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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임원 명단

공지사항

去者必返

도가니 광장
- 2017 정기학술대회 설문조사 결과 
- 대한슬관절학회 travelling fellow 후기

건강정보
- 슬관절 단일구획 치환술

Article Review
- 골관절염 환자에서 관절 내 주사치료는 효과가 있는가? 

Case Study
- 고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한 슬관절 굴곡구축의 치료 

Dubrovnik, Croatia (사진제공: 최충혁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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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슬관절학회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지루한 장맛비 사이에 밝은 여름 햇빛이 반가웠던 것도 잠시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한가운데 있습니다. 

다사다난한 2017년 정유년 (丁酉年)을 맞아, 대한슬관절학회 29대 회장직을 수행하기 

시작한지 두 달이 되어갑니다. 34년의 역사와 1,300명에 육박하는 활발한 회원들로 구성된 

학회의 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실감하면서, 시간은 참으로 빨리 지나간다고 느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학회와 회원 여러분은 계속 발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학회 임원과 회원들이 힘을 집중시켜 해 나가야 할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학회가 좀 더 국제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제 학회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우리 학회와 

회원들을 외국에 알리고, 나아가 우리 학회의 수준을 한 단계 더 향상 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고, 해외 학자들이 우리 학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회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회가 되고, 우리 회원들이 해외 연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회의 학술지인 KSRR (Knee Surgery & Related Research) 은 그 동안 여러 회원들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질적, 양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큰 단계의 도약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모든 지원을 다 할 각오입니다. 우리 회원들의 참여와 도움을 

구하기 위해 부지런히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회지가 SCI 와 SCOPUS에 등재되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불합리한 의료수가와 정책으로 우리 학회 회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는데 

학회가 적재적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합니다. 전임 회장님의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하에 

보험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보험위원회를 통한 우리 학회의 활동이 실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정책을 수립하거나 학술 활동에 Big data 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고자, 우리 

학회의 독자적인 Registry (가칭, Korean Knee Society Registry)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진료를 되돌아 

보고, 미래의 발전된 치료법과 정책을 수립하는데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회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대한슬관절학회 회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끝에 찾아온 불볕 더위로 연일 힘들지만, 햇볕 쨍쨍한 한여름을 지나 찾아올 풍성한 가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이 명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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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슬관절학회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2017년 5월로 1년간의 슬관절학회 회장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6년간의 학술 편집위원장, 1년간의 부회장, 그 이후 1년간의 회장 임기를 돌아보니 수많은 

일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고 감회가 새롭습니다.우리 학회의 회원 수 증가 등 양적인 팽창도 

괄목할 만 하지만 학술적인 발전, KSRR의 영문화 및 Pubmed 등재, SCI 등재를 위한 노력, 

보험위원회의 활성화 등 학회 수준의 향상을 위한 수많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앞으로 갈 길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슬관절학회 회원으로서 우리 학회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 동안 많은 도움과 격려를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더위와 장마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전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빈 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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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임원 명단 

	
회                    장 이명철

부        회        장 서승석

총                    무 장종범

역    대    회    장  김형순(초대), 문명상(2대), 한대용(3대), 안주철(5대), 김정만(6대), 배대경(7대), 안진환(8대), 정영복(9대), 이병일(10대), 

우영균(11대), 성상철(12대), 노권재(13대), 이기병(14대), 손승원(15대), 유정한(16대), 한창동(17대), 서재곤(18대), 

조우신(19대), 서정탁(20대), 최남용(21대), 송은규(22대), 조성도(23대), 전철홍(24대), 김명구(25대), 빈성일(26대)

감                    사 문영완, 최남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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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범구, 이주홍, 임수재, 전철홍, 정화재, 조성도, 조세현, 최남용, 최종혁, 최충혁

편  집  위  원  회  경희수(위원장), 김강일(부위원장), 송상준(간사), 김영모, 김종민, 김진구, 문영완, 배기철, 손욱진, 심재앙, 염윤석, 오광준, 

윤경호, 윤정로, 이대희, 인    용, 최영준, 최의성, 하철원, 황선철

학  술  위  원  회  최충혁(위원장), 장종범(간사), 이용석(부간사), 고인준, 김경태, 김동휘, 김석중, 김창완, 노정호, 문찬웅, 박관규, 배지훈, 

서영진, 선종근, 안지현, 왕준호, 이상학, 이상훈, 이한준, 정운화, 최성욱, 한계영, 한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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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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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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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험  위  원  회  한승범(위원장), 배지훈(간사), 강승백, 고인준, 김경태, 김명구, 김성환, 노정호, 박관규, 박용지, 선승덕, 심재앙, 이상학, 

이용석, 이한준

제도운영위원회 서승석(위원장), 장종범(간사), 경희수, 최충혁, 송은규, 유재두, 최영준, 이우석, 최남용, 한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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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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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사  위  원  회  강동근, 김성환, 김영진, 김재균, 김지형, 박희곤, 신영수, 양재혁, 왕    립, 이범식, 이상진, 이승준, 이진규, 장기모, 장문종, 

정규성, 조형준, 주용범, 최원철,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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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회원

1229 강민구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1230 이능기 대전보훈병원

1231 백종석 원광대학교병원

1232 김장은 최원호병원

1233 김동환 충북대학교병원

1234 박상원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1235 오현근 의정부센텀병원 

1236 문성철 나누리병원

1237 배찬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1238 정영우 전남대학교병원

1239 김중일 CM충무병원

1240 정동석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1241 임형묵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1242 박진현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1243 김성식 여천 전남병원 

1244 김두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245 임승완 영남대학교 의료원

1246 이상욱 동군산종합병원

1247 신존정헌 지우병원 

1248 민영경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1249 추한호 건국대학교병원

1250 주윤석 서울아산병원 

1251 노준모 건국대학교병원

1252 최혁우 건국대학교병원

1253 허대정 연세나무병원

1254 정수리 신병원

1255 이경훈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1256 최순신 선린병원 

1257 송광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1258 김환진 강동경희대학교병원

1259 정재헌 서울바른병원

1260 김민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1261 이주랑 나은병원

1262 최장규 바로정형외과 내과

1263 이성윤 이동튼튼정형외과의원

1264 전민철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1265 이정훈 이동튼튼정형외과의원

1266 이동우 한일병원 

1267 박정환 서울대학교병원

1268 임홍안 순천오병원 

1269 노경한 삼성서울병원 

1270 정광영 더편한연합정형외과의원

1271 서보경 더본병원

1272 김용래 서울바른척도병원

1273 이정환 서울바른척도병원

1274 이창민 화명일신기독병원

1275 박상언 경희의료원

1276 최민석 괴산정형외과

1277 이건우 서화정형외과의원

1278 위대곤 메디앙병원 

1279 양성석 CM 충무병원

1280 문정재 영남대학교 의료원

1281 김기범 강동경희대학병원

1282 조인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283 이황용 강동경희대학병원 

1284 최원석 강일병원

1285 정승현 울산대학교병원 

1286 박철 탄탄병원

1287 김지수 프라임병원

1288 이상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1289 김주한 조선대학교병원 

1290 서은석 서재곤 링커병원

1291 김종익 성모윌병원

1292 성태우 진주 본병원

1293 나상봉 경북대학교병원 

1294 노창균 공주의료원 

1295 송한의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1296 조현익 해운대 부민병원 

1297 서일 경북대학교병원 

1298 김창규 해운대 부민병원 

1299 이성진 세종가톨릭 정형외과

1300 정용진 진주 우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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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대한슬관절학회 제35차 정기학술대회
  2017년 대한슬관절학회 제35차 정기학술대회가 2017년 5월 12일(금) ~ 14일(토)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총 15세션 71개의 구연과 49개의 

e-poster 세션 3개의 Special lectures 로 성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스위스의 저명한 학자이신 Roland Peter Jakob 교수님의 특별 강연이 진행되었고, 특별한 행사의 하나로 프랑스 관절경학회(SFA)의 

Traveling Fellow 분들과 Godfather의 발표와 참여를 통해 프랑스의 최근 학술적 동향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변경된 연제당 6분의 발표시간과 4분의 토론시간을 통하여 명료한 발표와 활발한 토론이 되었고, Gala Dinner 행사와 푸짐한 경품 추첨을  통하여 
좋은 만남의 장이 되었습니다.

•  2017 학술상
 - KSRR 최우수논문상
   배지훈 외, 150만원 (In vivo Kinematics of the Knee after a Posterior Cruciate-Substituting Total Knee Arthroplasty: A Comparison 

between Caucasian and South Korean Patients, Ji-Hoon Bae, Ali Hosseini, Kyung-Wook Nha, Sang-Eun Park, Tsung Yuan Tsai, 
Young-Min Kwon, Guoan Li, Knee Surg Relat Res. 2016 Jun; 28(2))

 - KSRR 우수논문상
   김영모 외, 100만원 (The Optimal Suture Site for the Repair of Posterior Horn Root Tears: Biomechanical Evaluation of Pullout Strength 

in Porcine Menisci, Young-Mo Kim, Yong-Bum Joo, Chang-Kyun Noh, Il-Young Park, Knee Surg Relat Res. 2016 Jun; 28(2))

 - KSRR 우수논문상
   염윤석 외, 100만원 (Relationship between Mucoid Degeneration of the Anterior Cruciate Ligament and Posterior Tibial Slope in 

Patients with Total Knee Arthroplasty, Yoon-Seok Youm, Sung-Do Cho, Hye-Yong Cho, Seung-Hyun Jung, Knee Surg Relat Res. 
2016 Mar; 28(1))

 - 해외학술지상
   이창락 외, 100만원 (Does superficial medial collateral ligament release in open-wedge high tibial osteotomy for varus 

osteoarthritis knees increase valgus laxity?, Seung-Suk Seo, Chang-Wan Kim, Jin-Hyuk Seo, Do-Hun Kim, Chang-Rack Lee, Am 
J Sports Med. 2016 Apr;44(4))

 - 우수편집위원상
  유재두, 100만원

| 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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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학회 일정 | 
학술대회 /심포지엄 개최일 장소

제22회 고려대학교 관절경 연구회 카데바 워크샵 2017.7.22~23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실용해부센터

삼성서울병원 CCTIKS(Current concept & techniques in Knee surgery) 2017.8.15 삼성서울병원 지하1층 대강당

제1회 건국 슬관절 수술 심포지엄 2017.8.26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지하대강당

제6회 부민병원 슬관절 심포지엄 2017.9.2 조선비치호텔

2017 CUMC Knee Symposium 2017.9.9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지하대강당

제30차 ISTA 학술대회 2017.9.20~23 서울신라호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슬관절 심포지엄 2017.9.24 한양대학교 HIT 6층 대회의실

2017 대한슬관절학회 대구, 경북 추계심포지엄 2017.11.4 인터불고 호텔

제2회 중앙보훈병원 Veterans Patellofemoral Arthrosis Symposium (VPAS) 2017.11.11 중앙보훈병원 지하2층 대강당 

제10회 무룹병원 Live Surgery 2017.11.25 마산 경남은행본점 세미나실

제9회 대한슬관절학회 연수강좌 2017.12. 2 미정

중앙대병원 슬관절 심포지엄 2017.12. 9 중앙대병원

 - 우수심사위원상
  김동휘, 100만원

 - 우수구연상
   배지훈 외, 100만원 (Where is the Target Point to Prevent the Cortical Hinge Fracture in the Medial Closing-Wedge Distal Femoral 

Varus Osteotomy?, 배지훈, 장용석, 손욱진, 심범진, 이종성, 김기성, 나경욱)

 - 우수구연상
   이범식 외, 100만원 (Survivorship After Meniscal Allograft Transplantation According to Articular Cartilage Status, 이범식, 빈성일, 

김종민, 김원경, 최준원)

 - 우수포스터상
   손동욱 외, 100만원 (Patella Centered Weight Bearing Scanogram Could Better Reflect Transepicondylar Axis than Both Feet Face 

Forwads Scanogram., 손동욱, 김형수, 송성훈 서남의대)

• 대한슬관절학회 기여상 (LG travelling fellowhip 학술상) 안내
슬관절학회 발전과 KSRR의 국제화 사업의 협조를 독려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여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시상 대상 : 1. SCI(E) 게재시 KSRR 의 논문 인용을 많이 한 대한슬관절학회 회원 (기존 수상자 중복 수상 가능/ 나이 제한 없는 1인과 50세 이하 1인)

    2. KSRR에 우수 논문을 많이 게재한 대한슬관절학회 회원 (기존 수상자 중복 수상 가능/ 나이 제한 없는 1인)

심사 기준 : 1. 주저자로서 SCI(E) 게재시, KSRR 논문 (2014-2017년)의 인용을 많이 한 회원

    2. 주저자로서 KSRR에 우수 논문 (2014-2017년의 원저, 종설)을 많이 게재한 회원

지원시 제출 자료 :  1. 최근 3년간 (2014년-2017년) 주저자로서 KSRR (원저, 종설) 게재 논문 자료

                2. 주저자(교신저자, 제1저자)로서 SCI(E) 게재한 논문에 최근 3년간 (2014년-2017년) 수록된 KSRR 논문을 인용한 증빙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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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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회 소식 | 

 1.  제30차 ISTA 학술대회 (The 30th Annual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Arthroplasty, ISTA 2017) 

   제30차 ISTA 학술대회 (ISTA 2017)가 2017년 9월 20일(수)부터 23일(토)까지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 됩니다. ISTA 2017은 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Arthroplasty (ISTA)가 매년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로서, 다수의 전세계 인공관절 분야의 의학자들과 기초연구자, 

공학자들이 참석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인공관절 분야의 임상 경험과 기초학문 연구 및 개발 현황 등을 전세계 참석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자, 관련 분야에 대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초록 제출은 5월 1일(월) 마감이며 

조기등록은 7월 7일(금) 마감입니다. (www.istaonline.org) ISTA 2017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2.  18th ESSKA (European Society of Sports Traumatology, Knee Surgery & Arthroscopy) Congress

   18th ESSKA Congress 가 2018년 5월 9일(수)부터 5월 12일(토) 까지 Scotland에 Glasgow 에서 개최됩니다. ESSKA congress는 2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유럽관절경 학회로 무릎관절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모여 연구 교류와 협력을 목표로 해를 

거듭할 수록 발전하고 있는 학회입니다. 초록마감(www.esska-congress.org)은 2017년 10월 1일(일)까지 입니다. 회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험위원회에서는 회원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을 돕기 위하여 슬관절 분야에서 흔히 발생하는 동시 수술에 대한 청구 코드셑을 

소식지 및 슬관절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심평원의 지역이나 심사위원 또는 환자 상태에 따라 동일 코드 청구 시에도 

삭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부당 삭감 사례에 대해서는 보험위원회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니니 학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호는 근위경골절골술과 동반되어 시행되는 수술에 대한 청구 코드입니다. 

 1.HTO+ligament surgery (ACL, PCL, PLC 등)

  (주) HTO (N0304) + (부) ligament surgery (각각의 해당 부수술 코드)

  동시 수술시 술기료 높은 수술(주)의 100%, 낮은 수술(부)의 70%

 2. HTO+meniscus surgery (repair or resection)   

  (주) HTO (N0304 + (부) meniscus surgery (각각의 해당 부수술 코드)

  동시 수술시 술기료 높은 수술(주)의 100%, 낮은 수술(부)의 70%

 3. HTO+cartilage surgery (ACL, PCL, PLC 등)

  (주) HTO (N0304+ (부) cartilage surgery (각각의 해당 부수술 코드)

   원칙적으로는 cartilage surgery 수술 부위 (femur, tibia, patalla)가 상이하면 cartilage 수술을 100%로 산정가능하다고 하나 병원에 따라 

70% 또는 100%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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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지훈 간사 (osman@korea.ac.kr)

| 보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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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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US 와 SCI(E)를 등재를 위해선 논문 편수와 인용률의 

획기적인 증가가 필요합니다. 회원님들이 SCI(E)에 투고 시 KSRR 논문의 적극적인 인용을 부탁드리며, 많은 citation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원저를 KSRR에 많이 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3.  KSRR은 편집위원, 학술위원, 심사위원의 협조와 노력으로 1주내 심사의뢰 승인과 3주내 심사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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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정형외과 의사 외 재활의학과, 류마티스 내과, 간호사 등의 연구자가 주저자 또는 공저자로 

포함된 원저 투고도 환영합니다. 

  5)  KSRR 논문을 해외 SCI(E) 투고 시 많이 인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저자들이 이를 오해하여 KSRR에 투고하며 

KSRR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가 인용율로써 15%까지는 허용 수치이지만 현재 KSRR 자가 인용율은 훨씬 높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KSRR 논문 투고 시 KSRR 논문의 불필요한 자체 인용은 지양해 주십시요. 

  6)  최근 SCI(E) 등재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으며, 획기적인 impact factor의 향상이 요구됩니다. 해당년도의 Impact factor는 직전 

2년 동안의 게재 논문의 citation 횟수를 계산합니다. 2017년의 impact factor의 향상을 위해선 2015년, 2016년 KSRR 게재 논문들을 

인용하셔야 합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학회지 인용을 부탁드립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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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항에 대한 문의와 독려가 있을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8)  2016년 9월 이후 Technical note는 video clip이 있는 경우에만 투고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한 별도의 전자 투고 시스템을 보완하여 

운영중입니다. 

 5.  슬관절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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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는 증례 보고와 Technical note를 제외한 원저 게재 편수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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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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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No. 2 / June 2017  
Editorial

Pain Management and Anesthesia in Total Knee Arthroplasty 

Sang Jun Song
    Knee Surgery & Related Research 2017 Jun; 29(2): 77-79  https://doi.org/10.5792/ksrr.17.077 

Review Articles

Comprehensive Analysis of Pain Management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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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동정 안내 | 
 1. 한림의대 이기병 교수님 근무지 변경 
  2017년 3월 1일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청주성모병원으로 근무지를 변경하셨습니다.

 2. 부산의대 서정탁 교수님 근무지 변경 
  2017년 3월 23일부터 부산의료원으로 근무지를 변경하셨습니다.

 3. 이진석 회원 근무지 변경 
  늘열린 성모병원으로 근무지를 변경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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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lan GF-20 Viscosupplementation in the Treatment of Symptomatic Osteoarthritis of the Knee: Clinical Effect Survivorship at 5 Years 

Tarek Boutefnouchet, Guru Puranik, Esther Holmes, and Karl M Bell
    Knee Surgery & Related Research 2017 Jun; 29(2): 129-136  https://doi.org/10.5792/ksrr.16.061 

The Efficacy of Meniscal Treatment Associated with Lateral Tibial Plateau Fractures 

Hyun-Joo Park, Hui-Du Lee, and Jin Ho Cho
    Knee Surgery & Related Research 2017 Jun; 29(2): 137-143  https://doi.org/10.5792/ksrr.16.027 

Case Reports

Anomalous Biceps Femoris Tendon Insertion Leading to a Snapping Knee in a Young Male 

Brett A Fritsch, and Vikram Mhaskar
    Knee Surgery & Related Research 2017 Jun; 29(2): 144-149  https://doi.org/10.5792/ksrr.15.067 

Bilateral Hypoplasia of the Medial and Lateral Menisci 

Yoon-Seok Youm, Sung-Do Cho, Hye-Yong Cho, and Tae-Wook Kang
    Knee Surgery & Related Research 2017 Jun; 29(2): 150-152  https://doi.org/10.5792/ksrr.1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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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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슬관절학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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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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세월의 빠름을 느낍니다.

어느덧 슬관절과 인연을 맺은지가 35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on-

line 에서 저의 ID는 “kneechung”입니다. 1979년 수련을 마치고 

군생활을 하면서 무릎관절분야에 관심이 많았으며 1983년 Werner 

Muller의 “The Knee”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anatomy, 

kinematics, ligament injury의 진단 및 surgical technics 등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 흥미를 느끼며 공부를 하게 되었읍니다. 1985년에 모교인 

한양대학병원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교수님들은 speciality를 

가지고 있었고 주임교수님 말씀에 따라 elbow를 하던중, knee 분야를 

하시던 교수님이 조만간 퇴직을 하신다고 저에게 knee 를 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도가니 의사”가 되었습니다. 

1986년 Campbell Clinic의 Sports Medicine Section에 연수를 

가서 9개월가량 있다가 Boston의 MGH, NY의 HSS에서 Meniscus, 

ACL reconstruction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meniscus 

tear에 대해서는 meniscetomy가 주였고 repair에 대해서는 걸음마 

단계였습니다. ACL reconstruction은 BPB가 대세였고 HSS의 

Warren은 이 방법을, MGH의 Zarins는 IT와 ST를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저도 귀국해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수술하였습니다. 연수를 떠날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제 관절경이 주로 사용되었고 관절경에 눈을 대고 

직접보는 것을 막 벗어나서 monitor 중간에 조그만 화면으로 선명하지 

않는 영상을 그 나마 볼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그곳에서는 monitor에 

가득찬 아주 시원한 큰 영상을 볼수 있었는데 이유는 3L짜리 관절경용 

수액 2병을 이용하여 무릎을 balloning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와서는 1L짜리(우리나라에는 한참뒤 3L 관절경용수액이 생겼음) 

생리식염수 2개에 정맥주사 set 꼭지를 짤라 굵은 urine collection 

tube를 연결하고 Y connector를 사용하여 관절경에 연결할수 있게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 동안 혁신적인 관절경 수술기구 및 

수술기술의 발전을 이룬 지금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어깨가 불편하다면 frozen shoulder가 

진단의 대부분이고 Bankart lesion에 대한 open repair 정도가 

치료 방법이었는데 그곳에서는 다양한 shoulder수술을 볼수 있어서 

흥미로웠고 귀국해서는 shoulder에 대해서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열심히 배웠습니다. TKA 수술을 볼 기회가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에 가서 TKA할거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습니다. 

귀국한후 arthroscopic surgery를 주로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한양대학병원에는 류마치스 센터에 많은 환자가 몰려들어, 그중 TKA 

할 환자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TKA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90%이상이어서 외국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했더니 

우리병원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많은 것이 

이상하다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변형이 심한 환자가 많아서 월요일 

수술날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솔직히 수술에 대한 생각으로 편히 쉬지도 

못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누구한테 특별히 배운 것도 아니고 미국 연수중 

짧은 경험으로 시작했으나 환자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지금까지 큰 탈 없이 마칠수 있었다는게 감사할 뿐입니다.

80년대 후반에는 minimal bone cutting개념이었기 때문에 thin 

거자필반(去者必返)

정현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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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 insert(8mm)가 들어가게 되었고, 이로 인한 early poly wear로 

재치환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Navigation, 

Robot를 이용한 수술은 alignment 확립에는 절대적으로 좋은 

방법이지만, 절골목표의 1-2도 차이가 난다고 결과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TKA결과에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만 꼽으라면 “soft 

tissue balancing” 이라고 생각됩니다. Good soft tissue balancing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수술 경험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많은 지식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깊이 생각하여야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초창기에는 over release에 대한 불안으로  

과감하게 medial release를 하지 못하고 약간 tight하게 남겨둔 경우가 

있어 지금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합니다. 수술을 하면 할수록 이론적인 

더 완벽함을 원해서 그런지 수술방을 나올 때 어느 쪽을 더 자를 걸, 덜 

짜를 걸, 어느 곳을 좀 더, 좀 덜 release를 할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다행히 knee surgeon이 당면하고 싶지 않은 수술 후 

infection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3명(0.1%이하)이였서 정말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수술 날 꼭 샤워를 하였고, 여의치 않으면 머리라도 감고 

수술에 임하였고, 봉합하기 전 betadine solution irrigation한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국소 도포가 전신적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했었지만, 이로 인한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으며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이 방법을 이용한 논문 발표도 

있더군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시술한 관절경 및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의 

모든 환자의 수술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니 혹시 여러분들 중 제가 

수술한 환자의 재수술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학회활동을 떠난 섭섭함 가운데 지난날을 돌아보면, 

83년에 십 여명이 모여서 대한슬관절학회가 창립된 후 각 대학마다에 

한분씩 참석하는 정도의 모임으로 시작하여 오늘날의 정형외과의 가장 

큰 분과학회로서 성장하였습니다. 87년 연수를 다녀와서 평의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여 학술위원, 학술위원장을 거쳐  2016년을 평의원으로 

마쳤습니다. 슬관절 학회 초기부터 관여하면서 학회발전에 대한 애착이 

많았으나 개인적인 여건으로 대한슬관절학회가 회장직을 못한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저 개인적으로도 더 발전이 있었을 

것 같고 학회에 더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 같은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진료를  그만두고  여러분이  진료한  것에  대하여  심사와 

평가하면서 정형외과의 슬관절 분야 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최신의 

새로운  치료방법들을  많이  접하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  

저의료수가의 제도 때문인지, 의사가 무지해서인지는 몰라도  과잉진료, 

부적절한 치료라는 생각이드는 청구건을 접하면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의료현실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 서글프고 괴롭기까지도 합니다. 

환자를 진료 할 때는 수술과정, 결과에 대한 걱정으로 stress를 받았는데 

이곳에서는 진료비를 삭감해야하는 경우 진료의사에 대한 미안함, 

의사와 환자 간에 신뢰가 깨어지면 어쩌나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편치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하는 수술이지만 수술 전후 환자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결과가 좋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아는 

편협한 지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남의 의견에 깊은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우리 회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까지 이렇게 대한슬관절학회가 발전에 기여하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6
도가니 광장

2017 정기학술대회 설문조사 결과

2017년 35차 정기학술대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학회 임원들과 학술대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향후 학술대회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2017년 6월 14일부터 7월5일 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93분이 참여 하였고 응답자의 51%가 대학병원staff 이며, 

종합병원staff 18%, 전공의/전임의 및 봉직의순이었습니다.

I. 2017년 학술대회 구연시간 및 배정

작년부터 심도있는 발표와 활발한 토론을 위해 6분 발표, 4분 토론으로 변경한 학술대회 구연에 배정된 시간은 88%의 응답자가 만족을 표현했습니다. 6분 

발표와 4분 질의응답에는 각각 88%, 87%로 유지 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된 토요일에 2개의 강의장 활용에 대해서는 60%가 긍정 

양일다 1개로 하자는 의견이 21%, 양일다 2개로 하자는 의견이 19% 순으로 나왔습니다. 학술대회 종료시간에 대해서는 12시가 53% 3시30분이 40% 

6시가 7% 순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시간 만족도

발표시간 6분에 대한의견

█ 줄이는게 좋겠다

█ 유지하자

█ 늘리는게 좋겠다

█ 줄이는게 좋겠다

█ 유지하자

█ 늘리는게 좋겠다

토의시간 4분에 대한의견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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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E-Poster System에 대한 평가

작년부터 시작된 E-Poster 에 대한 의견으로는 73%의 응답자가 만족 이상으로 응답하였고 22%가 보통, 불만족 5%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체로 

만족스러웠으나 개선사항으로는 산만한 진행, 협소한 장소, 짧은 시간, 발표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순으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III. 학술대회의 변화에 대한 의견

학술대회에서 Section 배분에 대해서는 54%가 만족스러웠다, 38% 보통, 19%의 불만이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수구연상 session 신설에 대해서는 

75%의 찬석 25%의 반대 순이었습니다. Special lecture 양방진행 관련하여서는 59%가 한방으로 진행하자와 41%의 원하는 것을 들을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법률지식 강의는 63%의 만족과 36% 보통 1%불만 순이었으며, 슬관절 요양급여 강의는 69%의 만족 28%의 보통 3%의 불만 순으로 

나왔습니다. 심포지움 및 keynote lecture 추가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72% 반대 28%, 영어 session 실설에 관련하여서는 55% 찬성과 45%의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Section 배분 평가 우수구연 session 신설

█ 양일모두2개

█ 금요일1개, 토요일2개

█ 양일모두1개

강의장을 2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

█ 토요일 12시 까지

█ 토요일 3시 30분까지

█ 토요일 오후6시 까지

토요일 3시 진행/적절한 시간

전반적인 포스터만족도 개선사항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협소한 장소  █ 짧은 발표및 토론시간  █ 산만한 진행  █ 소리가 안들림  █ 기타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찬성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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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강의평가

심포지움 및 Keynote lecture 추가여부

슬관절 요양급여 강의평가

영어 session 신설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찬성     █ 반대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찬성     █ 반대

special lecture 양방진행

█ 한방으로 진행하여 모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

█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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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학술대회 장소

학술대회장인 백범김구 기념관에 대해서는 주차, 교통 접근성 등의 불만 사항이 있었지만 51%의 응답자가 만족을 보통이 36% 그리고 불만이 13% 

순으로 나타 났으며, 내년도 시행의견에서는 73%가 찬성, 반대 27% 순이었습니다.

V. 기타

기타 설문사항으로 경품 및 갈라디너에 대한질문에는 경품은 64%가 현재 수준유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20%, 폐지되어야 한다가 

16%순이었습니다. 갈라디너는 75%의 응답자가 현재수준에 만족하였으며, 폐지 14%, 확대 11% 순이었습니다.

기타 설문사항으로 경품 및 갈라디너에 대한질문에는 경품은 61%가 현재 수준유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24%, 폐지되어야 한다가 15% 

순이었습니다.  갈라디너는 76%의 응답자가 현재수준에 만족하였으며, 폐지 14%, 확대 10% 순이었습니다.

요약하면 학술대회 구연시간 및 배정은 좋은 feedback을 받았으며 올해 시도된 강의장을 2개로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E-POSTER SYSTEM에 대한 평가는 산만한 진행 및 소리가 안 들리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받았으나 73%가 만족이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술대회 장소는 73%가 내년에도 시행하는데 찬성하였으나 주차 및 교통의 불편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학술대회의 변화에 대한 의견은 

우수구연 session 신설 및 심포지움 또는 Keynote lecture 추가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높아 고려가 필요하나 영어 session 신설 및 special 

lecture 양방진행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추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백범김구기념관에 대한 만족도 내년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학술대회 시행에 대한의견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찬성     █ 반대

경품지급에 관한 의견 갈라디너에 대한 의견

█ 확대되어야한다

█ 현재 수준이 좋다

█ 없어져야 한다

█ 확대되어야한다

█ 현재 수준이 좋다

█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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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부산대학교 병원 

대한슬관절학회 travelling fellow 후기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슬관절외과 임상조교수로 

근무중인 이승준 입니다. 저는 2016년 대한슬관절학회 Travelling 

Fellow로 선발되어 2017년 4월 10일부터 4월 23일까지 2주 

동안 일본 도야마현 소재의 도야마시민병원으로 단기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소식지에 연수 후기 기고를 명받고 한동안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학술적인 이야기들로 지면을 채울 정도로 많은 

케이스를 보지도 않았고 그럴 능력도 미비하여 믿고 보내주신 

선생님들께 내실있는 후기를 보여드리지 못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참 식견이 부족한 제가 슬관절학에 관한 담론을 

구구절절 서술한들 이미 다 알고 계실 학회 선생님들께 재미난 

구경거리조차 되지 못할것이라는 생각에 힘을 얻어 여행에 

방점을 찍은 후기를 써 보기로 하였습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Travelling Fellow로 저를 선발하여 주신 대한슬관절학회 빈성일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선생님들과 mentor Sawaguchi 선생님을 

연결해주신 나경욱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월 중순의 도야마는 다소 흐리고 추웠습니다. 

동경역에서 출발한 호쿠리쿠(北陸)신칸센을 타고 나가노의 눈덮인 

산봉우리들을 바라보며 달린지 2시간만에 이곳에 다다랐습니다. 

친절하게도 미리 보내준 그의 증명 사진 속에서 꽤나 터프한 외모로 

저를 살짝 당황시켰던 펠로우 나카니시 선생이 역에 마중을 나왔습니다. 

이곳에서는 타는 사람이 흔치 않을 것 같은 허세스러운 대형 SUV 

조수석에 저를 태운 나카니시 선생은 도야마병원까지 가는 내내 영어로 

무언가 얘기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월요일 저녁에 하나미노카이라는 

일종의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병원의 모든 의사들이 참석하는데 

제가 특별 guest 이니 시간 맞춰 같이 가자합니다. 도야마 역에서 

병원은 얼마나 머냐고 물었더니 걸으면 50분은 걸릴거라길래 꽤 먼 

길을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가까워 차로 출발한지 15분 정도만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날이 일요일이라 우선 병원 맞은편의 직원 

아파트 제 임시숙소로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요즘 한국에 그 흔한 

키패드조차 없는 대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자 일본치고는 상당히 넓은 

아파트입니다. 현관에서 부엌으로 향하는 짧은 복도 좌우로 세숫간, 

공부방, 화장실이 각각 있고 우측으로는 다다미 6장이 깔린 방이 무려 

2칸이나 있었습니다. 문득 일본에서는 방한칸 면적의 기본 단위가 

다다미 6장으로 이루어진다고 어디서 본 기억이 납니다. 친절한 닥터 

나카니시가 집안에 함께 들어와 수도며 가스며 난방이 다 작동하는지 

일일이 틀어보고 돌아갑니다. 아, 근데 바로 베란다 너머로 눈덮인 

다테야마가 보이는 이 큰 집안에 난방은 달랑 작은 히터 하나뿐이라니, 

귀찮을 정도로 칸칸이 달려있는 격문들이 왜 존재하는지 약간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림 1).        

▶그림 1. 숙소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다테야마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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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아침  8시 ,  살짝  긴장된  마음으로  정형외과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도야마시민병원은 300 병상 정도의 크지 않은 병원이라 

정형외과 의국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은 없었고 병동 스테이션을 

분할하여  의국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림  2,  3 ) .  바쁘게  환자 

프리젠테이션 준비를 하는 정형외과 선생들 뒤에서 어중간하게 서있던 

중에 마침 들어선 사와구치 선생님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앞서 연수를 

다녀갔을 여러 선생들에게 으레 그러셨을듯 저를 본 사와구치 선생님은 

‘오 이선생, 왔나?’ 하는 표정으로 담담하게 악수를 나눈 후 바로 

환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연수를 오기 전까지 knee osteotomy 

전문가로만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hip surgeon, 

trauma specialist 인  그와의  첫  대면은  이렇듯 

낯설면서도 익숙한 만남이자 저에게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병원 정형외과에는 사와구치 

선생님을 필두로 무릎, 어깨관절 스포츠의학을 담당하는 

고시마 선생, 수부 담당 시게모토 선생, 고관절 담당 

이와이 선생, 펠로우 나카니시 선생, 연수의(전공의) 

우에오카 선생 총 6명의 의사들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림 4) 인원이 적은터라 수술이 있으면 딱히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 의국원이 팀을 이뤄 수술에 참여하였습니다. 첫날에 

bilateral simultaneous TKA 가 있었는데 operator 포함 4명이 

한쪽 무릎 수술을 하다가 implant 삽입이 완료되는 시점에 operator 

가 반대쪽을 열기 시작하면서 assist 한명이 추가로 투입되니 결국은  

전 의국원이 힘을 모아야 major surgery 한 개가 가능했습니다. 

이  날  저녁에는  미리  전해들은  바와  같이  병원  회식에  참석 

하였습니다. 하나미노카이(花見の会)라고 하는 이 행사는 한해의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를 기념하여 갖는 일종의 파티라 할 수 있는데 

가족, 친구 사이, 학교, 회사 등에서 단순히 벚꽃나무 아래에서 돗자리를 

펴고 앉아 도시락에 맥주 한잔하는 모임에서부터 연회장에서 진행되는 

격식있는 행사까지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갖습니다 (그림 5). 도야마 

시내 최고급 호텔인 ANA crown plaza 호텔에서 열린 시민병원의 

하나미노카이 에서는 병원의 전 의사직들이 참석하여 함께 식사를 

하고 신입 연수의들이 자기 소개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대략 15명 

정도의 신입 의사 소개가 있었는데 각자가 가진 경력이나 취미가 

매우 다양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식도락 취미, 에니메이션 작화, 

여자야구선수, 아마추어 중장거리 육상 선수, 색주가 탐방 등 한국의사의 

상식을 뛰어넘은 다양한 그들의 이력을 보며 다시 한 번 이곳이 

일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가장 마지막 특별 순서로 

저의 소개를 하며 저의 존재를 알릴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뻤습니다. 

공식행사가 끝난 후 정형외과 의국원들과 따로 라운지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며 한층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들이 제게 일본어는 어디에서 배웠냐고 물었을 때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孤独のグルメ)’를 보고 배웠다고 하니 사와구치 선생님을 

비롯한 모두가 어이없어하며 파안대소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림 2. 도야마 시민병원의 전경

▶  그림 3. 정형외과 병동이자 의국의 아침풍경. 한편에서는 의사들의 환자 

프리젠테이션이 다른 한편에서는 간호사 인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  그림 4. 도야마 시민병원 정형외과 의국원들. 좌측 맨뒤로부터 펠로우 
나카니시, 고관절 이와이, 수부 시게모토 선생, 사와구치 선생님, 
레지던트 우에오카 선생, 앞줄 좌측끝이 본인, 싱가폴 연수의인 Poon과 
그의 의대생 딸, 가장 우측은 병동 전담 가정의학과 선생. 

▶  그림 5. 하나미노카이의 이미지들. 만개한 벚꽃나무 아래서 자리펴고 
앉아 술한잔 나누는 것이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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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머무는 2주 동안 본원에 무릎 수술 케이스를 많이 모아놓지 

못했다며 미안해 하시던 사와구치 선생님은 90km 정도 떨어진 

인근(?)의 야와타 병원에 저를 2번 보내주셨습니다. 갈때마다 닥터들 

중의 한명이 하룻동안 저를 태우고 다녀와야 했기에 전력누수가 

상당했을 터라 선생님의 마음 씀씀이가 감사하게 여겨졌습니다. 야와타 

병원은 200병상 규모의 비교적 새로 지어진 병원인데 이 중 100병상 

정도가 정형외과 병상으로 절골술 전문가로 역시 한국에도 잘 알려진 

닥터 나카무라가 병원을 먹여살리고 있었습니다. 총 2회의 방문에서 

medial opening wedge high tibial osteotomy 두 케이스와 hybrid 

lateral closing wedge osteotomy 한 케이스를 참관할 수 있었는데 

closing wedge osteotomy 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점도 

상당부분 상쇄하는 hybrid osteotomy 가 매우 참신하게 보였습니다. 

나카무라 선생은 저와 함께 야와타 병원에 참관을 갔던 시민병원 펠로우 

나카니시 선생에게조차 수술 장면 촬영을 허락하지 않아 상당히 깐깐한 

첫인상을 주었으나 마지막에 병원 전체를 함께 한바퀴 돌면서 안내해 

주어 이미지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림 6). 정형외과-재활치료실-지역사회 

스포츠 센터가 같은 공간 안에서 긴밀하게 연계된 야와타 병원의 모습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두번째 야와타 병원 방문때에는 27세의 전공의 우에오카 선생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의 “비에므다브류 욘(BMW 4) 시리즈”로 저를 

태워주어서 고마운 마음에 저녁을 같이 먹기로 하였습니다. 그의 일이 

대략 마무리된 저녁 8시경 펠로우 나카니시 선생, 우에오카, 저 세 사람은 

병원 근처의 이자카야에 들어섰습니다. 평소에 지나다니면서 술집이 

있다고는 생각지 못했던 위치였는데 아니나다를까 내실있는 이자카야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본 선생들 식습관의 일면을 보게 되었는데 따로 

식사랄것도 없고 그냥 소량의 안주들 여러가지를 시켜놓고 술과 함께 

먹으면 이것이 곧 저녁 식사였습니다. 평소 늦은 시간에 수술을 끝내면 

스트레스에다 허기가 져서 고기, 튀김류의 고칼로리 식사와 술을 뱃속에 

우겨넣기 바쁘던 제 모습과는 사뭇 달라보였습니다. 자그마한 회 

몇점씩을 종류별로 이쁘게 모아놓은 

사시미 모리아와세(刺身 盛り合わ
せ), 게의 청장인 카니미소(蟹味噌), 
제철 야채 튀김 등 먹어도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은 안주들과 와인 

만큼이나  세분화된  맛의  단계가 

존재하는 니혼슈(日本酒)들을 종류별로 음미하며 하루의 피로를 푸는 

모습은 또 다른 재미있는 문화였습니다 (그림 7).     

매일 식사도 제대로 챙겨하지 못하면서도 아침 일찍부터 병원에 

나와 환자를 챙기는 모습은 한국이나 일본이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정형외과 스태프들 중 유난히 수줍음이 많은 고관절 담당의 이와이 

선생과 휴게실에서 만나 한차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뒤적여본 수술기록지 장부에서 놀랍도록 세밀하고 꼼꼼한 

그의 figure drawing과 수술 기록을 본 후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꽤나 

궁금했었습니다 (그림 8). 이 병원에 근무한지 약 1년 가량이 된 그는 

여지껏 한번도 직원 식당이라는 곳을 가본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물으니, 항상 바빠서 그럴 시간이 안되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또 거의 항상 집에서 벤또를 싸와서 의사 휴게실에서 조용히 혼자 

먹는것이었습니다. 벤또래야 삼각김밥 2개 크기의 조그만 찬합에 밥 

반, 반찬 반으로 싸온 것이 전부였는데, 휴게실 곳곳에 그와 유사하게 

혼자 식사를 하는 의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서른둘이라고 

하였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병원에 근무하게 될지를 묻자 흥미로운 

대답을 하였습니다. 3~4년 후에는 어디에 있게 될 지 본인 스스로도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본인이 알 수가 없느냐고 

물으니, 그것은 가나자와대학 정형외과의 (주임)교수가 정한다고 

합니다. 가나자와대학이 속한 이시카와 현, 도야마 현, 후쿠이 현 등 

▶그림 7. 사시미 모리아와세

▶  그림 8. 닥터 이와이의 수술기록지. 과연 그림 실력만 좋다고해서 이런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것일까?

▶  그림 6. 야와타병원 2번째 방문때 현관 앞에서 나카무라선생과의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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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3개 현의 의과대학들과 여기에서 배출된 정형외과의사들은 

모두 가나자와의대 교수의 지시에 따라 거취가 정해진다고 하니, 일본 

의사사회도 과거에 비하여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가히 쇼군과 

다이묘가 존재하는 사회라 할 만 했습니다.        

주말에는 인근의 이시카와 현 가나자와 시에 홀로 관광을 갔습니다. 

가나자와는 과거 에도막부 시대에 쇼군으로부터 100만석의 녹봉을 

받는 3대 다이묘 중의 한곳인 카가번의 중심지로 번영했던 곳으로 

문화재류의 볼거리들이 풍부하고 도시 분위기도 여유로운 편이었습니다. 

실상 도야마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수공장이 밀집해있어 폭격으로 

철저히 파괴되었다가 재건된 도시이었기에 문화재라고는 기껏해야 

도야마성, 그것도 성터가 전부입니다. 반면, 가나자와에는 복원된 

가나자와 성을 비롯하여 일본의 3대 정원 중 하나라는 겐로쿠엔, 전통 

금박공예가와 찻집들이 모여있는 히가시노차야, 사원 밀집 지역인 

데라마치 등의 관광지들이 시내에 있어 사철 관광객으로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갔을때는 마침 벚꽃의 개화가 최고조에 이른 

시기라서 어느곳을 가나 흩날리는 벚꽃잎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 일본 고유의 아름다움을 한껏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9). 

이날로부터 꼭 1주일 후에, 한일절골술학회를 위해 일본에 들어오신 

한국 교수님들과 랑데류하기 위해 가나자와 겐로쿠엔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으나 이미 벚꽃들이 모두 져버려서 첫 방문때의 그 아름다운 풍경은 

우리 선생님들께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뭐랄까, 마치 과거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톱스타의 한물간 현재 모습을 보는 느낌이었다 할까요. 

어쨌거나 이틀간의 가나자와 여행은 다소 춥고 답답한 도야마 생활에 

위축되어있던 제게 기분 전환의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도야마로 돌아온 일요일 저녁, 사와구치 선생님 내외분으로부터 

저녁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마침 싱가폴에서 온 또 다른 연수의인 

Dr. Poon 과 그의 의대생 딸이 이 날 도야마에 도착하여 다섯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림 10). 단기 연수의 들의 왕래가 잦아서 

일일이 다 챙겨주기가 어려울 텐데 신경써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선생님 내외분께 무척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짧디 짧은 일본어(보다는 

단어) 들로 말해보려하는 제게 “일본어를 참 잘하시네요~” 라고 

완벽한 한국말로 칭찬하시는 사와구치 사모님 덕분에 잠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요즘 일본 아주머니들 가운데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싶어 

한국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도야마 여행의 백미이자 마지막은 뭐니뭐니해도 다테야마 관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테야마-구로베 알펜루트라고도 불리는 이 코스는 

높이 약 3천미터에 이르는 눈덮인 다테야마 산에 눈 사이로 길을 내어서 

만들어진 거대한 눈벽인 유키노오타니와 (그림 11), 그 너머에 있는 

구로베 협곡에 건설된 거대한 구로베 댐이 세계적인 볼거리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머물렀던 4월 3주차에 올해의 다테야마 관광이 

▶그림 10. 사와구치 선생님 내외분과의 저녁식사 

▶  그림 11. 올해는 높이 13미터에 달한다는 거대한 눈벽, 유키노오타니

▶  그림 9. 가나자와성과 겐로쿠엔의 아름다운 정경들. 수백년 정성껏 
보존한 이끼풀위로 벚꽃잎이 떨어져 만들어진 천연의 카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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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개시되어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Dr. Poon, 

그리고 그의 딸과 함께 도야마 지방철도를 탄 지 한시간만에 여행의 

출발점인 다테야마역에 도착했습니다. 다테야마역에서 구로베 댐까지 

가는 여정은 무려 7번의 환승이 필요했는데, 교통 수단별로 운행 

시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있고 타려는 관광객들은 미어터지는 상황이라 

마치 수술에 들어가기에 앞서와 같이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중간에 

별다른 지체가 없더라도 환승 사이에 발생하는 대기시간 손실등을 

감안하면 종착점까지는 주변 관광을 생략하고 오로지 최단시간에 

일단 끝까지 도달했다가 돌아오면서 구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쁜 여정임에도, 비조다이라에서 

미타가하라에  이르는  1시간의  버스  탑승  구간에서는  안개로 

둘러싸인 눈벽 사이를 달리며 이계(異界)로 들어서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순조로운 승하차를 거듭한 끝에 오후 1시경 구로베댐 

역에 도착했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최종 관문이라 할 만한 220개의 

계단을 오른끝에 댐 전망대에 올라 1장의 파노라마 사진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림 12).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도달하고보니 이곳 

또한 ‘세상의 끝’ 관광지 중 하나라 할 만 했습니다. 그나마 쉬운 곳들 중 

한곳이지만 말입니다. 내려오는길, 올해는 약 13미터 높이에 이른다는 

유키노오타니에 사랑하는 생후 4개월 딸의 이름을 손끝으로 새겼습니다. 

2주간의  travell ing fellow는  마지막  주말에  이곳  도야마 

시민병원에서  주최한  한일절골술학회에  참석함으로써  마무리 

되었습니다. 학회 준비로 몇 개월간 심히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이 곳 

선생들의 다소 홀가분해진 모습과 짧은 여행의 흥분과 설레임, 아쉬움이 

비치는 한국 선생님들의 모습 사이에서 이제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 

힘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의  감상과  반추일랑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만  일어 

나야겠습니다. 

인생의 좋은 경험을 할 기회를 주신 대한슬관절학회 빈성일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선생님들과 나경욱 교수님, 그리고 사와구치 선생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림 12. 구로베협곡에 건설된 구로베댐의 장관, 얼어붙은 구로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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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슬관절 단일구획 치환술

본 내용은 일반인들의 건강정보를 위해 제공하고자 

건강정보 소위원회에서 작성 및 편집중인 원고입니다

1. 슬관절 단일구획 치환술이란?

전통적으로 좌식 생활을 해온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O자형 변형이 많은데 이로 인해 무릎관절 

안쪽의 연골이 바깥쪽에 비해 빨리 닳게 됩니다.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 

무릎의 한 부분에 국한되어 있을 때 손상된 그 부분만을 인공관절로 

수술을 해주는 것을 단일구획 치환술이라고 합니다.

2. 단일구획 치환술의 장점은?

이 수술의 장점은 관절 전체를 다 바꾸는 전치환술과는 달리 

관절염으로 손상된 부위만을 인공관절로 갈아 끼우는 것으로 정상적인 

뼈와 연골 및 인대는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이 빠르고 

기능이 정상 다리와 비슷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 최소 침습적 수술 

술기 및 기구의 발달과 함께 단일구획 치환술의 빈도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수술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전치환술에 비하여 수술 상처가 작고, 

출혈이 적어 수술 후 수혈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감염의 빈도가 

적습니다. 그리고 술 후 관절 가동 범위가 전치환술에 비하여 더 좋아 

정상에 가까운 슬관절 기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단일구획 치환술의 단점은?

이 수술의 단점은 수술이 까다로워 조금만 오차가 생겨도 수술 후 

내측 경골과의 골절, 삽입물의 탈구, 마모 및 해리 등 합병증의 빈도가 

전치환술보다 높고, 인공관절의 수명이 전치환술보다 상대적으로 짧아 

아직도 인공 관절치환물이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일부 

환자에서는 바꾸어주지 않은 관절부위에서 관절염이 진행되거나 남아 

있는 조직들로 인해 통증을 더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어 만족도 면에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이미 심한 변형이 와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각도로 교정하기가 힘들어 전치환술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단일구획 치환술은 기존의 수술에 비해 정확도가 요구되는 

고난이도의 수술이므로 충분한 경험이 있는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아야 

(좌) 전치환술 (우) 단일구획 치환술

술후 방사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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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4. 단일구획 치환술의 수명은?

최신 수술 기법 및 인공 관절 제품을 사용해서 수술 시 15년 생존률이 

전치환술은 95% 인데 반해 단일구획 치환술은 90% 정도로 약간 

떨어집니다.

5. 어떤 환자들이 단일구획 치환술을 받을 수 있나?

여러 가지 비수술적 치료방법으로도 효과가 없고 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기능적 제한이 있는 환자 중에 주로 안쪽 관절 구획에만 

국한된 통증 및 방사선선상 명백한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있는 경우에 

단일구획 치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절 앞쪽 구획 및 바깥쪽 

구획에는 이상 소견이 거의 없거나 경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5세 

미만의 환자로 관절염이 조금 덜 심한 환자 중에서 다리의 변형이 적고 

내측 구획에만 관절염이 있어 전체를 바꾸어 주는 전치환술을 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될 때에 시간을 벌기 위하여 시행하기도 하고, 수술 정도와 

술후 회복에 대한 위험도가 전치환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 환자에서 관절의 한 부분만 관절염이 있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담당하게 될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측경골과 골절 삽입물 탈구



Vol. 2   2017
27

2626

Article Review

골관절염 환자에서 
관절 내 주사치료는 효과가 있는가?

리뷰어 :  강동근(창원경상대병원), 조형준(부산대 양산병원), 

이상진(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장기모(고려대 안암병원)

서론

슬관절의 퇴행성 골관절염에 대한 보존적 치료방법으로는 생활습관 

교정,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 주사치료 등이 있다. 관절강 내로의 

주사치료는 환자의 통증 조절 및 기능의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사치료의 종류로는 연골주사라고 불리는 히알루론산 

주사 ,  강력한  함염증  작용과  진통작용을  가진  스테로이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PRP (platelet-rich plasma), DNA주사라 불리는 

PDRN(polydeoxyribonucleotide)주사 등 다양한 약제들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관절강 내 주사 치료 시 환자의 만족도와 안정성, 유효성을 

평가한 연구는 많으나, 투약의 용량 및 빈도가 연구가 행해진 지역마다 

각기 달라 이러한 개선 효과의 정도에 대해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번 리뷰에서는 흔히 연골주사로 불리는 히알루론산 주사에 

대한 최근의 문헌을 고찰하여 임상적인 치료적 방법론의 정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론

먼저 히알루론산의 관절강내 주사에 관한 문헌에 대해서는 살펴보자.

Huskisson 등은 경도 및 중등도의 (Kellgren-Lawrence[KL] 

Grade II,III)의 골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 100명을 무작위 이중 맹검 

방식을 이용하여 두 군으로 나눈 후 한 군에는 저분자량의 히알루론산 

2ml (20 mg/ml)를 5주 동안 주 1회 투여하였고, 나머지 군에서는 

생리식염수 2 ml를 5주 동안 주 1회 투여 하였다. 1차 유효성 평가는 

환자의 보행 시 발생하는 통증을 VAS 점수로, 슬관절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Lequesne Index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2차 유효성 평가는 

치료 효과에 대한 환자 중심적 평가 (patient’s global assessment 

of efficacy) 및 치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 휴식 시 통증 정도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임상적 평가는 주사 전과 주사 후 5, 8, 16, 24주째 

시행하였다. 보행 시 발생하는 통증의 정도는 치료 5주차 및 치료 개시 

6개월이 지난 시점 모두에서 히알루론산을 투여한 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p= 0.0087 (5주), p= 

0.0049 (6개월)). Last Observation Carried Forward를 이용한 추가 

분석에서도 치료 6개월 시점에서 히알루론산을 투여한 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이점을 나타냈다. Lequesne Index를 이용한 평가에서는 

히알루론산을 사용한 군이 대조군에 비해 치료 5주 및 2개월 시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p=0.030 (5주), p=0.0431 (2개월)), 

치료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시행한 평가에서는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치료 효과에 대한 환자 중심적 평가를 포함한 

다른 2차 유효성 평가 항목에서도 대부분에서 히알루론산을 투여한 

군에서 치료 5주차 및 6개월 평가 시점 모두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상반응의 경우, 주사 부위의 국소 이상반응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양군에서 비슷한 정도로 발생되었다. 본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들은 

히알루론산의 관절강 내 주사 치료 (주 1회, 5주 요법)는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의 통증 완화 및 증상 개선에 있어서 대조군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러한 치료 효과는 치료 6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Petrella 등은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에서 관절강 내 주사 요법을 

시행하였을 때 히알루론산과 위약과의 치료 효과 및 환자 만족도에 

대해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관절강 내 투여 횟수를 3주 동안 

매주 투여한 군과 6주 동안 매주 투여한 군으로 나누어 투여 횟수에 

따른 효과의 차이 또한 분석하였다. 무작위 이중 맹검 위약 대조 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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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되었으며, 방사선 검사를 통해 슬관절 골관절염으로 확진된 (평균 

KL grade II) 10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를 두 군으로 

나누어 한 군에서는 저분자량 히알루론산 2ml (20 mg/ml)를 3주 동안 

주 1회 투여하였고, 나머지 군에서는 생리식염수 2ml를 3주 동안 주 

1회 투여 하였다. 이후 모든 군에서 추가적으로 3주 더 히알루론산 2ml 

(20 mg/ml)를 주 1회 투여 하였다. 치료 효과는 WOMAC score, VAS 

pain score at rest and following walking, 관절 운동 범위, 환자 

만족도 및 SF-36 score를 이용하여, 연구 개시 3주차 평가를 통해 

히알루론산 3주 연속 투여 요법을 위약과 비교하여 분석하였고, 연구 

개시 6주차 및 12주차의 평가를 통해 히알루론산 6주 연속 투여 요법과 

3주 연속 투여 요법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3주 차 평가에서 

히알루론산 투여군은 위약 대조군에 비해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였다. 

WOMAC pain score를 이용한 평가에서 HA 투여군은 위약 대조군에 

비해 더 향상된 결과를 보여 주었으며 (평균차이: 8.0 ± 9.9 vs 2.8 ± 

7.9; p < 0.02), WOMAC overall score, VAS pain score를 이용한 

평가에서도 히알루론산 투여군에서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6주 

및 12주차에 시행된 평가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부작용의 발생 빈도도 두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 히알루론산 

관절강 내 주사 요법은 슬관절의 통증 호전 및 기능을 향상 시키는데 

있어서 우수한 치료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투여 횟수에 따른 치료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였을 때 3회 연속 주사법과 6회 연속 주사법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Bannuru 등은 슬관절 골관절염에 있어서의 관절강 내 히알루론산 

주사와 위약의 치료 궤도를 평가하기 위해 메타분석을 시행하였다. 

Bayesian random effect model을 이용하여 주사 후 4, 8, 12, 16, 20, 

24주에서 주사 전과의 변화를 위해 효과크기 (effect size)를 측정하였다. 

2010년 3월까지의 문헌 중 총 54개의 문헌에서 7545명을 선정하였다. 

주사 4주후 관절강내 히알루론산 주사가 효과크기가 좋았으며 (effect 

size 0.31: 95% CI 0.17, 0.45), 주사 8주에 정점의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0.46; 0.28, 0.65), 그후에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24주까지는 효과가 

남아있는 것 (0.21; 0.10, 0.31)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저자들은 

메타분석을 통해서 슬관절 골관절염의 통증에 관절강내 히알루론산 

주사의 치료 효과가 6개월간은 지속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4주째부터 주사의 효과가 있으며, 정점에서의 효과 (0.46; 0.28, 0.65)가 

이미 알려진 다른 골관절염 약물 (acetaminophen (0.13; 0.04, 0.22), 

NAIDs (0.29; 0.22, 0.35), COX II 억제제 (0.44; 0.33, 0.55)의 효과보다 

높다는 것을 추론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치료효과가 0.2보다 

높다는 것은 슬관절 골관절염과 같은 만성 통증 상태에 있는 개개인의 

환자에게 임상적으로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었다. .

다음으로는 히알루론산 주사와 스테로이드 주사의 비교 문헌에 

대해서 살펴보자.

Vaishya 등은  관절강  내  주사  약물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히알루론산(고분자량)과 스테로이드 (Triamcinolone hexacetonide)의 

효과의 차이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사선 검사를 통해 

확진된 중등도 이상 (KL grade II,III)의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 82명을 

대상으로 전향적 무작위 비교 연구를 시행하였다. 스테로이드 40mg을 

무작위로 추출한 40명의 환자에게 관절강 내 투여 하였고, 히알루론산 

6ml (48mg)를 나머지 42명의 환자에게 투여하였다. 치료 효과는 치료 

개시 1, 4, 12, 24주가 경과한 시점에 KSS 및 VAS score를 이용하여 

평가 하였다. 두 군 모두에서 치료 전 보다 향상된 임상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양군을 동일한 시점에서 비교하였을 때 치료 1주 및 4주가 경과한 

시점까지는 KSS 및 VAS score 모두 두 군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2주에 시행한 평가에서는 KSS 및 VAS score 모두 히알루론산을 

사용한 군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으며, 특히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군에서는 12주가 경과한 시점부터 급격한 점수의 하락이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지속되어 6개월에 시행한 

평가에서도 히알루론산을 사용한 군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저자들은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의 통증 조절 및 기능 개선에 있어서 

히알루론산이 스테로이드에 비해 더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 이러한 치료 

효과는 치료가 상당히 지난 시점(6개월)까지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Erturk 등은 히알루론산의 관절강 내 주사와 더불어 관절 주변의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사용(periarticular lidocaine-corticosteroid 

injection)를 시행하는 것이 관절강 내 히알루론산 주사 단독 요법에 

비해 더욱 효과적인 통증 조절을 방법이 될 것이라는 가설 하에 전향적 

단순맹검 무작위 연구를 시행하였다. 2009년 6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방사선 촬영 상 KL grade II-IV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을 보이며, 지난 

1년 이상 슬관절 통증을 호소하고 내원 한 달 전에 15일 이상 체중 부하 

시 pain VAS 점수 40/100 이상을 나타낸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관절강 내 히알루론산 주사만 시행 받은 1군 39명의 환자와 

관절강 내 히알루론산 주사 및 스테로이드 주사를 같이 시행 받은 2군 

38명의 환자가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2주의 추시를 마친 

1군 35 명, 2군 35명의 환자를 통해 결과 분석을 하였다. 히알루론산 

주사는 90도 굴곡 상태에서 전외측 접근법 (anterolateral approach)을 

통해 시행하였으며, 저분자량의 히알루론산 2.5ml을 주 1회씩 총 5차례 

시행하였다. 2군에서는 히알루론산 주입 후에 슬관절 내측부에 가장 

압통이 심한 부위에 한 차례의 스테로이드 주사를 같이 시행하였으며, 

1ml :  6.43mg bethamethasone dipropionate– 2.63mg 

bethamethasone sodium phosphate를 1ml: 20mg of lidocaine 

HCl without epinephrine에 혼합하여 주사하였다. 임상 평가는 linear 

VAS pain score, WOMAC, 및 HSS knee score 등을 통해서 주사 전 

및 주사 후 1, 3, 6, 12, 26, 52주에 시행하였다. 첫 3주간 2군 환자들이 

모든 임상 평가에서 1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좋은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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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0.01). 하지만, 이후 6주에서 52주까지는 양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상 점수의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 저자들은 히알루론산 관절 

강 내 주사 요법과 더불어 스테로이드 요법을 같이 시행하는 것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 있어서 히알루론산 관절 강 내 단독 주사 요법에 비해 좀 

더 즉각적인 통증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되며, 퇴행성 

슬관절염에 있어서 유용한 보조 치료 요법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병합 주사 요법을 통해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조기 일상 생활 복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Bannuru 등은 하이알론 주사의 임상적 치료 효과의 정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이에 따라 여러 개의 메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메타 분석에 대한 결론은 일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저자들은 슬관절 골관절염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히알루론산과 

스테로이드의 주사의 치료 기간에 따른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을 시행하였다. 2009년 2월까지 출간된 논문들과 출간되지 

않은 연구에 대해서는 저자들에게 직접 자료를 받아서 조사하였다. 

무작위 대조 연구들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주사 전과 주사 후 2, 4, 8, 

12, 26주와의 통증 변화에 대한 효과크기(effect size)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7개의 연구, 606명이 선정되었다. 주사 2주째의 

효과크기는 -0.39(95% CI -0.65, -0.12)로 스테로이드가 효과적이었고, 

4주째는 -0.01 (-0.23, -0.21)로 양군이 비슷하였으며, 8주째 0.22 

(-0.05, 0.49)로 히알루론산 주사가 더 효과적이었으며, 12주째 

0.35 (0.03, 0.66), 26주째 0.39 (0.18, 0.59)로 히알루론산 주사가 

효과적이었다. 다변량 분석과 민감도 분석에서도 모두 일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7개의 문헌 증 5개에서 

연구의 질이 낮으며, 통증에 대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 문헌별로 히알루론산 및 스테로이드 주사의 

분자량 및 용량, 회수에 대한 차이가 있어 정확한 효과를 측정하는데 

이질성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저자들은 단기간(주사 

후 4주째까지)에서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히알루론산 주사보다는 

통증에는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이었으나, 장기간(주사 후 4-26주)에서는 

히알루론산 주사가 더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었다.

Hangody 등은 하이알론산 관절강 내 주사 시 스테로이드를 병합할 

경우 단기간부터 더 즉각적인 통증 호전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그동안 몇몇의 연구에서 하이알론산 단독 주사에 비해 

하이알론산과 스테로이드 병합 주사 요법을 통해 스테로이드를 통한 

즉각적인 통증 호전과 하이알론산을 통한 비교적 장기간의 통증 호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최근에 고분자량의 교차결합된(cross-

l i n k e d )  하이알론산(H A )에  스테로이드( t r i a m c i n o l o n e 

hexacetonide[TH])를 혼합한 제품이 개발되었다. 이에 저자들은 

하이알론산과 스테로이드의 병합된 제품의 안정성과 효과를 평가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전향적 다기관의 이중맹검 무작위 대조 

연구로 진행하였으며, 방사선적으로 KL Gr I-III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2:2:1 비율로 단한번의 주사치료로 복합상품인 

Cingal (4mL, 88mg HA plus 18 mg TH) 주입 군, 하이알론산 단독 

(4mL, 88mg HA) 주입 군, 식염수 (4 mL, 0.9%) 주입 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였다. 1차 유효성 평가는 12주 동안 Cingal군과 위약군 사이에 

WOMAC pain 점수의 변화로 정하였으며, 2차 유효성 평가는 26주 동안 

Patient and Evaluator Global Assessments, OMERACT-OARSI 

Responder index, 그리고 WOMAC의 total, stiffness, physical 

function score를 포함하였다. Cingal군 149 명, 하이알론산군 150명, 

위약군 69명으로 총 368 명의 환자가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위약군에 

비해 Cingal군이 주사 후 12주 (p=0.0099) 및 26주 (p=0.0072)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상적 호전을 나타냈다. Cingal군의 WOMAC 

pain score는 12주에 70%, 26주에 72%의 감소를 보였다. 26주까지 

통증과 기능에 대한 대부분의 측정 시점에 있어서도 명확한 개선이 

관찰되었다. 첫 1주에서 3주까지 하이알론산군에 비해 Cingal군에서 

대부분의 측정시점에서 유의하게 더 나은 결과를 보였으며, 6주에서 

26주까지는 두 군이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관련된 이상 반응은 

Cingal군에서 24.2%, 하이알론산군에서 24.7%, 위약군에서 17.4%로 

나타났다. 이상 반응의 종류와 비율에 있어서 각 군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99% 이상의 이상 반응이 미약 

혹은 중간정도의 심각하지 않은 이상 반응으로 평가되었다. 결론적으로 

Cingal의 관절 강 내 주사 요법은 saline 주사 군에 비해 26주까지 

즉각적이면서 비교적 장기간의 퇴행성 슬관절염 관련 통증 및 기능 호전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ingal은 주입 후 약 1-3주부터 

즉각적인 통증 및 기능 호전 효과를 나타냈으며, 이는 26주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저자들은 슬관절의 골관절염 환자에 있어서 

하이알론산과 스테로이드 복합제(Cingal)는 단기 및 장기적으로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관절강 내 주사 요법이라고 결론내렸다.

다음으로는  관절강내  주사  연구에서  대조군으로  사용되는 

생리식염수 자체의 효과를 평가한 체계적 고찰 연구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Saltzman 등은 관절강내 생리식염수의 주사는 슬관절 골관절염의 

치료를 위한 무작위 대조 연구에 대조군(위약군)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문헌상에서 이러한 ‘위약군’ 주사 자체가 치료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었다. 이에 저자들은 관절강 내 생리식염수 주사가 

환자가 평가하는 임상적 결과에 효과가 있는지, 잠재적인 치료효과를 

보여주는 최소 임상적 중요도 차이 (MCID)를 확립하기 위한 주사 후 

환자 만족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2006년부터 2016년사이에 출간된 

슬관절 골관절염에 대한 주사치료의 모든 무작위 대조 연구를 찾아서 

체계적 고찰을 하였다. 각각의 연구에서 주사 전, 주사 후 3,6개월에 

측정한 VAS와 WOMAC score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무작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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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random-effects model)을 사용하여 점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13개의 문헌에서 14개의 생리식염수 주사가 위약군으로 

포함되었다. 비교주사로는 히알루론산 주사가 반(7례)이었고, PRP가 

2례, 스테로이드, 저분자량의 알부민, IL-1 antagonist, TGF-beta, 

clodronate가 각각 1례였다. 총 107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KL 

Grade 1-4), 평균나이는 62.5세, BMI는 28.7kg/m2였다. 의미있는 

평가항목으로는 pain VAS score와 WOMAC total score였다. 

결과적으로 주사 후 3개월째 생리식염수 주사는 pain VAS score에서 

평균차이(mean difference[MD] 12.1 (95% CI 3.27 to 20.93, 

P=0.007)로 의미있게 호전되었으나, WOMAC total score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못하였다. 주사 후 6개월째 

pain VAS score(MD 16.62 (95%CI 12.13-21.10, P<0.0001)와 

WOMAC total score(MD 11.34, 95% CI 7.03-15.65, P<0.0001)는 

모두 의미있게 주사 전보다 호전되었다. 주사 후 6개월째 pain VAS 

score와 WOMAC total score는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호전을 보였다. 

(MCID 1.37 and 9) 결론적으로 슬관절의 골관절염 환자에 있어 

위약군으로 처리되는 생리식염수 주사는 주사 후 6개월째 통계적,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호전을 보였다. 이에 저자들은 히알루론산 주사와 

같은 적극적인 치료군과 비교하였을 때 소위 위약 효과로 간주되는 

생리식염수 주사 자체가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효과를 보여준다고 

결론지었다. 

마지막으로는 히알루론산 주사와 PRP 주사에 대한 비교 문헌을 

소개하고자 한다. 

Cole 등은 중등도 이하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관절 내 주사 요법으로 고분자량의 히알루론산 2mL과 platelet-

rich plasma (PRP)의 임상적, 생물학적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한쪽 슬관절의 골관절염 증상이 있는 11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leukocyte-poor PRP 및 히알루론산을 이용하여 초음파 유도하에 

관절 내 주사 치료를 3주에 걸쳐 주 1회를 시행하였으며, 1년 동안 네 

차례 (6,12,24,52주)의 추시 관찰을 통해 WOMAC pain subscale, 

IKDC subjective knee evaluation, VAS pain, Lysholm knee 

score를 측정하였으며, 관절 내 활액을 채취하여 염증의 증가 및 감소와 

연관이 있는 생화학의 표식자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PRP로 치료를 

시행한 49명과 히알루론산으로 치료를 시행한 50명이 최종 추시가 

가능하였으며 WOMAC pain 점수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IKDC 및 VAS 점수는 관절 내 주사 치료 후 24주 및 52주째에 PRP를 

이용하여 치료를 받은 군에서 히알루론산을 이용한 군에 비해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IKDC; p=0.13(24주), p=0.003(52주), VAS; 

p=0.0096(24주), p=0.0039(52주)). 생화학적 효과에 대해서는 12주째에 

히알루론산을 사용한 군에서 염증 반응의 증가에 대해 관여하는 IL-

1(0.140.05 pg/mL [PRP] vs 0.340.16 pg/mL [히알루론산]; P=0.06) 

및 tumor necrosis factor (0.080.01 pg/mL [PRP] vs 0.20.18 pg/mL 

[히알루론산]; P=0.068) 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은 관절 내 주사 치료 

후 24주 및 52주째의 효과는 히알루론산에 비해 PRP를 이용하였을 때 

더욱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PRP가 관절 내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Duymus 등은 슬관절의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히알루론산, 

platelet-rich plasma (PRP), 산소오존가스 (ozone gas)의 치료 

효과를 비교하였다. 1년 이상의 무릎 통증과 4점 이상의 VAS 점수를 

보이는 중등도 이하의 무릎 골관절염 (KL Grade II, III)환자 102명을 

대상으로 세 군으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나이가 80세 이상이거나 BMI가 

30 kg/m2이상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PRP군은 한달 간격으로 

두 차례 관절 내 주사 치료를 시행하였고, 히알루론산군은 비교적 

저분자량의 제재로 한 차례, 오존군은 일주일 간격으로 네 차례 관절 내 

주사 치료를 시행하였다. 모든 환자는 추가적인 NSAID 및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지 않도록 하였다. WOMAC 점수 및 VAS 점수 측정을 주사 

치료 후 1, 3, 6, 12개월째 시행하였다. 1개월째 세 군 모두에서 주사 

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째는 PRP군과 히알루론산군이 

오존군에 비해 효과가 유의하게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6개월째  PRP군과  히알루론산군은  여전히  주사  치료의  효과가 

지속되었고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오존군은 더 이상 치료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2개월째는 PRP군이 히알루론산군에 

비해 효과가 유의하게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이에 

저자들은 PRP주사는 히알루론산군 및 오존에 비해 중등도 이하의 

슬관절 골관절염 치료에 있어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어도 12개월 동안은 슬관절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치료로 사료된다고 

결론지었다.

결론

히알루론산은 점성 보충 (viscosupplement)과 함염증 작용을 주 

기전으로 골관절염 환자의 통증 및 기능개선에 효과적인 치료법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기 보다는 중증도의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에게 치료로 사용될 수 있다. 대부분의 문헌고찰을 

통해서  하이알론산 주사는  주입  후  약  6개월까지는 임상적으로 

환자의 만족도 및 안정성, 유효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하이알론산 주사시 스테로이드를 

병합할 경우 특이 합병증 없이 스테로이드는 단기적으로, 하이알론산은 

상당기간(6개월)까지 효과를 입증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다른 

주사성분과의 비교 연구도 부족하며, 하이알론산의 용량과 용법, 추가 

주사 효과가 정량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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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56세 여자 환자분으로 내원 3년 전 양측 슬관절 통증을 주소로 본원 

외래를 방문하였다. 퇴행성 관절염 진단 하에 타병원에서 약물 복용, 

관절내 주사, 물리 치료 등 대증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지속된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시행한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 양측 슬관절 내측 구획에 

K-L grade IV에 해당하는 골관절염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역학적 축 

우측 8.4° 좌측 7.3°의 내반 변형이 있었다.(그림 1) 

당시 수술적 치료 권유하였으나 환자분 치료를 원하지 않으셨고, 

더  이상의  치료를를  받지  않았다 .  이후  3년만에  본원  외래를 

재방문하였으며, 환자는 양측 슬관절 통증뿐만 아니라 우측 슬관절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호소하였다. 환자는 내원 6개월 전 타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하에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았으며, 

이후부터 슬관절 움직임의 제한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환자는 

과거력상 고협압 및 당뇨로 약물 복용 중에 있었다. 신체 검진에서 

체질량지수는 26.2kg/m2였으며, 우측 슬관절 전반적인 통증을 

고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한 

슬관절 굴곡구축의 치료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김창완

▶그림 1.  내원 3년 전 x-ray. 양측 슬관절 K-L grade IV에 해당하는 관절염 
소견 및 역학적 축은 우측 내반 변형 8.4° 좌측 내반 변형 7.3° 
관찰됨

▶그림 2.  내원 당시 x-ray. 양측 슬관절 K-L grade IV에 해당하는 관절염 
소견 및 역학적 축은 우측 내반 변형 3.2° 좌측 내반 변형 7.1°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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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하였고, 중등도의 삼출액이 있었으며, 관절가동범위는 0-5°로 

심한 관절 강직 소견이 관찰되었다. 반면 우측 족관절의 운동범위는 

정상이었다. 내원 당시 x-ray상에서는 3년 전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더 심해지지 않았으나, 역학적 축이 우측 내반 변형 3.2° 좌측 내반 

변형 7.1°로 우측은 3년 전에 비해 내반 변형의 정도가 감소된 양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수술한 쪽의 다리길이가 2cm 더 긴 하지부동이 

관찰되었다. (그림 2)

환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문진을 시행해 보니, 환자는 고관절 전치환술 

시행 후 DVT로 인해 환측의 하지 전반에 심한 부종과 통증으로 관절 

운동 및 보행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약 2달 간 침상 안정을 취하였다고 

하며, 이후 슬관절 운동 제한이 발생하여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 

시작하였으나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미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 및 관절 강직을 해결하기 위해 슬관절 

전치환술을 고려하였으며 추가적으로 V-Y Quadricepsplasty, rectus 

snip exposure, tibial tuberosity osteotomy 등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을 고려하였으며, 필요하다면 ITB Z-plasty 등의 술식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획하고 수술을 시행하였다.

하반신 마취 하에서 측정된 관절가동범위는 0-10°로 측정되어 마취 

전과 비교하여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수술은 고식적인 midline 

incision 및 paramedial arthrotomy와 patellar lateral dislocation을 

통해 수술 부위에 접근하였다. 육안 소견으로 심한 quadriceps 

contracture가 관찰되었으며, ITB band의 심한 contracture로 

역시  관찰되었다 .  Intra-articular adhesion 역시  관찰되어 

adhesiolysis 시행하였다. quadriceps contracture에 대해서는 V-Y 

Quadricepsplasty를 시행하였으며, ITB band contracture에 대해서는 

ITB Z-plasty를 시행하였다.(그림 3) 

대퇴골에 대해서는 OrthoPilot navigation system (Aesculap®)을 

이용하여, bone cutting을 시행하였다. Soft tissue balancing을 

체크하였으며, Zimmer NexGen® LCCK(Zimmer, Warsaw, IN) 

기구를 사용하였다. 약 60도 정도 knee flexion 한 상태에서 Capsule 

repair를 시행하였으며, tourniquets 풀고 체크한 관절가동범위는 

0-100도 정도 확인하고 수술을 마무리 하였다.(그림 4) 

수술 후 60° knee flexion 상태에서 long leg splint 착용하였다. 

수술 후 3일째, 수술 부위의 연부조직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active, assisted ROM 및 gentle passive ROM 운동을 시작하였다. 

Splint는 removable night splint를 변경하여 3주간 착용하였다. 

수술 직후 측정된 관절가동범위는 0-60° 정도였으며, 수술 후 

3개월째에는 0-100° 정도의 통증 없는 관절 운동이 가능하였다. 

증례고찰

고관절 전치환술 이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는 bleeding, wound 

complication, thromboembolic disease, neural deficit, vascular 

injury, dislocation/instability, periprosthetic fracture, abductor 

muscle disruption, deep periprosthetic joint infection, heterotopic 

ossification, bearing surface wear, osteolysis, implant loosening 

등이 보고되고 있으나 수술 이후 knee contracture에 대한 보고는 

흔하지 않다. 본 증례에서 knee contracture가 진행된 이유를 

▶그림 4.   슬관절 전치환술 이후의 x-ray. 역학적 축은 우측 외반 변형 2.6° 
좌측 내반 변형 8.1° 관찰됨

▶그림 3.  ⓐ V-Y Quadricepsplasty를 시행하기 위해 V shape 절개를 가한 
이후 모습, ⓑ ITB Z-plasty 시행한 이후의 모습

ⓐ

ⓑ



유추해보면 우선 고관절 수술 후, DVT로 인해 하지의 심한 부종 및 

통증으로 약 2달 간 관절 운동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점과 수술 전에 비해 

약 2cm정도 하지가 길어지면서 연부조직에 부하가 더 증가한 점, 환자의 

당뇨병 기저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2개월만에 급성으로 슬관절의 

강직이 진행된 확실한 원인을 알 수는 없었다.

슬관절 강직이 있을 경우 시행할 수 있는 수술적 술기로는 rectus 

snip exposure2,3, V-Y quadricepsplasty4,5, anterior tibial tubercle 

osteotomy6,7, quadriceps release8, vastus intermedius muscle 

resection, z-plasty of the patellar tendon9 등이 있다. rectus 

snip exposure는 좀 더 긴 medial parapatellar arthropomy 

후, quadriceps tendon의 apex 부근에 vastus lateralis의 fiber 

방향과 비슷하게 약 45도 정도의 비스듬한 절개가 가하는 것이며, 

V-Y quadricepsplasty는 quadriceps tendon의 원위부 전체에 V 

형태의 절개를 가해 turndown하여 봉합하는 방법이며, anterior tibial 

tubercle osteotomy는 oscillating saw를 이용하여 tibial tubercle의 

아래쪽으로 8–10 cm 가로지르는 tibial crest를 만들어 근위부로 

이전하는 방법이다. 이 모든 술식들이 슬개건의 경골 부착부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더 많은 합병증이 보고 되어 좀 

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일부 저자10,11들은 flexion contracture가 

30도 이상 남아있을 때는 bone cutting을 좀 더 시행하면 교정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본 케이스에서 시행한 

ITB Z-plasty는 주로 고정된 외반 변형이 있는 경우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할 때 추가할 수 있는 술식으로, 본 환자의 경우 외반 변형이 

심하지는 않았으나 심한 구축으로 인해 관절 운동 제한 및 Soft tissue 

balancing을 잘 맞추기 위해 시행하였다. 

본 증례에서 고관절 전치환술 후 빠르게 진행된 슬관절 강직에 대해서 

몇가지 원인을 유추할 수는 있었으나 정확한 원인을 찾지는 못하였다. 

고관절 전치환술 후 적절한 관절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관절 뿐만 

아니라 슬관절에도 관절 강직 증상이 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며, 

이는 고관절 전치환술에만 아니라 슬관절 전치환술 이후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슬관절 강직이 있는 환자에서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다 강직을 일으키는 원인에 따라 상술한 여러 술식이 

추가되어야 수술 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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