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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문)

연구목적: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에 동반하여 시행된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아전/전 절제술, 봉합술 및 대조군으로 내측 반월상연골판이 정상이었던 그룹에서

객관적 검사를 통해 수술 후 무릎의 안정성을 비교하였다. 가설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에 동반하여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아전/전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봉합술 및

연골판이 정상적일 때보다 수술 후 무릎의 전방동요가 심할 것이라고 설정하였다.

방법: 2010 년부터 2017 년까지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2 년 이상 추시관찰이 가능하며, 수술 후 전방전위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 및

관절운동측정기(KT-1000), MRI 촬영을 시행한 경우를 후향적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255 례 중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아전/전

절제술을 같이 시행한 13 례 (M 그룹), 봉합술을 같이 시행한 26 례 (R 그룹) 및

대조군으로 내측 반월상연골판 상태가 정상이었던 20 례 (N 그룹)에 대해 연구하였다.  

수술 후 객관적인 전방전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방전위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 및

관절운동측정기(KT-1000) 결과를 군간 비교하였다.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파열 위치와

모양에 따라 시행한 연골판 수술방법을 조사하였다. 또한, 임상적 경과 비교를 위하여

Lysholm knee score 및 IKDC(International Knee Documentation Committee) subjective score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과: 평균 추시기간 3.8년 (2~9년) 이었으며, 그룹간 나이 및 성별, 체질량지수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전방전위 방사선 스트레스 검사 상 건측 대비 환측의 전방동요는

M 그룹 평균 6.26mm (표준편차 3.23), R 그룹 평균 3.68mm (표준편차 1.66), N 그룹 평균

2.31mm (표준편차 1.39) 였다. 사후검정(Post-Hoc test)으로 Tukey's HSD(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 test 시행 결과 R 그룹 및 N 그룹에 비하여 M 그룹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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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동요(Side to side difference)를 보였다. (P=0.001, P<0.001) 반면, R 그룹과 N 그룹 사이에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67) 관절운동측정기(KT-1000)의 결과값 분석은 세 그룹

간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P=0.239) 수술 후 임상점수 비교에서 세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에 동반된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파열에 대해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내측 반월상연골판이 정상일 때에 비해 나쁘지 않은 전방안정성을 보였다. 반면, 아

전/전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전방동요가 유의하게 더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 전방십자인

대 재건술 후 무릎 전방안정성을 최대한 회복하기 위해서 동반된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파열에 대해 최대한 보존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연구 디자인: 후향적 비교연구; Level of evidence III

키워드: Anterior Cruciate Ligament; Meniscus repair; Meniscectomy;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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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급성 전방십자인대 손상과 함께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많게는 약 60%에서 발견된다.34,35 특히, 무릎의 전방 불안정성이 만성적인 경우

더 흔히 관찰된다.7,26,29 전방십자인대의 단독 손상에 비해 반월상연골판 파열이 동반되면

무릎의 관절염 진행 및 임상적, 기능적 결과가 장기적으로 더 좋지 않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11,42 반월상연골판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절제 후에 대퇴-경골 접촉압력이

두배 이상 증가하고, 총 접촉면적이 50~70% 줄어드는 등 조기 관절연골 마모의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6,31-33 뿐만 아니라, 내측 반월상연골판을

과도하게 많이 절제한 경우 무릎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5,9 사체 연구에서

내측 반월상연골판을 과도하게 절제하는 경우 전방십자인대에 가해지는 힘(Strain) 및

경골의 전방전위가 증가하였다.25,27,38,41

이처럼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함에 있어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상태는 환자의

장기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24 전방십자인대와 내측 반월상연골판은 무릎의 전방

안정성을 담당하는 1 차, 2 차 안정화 구조물로 알려져 있으며,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상태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무릎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23 그동안 여러 건의

사체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에 동반하여 시행한 내측 반월상연골판

수술방법에 따른 무릎 안정성에 대한 임상연구는 부족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동시에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아전/전 절제술을

시행한 그룹,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봉합을 시행한 그룹과 대조군으로 전방 십자인대

재건만을 단독으로 시행한 그룹에서 수술 후 객관적 검사를 통해 무릎의 안정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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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에 동반하여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아전/전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봉합술 및 연골판이 정상적일 때보다 수술 후 무릎의 전방동요가 심할

것이라고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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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Study Design>

임상연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을 받은 후에 2010 년 7 월부터

2017 년 3 월까지 시행된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대상으로 하였다. (IRB: S2018-

2350-0002) 한 사람의 경험 많은 수술자(Single senior surgeon, J.-M.K.)에 의해 동일한

의료기관(Asan Medical Center)에서 수술이 시행되었다. 후향적 방법으로 전자의무기록 및

관절경, X-ray, Magnetic Resonance Imaging(MRI)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최소 2 년 이상의 추시관찰이 가능하였던 환자들 중 수술 후 전방전위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Lachman anterior drawer X-ray) 및 관절운동측정기(KT-1000) 계측, MRI 촬영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하였다.

객관적인 검사결과 및 임상경과 비교를 위하여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동반하여

시행한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수술방법에 따라 3 개의 군으로 나누어서 비교하였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255 례 중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아전/전 절제술을 같이

시행한 경우는 25 례 있었으며, 이들 가운데 13 례를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Group M); 

봉합술을 같이 시행한 경우는 54 례 있었으며, 이들 중 26 례를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Group R); 대조군으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할 때 내측 반월상연골판이 정상

소견을 보였던 20 례를 포함시켰다. (G roup N) 대조군의 선정은 내측 반월상연골판이

정상이었던 85 례 중 추시기간이 2 년 이상인 환자들에 대하여 성별을 고려해 평균에

가까운 나이 순서로 20 례를 배정하였다. 제외기준으로 외측 반월상연골판에 대한 수술을

같이 시행한 경우,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부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전방십자인대 재-

재건술(Revision)인 경우, 다발성 인대손상인 경우, 이전에 해당 무릎에 다른 수술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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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수술 후 추시관찰 기간이 2 년 미만인 경우 및 검사자료가 미비한 경우로

설정하였다. (Figure 1)

Figure 1. Patient flowchart. (ACLR,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Surgical Technique & Rehabilitation>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대상은 수술 전 신체검진상 Lachman 전방전위 검사에서 ‘2+’

이상의 불안정성이 있고 MRI 상 완전파열 소견이 있을 때로 하였으며, 수술 중

관절경에서 탐색지침(Probe)으로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및 불안정성이 확인된 경우 수술을

시행하였다. 모든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관절경을 이용하였으며, 일차적으로 자가

햄스트링 힘줄(Hamstring tendon) 이식물을 이용하였다. 자가 건을 채취한 후에

4 가닥(Quadrupled graft)으로 접었을 때 직경이 7mm 미만으로 너무 작은 경우 타가 건을

같이 사용하는 Hybrid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최종 연구대상 중 2 례가 있었다. 대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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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은 역행성 드릴인 FlipCutter®(Arthrex, Naples, FL)를 이용한 Outside-In 방식으로

만들고, 대퇴 피질골에 현수고정 방식(Endobutton®, Smith&Nephew)으로 고정하였다.22

경골 측으로 전방십자인대의 잔여조직 부위(Stump)에 터널을 만들고 전방십자인대

이식물을 통과시킨 후에 무릎을 약간 내반 및 20~30° 굴곡한 상태에서 생체흡수성

간섭나사못(Bioabsorbable Interference Screw; Smith & Nephew)으로 고정하였다. 추가로 Spike 

Washer 및 해면골 금속 나사못으로 경골부에 이식물을 고정하였다.

관절경상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부의 위치, 크기 및 조직의 상태를 고려하여 연골판

수술방법을 결정하였다. 연골판의 파열이 오래되어 조직이 이미 마모 또는 섬유화되어

있거나, 심한 복잡파열로 인해 봉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아전/전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절제 후 남아있는 반월상연골판의 폭이 3mm 미만이거나, 전체 폭의 1/3 

미만인 경우 아전 절제술로 판단하고, 모두 제거한 경우는 전 절제술이라 하였다.12,16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파열 위치가 Red-Red zone 혹은 Red-White zone 에 위치하고 있으며, 

파열의 길이가 10mm 이상인 경우로 조직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봉합술을 시행하였다.

봉합술은 연골판의 파열 단면을 관절경 절삭도구(motorized shaver)를 이용해 우선 다듬어

주어 신선한 조직을 노출시킨 후 파열의 위치에 따라서 후방 1/3 에서는 Suture hook 

(Linvatec, Largo, FL)을 이용한 All-inside suture 를 시행하고, 가운데 위치에서는 변형된

Outside-in technique 으로 봉합하였다. 봉합사는 모두 No. 1 Polydioxanone suture (PDS II;

Ethicon, Somerville, NJ)를 사용하였다. All inside suture 는 Tans-septal portal 을 통해

후방구획으로 접근한 뒤 Full thickness suture 를 하였다.2 봉합술을 시행한 26 례 중

2 례에서는 Suture hook 이 파열부위까지 닿지 않아서 All-inside devices (FasT-Fix; Smith & 

Nephew, Andover, MA)를 사용하였다. 변형된 Outside-in technique 은 관절내부에서 Suture 

hook 으로 파열부를 통과시킨 후 Spinal needle 및 Shuttle relay 방법을 이용해 Full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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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ture 를 하였다. 그 후 무릎의 내측부에 종절개를 가한 후 관절낭 바깥에서 매듭지어

고정하였다.30

수술 후 체중부하 및 재활운동은 수술방법에 따라 구별하여 시행하였다. 전방십자인대

단독 재건술 혹은 반월상연골판 아전/전 절제술을 같이 시행한 경우에는 목발 및

전방십자인대 보조기를 이용하여 부분 체중부하를 바로 시작하고 무릎관절 운동범위는

수술 후 2 주에 90°, 4 주째 120°까지 허용하고 8 주 이후에 모두 허용하였다. 봉합술을

같이 시행한 경우에는 수술 후 4 주 동안 체중부하를 금지하고 5 주째 부분 체중부하를

허용하였으며 8 주 이후에 모두 허용하였다. 무릎 관절 운동범위는 4 주 동안 90°이하로

제한하고, 수술 후 6 주까지 120°로 제한하였고, 늦어도 12 주 이내로 무릎을 완전히

구부릴 수 있도록 하였다.

<Stability Assessments; Stress X ray & KT-1000 arthrometer>

수술 1 년째부터 매년 양측 무릎의 전방전위 스트레스 방사선 촬영 및 관절운동측정기

(KT-1000) 검사를 이용해서 객관적인 전방전위 정도를 측정하였다. 전방전위 스트레스

방사선 촬영은 무릎을 20~30° 굴곡한 Lachman 자세에서 Telos device (Metax GmhH, 

Hungen-Obbornhofen, Germany)로 경골에 약 15kgf 의 전방전위 부하를 가하면서 양측

무릎의 측면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였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방사선 촬영사진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평가하여 적절히 촬영된 사진임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전방전위 정도를 측정하였다: (1) 대퇴부 내, 외측 후과의 겹치는 음영의

사이 거리(Femur Posterior Inter-condylar Distance)가 5mm 미만으로 정측면 촬영인지 여부

(2) 촬영한 사진의 무릎 굴곡각도가 20~30°로 적절한지 여부 (3) 경골 고평부의 내측 및

외측부 높이가 비슷하게 촬영되었는지 여부 (4) Telos device 가 양측 모두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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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에서 전방 부하를 주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전방동요의 측정은 PACS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 프로그램 (Petavision, Asan Medical Center, Seoul, Republic of Korea)을

이용하였다. (Figure 2)

Figure 2. 전방전위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에서 전방동요 측정방법: 대퇴골 원위부의 후방

피질골에서 경골 관절면의 연장선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선과 경골 근위부의 후방

피질골을 지나는 수직선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이때 촬영각도에 따라 내측 및 외측

후과의 음영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 가운데 지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대퇴골

기준선 (실선)에 비해 경골 기준선(점선)이 전방에 있을 때를 ‘+’ 로 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측정하였다.21

측정할 전방전위 스트레스 방사선 촬영 검사는 외래 경과관찰시 가장 마지막에 시행한

것을 선택하였으며, 촬영방법을 평가하였을 때 적절히 촬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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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 이전 시기의 촬영검사를 택하여 전방동요를 측정하였다. 방사선 촬영결과의

측정은 2 명의 정형외과 전문의가 각자 따로 판독하였으며, 구체적인 수술방법을

블라인드로 하여 1 주 이상 간격을 두고 각각 2 회씩 측정하였다. 관찰자 내부

상관계수(Intraobserver correlation coefficients)는 0.98 (95% 신뢰구간: 0.986~0.991) 이었으며, 

관찰자 사이의 상관계수(Interobserver correlation coefficients)는 0.96 (95% 신뢰구간: 

0.956~0.980)으로 신뢰도는 매우 좋은 수준이었다. 전방동요 측정의 통계분석은 검사자

2 명의 측정값을 평균한 값을 이용하였다.

관절운동측정기(KT-1000)의 경우 수술 후 1 년째부터 매년 계측하였으며, 무릎을 약

20~30° 굴곡한 상태에서 경골에 15 파운드 및 30 파운드의 전방전위 부하를 가하면서

양측 무릎의 동요도를 계측하였다. KT-1000 검사의 결과 측정은 외래 경과관찰시 가장

마지막에 시행한 결과값을 이용하였다. 아날로그 방식의 계측기계(KT-1000 arthrometer, 

MEDmetric Corp) 특성상 측정 결과를 소수점까지 나타내기 힘들어 정수로 결과값을

비교하였다.

<MRI & Arthroscopy evaluation>

모든 환자들에게 16 채널의 무릎 코일을 이용한 3.0-T MRI 촬영을 시행하였다. (Achieva 

or Ingenia, Philips Medical Systems, Best, The Netherlands) 수술 전 MRI 촬영을 통해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상태를 진단하였으며, 수술 중 관절경 소견을

토대로 진단을 확정하였다. 관절경사진 및 수술기록지상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파열

위치와 모양에 따라서 진단명을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각 증례마다 시행한 연골판의

수술적 치료 방법을 확인하였다. 수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의 외상 병력이 있는 경우를

전방십자인대의 급성 파열로 정의하고, 이보다 오래된 경우는 만성 파열로 하였다.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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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MRI 촬영은 수술일로부터 1 년 이상 지난 시기에 시행하였으며, 전방십자인대 이식물

및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재파열 여부 등 수술부위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MRI 검사결과는

수술자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판독되었다. MRI 상 봉합부의 간격(Residual 

cleft)이 연골판 두께의 50% 이상인 경우에 봉합실패(Failure)로 정의하였다.17

<Clinical Assessments>

임상증상에 대한 평가는 환자의 주관적 증상 및 무릎기능에 대한 설문지를 통하여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외래진료 내원할 때마다 정기적으로 작성하였다. Lysholm knee 

score, IKDC(International Knee Documentation Committee) subjective score 를 이용하였으며,

외래에 내원하였을 때 시행한 설문 중 최종적으로 작성한 것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Statistical Analysis>

의학통계학자 의뢰를 통하여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내측 반월상연골판 수술방법에

따라 3 개의 군(Group M, R, N)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환자의 특성에 대하여 성별,

손상시기 등 범주형 자료에 대하여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를 시행하였으며 나이,

체질량지수, 이식물의 크기 등 연속형 자료에 대해서 ANOVA 또는 Kruskal-Wallis test 

분석을 시행하였다. 무릎의 전방안정성에 대한 객관적 검사비교를 위해 스트레스 방사선

촬영검사 및 관절운동측정기(KT-1000) 결과를 군간 비교하였으며, ANOVA 또는 Kruskal-

Wallis test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값의 분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및 사분범위(Inter-Quartile Range; IQR)를 함께 구하였다.

스트레스 방사선 촬영검사 분석에 이용된 측정값은 두 명의 연구자가 측정한 자료의

평균을 대표값으로 하여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검사자의 2 회 측정값 사이(Intra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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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및 서로 다른 검사자 사이의 측정 일치도(Interclass Correlation)를 구하였다. 

임상 스코어링 점수는 Lyshlom score, IKDC score 를 이용하여 Kruskal-Wallis test 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version 21.0 (IBM Corporation, Chicago, IL)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P 값이 0.05 미만일 경우를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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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Baseline characteristics>

최종 연구대상 59 례 중 그룹 M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동시에 내측 반월상연골판

아전/전 절제술 시행) 13 례, 그룹 R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동시에 내측 반월상연골판

봉합술 시행) 26 례, 그룹 N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고, 내측 반월상연골판

상태는 정상) 20 례였다. 평균 외래 추시기간은 3.8 년 (2~9 년) 이었으며, 그룹 간에 나이

및 성별, 체질량지수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M 그룹의 나이분포 중앙값은

27 세로 평균 추시기간 3.6 년; R 그룹은 중앙값 나이 26.5 세, 평균 추시기간 3.5 년; N 

그룹은 중앙값 나이 23.5 세, 평균 추시기간 4.4 년이었다.

전방십자인대 이식물의 크기는 7~10mm 였으며, 그룹 간에 차이는 없었다. 이식물의

크기를 그룹별로 4 개 분위로 나누었을 때 1 분위수는 8mm, 3 분위수는 9mm 으로 세

그룹 모두 같았다. 수술시기는 M 그룹에서 다른 그룹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만성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많았다. (P=.036) (Table. 1) 수술 후 전방십자인대 이식물의 재파열은

없었으며, R 그룹과 N 그룹의 내측 반월상연골판에 추가로 파열이 발생하거나 봉합을

시행한 부위가 실패한 증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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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Note. Data are presented as median age and Inter-Quartile Range (IQR)

BMI, body mass index

*Statistically significant

<Primary analysis>

전방전위 방사선 스트레스 검사 및 관절운동측정기(KT-1000)는 환측의 전방전위

값에서 건측의 전방전위 값을 뺀 결과값(Side to side difference)을 분석하였다. 전방전위

방사선 스트레스검사 촬영시기는 M 그룹 평균 3.3 년, R 그룹 평균 3.4 년, N 그룹 평균

4 년이었다. M 그룹의 경우 평균 6.26mm (표준편차 3.23)의 Side to side difference 를

보였으며, R 그룹은 평균 3.68mm (표준편차 1.66), N 그룹은 평균 2.31mm (표준편차 1.39) 

였다. 각 그룹 간의 차이를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사후검정(Post-Hoc test)으로 Tukey's 

HSD(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 test 시행하였다. 그 결과 M 그룹은 R 그룹 또는 N 

그룹에 비하여 유의하게 큰 Side to side difference 를 보였다. (P=0.001, P<0.001) 반면, R 

그룹과 N 그룹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67)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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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전방전위 방사선 스트레스 검사상 “Side to side difference”의 그룹별 비교: 

사후검정에서 M 그룹은 R 및 N 그룹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ANOVA’s P value 

=0.001, P <0.001) 반면, R 그룹과 N 그룹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OVA’s P value=0.067)

Note. 상자그림 그래프 (Box-plot graph); 상자의 하단 선과 상단 선은 자료의

제 1 사분위수, 제 3 사분위수, 상자의 상하길이는 IQR(사분위수 범위, Interquantile 

range)를 의미함. 상자 아래, 위에 나온 수염의 끝은 상자길이의 1.5 배 되는 값을

제 1 사분위수에서 빼고 제 3 사분위수에서 더하여 이 값보다 크지 않은 자료의 값.

상자 안의 굵은 수평선은 중앙값(median), ●는 평균값(mean), ○는 이상값(outlier)

관절운동측정기(KT-1000)의 측정시기는 M 그룹 평균 3.1 년, R 그룹 평균 2.9 년, N 그룹

평균 3.2 년이었다. 통계분석상 M 그룹에서 평균 2mm (IQR=2, Q1=1, Q3=3) 였으며,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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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평균 2mm (IQR=1, Q1=1, Q3=2), N 그룹 평균 1mm (IQR=1, Q1=1, Q3=2)으로 나왔다. 

세 그룹 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239)

<Medial Meniscus tear type & Treatment>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시 동반된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의 형태에 따라 치료방법 및

수술시기를 비교하였다.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후각 파열 27 례 중 8 례의 아전/전 절제술

환자는 모두 만성 파열이었다. 나머지 후각 파열 19 례의 봉합술 환자는 Ramp lesion 

2 례를 포함하여 8 례가 급성 파열이었고, 11 례는 만성 파열이었다. 양동이손잡이형

파열(Bucket-handle tear) 전체 11 례 중 아전/전 절제술 환자가 5 례였고, 나머지 6 례는

봉합수술을 시행하였다. (Figure 4)

Figure 4. Medial Meniscus tear type & Treatment

Note. M. meniscectomy, R. re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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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nical Results>

외래에서 설문조사한 최종 임상점수를 분석하였을 때 Lyshlom score 는 M, R, N 

그룹에서 각각 97 점, 95 점, 99 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394) 그리고, IKDC score

에서도 81.6 점, 81.6 점, 86.8 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244) (Figure 5)

Figure 5. Clinical results: Lyshlom score 및 IKDC score 분석상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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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이번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동반 시행한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아전/전 절제술의 경우 봉합술에 비해 전방동요가 유의하게 더 크다는

것이다. 또한, 내측 반월상연골판을 봉합한 경우 내측 반월상연골판이 파열되지 않았던

대조군과 비교할 때 전방동요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과거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상태에 따른 무릎 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체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Arno et al.은 내측 반월상연골판 후각의 폭을 46% 이상 절제한

경우에 전방동요 정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22% 부분 절제시에는 정상인 경우와

별차이가 없다고 하였다.5 전방십자인대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ACL-deficient knee)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Allen et al.은 전방십자인대의

만성 부전이 있는 경우 무릎 굴곡각도 60°일 때 내측 반월상연골판에 가해지는 힘이

가장 크며, 절제한 후에 전방동요가 더 증가함을 보였다.3 Seon et al.의 사체연구에서는

만성 전방십자인대 부전일 때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아전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무릎의

전방동요가 더 증가하였으며, 특히 무릎 굴곡각도가 60° 이상일 때 저명하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저자는 내측 반월상연골판 아전 절제술을 시행한 후에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더라도 연골판 상태가 정상일 때처럼 전방 안정성을

회복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36 즉,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역할이 전방십자인대가 없을

때만 안정성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방십자인대가 있을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연구로 판단되며, 이는 Papageorgiou et al.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모델에서 내측 반월상연골판이 정상인 경우와 내측

반월상연골판이 없는 경우 전방십자인대 이식물에 가해지는 힘을 비교하였다. 내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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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상연골판이 없는 경우에는 전방십자인대 이식물에 가해지는 힘이 34~52% (무릎 굴곡

30°, 60°, 90°) 증가하였고, 이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시 내측 반월상연골판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전방십자인대 이식물 보호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하였다.27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내측 반월상연골판은 전방십자인대 기능이 없을 때 이를

대체하여 작동하는 이차 안정화 구조물이 아니라, 전방 십자인대의 기능을 보조하고

인대 기능에 시너지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 연구에서 전방십자인대와 동반된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의 위치와 모양에 대해

살펴보면 파열되어 있던 39 례 중 후각(Posterior horn)의 종파열(longitudinal tear)이

27 례였다. 나머지 경우는 양동이손잡이형 파열(Bucket-handle tear) 11 례 및 가운데 부위

파열(Mid-body tear) 1 례가 있었다. 과거 연구에서도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할 때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파열 위치는 주로 후각 부위인 경우가 많았다.15,37 그 이유는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후각 부위가 전방십자인대를 보조하여 경골의 전방전위에 대해 물리적

장벽(mechanical function)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며 특히, 전방십자인대가 부전(ACL-

deficient knee)인 경우에는 후각 부위가 일종의 범퍼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1 본

연구에서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동반된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중 후각부위의 종파열인

경우는 69.2% 였으며, 이들 중 70%에서 봉합술이 가능하였다. 이는 전방십자인대

부전(ACL-deficient knee)에서 발생하는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의 75%는 후각의

종파열이라 보고한 Smith et al.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로 판단된다.37 우리 연구에서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봉합술을 같이 시행한 환자들은 모두 수술 후 1~2 년 사이에 경과관찰

목적의 MRI 촬영을 하였다. 검사상 봉합부위에서 재파열이 발생한 환자는 없었으며,

부분적 치유 혹은 양호한 상태를 보였다. 연구에 포함된 내측 반월상연골판 봉합술 26 례

이외에도 추시관찰이 되지 않거나 수술 후 MRI 촬영을 못하는 등 사유로 인해 제외된

16 례의 봉합술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봉합술의 결과가 모두 좋다는 결론을 내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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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지만, 일반적으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에 동반한 반월상연골판의 봉합술은 경과가

더 좋다고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뼈에 터널을 뚫는 과정에서 골수내 존재하는

성장인자들이 연골판이 회복되는데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8,18,40 뿐만

아니라, 수술자의 봉합방식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6 례 중 24 례에서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후각 봉합에 Trans-septal portal 을 이용한 All inside suture 를 2~4 군데

시행하였다.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나 저자는 All-inside devices 를 이용한 봉합방법보다

반월상연골판의 파열부위를 후방 관절낭에 Full thickness 로 고정하는 All-inside 

suture 방식이 더 안정적일 것이라 생각한다.10,35

우리 연구에서 임상점수에 대한 평가는 추시기간이 평균 3.8 년으로 Lyshlom score, 

IKDC score 에 대한 분석 결과 전방십자인대와 동반하여 시행한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수술종류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른 연구자의 결과를 살펴보면

National register 를 이용한 코호트 연구 두 가지의 결과가 서로 달랐다. 스웨덴 코호트의

2 년 추시연구는 (Swedish National Knee Ligament Register) 전체 1 만명의 전방십자인대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Knee Injury and Osteoarthritis Outcome Score (KOOS) 및

EuroQol-5D (EQ-5D) 점수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반월상연골판 봉합술을 동반 시행한

경우 전방십자인대 단독손상과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고 하였다. 반면, 반월상연골판의

절제술을 시행하였을 때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더 나쁜 결과를 보였다.28 이와 상반된

결과도 있었다. LaPrade et al.은 노르웨이 코호트 (Norwegian Knee Ligament Registry) 4691 례

단기연구에서 수술 후 2 년간의 KOOS 점수를 연구하였으며 전방십자인대 단독손상으로

수술한 경우와 동반된 반월상연골판의 절제술 혹은 봉합술을 시행한 그룹 간에 별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수술 후 첫 2 년 동안 동반수술 종류에 따른 임상결과는 비슷하며

기능적으로도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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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알고 있는 한 과거 비슷한 주제로 다수의 사체연구가 이루어졌고, 임상적

연구 역시 3 편 13,14,43 있었다. 무릎의 전방동요는 전방십자인대나 반월상연골판 뿐만

아니라 주변 근육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사체연구의 결과를 임상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이루어진 무릎 안정성에 대한 임상적 연구에서는

평가방법으로 Optical tracking system 이나 Dual fluoroscopy, 신체검사, 관절운동측정기 등

여러가지를 이용하였으며, 수술 후 무릎을 20~30° 굴곡한 Lachman 자세에서 정확히

촬영된 전방전위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를 이용한 연구는 없었다. 또한, 연구 디자인상

비교군에 외측 반월상연골판의 손상이나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부분 절제술이 포함되어

있어서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과거 연구의 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실제 임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객관적 검사도구를 이용하였으며,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부분 절제술이나 외측

반월상연골판 손상을 제외한 연구 디자인을 통해 아전/전절제술 및 봉합술의 결과를

비교한 점이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장점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연구의 한계점으로 첫째, 회전불안정성을 같이 평가할 수가 없었다. 수술 후

외래방문시 신체검진 후 경과기록지 상 Pivot-shift test 의 결과를 기재하였으나 이는

수술자의 주관성이 개입된 평가결과로 해석상 편향(Bias)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

객관적으로 회전불안정성을 정량 측정할 수 있는 기구들이 소개되었으나, 본 병원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4,19,39 두번째로 연구 대상자 수가 적고 대조군의 선정이

미흡할 가능성이 있다. 추시기간이 2 년 미만으로 짧은 경우 등 여러가지 이유로 최종

연구대상으로 실제 시행한 수술 중 절반정도 밖에 포함하지 못했다. 또한,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상태가 정상인 그룹에서 20 례를 선정하는 과정이 미흡했을 가능성이

있어 표본의 편중(Selection bias)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 세번째로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의 정도가 아니라 시행된 수술방법에 따라 비교하였다. 수상당시 내측 반월상연골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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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열 정도가 수술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동반된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파열 정도에 따른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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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할 때 동반된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파열을 봉합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내측 반월상연골판이 정상일 때에 비해 나쁘지 않은 전방안정성을

보였다. 반면, 아전/전 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전방동요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왔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무릎 전방안정성을 최대한 회복하기 위해서 동반된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파열에 대해 최대한 보존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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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glish)

Purpose: The stability of the knee after arthroscopic anterior cruciate ligament (ACL) reconstruction

was compared through an objective examination in the group with subtotal/total medial meniscectomy, 

medial meniscus repair and control group of the intact medial meniscus. It was hypothesized that

ACL reconstruction accompanied by subtotal/total medial meniscectomy would result in greater 

anterior knee laxity after surgery than repair or intact medial meniscus.

Methods: From 2010 to 2017, a study was performed on patients who underwent arthroscopic ACL 

reconstruction. Follow-up observations were possible for more than 2 years, and postoperative 

lachman anterior stress radiographs, arthrometers (KT-1000), 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were investigated retrospectively. Of the 255 cases with arthroscopic ACL reconstruction, 13 cases 

with subtotal/total medial meniscectomy (M group), 26 cases with medial meniscus repair (R group), 

and 20 cases with intact medial meniscus (N group) were studied. 

In order to measure the objective anterior stability after surgery, the results of the lachman anterior 

stress radiograph and arthrometer (KT-1000) were compared between groups. The method of 

meniscus surgery performed according to the location and the shape of the medial meniscus tear was 

investigated. In addition, for comparison of clinical progress, Lysholm knee score and IKDC 

(International Knee Documentation Committee) subjective score results were analyzed.

Results: The average follow-up period was 3.8 years (2~9 years),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ge, sex and body mass index between groups. According to the lachman anterior stress 

test, the anterior laxity of the knee was 6.26 mm (standard deviation 3.23) on the M group, average 

3.68 mm (standard deviation 1.66) on the R group, and average 2.31 mm (standard deviation 1.39) on 

the N group. Result of Tukey's HSD (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 test as a post-hoc test, the M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side to side difference compared to the R and 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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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1, P<0.001)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R group and N 

group. (P=0.067) Analysis of the results of the arthrometer (KT-1000) showed no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the three groups. (P=0.239)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hree groups in the clinical score comparison after surgery.

Conclusion: When arthroscopic medial meniscus repair was performed on the tearing of the medial 

meniscus accompanied by ACL reconstruction, the anterior stability of the knee was similar to the 

normal medial meniscus case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subtotal/total medial meniscectomy, 

the anterior laxity of the knee was significantly greater. Efforts should be made to preserve the medial 

meniscus in order to recover the anterior stability of the knee after ACL reconstruction.

Study Design: Retrospective comparative Study; Level of evidence III

Key Terms: Anterior Cruciate Ligament; Meniscus repair; Meniscectomy;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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