되고 논문의 재투고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편집, 심사위원들의 철저한 심사 기한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4. 투고 관련 요청 사항
1) KSRR 편집위원들은 종설을 배정받은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고, 학술, 심사위원들은 원저, 특히 연구비 지원 연구 또는 슬관절 수술 관련
기초 연구 들의 적극적인 투고를 부탁 드립니다. 증례 보고의 citation은 원저, 종설에 비해 현저히 불량하며, 게재 편수를 늘여 impact
factor를 낮추는 요인입니다. 원저, 종설을 제외한 증례 보고의 투고는 지양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평가 또는 학회 기여상 선정에서도
증례 보고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원고 투고 시 연구비 지원(병원, 의료 및 제약회사, 지자체, 정부, 법인)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병원으로부터 연구 장려금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최종 게재 시 연구비 지원을 명기하실 수 있습니다.
3) 기초 연구 논문의 게재 시 100만원의 장려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게재 논문에 학회 지원 받음을 명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4) 원저의 저자에 해외 공동 연구자(해외 방문 펠로우 등)의 삽입을 독려하며, 특히 중국, 일본, 인도 등을 제외한 국적의 공저자가 있는 경우
게재 승인 쪽으로 유도할 예정입니다. 정형외과 의사 외 재활의학과, 류마티스 내과, 간호사 등의 연구자가 주저자 또는 공저자를 포함된
원저 투고도 환영합니다.
5) 최근 SCI(E) 등재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으며, 획기적인 impact factor의 향상이 요구됩니다. 해당년도의 Impact factor는 직전
2년 동안의 게재 논문의 citation 횟수를 계산합니다. 2018년의 impact factor의 향상을 위해선 2016년, 2017년 KSRR 게재 논문들을
인용하셔야 합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학회지 인용을 부탁드립니다.
6) SCI(E) journal review 항목 중 현재 KSRR이 부족한 사항으로, funding acknowledgement 와 투고 논문의 다국적성 등입니다. 이로
인해 게재 승인 논문의 최종 교정 과정 중, 위 1-4)항에 대한 문의와 독려가 있을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7) Technical note는 video clip이 있는 경우에만 투고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별도의 전자 투고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8) 게재 승인 후 저자 변경을 요구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를 불허하고 있으므로, 투고 시 정확한 저자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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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게재 시기에 대한 결정은 해당호의 주제, 국내외 저자 비율, 원저와 증례보고 비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게재 시기에 대한 편집부의 결정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9) 출간 후 학진, 과총, Pubmed, Pubmed Cetnral 업로드 작업에 적어도 1주일이상 소요됩니다. 해당호의 당월 1일, 출간일을 지키기 위해선
최소한 10일전 저자의 page proof가 끝나야 합니다. 출간일 준수를 위해 논문 저자의 빠른 저자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0) 승인된 종설, 원저의 일부는 Epub을 진행하고 있으며, epub 게재 후 본문 내용의 수정은 불허합니다. Page proof 시 면밀한 저자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5. 슬관절 학회 해외 연수 지원금을 수여 받은 연구자는 의무적으로 해외 공저자와의 기초 연구나 review article을 KSRR에 투고, 게재하셔야
합니다.
6. 매년 reviewers의 KSRR 논문 게재 편수를 평가해 오고 있습니다. 증례 보고와 Technical note를 제외한 종설이나 원저의 게재 편수만이 평가
대상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7. 원고 투고 시 개인 고유번호 등록인증제인 저자고유식별번호(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ORCID) 시스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ORCID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연구자들의 고유 식별번호로 동명이인, 영문이름 표기의 혼란, 저자 확인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KSRR에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들께서는 http://orcid.org/에 접속하셔서(Register now를 클릭) ORCID 번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 Vol. 30 / No. 2 / June 2018
Editorial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The Long Road from Science to Clinical Relevance
Ollivier M
Knee Surg Relat Res 2018 Jun; 30(2): 93~94
Review Articles
A Comparison of Results after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in over 40 and under 40 Years of Age: A Meta-Analysis
Kim KT, Kim HJ, Lee HI, Park YJ, Kang DG, Yoo JI, Moon DK, Cho SH, Hwang SC
Knee Surg Relat Res 2018 Jun; 30(2): 95~106
Two-Stage Reimplantation in Infected Total Knee Arthroplasty
Lee YS, Chen AF
Knee Surg Relat Res 2018 Jun; 30(2): 107~114
Original Articles
Intraoperative Graft Isometry in Anatomic Single-Bundle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Kim YK, Yoo JD, Kim SW, Park SH, Cho JH, Lim HM
Knee Surg Relat Res 2018 Jun; 30(2): 115~120
Diagnostic Tools for Acute Anterior Cruciate Ligament Injury: GNRB, Lachman Test, and Telos
Ryu SM, Na HD, Shon OJ
Knee Surg Relat Res 2018 Jun; 30(2): 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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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oral Footprint for Anatomical Single-Bundle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A Cadaveric Study
Kim YM, Joo YB, Lee KY, Hwang SJ
Knee Surg Relat Res 2018 Jun; 30(2): 128~132
Does Adductor Canal Block Have a Synergistic Effect with Local Infiltration Analgesia for Enhancing Ambulation and Improving
Analgesia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Kampitak W, Tanavalee A, Ngarmukos S, Amarase C, Apihansakorn R, Vorapalux P
Knee Surg Relat Res 2018 Jun; 30(2): 133~141
Efficacy of Taurolidine Irrigation in Primary Total Knee Arthroplasty
Woo YH, Jeong JS, Kim OG, Lee IS
Knee Surg Relat Res 2018 Jun; 30(2): 142~146
Treatment of Recurrent Hemarthrosis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Yoo JH, Oh HC, Park SH, Lee S, Lee Y, Kim SH
Knee Surg Relat Res 2018 Jun; 30(2): 147~152
Safety and Efficacy of 6.2 mm Patellar Button in Resurfacing Less than 20 mm Thin Patella: A Matched Pair Analysis
Jhurani A, Agarwal P, Aswal M, Saxena P, Singh N
Knee Surg Relat Res 2018 Jun; 30(2): 153~160
Comparison of Revision Rates Due to Aseptic Loosening between High-Flex and Conventional Knee Prostheses
Choi YJ, Lee KW, Ha JK, Bae JY, Lee SK, Kim SB, Seo DK
Knee Surg Relat Res 2018 Jun; 30(2): 161~166
Case Reports
A Report of Two Cases of Adventitial Cystic Disease of the Popliteal Artery
Lee DJ, Park HO, Jang HN, Kim KN, Yang JH, Moon SH, Byun JH, Kim SH, Choi JY, Jang IS, Kim JW, Lee CE
Knee Surg Relat Res 2018 Jun; 30(2): 167~170
Back out of Locking Pin with Hinge Fracture after High Tibial Osteotomy
Otsuki S, Murakami T, Morikura R, Nakagawa K, Okamoto Y, Neo M
Knee Surg Relat Res 2018 Jun; 30(2): 171~175

| 보험위원회 |
대한슬관절학회 보험위원회에서는 수가 개선을 위하여 불합리한 수가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임상에서 경험하시는 불합리한 수가에 관한 의견을
주시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접수처 대한슬관절학회(kks@koreaknee.or.kr) / 보험위원회 양재혁 간사(jae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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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슬관절학회 출간도서 |
1. 슬관절학 개정판
대한슬관절학회에서는 78명의 국내 유명한 교수님들로부터 원고를 수집하여 이제까지의 슬관절에
관한 모든 것을 요약하여 알 수 있도록 교과서를 제작하였습니다. 본 교과서에서는 슬관절의 해부학은
물론 생역학, 평가, 재활, 관절경 수술, 관절연골, 반월연골판, 인대 손상, 슬개골 및 신전기전 질환, 골절,
소아청소년 슬관절, 종양, 슬관절염의 치료법, 슬관절 전치환술 등 모든 분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전공의, 전문의 일선에서 진료하는 정형외과 선생님은 물론 모든 임상 선생님들의 연구
및 진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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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슬관절 수술 아틀라스
대한슬관절학회에서는 슬관절 수술 아틀라스를 출간 하였습니다. 슬관절 관련 분야의 최신 지견과
근거에 기반을 둔 수술법과 임상 술기를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사진들을
첨부하여 다양한 수술 술기를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집필하였습니다. 집필을 맡으신 선생님들과
편집위원들의 열정과 정성으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슬관절 분야의 지식과 수술술기를 담았으므로
슬관절학을 배우고 치료하는 선생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정가: 150,000원(판매가 142,500)
출판사: 엘스비어코리아
출판연도: 2014년 10월
구입은 영창출판사(Tel: 02-926-3221)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3. 대한슬관절학회 용어집
대한슬관절학회에서는 슬관절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용어들을 수집하고 용어를 재정비하고
통일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 12월에 업무를 개시하여 1년 5개월 동안 슬관절 분야의
대표적 영어 교과서의 색인, 대한정형외과학회 교과서 색인 및 용어집, 대한슬관절학회 교과서 편찬시
논의 된 용어통일 리스트에서 용어를 수집하여 약 5,000 여개의 주요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용어집은 관련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용어 해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습니다. 슬관절학회 용어집은 스마트폰 엡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며 엡스토어에서
슬관절학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출판물을 구입 불가하나 인쇄본을 원하시면 슬관절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가격: 출판물 구입 불가
- 출판사: WILEY
- 대한슬관절학회 용어집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며, 앱 스토어에서 슬관절학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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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슬관절학회 슬관절학교과서 제3판 출판 예정 |
대한슬관절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위원장 유재두 / 간사 박관규
대한슬관절학회에서는 영창의학사와 함께 슬관절학교과서 제3판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저자분들께서 보내 주신 소중한 원고를 바탕으로 편집 작업을
진행 중이며, 2018년 6월 8일 교과서 편찬위원회 위원 및 담당 위원님들과 1차 감수를 시행하였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저자분들께
요청을 드릴 예정이며, 9월 13일에 2차 감수 회의를 예정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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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식지 표지 사진 공모 안내 |
우리 학회는 참신하고 멋진 사진을 선정하여 소식지 표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대한슬관절학회 소식지 표지 사진 공모에 많은 관심과 투고 부탁
드립니다.
접수처 대한슬관절학회(kks@koreakne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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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학술대회 설문조사 결과

2018 정기학술대회 설문조사 결과

2018년 36차 정기학술대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학회 임원들과 학술대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향후 학술대회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2018년 5월 21일부터 6월23일 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89분이 참여 하였고 응답자의 56%가 대학병원staff 이며, 전공의/
전임의 24% 종합병원, 및 봉직의 순이었습니다.
I. 설문 응답자 정보

응답률

응답자 정보

N=89

대상자 227명 중 89명 설문 응답

응답자 구성

응답자참석률

N=89

N=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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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직종

█ 개원의
█ 대학병원staff
█ 봉직의
█ 전공의, 전임의
█ 종합병원staff

N=89

II. 2018 학술대회 구연 시간 및 배정
학술대회 구연 발표시간에 대해서는 79% 이상의 만족이 있었습니다.
발표시간 6분과 토의 시간 4분에 대해서는 각각 97% 와 91%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전반적인 시간 만족도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N=89

발표시간 6분에 대한의견

토의시간 4분에 대한의견

█ 줄이는게 좋겠다

█ 줄이는게 좋겠다

█ 유지하자

█ 유지하자

█ 늘리는게 좋겠다

█ 늘리는게 좋겠다

N=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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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장을 2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
█ 2일을 모두 두 개의 방으로 하자(구연+Hard Poster)
█ 금요일1방, 토요일 2방으로 진행하자(금요일 Hard Poster 세션추가)
█ 금요일1방, 토요일 2방으로 진행하자(금요일 E-Poster 세션추가)
█ 2일 모두 1개의 방으로 진행하자(금요일, 토요일 E-Poster 세션 추가)

N=89

[기타의견]
- 토요일 조금 일찍 끝났으면 합니다.
- 구연을 선택해서 양방을 줄이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금요일 2개 토요일 1개
- 필요하다면 토요일 시간 연장
- 모든 회원이 학회발표를 볼 수 있도록 모두 1방 유지하고, 구연 못한 나머지는 hard
poster 로 대체 합시다. 점심시간을 약간 늘려서 포스터 보는 시간을 할애 합시다.

강의장을 2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2일 모두 두개의 방으로 진행하고 Hard Poster 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48%로 우세한 가운데, 금요일은 1개
토요일은 2개의 방으로 구성하고 금요일에 E-poster 세션을 추가하는 의견이 24%, 2일 모두 1개의 방으로 진행하고 E-Poster 세션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15%, 금요일1개, 토요일2개의 방으로 진행하면서 Hard Poster 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13% 순으로 나왔습니다.

토요일 학술대회 종료 시간에 대한의견
█ 토요일 오전8시~오후12시까지
█ 토요일 오전8시~오후2시까지
█ 토요일 오전8시~오후3시까지
█ 토요일 오전8시30분~오후4시까지
█ 토요일 오전8시30분~오후6시까지

N=89

[기타의견]
- 그런대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 방을 하나만 쓰게 되면 아무래도 연제 발표해야할 세션이 더 필요하니까 토요일도
6시까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학술대회 마지막인 토요일 종료 시간은 오후 12시 까지만 하자는 의견이 53%로 우세한 가운데 오후2시19%, 오후4시 12%, 오후3시 11%, 오후6시가
5% 로 나왔습니다.
III. POSTER 전시에 대한 평가
금년도 포스터 세션의 경우 보통이라는 의견이 40%인 가운데 대체적으로 만족에 27% 불만족에 33%가 나왔습니다. 불만족의 이유로는 참가자의 낮은
관심이 54%, 장소문제가 21%, 토론 이안되었다가 20% 순으로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포스터만족도

개선사항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N=89

█ 부적절한 장소
█ 별도의 발표가 없어 토론 불가
█ 참가자의 낮은 관심
█ 기타 의견

N=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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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학술대회의 변화에 대한 의견
학술대회 세션배분에 관하여서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63% 보통이 34% 불만족이 3%이며, 우수구연 세션의 경우 56%가 만족한다는 가운데 보통이 37%
불만족이 7% 순이었습니다.

Section 배분 평가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우수구연 session 신설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N=89
해외연자 초대인원

해외연자의 강연시간
█ 60분

█ 50분

█ 40분

█ 30분

█ 더 확대하여 4명이상으로 하자
█ 3명으로 유지 하자
█ 2017년과 같이 2명으로 하자
█ 1명으로 줄이자

N=89

해외연자 의견으로는 2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56%인 가운데 3명이 34%, 4명이 9%, 1명이 1% 순으로 나왔으며, 강연시간은 30분이 52%, 40분 34%,
60분 10%, 50분이 4%로 나왔습니다.

토요일 오후의 special lecture 의견
█ 2017년과 동일하게 각각 다른강의를 하였으면 좋겠다.

법률지식 강의평가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금년도 학술대회와 동일하게 한가지 강의를 듣는것으로 유지하자.

N=89
special lecture 에 관련하여서는 한가지강의로 진행하자가 88%로 우세한가운데 2가지의 강의로 진행하자가 12%였습니다.
법률지식 강의의 경우 51%의 만족의견과 37%의 보통. 12%의 불만족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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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움 및 Keynote lecture 추가여부

█ 찬성
█ 반대

N=89
심포지움 및 Keynote lecture 추가여부 는 찬성 61% 반대 39% 로 나왔습니다.

V. 학술대회 장소
학술대회 장소의 의견으로 백범김구기념관의 만족도는 46%의 만족, 29% 보통, 25% 불만족 으로 나왔으나, 2019년도 학술대회 장소 변경에 대한의견은
찬성이 85% 반대가 15% 였습니다.

백범 김구 기념관에 대한 만족도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2019년도 학술대회 장소변경에 대한 의견
█ 찬성

█ 반대

N=89
기타의견
- 주차장이 협소하다
- 접근성 및 교통이 불편하다
- 주변 시설 및 학술관 내 시설부족
- 산만한 장소
- 비용의 비효율성
- 학술 강의장을 2개로 사용할 경우 빈 방 부족
- 주차 문제, 외진 장소, 학회 위상에 걸맞지 않는 장소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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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기타
기타의견으로 학술대회 경품의 경우 현재수준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64%, 확대되어야 한다는 19%, 없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17%였습니다.
Galla 디너 의 대해서는 84%가 현재수준으로 하자는 의견이었고 확대 9%, 없어 져야한다 7% 순이었습니다.

Galla 디너에 대한 의견

경품지급에 관한 의견

█ 확대되어야한다

█ 확대되어야한다

█ 현재 수준이 좋다

█ 현재 수준이 좋다

█ 없어져야 한다

█ 없어져야 한다

N=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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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칼럼

兎絲燕麥(토사연맥)

채인정
두산 InfraCore 부속

故事成語(고사성어)를 보다 보면 무심하게 반복되는 일상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오늘은 兎絲燕麥(토사연맥)에 대해 생각해 볼까 한다.

兎(토끼 토) 絲(실 사) 燕(제비 연) 麥(보리 맥)
베를 짤 수 없는 실(토사)과 먹지 못하는 보리(연맥)이라는 말로,
이름만 있을 뿐 실질(實質)이 없는 것, 즉 유명무실(有名無實)한 것을
비유한 토사연맥(兎絲燕麥)은 남기북두(南箕北斗)라고도 하며 위서(魏
書)권66 이숭전(李崇傳)에서 볼 수 있다.
북위(北魏)시대, 지배층은 불교를 숭배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과
물자(物資)를 동원하여 사원을 건축하였다.
반면 전통적인 학술(學術)이나 문화는 중요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식자(識者)들은 선무제(宣武帝)와 효명제(孝明帝)에게 글을 올려
태학(太學)을 부흥하고, 전통 문화를 중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 당시, 형소(邢邵: 자는 子才)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국자제주
(國子祭酒)’라는 관직을 지내는 사람으로서 전통 문화를 경시하는 태도에
대하여 큰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형소는 다른 학자들과 함께 황제에게
글을 올렸다.

그리고 이숭(李崇)이라는 사람은 양주자사(揚州刺使)를 지냈는데,
그도 역시 황제에게 글을 올린 적이 있었다.
형소나 이숭 등은 모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금 국자는 학관의 이름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조금의 지식도
전수해주지 않고 있는데, 토사 연맥이나 남기북두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는가.〔今國子雖有學官之名 而無敎授之實 何異兔絲燕麥 南箕北
斗哉〕”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치통감(資治通鑑)》 〈양기(梁紀)〉 양 무제
(梁武帝) 천감(天監) 15년에서 인용한 이 말에 대해, 호삼성(胡三省)이
해설하기를 “토사는 사의 이름만 있을 뿐 베를 짤 수는 없으며, 연맥은
맥의 이름만 있을 뿐 먹을 수는 없다. 옛 노래에 ‘밭 속의 토사를 어떻게
두를 수 있으며, 길가의 연맥을 어떻게 거둘 수 있으랴.’라고 하였고,
《시경》에 ‘남쪽 하늘에 기성이 떠 있어도 나락을 까부를 수 없고, 북쪽
하늘에 북두성이 있어도 술을 떠 마실 수 없네.’라고 하였으니, 이는 모두
유명무실한 것을 이른다. “〔言兔絲有絲之名而不可以織 燕麥有麥之名
而不可以食 古歌曰 田中兔絲 如何可絡 道邊燕麥 何嘗可穫 詩云 維
南有箕 不可以簸揚 維北有斗 不可以挹酒漿 皆謂有名無實也〕”라고
하였다.
토사는 해로운 들풀의 이름이고, 연맥은 보리처럼 생긴 들풀의
일종으로서 먹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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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箕)와 두(斗)는 모두 별자리의 명칭으로서, 기성(箕星)은 남방에
위치하며 네 개의 별이 사다리꼴로 배열되어 마치 키처럼 보인다.

이름과 실상이 서로 들어맞은 것이 名實相符(명실상부)이고, 그렇게
해야 名不虛傳(명불허전) 즉, 명성이나 명예가 헛되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듣는다.

두성(斗星)은 속칭 북두성(北斗星)이라 불리며, 큰곰자리를 말하며
일곱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개는 사다리꼴이고 세 개는 하나의
선을 이루어 전체 형상은 긴 자루가 달린 국자 모양이다.

하지만 이런 경지는 어려워 ‘이름이 좋아 불로초라’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속은 없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이 두 개의 별자리는 실물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물건으로는 쓸
수 없다.

말 그대로 有名無實(유명무실)이고, 兎絲燕麥(토사연맥)이고 土牛
木馬(토우목마)다.

* 崇(높을 숭) 邢(나라 이름 형) 邵(고을 이름 소) 箕(키 기) 斗(말 두).
- 한국고전종합DB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에서 -

이에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진료와 수술이 정형외과 전문의 나아가서
슬관절 전문의로서 그 이름에 전혀 부족함이 없게 충실한 내용으로
명실공히 인술이라 자부할 수 있게 하고 있는지 때때로 뒤돌아 봤으면
한다.

[參考]
위서(魏書)는 북제(北齊)의 위수(魏收)가 서기 551년, 즉 문선제(文宣帝)
천보(天保) 2년에 편찬한 역사서로서 《북위서(北魏書)》 또는 《후위서(後魏
書)》라고도 한다.

본기(本紀) 12권, 지(志) 10권, 열전(列傳) 92권 등 모두 114권으로
이루어졌으며, 중국 25사(二十五史)의 하나이다.
우리는 사물의 생김새를 보고 특성을 잡아 이름을 짓게 마련이다.
‘꼴 보고 이름 짓는다’란 속담대로 무슨 일이나 사리에 어긋나지 않게
일을 처리해야 뒤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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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광장

병원 감염 관리: 정형외과적 관점에서

심재앙, 나영곤
가천의대

병원 감염은 입원 전에 없던 감염이 입원 후 48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호흡기계 감염이나 요로계 감염 등이 흔하지만,
정형외과 의사들의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수술 부위
감염(surgical site infection, SSI)이다. 수술 부위 감염은 모든 병원
감염 중 2~3위를 차지하는 흔한 감염이기도 하고, 발생 원인에 관계없이
의사에게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게 만드는 합병증이다. 정형외과
의사라면 자신이 수술하였던 환자가 감염이 발생하여 치환물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 “힘도 빠지고, 수술도 하고 싶지 않다”는 경험을 한 번씩은 해
보았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다른 환자들과 달리 왜 자신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냐”고 항의하는 환자나 그 가족들을 상대하는 일은 언제나
의사에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이다. 정형외과 수술은 감염만 발생하지
않으면 절반 이상은 성공이라 할 정도로 정형외과 의사들에게 수술 부위
감염은 가장 피하고 싶은 합병증이다. 수술 부위 감염, 특히 치환물 주위
감염(periprosthetic joint infection, PJI)과 같은 심부 감염은 환자 및
그 가족에게 고통을 주게 되며, 이에 따른 인한 사회, 경제적인 부담도
심각하다. 그래서 미국정형외과학회와 같은 해외 유수의 학회에서도
치환물 주위 감염 분야는 늘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 지고 있다.
수술 부위 감염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된 결과로 발생하게 된다.
전신적 기저 질환 등을 포함한 환자 요인, 수술 요인, 환경 요인이 있다.
수술 부위 감염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합병증이지만, 감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조절하고자 하는 의료진과 환자, 병원, 정부 등
각 주체의 노력에 따라 어느 정도 발생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수술 전에는 환자 최적화(patient optimization) 과정이 중요하다.
환자의 기저 질환이나 과거력, 복용 중인 약제 등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하고, 교정할 수 있는 위험 인자에 대해서는 수술을
연기하더라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연, 영양 상태 교정,
구강 위생, 수술 전 빈혈 교정,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적절한 약제 중단 등이다. 수술 전 환자 평가는 단지 마취를 위한
마취과 의사들의 기준을 통과하기 위한 의례적인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심한 환자 평가를 통해 교정 가능 위험 인자를 적절히 찾아내어
최대한 교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교정 불가능한 요소에 관해서는 항상
예의 주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차적 위험에 대해 대비하여야 한다.
정형외과 의사들에게는 평생 하는 수많은 수술 중 하나이나, 환자들에게
수술은 인생에 있어 단 한 번의 과정 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수술실의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층류(laminar flow) 시스템, 헤파
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 HEPA filter) 등이 중요한
시설로서 알려져 있지만, 기존 연구에서 그 근거가 확고하게 정립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감염을 걱정하는 의료진의 요구만으로 의료
기관의 시설 투자를 유도하기는 쉽지 않다. 수술실에 드나드는 사람 수
(operating room traffic)를 줄이는 것은 비교적 쉬우면서도 중요한 감염
예방 방법이다. 수술 준비 과정과 수술 과정의 최적화를 통해 불필요한
수술실 출입자 수를 줄일 수 있다. 집도를 하는 정형외과 의사의 감염
예방에 대한 높은 기준 설정과 관심은 수술팀 전체의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집도를 하시는 교수님께서 수술 전, 수술
중, 수술 후의 감염 위험 요소에 대해 주의하는 모습을 통해 수술팀 전체가
더욱 주의하게 되는 것을 전공의 시절 경험을 통해 기억할 수 있다. 철저한
손 위생과 수술 전체 과정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끝내는 것은
집도의가 당연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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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감염 예방 노력도 근거 기반 의료(evidence-based medicine,
EBM)에 입각하여야 한다. 물론 의료에서 행해지는 많은 부분에서 의학에
기초한 상식 선에서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가 막연히
믿고 있던 ‘상식’도 근거가 없거나 오히려 반대의 근거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 수술 후 감염에 대항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무기는 항생제일 것이다. 인공 관절 수술에서 치환물 주위 감염이
발생했을 때의 공포를 기억하기 때문에 많은 정형외과 의사들이 장기간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는자 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경향성은 매년
심평원에서 발표하는 예방적 항생제 적정성 평가 결과에서 드러난다.
다른 외과 분야의 수술에 비해서 인공 관절 수술은 월등히 긴 항생제
사용 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정형외과학회(American Academy
of Orthopaedic Surgeons, AAOS) 등 유수의 기관에서 발표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수술 후 24시간 이내에 예방적 항생제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최근 발표된 2016년 세계 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나 2017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가이드라인에서는 아예 수술
종료 후 추가 투여를 권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피부상재균에 가장
감수성이 높은 1세대 혹은 2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를 선택하여
수술 종료 시점에 조직에 적절한 항생제 농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수술 전 1시간 이내에 투여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열악한
의료 환경과 왜곡된 의료적 시각으로 인한 의료 분쟁의 가능성에 내몰려
있는 우리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 안전한 결과를 얻고자 충분한 기간
동안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은 어쩌면 상식적인 접근일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24시간 이상 항생제 사용이 감염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근거는 거의 찾을 수 없다. 반면 장기간 항생제 사용이 오히려 급성
신기능 저하, 항생제 관련 설사병(antibiotics-associated diarrhea,
AAD; clostridium difficile-associated diarrhea, CDAD) 등의 합병증,
기회 감염의 증가, 내성균 발현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의료 비용의 증가
면에서도 부정적 요인으로 지적된다. 환자들의 위험 수익(risk-benefit)
을 고려하였을 때도, 점차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도 정형외과
의사들의 적절한 항생제 사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진의 판단은 마땅히 존중 받아야
하겠지만, 시시각각 새롭게 제시되는 의학의 근거와 유리되어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예방적 항생제 사용과 관련해서는 심평원의 예방적 항생제 적정성
평가나, 보건복지부의 의료 기관 평가 등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다루어

지고 있어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정부에서 제시한 평가 기준이나 권고안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학 병원과 같이 좋은
수술실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의료 기관에서는 현실적으로 항생제
밖에는 감염 발생과 싸울 무기가 없다고 항변하기도 한다. 많은 정형외과
의사들은 이러한 정책적인 규제와 개입에 대해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예방적 항생제 역시 만능해결사가 아니며, 그
역할은 극히 제한적임을 인정해야 한다. 수술실 환경의 문제를 항생제로
보완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는 수술실 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로서만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정부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 즉 수술 부위 감염율
감소를 이루기 위해서는 항생제 제한 등과 같은 규제 위주의 부정적
피드백(negative feedback) 정책이 아니라 수술실 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 방안 등 긍정적 피드백(positive feedback)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료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연구도 늘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국내 정형외과 관련 학회나 발표되는 논문을 보면
아직 수술 부위 감염에 관련된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치환물 주위 감염 발생 빈도가 1% 내외이기
때문에 비교 연구에서 차이를 증명하기 위한 검정력(power)을 얻으려면
많은 환자 수가 필요한데, 이러한 양질의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일
기관 연구로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이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정부나 학회 차원에서 주도되는 다기관 공동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수술 부위 감염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국내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측면에서 새롭게 시작될 대한슬관절학회의
레지스트리(registry) 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하며 감염 관련 연구에서도
좋은 플랫폼(platform)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 나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인공 관절 수술의 급격한 증가,
감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 상승 등으로 인하여 향후 정형외과 영역의
수술 부위 감염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은 점차 증대될 것이다.
앞으로 정책적 규제나 개입에 의한 피동적인 대응이 아니라, 실제로 환자
안전의 최전선에서 뛰는 정형외과 의사들의 거시적 시각에서 시작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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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내과 의사가 정형외과 선생님들께

방지환
서울의대

개인 별로 또는 병원 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감염내과가
진료 영역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분야는 타과 환자에 대한
컨설트이다. 그래서 필자는 감염내과 의사의 고객은 환자가 아니라 타과
의사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 중 정형외과 의사는 감염내과 의사의 주요
고객이다. 정형외과 영역에서 감염이 생기면 환자 입장에서 매우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형외과 의사가 감염내과
의사의 주요 고객인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국내 의료 여건 상 정형외과 의료진과 감염내과 의사가 직접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한 환자에 대해 토의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형외과 의료진이 필자의 주요 고객이지만, 고객과 평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감염내과 의사로서 필자의 중요한 고객인 정형외과
선생님들에게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 우선 순위가 비교적 높은
주제 위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장기간 예방적 항균제 사용 – 손해 볼 것은 없다?
최근에는 여러 이유로 예방적 항균제를 단 1번만 투여하던지 길게
쓰더라도 3일 이내로 처방할 것을 요구 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술장 환경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고, 1회용 기자재 사용도
제한되기 때문에 예방적 항균제를 길게 투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인, 비의료인 모두 세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이 강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균은 사람에게 이롭거나 적어도
해롭지 않을뿐더러, 세균에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다. 일례를 들자면,
우리가 숨쉬는 산소도 모두 세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다. 우리 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몸에 서식하는 세균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적어도 해를 주지 않는 착한 세균이다. 이런 공생 관계에 있는
착한 세균들은 병원성 세균과 서식처와 영양분을 경쟁해서 병원성 세균이
집락화되거나 증식하는 것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런
착한 세균들은 항균제 투여로 쉽게 사멸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병원성
세균은 조상 대대로 항균제와 싸워 본 경험이 많은 균들이다. 따라서,
항균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살아 남는 법을 체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하게 장기간 예방적 항균제를 투여하면 착한 세균들이
먼저 사멸하고 그 빈 자리를 병원균들이 차지하게 된다.
예방적 항균제 투여의 개념은 피부가 절개되거나 오염된 조직에
대한 수술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병원균들이 몸 속에 들어올 우려가 있는
시점에 짧게 투여해서 병원균 침습을 막고, 이후에는 중단에서 몸에 좋은
착한 세균들이 다시 잘 자라도록 해 주는 것이다. 실제 불안한 마음에
베타락탐계 항균제를 예방적으로 오래 투여하고 나중에 MRSA에 의한
감염으로 환자와 의사 모두 마음 고생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우리나라의 수술장 환경이 열악해서 걱정이 된다면 예방적 항균제를
길게 투여하는 것보다 수술장에서 irrigation을 한번 더 하시라고
권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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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균제 irrigation

“수술 중 cefazolin으로 수술 부위 irrigation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항균제에 대한 피부반응 검사에서 양성입니다. Irrigation용 항균제
선정 위해서 의뢰 드립니다”
이 또한 종종 받는 consult이다. 수술 field를 항균제로 irrigation
하는 것은 감염을 예방한다는 증거가 없으며, 이론적으로는 내성균의
집락화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수술 field에 항균제를 irrigation
하는 것은 어떤 지침에서도 추천하지 않는다.
추가로, 항균제 중 일부는 irritation을 유발하기 때문에 수술 field에
직접 항균제 irrigation을 하면 irritation으로 인한 수술 부위 oozing,
edema 등의 위험이 있다. 수술 부위가 건조해 지지 않고 oozing이
생긴다면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다.

arthritis 가능성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septic arthritis 동반 여부에
대한 평가 의뢰 드립니다”
“OA로 5일 전 TKRA 받은 환자입니다. 수술 부위 감염 여부에 대한
evaluation 위해 의뢰 드립니다”
1년차 담당 전공의가 불안한 마음에 혼자 판단해서 이런 consult
를 내는지 담당 1년차 전공의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이런 consult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consult를 받으면 답답하다.
정형외과 의료진은 수술을 하면서, 그리고 dressing을 하면서
초기 wound의 상황과 수술 후 wound의 변화를 가장 근접해서 자주
관찰한다. 그런 모든 과정을 관찰한 정형외과 의료진이 감염 여부 판정이
애매할 정도라면, 감염내과 의사가 감염 여부를 판정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필자의 생각에 이런 consult는 아마도 1년차 전공의가 담당
교수 또는 선배들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는 consult일 것
같다. 어쨌든 이런 consult는 난감하다.

특히, 항균제 피부반응에서 양성이라는 것은 특정 항균제가 해당
환자에게는 irritant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항균제에 대한
irritation도 cross reaction이 종종 있기 때문에, 피부반응 양성일 때에는
더더욱 항균제 irrigation을 자제해 주시라고 조언하고 싶다.

5. 인공관절 삽입 후 감염에서 경험적 항균제

3. Vancomycin은 센 항균제다?

“Infected TKRA 의심되어 입원한 환자입니다. 경험적 항균제 선정을
위해 의뢰 드립니다”

“MSSA에 의한 septic arthritis 환자입니다. nafcillin(or cefazolin)
투여 후에도 호전되지 않아서 vancomycin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Vancomycin 적절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과거에 비해 줄기는 했지만 요즘도 이런 consult를 많이 본다. 이런
consult는 항균제의 spectrum 또는 내성장벽과 항균력(cidal potency)
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Vancomycin은 MRSA까지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vancomycin은 cidal potency가 매우 낮은 약물이다. 따라서 MSSA
감염증이라면 nafcillin이나 cefazolin이 vancomycin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약물이며, nafcillin(or cefazolin) 투여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는다면 vancomycin으로 변경해서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vancomycin으로 항균제를 바꾸는 것 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외과적 치료를 하는 것이 맞다.

4. 감염 여부 판정

“왼쪽 knee joint에 발생한 급성 관절염으로 arthroscopic
debridement 시행한 환자입니다. 관절액 검경 상 crystal에 의한

이전에 비해 줄기는 했지만 이런 여전히 이런 유형의 consult를 종종
마주친다. 인공관절 수술 부위에 감염이 있으면 대개 다음의 순서로
치료할 것은 권고한다. 우선 감염된 인공관절을 제거하고 4-6주간 항균제
투여하고, 이후 항균제 종료하고 2주 정도 관찰, 감염 재발되지 않으면
새로운 인공관절 삽입을 계획한다. 다만, 인공관절 재삽입을 위한 수술
시에는 수술 field에 감염 재발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미생물 검체
채취를 완료하고 인공관절을 재삽입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이유로 위에서 기술한 교과서적인 치료
과정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교과서적인 치료를 못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경구 항균제로 억제 치료가 필요할 때가 많다.
기본적으로 원인 미생물을 알고 항균제 치료를 하는 것과 모르고
치료를 하는 것은 치료 성공률에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장기간 경구
항균제로 억제 치료를 해야 될 때는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인공관절
감염이 있으면 원인 미생물을 찾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즉,
반복적인 관절액 천자, 수술장에서 충분한 양의 미생물 검체 채취 등의
필요하다. 문제는 항균제를 미리 투여하면 세균 배양에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따라서 인공관절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환자가 패혈증으로
진행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미생물 검체를 충분히
확보하기 전까지는 경험적 항균제는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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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minoglycoside계 항균제 투여

7. 내과적 치료 후 안정되면 수술하겠습니다?

학생 때 항균제에 대해 배우면서 aminoglycoside계의 항균제는
균의 burden이 높더라도 항균력이 유지된다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반대로 균의 burden이 높아지면 항균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inoculum effect’라고 한다). 학생 때 배운 이런 장점을 기억해서인지
aminoglycoside계 항균제 투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나 환자 unstable 해서 수술 위험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염내과에서 입원해서 내과적 치료 후에 환자 상태
안정되면 수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감염내과로 환자
입원 의뢰 드립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aminoglycoside계 항균제는 여러 이유로
사용에 많은 제약이 있다. 그리고 정형외과 영역에서도 aminoglycoside
계 항균제는 유용성이 떨어질 때가 많다.
Aminoglycoside계 항균제는 세균의 세포벽을 통과한 후 세포 안으로
들어간 뒤 30S ribosomal RNA를 억제해서 세균의 단백질 합성을
방해한다. Aminoglycoside계 항균제는 전기적으로 (+) charge를 띠고
있다. 반면 세균의 세포벽은 (-) charge를 띠고 있다. 이렇게 전기적 극성이
반대이기 때문에 aminoglycoside계 항균제는 전자기력에 의해 세균의
세포벽에 걸리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minoglycoside계
항균제가 전자기력을 극복하고 세포 깊숙이 들어가서 항균력을 발휘하는
것은 O2 dependent active transport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는 aminoglycoside계 항균제는
target에 도달하지 못하고 세포벽에 모두 잡혀 있어서 항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정형외과 수술에서는 출혈을 막기 위한 혈관 결찰이나 혈관 전기 소작,
foreign material로 생체 조직 대체 등의 과정이 많다. 이는 어쩔 수 없이
수술 부위의 산소 분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산소 분압이
떨어지면 당연히 aminoglycoside계 항균제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게다가 aminoglycoside계 항균제는 신독성, 이독성을 포함한 부작용이
많다. 따라서 aminoglycoside계 항균제 투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정말
해당 환자에 aminoglycoside계 항균제가 도움이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숙고해 보시고 투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 또한 많이 접하는 컨설트이다. 환자 상태가 불안정할 때 수술을
하는 것은 외과의로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럼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necrotizing fasciitis이다. Necrotizing fasciitis
는 superficial fascia 층까지 염증이 파급되고 이에 따라 superficial
fascia 주변에 있는 상대적으로 큰 혈관에까지 염증과 혈전을 유발한다.
Necrotizing fasciitis에서 출혈반이나 출혈성 수포가 동반되는 것은 이런
이유이다. 항균제를 투여하면 혈관을 통해서 조직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효과를 발휘한다. 그런데 necrotizing fasciitis처럼 혈관이 망가진
경우에는 항균제가 원하는 조직에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과적 치료만으로는 환자 상태가 점점 악화될 뿐이고, 수술을 미룰수록
수술 위험도와 수술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진다. 특히, type I necrotizing
fasciitis는 수술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치명률도 현저히 올라간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부담을 감수하고라고 신속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정형외과 의료진은 감염내과 의사의 주요
고객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연이 있기 마련이고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를 옮기기에는 지면에 한계가 있다. 필자가
아닌 다른 감염내과 의사들도 비슷한 입장일 것이다. 따라서 모든 환자에
대해 직접 상의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으면 주변
감염내과 의사들과 좀더 적극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하시기를
조언 드리면서 이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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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위 경골 골절
✱ 본 내용은 일반인들에게 정확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자 대한슬관절학회 학술위원회 산하 건강정보 소위원회에서 작성 및 편집중인 원고입니다.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대한슬관절학회 또는 건강정보 소위원회 간사 배지훈(osman@korea.ac.kr)에게 연락주시면 반영할 예정입니다.
✱ 대한슬관절학회에서 작성한 건강정보(대한슬관절학회 홈페이지 일반인 건강정보 참조)를 각 병원 질환 홍보게시판에 게시를 권장해드리며 대한슬관절학회로
연락을 주시면 원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근위 경골 골절이란?
근위 경골 골절은 무릎 관절 아래에 있는 경골 중 무릎에 가까운 부위에
발생하는 골절로 대개 무릎 관절의 손상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수상
당시의 원인 외력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무릎 관절
주변의 연부조직과 관절 내 인대, 관절연골 및 반월연골판의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다. 단순 골절에서
심한 분쇄 골절까지 수상 당시의 외력과 형태에 따라 치료 방침 및 예후가
다양하다. 가장 중요한 치료는 관절면을 맞추고 견고한 고정을 통하여
무릎 관절의 운동범위를 회복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심한 외력에
의해 발생한 골절의 경우 연부조직의 괴사, 감염 등의 합병증의 빈도가

높으므로 이를 주의하며 무릎 내 동반손상을 치료하면서 하지 정렬을
맞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위 경골 골절의 진단방법은?
기본적으로 단순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여 골절의 유무 및 형태를
확인한다. 전산화단층촬영 검사(CT)는 단순 방사선 사진상 발견하기 힘든
골절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고 골절의 정확한 형태 및 관절면의 침범여부
및 함몰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이다. 최근에는 추가적인 3차원 입체



▶그림 1. 1) 단순방사선 소견에서 무릎아래 발생한 분쇄된 근위 경골의
골절이 관찰되며 골절이 관절을 침범한 소견 보임. 2) 심한 골절 양상으로
인하여 연부조직의 부종 등이 발생하여 이를 고려하지 않고 수술할 경우
피부 및 연부조직 괴사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2. 1) 전산화단층촬영검사 소견에서 분쇄된 근위 경골의 골절이
관찰되며 골절이 관절을 침범한 소견 보임. 2) 3차원 입체 영상을 통하여
단순방사선 소견과 연관된 입체적인 이해를 파악할 수 있으며 동반된
골편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3) 자기공명영상 검사 소견에서 동반된
반월연골판(화살표)의 파열 소견을 확인할 수 있어 수술전 계획 수립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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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통하여 단순방사선 소견과 연관된 입체적인 이해를 파악할 수 있다.
자기공명영상(MRI)는 연부조직의 손상을 포함한 인대 및 반월연골판
손상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술 전 계획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전산화단층 혈관촬영은 전통적인 혈관촬영술 보다 검사가
용이하며 동시에 골절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므로 고에너지 손상에서
혈관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

근위경골 골절의 치료방법은?
경골 고평부의 골절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관절면의
조화를 회복시켜 주는 것과 하지의 정렬을 회복하고 하지 길이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수술전 영상 검사를 통하여 골절의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관절면을 정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골절된 부위를 크게 절개하여 정확하게 맞추고
금속판 및 나사를 통하여 고정하는 방법을 시행하였으나 근위 경골부의
혈액공급을 손상시키며 연부조직 손상 문제를 악화시켜 결과적으로는
골절이 유합되지 않고,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며 감염이 발생하는
등의 많은 합병증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최근 경향은 연부조직의 치유
정도를 고려하여 수술시기를 결정하며 골절부위를 가급적 크게 절개하지
않고 관절경 및 X-선 투시기를 사용하여 골절을 정복하고 고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에너지 손상의 경우 외고정기를 일시적으로 유지하여
연부조직이 치유된 7-10일 후 골절에 대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수술전에 영상검사를 통하여 골절의 정확한 함몰부위와 전위의 평가를

▶그림 4. 1) 단순 방사선 검사 소견에서 심한 분쇄와 관절의 함몰 소견이
관찰된다. 2) 외고정기를 고정을 통해 임시적으로 골절이 일부 맞춰진
소견 보이며 이를 통하여 무릎 주위 연부조직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3)
연부조직이 회복된 후 골절을 맞추고 금속판과 나사를 통하여 골절이 고정된
것을 볼 수 있다.

시행하고 자기공명영상(MRI)을 통하여 연부조직 손상을 확인하여 세밀한
수술 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골절 고정을 위한 고정물이 발달되어
비교적 적은 절개를 통하여 수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관절면 및 골절의
정렬을 보다 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근위경골 골절의 합병증은?
과거에는 관절을 크게 절개하여 골절을 맞추고 금속판을 통하여
고정을 시행하는 방법이 사용되어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하였었다. 특히
감염 및 연부조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양한 수술방법의
발전으로 이러한 문제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다른 골절에 비해 높다. 또한 수술 후 관절의 운동범위가 이전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많으며 하지의 부정정렬이 발생할 수 있다. 대개 관절면을
침범하는 골절이므로 추후 외상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합병증들은 수술 및 수술 후 재활에 따라 다양한 빈도로 발생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상 당시의 골절의 정도라 할 수 있겠다.

▶그림 3. 1) 단순 방사선 검사 소견에서 근위 경골의 외측 관절면 함몰이
관찰되며 2) 관절경 검사를 통하여 관절연골의 심한 함몰 소견이 관찰된다.
3) 골절부위를 통하여 함몰된 관절면을 맞춘 후 관절면이 정상적으로 회복된
소견이다. 4) 고정 금속판 및 나사를 통하여 골절이 정상위치로 회복되어
고정된 소견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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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생체역학 연구의 요람
Orthopaedic Biomechanics Laboratory
(OBL)
안지현
동국대

2017년 월초 1년간의 장기해외연수를 위한 비행기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몸을 실었다. 내가 1년간 머무르기로 한 연구소는 미국
캘리포니아 LA에 인접한 롱 비치에 위치하고 있는 Orthopaedic
Biomechanics Laboratory로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약자로
“OBL”이라도 통칭하고 있었다. 이 연구소의 대표는 Thay Q Lee
선생님으로 “이태규”라는 한국명을 가진 한국계 미국인이다. 내가
다른 유수의 기관을 제쳐두고 OBL을 연수 기관으로 선택한 이유는
정형외과적 수술을 시행하면서도 내가 시행하고 있는 수술이 환자에게
역학적으로는 어떠한 결과를 주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비롯되었다. 다양한 수술 기법이 임상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Biomechanical Testing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우연히 정형외과 질환에 대한 Biomechanical
Testing 결과를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 Thay Q Lee 선생님을 검색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름만 보고 “중국인 아닐까?”하고 생각하였으나
한국계로 한국의 견관절 분야 선생님들과 활발한 교류와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마침 2016년도에
대한슬관절학회에서 수여한 Travelling Fellowship의 혜택을 누리게
되어 연수 1년전 미리 수일간 OBL을 방문하고 최종적으로 연수할
기관으로 마음 속에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특히, 이태규 선생님의 한국
사랑이 유별나서, 한국에서 방문하는 여러 선생님들은 항상 환영 받는
분위기였으며, 내가 있는 동안에도 한국에서 shoulder surgeon들이

수 차례 방문하였는데, 그 때마다 이태규 선생님 집에서 가족을 동반한
dinner party가 열렸다.
이태규 선생님은 비록 정형외과 임상 의사는 아니지만, UC Irvine
정형외과의 Research Professor로 활동하고 있다. 동시에, OBL을
Long Beach에 위치한 VA medical center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며,

▶ 그림 1. OBL 연구원들. 앞줄 우측 2번째 인물이 이태규 선생님. 뒷줄에

연구를 도와주던 UCI 정형외과 전공의와 의대 학생들이 보이고, 뒷줄
제일 우측에 보이는 사람이 Lab. Manager인 Michell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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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대부분의 연구 활동을 OBL에서 시행하고 있다. 슬관절 분야에
대한 연구도 년간 수차례 진행되어 왔지만, 최근 10년간 이 연구소는
견관절과 주관절 분야에서 방대한 양의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발표해
왔으며, 이 중 일정부분을 한국의 견관절학회 선생님들이 기여하고
있었다. 사실 OBL의 고정된 Staff는 이태규 선생님, Lab. manager이자
Engineer인 Michelle, 기계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Jung 뿐이며, UC
Irvine 정형외과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들이 1년단위 파견 또는 자원
연구 형식으로 연구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 연구소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임상적 수술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형외과 의사가 없는 관계로
연구 주제를 대부분 외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가지고 와서 연구가 진행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외부
병원이란 이태규 선생님이 소속되어 있는 UC Irvine을 비롯하여, 주변의
USC, Kerlan-Jobe Clinic, Congress Orthopaedic Associates,
Kaiser Hospital 등 California 소재 대학 및 병원과 멀리 동부에 있는
Columbia University 등 다양한 병원들과 공동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외부 기관에 소속된 정형외과 의사들이 수행하고 싶은 연구
주제가 있다면, OBL에 소속된 연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presentation을
시행하고, 그 연구가 진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게 되면 OBL에
있는 다양한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사체를 이용한 Biomechanical
Testing을 시행하게 된다. 인상 깊었던 사실은 대부분의 외부 제안
연구에서 실험에 이용되는 사체 구입 비용은 외부 연구자가 부담하지만
나머지 추가적인 인건비나 시설 이용료 등은 거의 없다는 점이었으며,
연구 시행이 결정되고 나면, OBL 소속 연구원들이 최대한 외부 정형외과
의사의 일정에 맞추어 가며 최선을 다하여 도와준다는 점이었다.

▶ 그림 2. 사체 슬관절에서 ALL을 찾기 위한 dissection procedure 후

ALL은 빨간색 실로 LCL은 파란색 실로 tagging하여 표시하였다.

위에 언급한 고정된 3명의 Staff 외, 나와 비슷한 International
Research Fellow 신분으로 여러 명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내가 있는 기간에는 일본에서 Shoulder surgeon인 Dr. Itami가 2년째
성실히 견관절 및 주관절 부위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한국에서는
KAIST 기계과 교수로 재임 중인 박수경 교수님과 고대안산병원 Hip
surgeon인 서동훈 교수님이 6개월 전부터 근무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일을 시작한 6개월 후에는 카톨릭의대 고인준 교수가 연수를
OBL에서 시작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다.
보통 한국의 Shoulder surgeon들에게 들은 정보로는 초기
6개월 정도는 관찰기간으로 생각하고 후반부 6개월에 내 연구 주제를
정하여 presentation하게 되면, 수 차례 의견 조율을 거쳐 OBL에서
공급해 주는 사체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하였으나, 나 같은 경우는 이미 1년전에 사전 방문하였고, 이태규
선생님이 미리 연구 주제를 가지고 오라고 언질을 주셔서 가자마자 내
연구에 대한 presentation을 진행하게 되었다. 내 연구주제는 ACLinjured knee에서 추가적인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는 anterolateral
ligament, medical meniscus, lateral meniscus injury를 유발하고
unstable knee model을 만들어 각 구조물이 슬관절 안정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unstable knee

▶ 그림 3. 사체 슬관절에 대한 biomechanical testing을 위하여
Instron에 mounting한 모습. 슬관절 각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내회전-외회전, 전방-후방 전위, 내반-외반 불안정성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슬관절 주위 근육에 여러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다양한 부하를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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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에서 다양한 ACL reconstruction 및 ALL surgery를 시행하여
최적의 수술 방법을 알아보는 연구였다. 첫 presentation 후, 이태규
선생님을 포함한 현지 연구원들이 보인 반응은 해부학을 포함한
보다 기초적인 내용부터 시작하는 추가적인 presentation을 여러 번
반복하여 본인들이 이해하고 실험을 시행할 가치가 있는 연구라는 점을
설득시키라는 것이었다. 좀 당황스러운 지적이었으나, 다시 생각해보면

▶ 그림 4. 슬관절 불안정성의 측정은 Microscribe system을
이용하였으며, 3차원 공간에서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여
길이 및 각도의 변화를 1/10000 mm 이하 단위까지 표시할 수
있어서, 슬관절의 회전 및 위치 변화를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

▶ 그림 5. 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인, ALL reconstruction에서
isometric reconstruction과 anatomical reconstruction의 비교.

하나의 실험 수행을 위하여 보통 이용되는 10구 내외의 사체 구입
비용이나 연구 진행을 위하여 투입되는 장비, 인력, 수술 기구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주장이었다. 다행히 추가적인 2-3차례의
발표 후, 시행해 볼만한 연구 주제로 인정받게 되어, 2017년 4월부터
사체를 이용한 pilot test를 우선 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pilot test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만 진행되지는 않았다. 우선 그곳의 장비
사용에 익숙하지 못 하였으며, 각 측정 시마다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는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운 점이었다. 약 10구 내외의 사체를 이용하여
통계적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동일 조건에서는 수 차례 반복적
검사를 시행하여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Repeatability가
가장 핵심적인 변수였는데, 장비 사용의 미숙함과 더불어 주로
shoulder testing을 시행하는 OBL 특성 상, knee testing machine의
경우 꽤 많은 기계적 보정이 필요하였다. Testing중 측정 방법은
Microscirbe라는 기계를 이용하여 3차원 공간에서의 임의의 위치를
측정하여 슬관절의 불안정성을 내외 회전, 전후방 전위, 내외반 전위
등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는데, 정확도가 몇 만분의 1mm까지 측정이
가능할 정도로 정밀한 값을 보여주었고, 엑셀과 연동된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그래프를 통하여 측정 결과를 보여주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Repeatability가 확보되었고, 드디어
main testing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도착 후
지원받게 된 연구펀드가 문제였다. 미국 도착 후, 내 연구 주제에 대하여
관심을 보인 업체에서 조건없이 연구용 사체 및 수술 기구를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이태규 선생님이 소속된 UC Irvine과 VA medical center
두 군데의 IRB를 통과하는데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어 결국 2017년
10월 중순부터 본 연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사체 연구라는 것이,
Testing 전 사체에 대한 Dissection을 시행하고 Instron 등의 측정
기구에 고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고, 24시간 동안의 해동
작업이 필요하는 등 만만치 않은 시간이 요구되었다. 2018년 2월 초
귀국 예정이었던 나는 계획된 20구의 사체 연구를 완료하기 위하여
결국 Christmas와 New year’s day가 포함된 연말 연초 연휴 기간에도
대부분 연구소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연수 기간 중, 생활한 집은 Long Beach에서 약30분 떨어진
Irvine으로 정하였다. 완벽한 계획도시인 Irvine 시의 설립연도는 내가
태어난 해와 같은 1971년이었다. 흥미롭게도, Irvine Company라는
부동산 개발 업체가 시 전체의 80%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나 같은 연수자들은 대부분 Irvine Company와 주택임대 계약을 맺고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았다. 만만치 않은, 월세를 지불하였지만, 워낙
교육환경이 좋기로 소문난 도시이고, 다른 도시에서는 흔한 절도 사건도
화제가 될 만큼 치안이 완벽한 도시이다 보니 삶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다.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운영 관리하는
수영장, Gym, Business center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Southern
California의 유명한 해변들과 Disney Land 등도 차로 10-20분이면
도착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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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연수기간 중, 머물렀던 Irvine Cypress Village

Townhome의 수영장. 야간에도 1년 365일 이용할 수 있었던
매력적인 공간이었다.

길지만 짧은 1년간의 연수기간을 보낸 Orthopaedic Biomechanics
Laboratory는 내가 이 곳을 선택하게 된 목적이자 의문점인 정형외과
수술이 역학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 방법과
장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보석 같은 공간이었다. 정형외과 의사들의
신나는 놀이터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 곳을 거쳐간 많은 한국
shoulder surgeon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연구 결과를 내놓는

▶ 그림 7.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던 Corona Del Mar

Beach에서 바라본 석양.

것을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지금 열심히 kinematic
alignment와 mechanical alignment에 대한 인공관절 실험을
수행하고 있을 고인준 교수 후임으로 젊고 유망한 슬관절학회 회원들이
해외 연수지로 OBL을 선택하여 향후 가치있는 학문적 교류와 성과가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32

Article Review

Vol. 2 2018

골관절염 비수술적 치료의
최신 가이드라인
리뷰어 : 김태우(분당서울대병원), 손동욱(명지병원),
문상원(해운대백병원), 이준규(평촌한림대병원)

서론
슬관절의 골관절염(osteoarthritis)은 발생 빈도가 매우 높은 퇴행성
질환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의하면 50세 이상 한국 성인의
37.8%, 80세 이상의 72.4%에서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시행받지 못하면 관절의 통증 및 변형, 그리고 기능의 소실로
이어질 수 있다. 골관절염의 치료는 크게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로
나뉘며, 비수술적 치료로는 체중조절, 운동치료, 보조기, 물리치료등의
비약물적 치료와 다양한 경구제제, 국소제제, 관절강내 주사등의
약물적 치료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골관절염의 치료법을
환자에게 적절히 적용하기 위해서 AAOS, OARSI, NICE, ACR등 여러OA
research group에서는 근거 중심의 치료 가이드라인(evidence-based
OA treatment guideline)을 제안하고 있다. 본 리뷰에서는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중심으로 골관절염 비수술적 치료의 가이드라인
(osteoarthritis treatment guidelines)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본론
<AAOS guidelines 2013>
AAOS(American Academy of Orthopaedic Surgeons) 가이드
라인은 인공관절보다 덜 침습적인 방법 중에서 근거가 확립된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문헌 고찰에 의한 메타 분석과 체계적 고찰을

근거로 임상가들에게 치료 방법에 따른 권고 정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1. Strongly recommend, 2. Moderate recommend, 3. Inconclusive
로 나누고 있다. 본 리뷰에서는 AAOS 골관절염의 비수술적 치료의 가이드
라인을 권고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1. Strongly recommend
(1) Exercise, education: self-management programs,
strengthening, low-impact aerobic exercises, and
neuromuscular education
(2) No acupuncture
(3) No glucosamine and chondroitin
(4) NSAID or tramadol
(5) NO hyaluronic acid injection
증상이 있는 관절염에서 운동 치료는 high-strength 연구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 강력히 권고된다. 주로 Physical therapist등의 supervisor
가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운동 치료나 간호사, rheumatologist,
occupational therapist등의 지도를 받아 시행하는 자가 관리 운동
치료는 high-strength 연구에서 WOMAC pain, Stiffness, Function,
및 Total score가 대조군에 비해 확실히 호전되어 강력히 권고되고 있다.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physical activity
guideline을 방문하여 운동 치료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볼 수 있다
(http://www.health.gov/paguidelines/guidelines/default.aspx). 침
치료는 대부분의 high strength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증상
호전이 없으므로 확실한 근거로 권유할 수 없다. 글루코사민과 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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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드로이친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21개의 연구를 분석하였는데 논문의
결과 52개중 11개가 글루코사민이 효과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지만
WOMAC pain, function, stiffness 및 total score에서 대해 metal
analyses를 시행한 결과 위약에 비해 효과가 없는 것이 증명되어
강력히 권고할 수 없다. NSAID의 사용은 19개의 연구에서 202개의
좋은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202개의 결과중 171개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호전을 보였다고 하였고 Tramadol의 사용 또한 14개의 결과중에
10개에서 위약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NSAID(Non-Steroidal Anti
Inflammatory Drug)와 tramadol은 strong evidence를 가지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 하지만 acetaminophen의 사용은
최근 연구에서 위약에 비해 의미있는 호전을 보이지 않았거나 최소한의
임상적 호전이 되었기 때문에 2008년의 moderate recommendation
에서 inconclusive로 강등되었다. Hyaluronic acid는 25개의 연구를
분석하였는데 메타 논문에서 meaningfully important difference(MID)
가 0.5 MID를 넘지 못해 충분한 숫자의 환자가 연구되지 못했고 WOMAC
pain, function, 및 stiffness가 최소한의 임상적 호전의 기준치를 넘지
못해 강력히 권고되지 않는다.
2. Moderate recommend
(1) Weight loss for BMI ≥ 25,
(2) No lateral wedge insoles
(3) No Needle lavage
BMI가 25 이상으로 비만이 있는 인 경우 체중 감량을 증등도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체중 감량으로 인한 공공의 이득, 환자의 이득이 많기
때문이다. Moderate strength이하의 연구에서만 근거를 지지하므로
중등도로 권고하고 있다. 4개의 Moderate strength이상 연구에서
통증 및 신체 기능 호전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어 lateral wedge insole
은 중등도로 권유할 수 없다. Needle lavage는 moderate strength
의 논문의 15개의 결과 중에 14개에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중등도로 권고하지 않는다.
3. Inconclusive
(1) 전기 물리치료, electrotherapeutic modalities
(2) 도수 치료, manual therapy,
(3) 보조기(medial compartment unloader)
(4) acetaminophen, opioid or pain patches
(5) intraarticular corticosteroid
(6) growth factor injection, PRP(platelet rich plasma)
전기 물리치료는 다양한 종류의 physical agents나 electrotherapeutic
modalities로 이루어져 있어 일정한 결과를 얻을 수 없고 주로 low to
moderate quality 연구로 구성되어 있어 권고의 정도를 정할 수 없었다.
도수 치료도 low quality연구만 존재하여 결론을 낼 수 없었으며 medial
compart unloader와 같은 보조기도 연구에 따라서 결과가 일정치 않고
적절한 연구가 없어 결론을 낼 수 없었다. 퇴행성 관절염에서 Opioids나

pain patch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결론을 낼 수 없었다. 관절강내
스테로이드 주사를 위약과 비교하여 최소 4주 이상의 경과 관찰을 한 4
개의 연구에서 한 개의 연구만이 스테로이드 관절강내 주사가 위약에
비해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근거가 부족하여
inconclusive로 결론을 지었다. Growth factor injection나 PRP는 증상
호전이 보고되어 있으나 임상적 효용성에 대한 comparative analysis나
prospective blinded randomized이 부족하여 결론을 지을 수 없었다.

<OARSI guidelines 2014>
OARSI(Osteoarthritis Research Society International)에서는
의사와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종사자 에게 적절한 관절염 치료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2010 OARSI OA treatment guideline을update
하여 2014 OARSI guideline for the non-surgical management
of osteoarthritis를 발간하였다. 2009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publish된 systematic review, meta-analysis와 clinical trial을
대상으로 update를 진행하였고, 29개의 OA treatment modality에
대한 recommendation여부를 평가하였다. 이 번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특징은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hip and knee
가 합쳐진 guideline에서 knee OA specific guideline이 제안되었고,
둘째, knee OA/multiple OA/co-morbidity유무 등에 따라 4개의
clinical sub-phenotype으로 나누어 권고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셋째,
evidence-based expert consensus에 따라 risk/benefit을 평가하고
29개의 treatment modality에 대해서 appropriate(적절), uncertain
(불확실), not appropriate(부적절)의 세 항목으로 나누어 권고 여부를
결정하였다. 본 guideline은 “uncertain”의 해석을 놓고 “negative
recommendation or to preclude use”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treatment
modality의 선택에 있어서 의사와 환자의 interaction/risk-benefit/환자
개인의 선호도/환자의 co-morbidity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1. OA treatment guideline base on clinical sub-phenotype
(1) Knee OA환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appropriate
treatment
: biomechanical intervention(knee brace or orthosis), intraarticular corticosteroid injection, exercise(land-based and
water-based), self-management and education, strength
training, and weight management
(2) Knee OA환자의 특정 clinical sub-phenotype에 appropriate한
treatment
: acetaminophen(paracetamol), balneotherapy, capsaicin,
cane(walking stick), duloxetine, oral NSAID(non-selective
and COX-2 selective), and topical NSA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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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nee OA환자의 특정 clinical sub-phenotype에 uncertain한
treatment
: acupuncture, avocado soybean unsaponfiables, chondroitin,
crutches, diacerein, glucosamine, intra-articular hyaluronic
acid, opioids(oral and transdermal), rosehip, TENS, and
ultrasound
(4) Not appropriate treatment
: risedronate and electrotheraphy(neuromuscular electrical
stimulation)

* co-morbidities
- Moderate risk: diabetes, hypertension, CV disease, renal
failure, depression, physical impairment limiting activity,
including obesity
- High risk: GI bleeding, myocardial infarction, chronic renal
failure

2. Appropriateness of 29 treatment modalities in 2014 OARSI OA treatment guidelines
Knee-only OA without
co-morbidities

Knee-only OA with
co-morbidities

Multiple joint OA without
co-morbidities

Multiple joint OA with
co-morbidities

uc

uc

uc

uc

Non-pharmaceutical treatment
acupuncture
balneotherapy

uc

uc

uc

ap

biomechanical intervention(brace)

ap

ap

ap

ap

cane(walking stick)

ap

ap

uc

uc

crutches
electotheraphy(NM stimulation)
exercise(land-based)

uc

uc

uc

uc

not-ap

not-ap

not-ap

not-ap

ap

ap

ap

ap

exercise(water-based)

ap

ap

ap

ap

strength training

ap

ap

ap

ap

self-management and education

ap

ap

ap

ap

TENS

uc

uc

not-ap

not-ap

weight management

ap

ap

ap

ap

ultrasound

uc

uc

not-ap

not-ap

Acetaminophen(paracetamol)

ap

uc

ap

uc

corticosteroid IA injection

ap

ap

ap

ap

Pharmaceutical treatment

chondroitin: symptom relief
chondroitin: disease modification
duloxetine
glucosamine: symptom relief

uc

uc

uc

uc

not-ap

not-ap

not-ap

not-ap

ap

uc

ap

ap

uc

uc

uc

uc

not-ap

not-ap

not-ap

not-ap

hyaluronic acid IA injection

uc

uc

not-ap

not-ap

topical NSAIDs

ap

ap

uc

uc

oral NSAIDs(non-selective)

ap

uc(moderate risk)
not-ap(high risk)

ap

uc(moderate risk)
not-ap(high risk)

oral NSAIDs(cox-2 inhibitors)

ap

uc(moderate risk)
not-ap(high risk)

ap

uc(moderate risk)
not-ap(high risk)

opioids(dermal)

uc

uc

uc

uc

opioids(oral)

uc

uc

uc

uc

glucosamine: disease modification

ap; appropriate, uc; uncertain, not-ap ; not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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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 guidelines 2014>
2014년에 개정된 NICE(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guideline은 exercise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OA의
핵심 치료로써 exercise가 통증을 감소시키고, 기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렇지만, 2014년 NICE guideline 이 개정되기
전에 발표된 draft guideline과 달리 paracetamol(acetaminophen)
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first line analgesia option으로
유지하였다. Draft guideline에서는 paracetamol(acetaminophen)
을 daily maximum dose로 복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routine 처방하는 것을 금하였다. Draft guideline과
달리 개정된 NICE guideline에서 paracetamol을 first line option
으로 유지하는 이유로는, paracetamol을 first line analgesia option
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NSAIDs 나 opiate 복용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paracetamol 뿐만 아니라 다른 약제들에 대한
full pharmacological update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guideline recommendation 변경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개정된 NICE guideline에서 새롭게 언급된 내용에서는, activity
related joint pain을 가진 45세 이상의 환자에게 morning stiffness가
없거나, 30분 이상 지속되지 않는 짧은 경우에도 clinical investigations
(방사선 검사나 MRI 등의 결과)가 없이 OA로 진단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환자에게 지속적이고 확실한 기능 장애나 severe pain 이 생기기 전에,
joint replacement surgery 의 잠재적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다른 new recommendation에서, 증상이 있는 OA 환자는 치료에
대한 effectiveness와 tolerability를 평가 받고, condition을 정기적으로
monitoring 받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히 환자가 OA 이 외에 another
illness or condition을 가지고 있거나, OA에 대하여 투약 받는 경우,
조절되지 않는 심한 joint pain, 여러 관절을 침범한 경우에는 반드시 매년
평가를 시행받을 것을 권고한다..
그 외 개정된 NICE guideline에서는 glucosamine과 chondroitin
의 임상적 효과에 대한 evidence가 불확실하여 OA 치료에 사용하는 것을
금하였고, acupuncture 역시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1.2 외상 병력이나, 지속적인 morning joint-related stiffness,
증상의 급속 악화 또는 열감이 있고 붓기가 있는 관절과 같은
atypical feature를 구별해서 alternative or additional
diagnoses를 고려해야 한다. 감별해야 할 중요 질환으로는 gout,
other inflammatory arthritis, septic arthritis, malignancy
등이 있다. [new 2014]
2. Holistic approach to osteoarthritis assessment and management
(관절염 평가와 관리에 대한 전인적, 전체적 접근)
2.1 환자의 기능, 삶의 질, 직업, 기분, 인간 관계, 레저 스포츠에 대한
OA의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2008]
2.2 OA management plan에 대해서 환자의 동의를 얻고, decision
making을 위해서 Patient experience in adult NHS service
원칙을 적용하라. [new 2014]
2.3 Management plan을 세울 때 OA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comorbidities
를 고려하라. [2008]
2.4 Treatment option에 따른 장점과 위험성을 환자와 상의하고,
환자가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2008]
2.5 다음의 core treatments에 따라 조언하라. [2008, amended
2014]
• 적절한 정보
• Activity and exercise
• 과체중 혹은 비만일 경우 체중감량을 위한 interventions
3. Education and self-management
Patient information
3.1 OA 환자에게 정확한 구두 및 서면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를 돕고,
OA에 대한 오해를 극복해야 한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single
event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필수적인 활동임을 인지해야 한다.
[2008]
Patient self-management interventions
3.2 OA 환자의 individualized self-management strategies에
동의하고, exercise, weight loss, use of suitable footwear and
pacing 같은 positive behavioural changes를 적절히 이끌어
내야 한다. [2008]
3.3 OA환자에서self-managementprogram을확립하고,recommended
core treatments강조해야 한다. 특히 exercise가 중요하다. [2008]

NICE guideline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A Diagnosis
1.1 다음에 경우에는 investigation 없이도 임상적으로 OA를 진단 할
수 있다.
• 45세 이상 이면서
• Activity-related joint pain이 있고
• Morning joint-related stiffness가 없거나 30분 미만 지속되는
경우[new 2014]

Thermotherapy
3.4 Local heat or cold therapy가 부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4. Non-pharmacological management
Exercise and manual therapy
4.1 OA 환자에서는 나이, comorbidity, 통증의 정도, 장애와 관계없이
exercise가 core treatment로 권고되어야 한다. Exercise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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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l muscle strengthening and(국부 근력 강화 운동)
• General aerobic fitness(전신적 유산소 운동)
Clinician이 환자 개개인의 요구, 환경, 동기, 자발성 등을
고려하여 exercise에 대한 적절한 권고를 주어야 한다. [2008]
4.2 특히 고관절의 OA 환자에서는 manipulation과 stretching이
부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008]
Weight loss
4.3 비만이거나 과체중인 환자에서 core treatment인 체중감량을
위한 intervention 을 제공해야 한다. [2008]
Electrotherapy
4.4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TENS)이 통증
감소를 위해 부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008]
Nutraceuticals
4.5 Glucosamine or chondroitin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014]
Acupuncture
4.6 Acupuncture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014]
Aids and devices
4.7 하지의 OA 환자에서는 적절한 footwear(including shockabsorbing properties)를 권고해야 한다. [2008]
4.8 Biomechanical joint pain이나 instability가 있는 OA 환자는
bracing / joint supports / insoles 등이 부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008]
4.9 일상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OA 환자에서는 assistive devises
(for example, walking sticks and tap turners)가 부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008]
Invasive treatments for knee osteoarthritis
4.10 뚜렷한 mechanical locking(‘giving way’ or X-ray evidence
of loose bodies)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rthroscopic
lavage and debridement가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2008,
amended 2014]
5. Pharmacological management
Oral analgesics
5.1 Paracetamol은 통증 감소를 위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Paracetamol과 topical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NSAIDs)은 oral NSAIDs, cyclo-oxygenase 2(COX-2)
inhibitor, 또는 opioids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2008]
5.2 만약 Paracetamol과 topical NSAIDs가 효과가 부족하면, opioid
analgesic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고령 환자에서는

약물 복용에 따른 득과 실을 잘 따져보아야 한다. [2008]
Topical treatments
5.3 Topical NSAIDs는 통증 감소를 위한 부가적인 치료로 고려되어야
한다. topical NSAIDs와 paracetamol은 oral NSAIDS, COX-s
inhibitor, 또는 opioids를 사용하기 전에 고려되어야 한다. [2008]
5.4 Topical capsaicin은 수부와 슬관절 OA에서 부수적인 치료로
고려되어야 한다. [2008]
5.5 Rubefacients 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008]
NSAIDs and highly selective COX-2 inhibitors
5.6 Paracetamol이나 topical NSAIDS의 효과가 부족한 경우에는
oral NSAIDs나 COX-2 inhibitor 로 변경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2008]
5.7 Paracetamol이나 topical NSAIDS의 효과가 부족한 경우에는
oral NSAIDs나 COX-2 inhibitor를 추가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2008]
5.8 oral NSAIDs 나 COX-2 inhibitor를 lowest effective dose로
가능한 짧게 사용해야 한다. [2008]
5.9 oral NSAIDs나 COX-2 inhibitor를 사용할 경우 first choice
로 표준 용량의 NSAIDs나 COX-2 inhibitor를 선택해야 한다.
Proton pump inhibitor(PPI)를 같이 처방한다면 가장 저렴한
약물을 선택한다. [2008]
5.10 모든 oral NSAIDs나 COX-2 inhibitor 는 유사한 정도의 analgesic
effect를 가지지만, gastrointestinal, liver, and cardio-renal
toxicity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약물의 종류와 용량을
선택할 때에는 개개인의 risk factors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risk factors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지속적인 monitoring이
필요하다. [2008]
5.11 Low dose aspirin을 복용중인 경우에는 NSAIDs나 COX-2
inhibitor 로의 변경 또는 추가를 고려하기 전에 다른 analgesics
를 고려해야 한다. [2008]
Intra-articular injections
5.12 Intra-articular corticosteroid injections은 moderate to
severe pain 환자에서 부가적인 치료로 고려해야 한다. [2008]
5.13 Intra-articular hyaluronan injections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2014]
6. Referral for consideration of joint surgery
6.1 Clinician은 joint surgery로 referral을 고려하기 전에 core
(non-surgical) treatment option이 시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2008]
6.2 Referral은 scoring tool에 의존하기 보다는 환자와 clinicians,
그리고 surgeons 이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2008, amended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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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non-surgical treatment에 반응이 없거나 quality of life
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증상이 있는 환자는 joint surgery로
referral 을 고려해야 한다. [2008, amended 2014]
6.4 장기적으로 뚜렷한 기능제한과 심한 통증이 생기기 전에 joint
surgery로 referral을 고려해야 한다. [2008, amended 2014]
6.5 나이, 성별, obesity, comorbidities 같은 요인과 관계없이 joint
surgery로 referral 해야 한다. [2008, amended 2014]
6.6 Joint surgery를 고려할 때에는, 환자가 core treatment를
제공받았는지 확인하고,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수술의 benefits and risk와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 가능한 결과
• 수술 후 회복과 재활 과정
• 보조기 착용 방법
• 환자의 local area 에서 care pathway [new 2014]
7. Follow-up and review
7.1 OA 증상이 있는 모든 환자에게 정기적인 review를 제공하고,
그 시기는 환자와 상의 하여 결정한다. Review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증상과 everyday activities 나 quality of life에 미치는 영향
• 장기적인 경과
• Condition 에 대한 지식, 걱정거리, 개인의 선호도
• 치료의 effectiveness 및 tolerability 에 대한 review
• Self-management 에 대한 지지 [new 2014]
7.2 다음 중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annual review를 고려한다.
• 고질적인 관절통
• 한 관절 이상의 다발성 관절통
• Comorbidity 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 OA 로 정기적인 약물복용 중인 경우 [new 2014]
7.3 개인화된 접근을 위해서는 Patient experience in adult NHS
services 원칙을 적용하라. [new 2014]

<ACR guidelines 2012>
ACR(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에서는 2000년에
발표한 슬관절 및 고관절 관절염 환자의 비수술적 치료 guideline을 2012
년 개정하여 새로운 guideline을 발표하였다. 슬관절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guideline을 제시하였다.
1. 증상이 있는 모든 슬관절 관절염 환자는 우선 각자에 능력에 맞는
운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수중 운동이 꼭 평지 운동보다 나은 것은 아니며,
환자가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느냐가 중요하겠다. 다만 평지 유산소 운동을
소화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우선 수중 운동을 통해 폐활량을 증가시키고
이후 평지 운동을 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모든 환자에서 상담을 통한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 물리치료사의 도움 아래 열치료
및 도수 치료, 슬개골 내측 taping, 필요한 경우 지팡이 사용 등은 상황에
맞게 실행하는 것을 권고한다. 슬관절 외측 관절염 환자에서는 내측으로
기울어진 깔창의 사용을, 내측 관절염 환자에서는 외측으로 기울어진
깔창의 사용을 고려해 볼 것을 권유한다.
3. 약물 치료와 관련하여서는 증상이 있을 시 간헐적인 사용이
우선시된다. 만약 간헐적인 약물 복용으로 증상 조절을 실패한 경우,
acetaminophen, 경구 또는 국소 NSAIDs, tramadol, 관절강내
스테로이드 주사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Chondroitin Sulfate,
Glucosamine, 국소 capsaicin 등의 보조제는 권장되지 않는다. 만약
acetaminophen을 하루 4g까지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환자가 복용하는
다른 약들 중에 acetaminophen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꼭 확인해야
하겠다. 환자가 acetaminophen 최대 용량 치료에도 만족할 만한
증상 호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경구 또는 국소 NSAIDs 또는 관절강내
스테로이드 주사를 고려한다. 물론 경구 NSAIDs 사용시에는 환자가
이 약물의 금기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시에도 주의를
요한다. 75세 이상의 환자에서는 경구 제재보다는 국소 제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NSAIDs 대신 tramadol, duloxetine,
관절강내 hyaluronan 주사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환자가
상부 위장관 궤양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NSAIDs 사용을 고려한다면,
COX-2 선택적 억제재를 사용하거나 비선택적 NSAIDs에 proton-pump
inhibitor (PPI)를 추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1년내 위장관 출혈이
있었던 환자에서는 COX-2 선택적 억제재에 PPI를 추가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종합적으로, 만성적인 무릎 통증의 조절을 위해서
NSAIDs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부 위장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 PPI
제재를 추가하는 것을 강하게 권장한다. 증상이 있는 슬관절염 환자가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저용량 aspirin을 복용 중이라면, ibuprofen
대신 비선택적 NSAIDs에 PPI 제재를 복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유한다.
Ibuprofen과 aspirin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약물역동학적 기전으로 인해
aspirin 효과가 감소될 수 있어서이다. Stage IV 또는 V의 만성 신장 질환
환자에서는 경구 NSAIDs 사용은 금해야 한다. Stage III 환자에서의
사용은 환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운동치료 또는 약물 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에 적절한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 중, 인공 슬관절 치환술을 원치 않거나 적응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고려해야 하며, duloxetine 사용도
추천한다. 다만 마약성 진통제 사용의 경우에는, American Pain Society/
American Academy of Pain Medicine의 비암성 통증 guideline을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환자 선택에 신중해야 하며, 환자에게 약물 사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동의가 필요하고, 장기 사용시 단계적 용량 감소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환자의 용량 증량 및 과용량 사용, 다수 제재의
순환적 사용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며, 부작용 관리도 해야 한다. 또한
마약성 진통제 사용에도 효과가 없을 시 대처 계획도 있어야 한다. 침 치료
또는 경피적 전기 자극 등의 치료는, 환자가 만성적 심한 통증이 있어 인공
슬관절 치환술을 요하는 상태임에도, 수술적 치료를 원치 않거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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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또는 복용중인 약물로 인해 수술을 받을 전신 상태가 되지 않는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다.
<Summary of OA treatment guidelines >
* Strength of recommendation
: recommended – considerable – inconclusive – not recommended
AAOS

OARSI

NICE

ACR

Exercise/education

recommended

recommended

recommended

recommended

weight loss

recommended

recommended

recommended

recommended

insole/brace

not recommended

recommended

considerable

considerable

inconclusive

inconclusive

considerable

considerable

acupuncture

not recommended

not recommended

not recommended

not recommended

needle lavage

not recommended

not recommended

not recommended

not recommended

inconclusive

recommended

recommended

recommended

NSAIDs

recommended

recommended

recommended

recommended

tramadol(opioid)

recommended

inconclusive

considerable

considerable

not recommended

not recommended

not recommended

not recommended

IA corticosteroid injection

inconclusive

recommended

considerable

considerable

IA hyaluronic acid injection

not recommended

inconclusive

not recommended

considerable

PRP, Growth factor injection

inconclusive

non-pharmacological

physical theraphy

pharmacological
acetaminophen

glucosamine/chondroitin

결론
각 OA treatment guideline의 최근 update를 review해 본 결과,
관절염 치료에서 exercise/education/weight loss등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harmacologic treatment에
있어서는 환자의 comorbidity를 고려하여 acetaminophen, NSAIDs,
opioids(tramadol)를 적절히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관절강내
corticosteroid injection은 입증된 short term effect를 근거로 사용을
권고하거나 고려하자는 그룹이 많았다. 반면 관절강내 hyaluronic
acid injection은 최근에 대조군보다 유의한 증상개선효과가 없다는

대규모 연구결과들이 나오면서 사용을 권고하지 않거나, 권장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침들을 보여주었다. 또한 acupuncture, needle lavage,
glucosamine/chondroitin medication은 더 이상 시행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적절한 골관절염의 비수술적 치료를 위해서는 이러한 OA
treatment guideline의 최신 경향을 잘 이해함과 동시에, inconclusive
한 treatment modality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사용을 배제하기 보다는
OARSI에서 권고한 것처럼 의사와 환자의 interaction/risk-benefit/
환자 개인의 선호도/환자의 co-morbidity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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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도 선수에서 발생한
슬개골 피로 골절
조형준
신임 교과서 편찬위원

Case Reports

2개월 후 환자는 다시 내원하였고 보존적 가료에도 증상의 호전은
없었다고 하였으며, 약 1년 반 전 타원에서 시행한 단순방사선 영상 및
자기공명영상을 제출하였다. 타원에서 시행한 방사선 사진상에서는
본원에서 시행한 영상과 달리 정상 슬개골 모양이었으며(Fig 2), MRI

소견상 T2 강조영상에서는 슬개골 외측에 주위조직과 구별되는 저신호
강도의 음영이 관찰되었고, T2 fat-suppression 영상에서는 슬개골
주위로 골수 부종 소견이 관찰되었다(Fig 3). 이에 본원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한 MRI상에서 이전 MRI소견과 달리 T1 강조영상에서 골편과 슬개골
사이 관절연골의 저신호 강도선이 끊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타 병원 단순방사선 영상을 참고하여 우선 이분 슬개골은 진단에서
배제되었으며, 특이 외상의 병력이 없고, 역도 선수로서 슬관절에 과도한
부하가 반복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영상학적 소견을 고려하였을 때,
슬개골의 골절선은 피로 골절로 진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진단 후 이러한 피로 골절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환자의 하지 정렬을 계측하고, 영상학적 자료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환자의 Q-angle은 14도로 정상 범위였으며, 단순 방사선 사진
상에서는 슬개골의 부정 정렬이나 불안정성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MRI상에서도 내, 외측 슬개지대 및 슬개대퇴인대는 정상
소견이었으며, CT상에서 측정한 tubercle-to-trochlear groove(TT-TG)
distance도 15mm로 정상 범위에 있었다.

▶ Fig 1. Anteroposterior (a), lateral (b) and Merchant (c) radiographs of
the knee obtained at the first visit to our outpatient department show
a longitudinally split bony fragment at the lateral aspect of patella.

▶ Fig 2. Anteroposterior (a), lateral (b) and Merchant (c) radiographs
of the knee taken one and a half year prior to presentation show a
normal patella.

19세 여자 환자로 특이 외상 병력 없이 약 1년 반 전부터 발생한 우측
슬부 전방부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역도 선수로 약 6개월
전 부터는 증세가 심해져 역도를 할 수 없었다고 하였으며, 수 차례 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의 호전은 없었다고 하였다.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상 우측 슬부 전방부, 특히 슬개골 외측의 압통
외에는 특이 소견은 없었다. 단순 방사선 사진상에서 우측 슬개골 외측
1/3~1/4 지점에 전위를 동반한 종 골절편이 관찰되었다(Fig. 1.). Saupe
type II의 이분 슬개골(bipartite patella)로 진단하였으며 보존적 가료를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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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a. Axial T2-wrighted magnetic resonance image shows a low
signal intensity involving the lateral patella facet. Fig 3b. A sagittal
fat saturation magnetic resonance image shows a presence of bone
marrow edema in the lateral patella facet.

CT상에서 측정한 골절편의 크기는 8x22mm로, 슬개골 외측 관절면의
30%정도를 포함할 정도로 상당한 크기였다. 견고한 고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헐적 정복 및 2개의 금속 나사못을 이용한 내고정술을
시행하였다(Fig 5). 술 후 장하지 부목으로 고정한 후 술 후 7일째부터
양 하지의 대퇴사두근 강화운동 및 하지 직거상 운동을 시행하였다. 술
후 2주가 지나 장하지 부목을 제거한 후 탈부착형 석고 부목을 이용하여
고정하였으며, 목발 하에 부분체중 부하보행을 시행하였고, 제한적 범위의
지속적 수동 운동(CPM)을 0~60도 굴곡 범위 내에서 시행하였다. 술 후
5주부터 관절 운동 범위를 90도 까지 증가시켰으며 8주부터는 전 체중
부하 보행을 시행하였다. 술 후 3개월에 촬영한 단순 방사선 사진상에서
골절부의 유합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자는 술 후 약 9개월이 지나
다시 역도 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으며, 역도 운동 도중에도 이전과 같은
슬부의 통증은 호소하지 않았다.

Discussion
슬개골의 피로 골절은 상대적으로 다른 부위에 비해 드물며,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퇴사두근과 슬개건의 신전력에 의해 횡 골절(transverse
fracture)의 양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종 골절 양상의

▶ Fig 4. Axial T1-weighted magnetic resonance image shows a
vertical fracture line with the disruption of the articular cartilaginous
continuity between the bone fragment and the patella (white arrow),
which represents a stress fracture involving the lateral patella facet.

피로 골절은 지금까지 3개의 문헌에서 보고되었으며, 이중 본례와 같이
전문적인 운동선수에게서 발생한 경우는 단 1례에 국한된다. Sillnapää
등은 18세 여자 floorball player에서 발생한 슬개골 종 골절 양상의
피로 골절 1례를 보고하면서, 수상기전으로 슬관절의 반복적인 축회전
(pivot)으로 인한 슬개골의 외측 전위를 설명하였으며, 이 경우 만약 내측
구조물의 파열이 동반되면 슬개골 탈구가 발생할 수 있지만, 파열되지
않을 경우 외측 전위력으로 인해 종 골절 양상의 피로 골절을 유발한다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본 례의 경우 역도 선수에게서 발생하였으며, 역도
운동에서는 슬관절의 반복적인 축회전 보다는 역기의 무게가 더해진
상태에서 슬관절에 반복적이면서 과도한 과굴곡과 신전이 주로 일어나게
된다. 특히 역기를 들고 일어날 때 대퇴사두근과 슬개선에 과도한
신전력이 발생하게 되며, 이 경우 생체 역학적으로 횡 골절 양상의 피로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본 례에서는 슬개골 외측에 종
골절이 발생하였으며, 수상 기전으로 우선 슬관절의 외측 전위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영상학적 검사 및 환자의 하지 정렬을
분석하였지만 특이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즉 본 례에서는 이전
사례에서와 같이 반복적인 축회전에 의한 외측 전위력에 의해 슬개골의
종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전 사례와 다른 수상기전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본 례에서 예상되는 수상 기전으로 역도
운동에서 역기의 무게가 더해진 슬관절의 과굴곡(hyperflexion) 상태는
장경인대의 긴장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긴장은 외측 슬개지대를
통해 슬개골 외측에 반복적인 자극을 줄 수 있어 이러한 힘이 피로 골절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예상 기전으로는 20~90도의
슬관절 굴곡상태에서 대퇴사두근의 강하고 반복적인 수축은 대퇴골
외과에 슬개골 외측 관절면의 압박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압박이
반복되면서 종형의 피로 골절을 유발하였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슬개골의 종형 피로 골절은 통증을 동반한 이분 슬개골과 감별 진단이
어렵다. 슬개골의 종형 피로 골절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슬개골이 종적
분리에 의해 외측 1/4과 내측 3/4으로 나누어 지는 Saupe type II의 이분
슬개골과 유사하며, 본 례에서도 이전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학적 자료가
없었다면 이분 슬개골로 오진할 수도 있었다. 임상적으로도 유사하여
슬개골의 종형 피로 골절과 이분 슬개골 둘 다 스포츠 활동 후 통증이 잘

▶ Fig 5. Anteroposterior radiograph of the knee obtained 3 months
after operation shows a solid union of the previous fracture site. The
longitudinal fracture line is no longer vi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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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며, 슬개골 이분골편 분리부 및 골절부에 국소 압통이 관찰되어
감별하기 어렵다. 영상학적 진단을 이용한 감별점은, 우선 슬관절 전후면
단순 방사선 사진상에서 이분 슬개골은 분리선이 외하방으로 주행하는
사선으로 보이는 반면, 골절에서는 본 례에서와 같이 직하방으로
주행하는 골절선이 관찰되어 이를 통해서 감별할 수 있다. 자기공명사진
상에서는 양측 모두 T2 강조영상 및 fat-suppression 영상 소견 상 골절
시에는 골절부 주변으로, 통증을 동반한 이분 슬개골의 경우에는 분리선
주변 및 이분 골편에 골수 부종의 신호가 관찰되지만, 이분 슬개골에서는
슬개골과 골편 사이에 관절 연골의 저신호 강도선이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골절에서는 이러한 연결이 끊어지며 이를 통해서도 감별할 수 있다.
슬개골의 종형 피로 골절 시 치료로서 우선 골편의 전위가 없을 경우
장하지 석고 고정이나 patella brace를 이용한 비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본 례에서는 피로 골절이 늦게 진단되어 환자는 골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골절선의
전위가 발생하였다. 골절선의 전위가 있는 피로 골절은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골편의 크기가 작아 견고한 고정을 얻기
어렵고, 골편이 관절면을 적게 포함할 경우에는 골편의 제거가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본 례에서는 골편의 크기가 8x22mm로 컸으며, 슬개골
외측 관절면의 30%정도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경우 골편을 제거한다면
슬개 대퇴 관절의 불일치(incongruity)로 인한 슬개 대퇴 관절염의 발생이
예상될 수 있다. 따라서 골성 유합을 위해 2개의 금속 나사못을 이용하여
고정하였고 술 후 3개월 지나 영상학적 검사 상에서 골유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슬관절에 과도한 부하가 걸릴 수 있는 운동 선수에서
특이 외상의 병력 없이 슬관절 전방부 통증을 호소할 경우 이분 슬개골과
유사한 형태의 종형 피로 골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이전 영상 자료와의 비교 및 단순 방사선 사진과 자기공명영상 소견은
이분 슬개골과 종형 피로 골절의 감별에 도움이 되며, 만약 피로 골절의
골편이 크고 전위가 동반될 경우 보존적 가료 보다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
골성 유합을 얻는 것이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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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th Congress of
5

Asia Pacific
Knee Society
combine with The 36th Annual Congress of
Korean Knee Society

November 8(Thu) — 10(Sat). 2018.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Gwangju. Republic of KOREA

Dear colleague
We are glad to announce that “The 10th Congress of Asia-Pacific Knee
Society” will be held at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in Gwangju,
Korea on November 8-10th, 2018.
Knee surgery has undergone a tremendous evolution in Asia-Pacific
region in the last decades. With newer technologies, patient outcomes
have improved and patients are able to return to their work early.
The collaboration between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nd knee
surgeons has helped in innovations for the benefit of our patients and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APKS has been an integral part of this
process over the years. We hope you could share current updates various
knee topics related to sports medicine, arthroscopy, joint replacement
and its alternatives, articular cartilage restoration and we are confident
that this congress would offers the perfect platform for orthopedists and
researchers to exchange professional scientific knowledge and valuable
clinical experiences. Also, it will be a significant experience to share
friendship with one another, as we are firmly rooted in a belief that we
can be better by working together.
We are very much trying to do our best for a memorable and factastic
meeting. Look forward to meeting you all at November, 2018.
Welcome to APKS 2018 in Gwangju.

With our best regards,
1
2
3
CONGRESS CHAIRMAN
1 Eun-Kyoo Song ( Professor,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Bitgoeul Hospital, Center of Joint Disease )

PRESIDENT OF APKS
2 Tomoyuki Saito ( Professor, Yokohama City University )
CO-CHAIRMAN
3 Myung-Chul Lee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
4 Seung-Suk Seo ( Director, Bumin Hospital )
5 Chong-Hyuk Choi ( Professor, Yonsei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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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KS 2018

PROGRAM OF EVENTS
10th Asia Pacific Knee Society (APKS 2018) is held biennially at
various asia-pacific countries and the first congress of APKS was held
in Tokyo in 2000. The program consists of presidential lecture, invited
lectures, panel discussions and many free papers which designed
to offer the participants a comprehensive update on major issues in
knee surgeries about sports medicine, arthroscopy, joint replacement
and its alternatives, articular cartilage restoration.

SUBJECT OF THE EVENT
The program will include various
knee topics related to sports medicine (meniscus, ligament, patellar and
extensor mechanism disorders, etc.), arthroscopy, joint replacement and
its alternatives (total knee arthroplasty, unicondylar knee arthroplasty, knee
around osteotomy, etc.), articular cartilage restoration (stem cell procedure,
microfracture, OATs, etc.). Diagnosis, treatment, and novel technique of
these topics are also be widely discussed, so that this congress will be an
opportunity to interact with orthopedic surgeons from many part of the world.

* ABOUT GWANGJU, KOREA - The Taste and Elegance of Gwangju
Gwangju, is derived from Gwang(광, Chinese Character 光) meaning ‘light’ and Ju(주,
Chinese Character 州) meaning ‘province’ thus making Gwangju(officially known as
Gwanju Metropolitan City) the Province or City of Light. And as the sixth largest city in
South Korea. Gwangju is the home of great food that represents traditional Korean cuisine.
Also Gwangju is well-known with its various international cultural events. Especially, the
Gwangju Biennale and the Gwangju Design Biennale attract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audiences. You will be mesmerized by the taste and the beauty of Gwangju,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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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ESCO World Cultural Heritage Sites
2 Asia Culture Center
3 Impressed with the taste of Gwangju(Gwangju Cuisine)
4 Gwangju Design Bien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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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NUE -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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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daejung Convention Center (KDJ Center)is the first exhibition and convention facility
in the Honam (south part of Korea) area, and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culture,
tourism, and industry of Gwangju.
{ ※ Kimdaejung was a former president and Nobel Peace Prize winner in 2000 }

* ACCOMMODATION
1 Holiday Inn Gwangju
Holiday Inn Gwangju is located directly opposite the
Kim- daejung Convention Center.
Distance from Venue : 1min.(by walk) / Tel : +82-62-610-7000
Website > www.holidayingwangju.com

2 Ramada Plaza Gwa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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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ada Plaza Gwangju Hotel was thoroughly assessed by the
Wyndham Hotel Group (USA) and received much praise for its
luxurious design and wide assortment of facilities.
Distance from Venue : 5min.(by car) / Tel : +82-62-717-7000
Website > www.ramadagwangju.com

* TRANSPORTATION

50min. (by Plane) Gimpo int’l airport  Gwangju airport
3h 40min. (Limousine Bus) Incheon int’l airport  Gwangju
3h 20min. (Express Bus) Seoul  Gwangju
1h 30min (SRT) Seoul · Suseo station  Gwangju
Songjeong station (20 times daily)

1h 50min (KTX) Seoul Yongsan Station  Gwangju
Songjeong station (23 times daily)

2h 49min (KTX) Incheon int’l airport  Gwangju
4

Songjeong station (2 times daily)

Incheon,
Seoul,
Suseo

Gwangj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