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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 반월상 연골 단독 손상에서 골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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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y Contusion of the Knees with Isolated Traumatic Meniscal T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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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We studied the incidence rate and patterns of bony contusions of the knees with isolated traumatic menis
cal tears.

Materials and Methods: We analyzed retrospectively MRI scans and medical records of forty-two patients(42 knees) which had 
undergone operations for isolated traumatic meniscal tears. Mean age, 33.7 years, the number of patients with lateral, medial or both 
meniscal tears were 19, 18 and 5, respectively. Bony contusions were examined according to incidence, location, and in relation to 
the types of meniscal tears.

Results: Bony contusion was identified in 5 cases (11.9%) which had medial meniscal tear (4 cases) or both meniscal tear (1 case). 
It was always located on the medial compartment of the joint. Bony contusion was found in the knee with various type of traumatic 
meniscal tears.

Conclusion: Bony contusions in the knees with isolated traumatic meniscal tear have very low incidence and they seem to disap
pear at or less than 12 months after the trauma. The bony contusions are mainly related to medial meniscal tear and located in the 
medial compartment of the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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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슬관절 자기공명 영상에서 골타박은 외상의 기전과 크기를 

나타내며 연부 조직의 손상 가능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징후 

가 된다. 골타박을 가진 급성 외상성 슬관절 장애 환자의 

94%에서 전방 십자 인대, 내측 측부 인대, 반월상 연골 

등의 손상을 발견할 수 있다전방 십자 인대 파열에서 골 

타박은 발생 빈도가 80% 정도이며 "> 경골과 대퇴골의 외 

측부에 주로 나타나며 외상 당시 경골이 전방 아탈구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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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내측 측부 인대 손상에서 골 

타박은 35〜45%의 발생 빈도를 보이며 관절의 외측부에 

서 위치함으로 외상 당시 관절에 외전력이 가해졌음을 알 

수 있다.

반월상 연골 파열은 슬내장의 흔한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자기공명영상에서 반월상 연골 파열에 따른 연골의 

형태 변화, 전위된 연골편 또는 연골 주위의 이상 신호 강 

도 등 직접 징후에 대한 많은 연구捉心皿와는 대조적으로 

골타박에 대한 연구는 전방 십자 인대, 내측 측부 인대 등 

다른 연부 조직과 비교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상성 반월상 연골 단독 파열을 가진 슬관 

절에서 골타박의 발생 빈도와 양상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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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L Descriptive Data for Patients with Meniscal Isolated Tear(s)

Category LM MM Both(MMZLM)

Cases 19 18 5
Mean age(years) 31.5 35.6 35.7
Interval(months) 1.3 1.1 1.2
(Injury-MRI)
Mechanism of injury (no. of cases)

Sports injury 12 10 3
Motor vehicle accident 5 4 1
Fall down 2 4 1

Types of tear(no. of cases)
Longitudinal 6 6 2/2
Radial or Oblique 8 5 1/1
Horizontal 0 1 1/0
Complex 5 6 1/1

LM: lateral meniscus MM: medial meniscus
Both: lateral meniscus and medial meniscus

대상 및 방법

1999년 1월부터 2003년 9월까지 본원에서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 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외상력을 가지며 이 

학적으로 십자 인대, 측부 인대 손상 징후를 발견할 수 없 

으며 수술소견 상 반월상 연골 단독 파열로 진단된 환자를 

조사하였다. 병록지상 해당 슬관절에 수술 기왕력이 있거나 

퇴행성 관절염 또는 관절 연골 손상을 동반한 경우, 원판형 

연골 또는 퇴행성 파열을 가진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였 

다. 그러나 수평 파열인 경우에는 수상 시점과 증상의 발현 

시점이 뚜렷이 일치하는 경우에, 복합 파열에서는 종 파열 

또는 횡 파열이 주된 파열 요소인 경우에 외상성 파열로 간 

주하여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는 63명（63례 슬관절）이었으며 이들 환자를 수상 시 

점에서부터 자기공명영상 촬영 때까지를 기준으로 12개월 

이하인 환자와 12개월을 초과한 환자로 나누어 예비 조사 

를 하였다. 12개월을 초과한 환자는 21명이었으며 이들에 

서는 골타박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12개월 이하인 42명 환자（42례 슬관절）들 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환자는 남자 29명, 여자 13명, 평균 연령 33.7세 

（15〜56세）, 수상 원인은 스포츠 관련 손상（25례）, 보행 

자 교통 사고（10례）, 낙상（7례）이었으며 수상으로부터 자 

기공명영상 촬영 때까지의 기간은 평균 1.2개월（1일-12개 

월）이었다. 외측 또는 내측 반월상 연골만 손상된 경우가 

각각 19례, 18례, 양측 모두 파열된 경우는 5례였다 

（Table 1）.
자기공명영상은 모든 예에서 슬관절을 완전 신전 및 15 

도 외회전 상태에서 촬영하였다. 사용된 기기 （Signa, 
General Electric, Milwaukee, WI, U.S.A.）는 1.5 
Tesla이며 슬관절 표면코일을 사용하였고 간격 없이 4 
mm 두께로 연속적 촬영을 하였다. 골타박은 T1 영상에서 

인접한 골수보다 낮은 신호 강도를, T2 영상에서는 높은 

신호 강도를 보이며 주위 관절 및 피질골을 침범치 않은 골 

수내 병변으로 하였다.

대상 환자들의 자기공명영상 사진을 두 명의 정형외과의 

가 검토하였다. 골타박의 유무와 위치를 기록하였으며 수상 

원인, 반월상 연골 파열 형태, 수상부터 자기공명영상 촬영 

때까지의 기간에 따라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 과

전체 42명의 환자 중 골타박을 가진 경우는 5명 

（11.9%）이었다. 병변별로는 내측 반월상 연골 단독 손상 

군에서 4명（22.2%）,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 손상군에 

서 1명（20%）이었으며 외측 반월상 연골 단독 손상군에서 

는 골타박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양한 형태의 파열에서 골 

타박이 발견되었다. 다섯 명의 반월상 연골 파열 양상은 각 

각 수평 파열,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경사 파열, 복합 파 

열이었다. 수상 원인으로는 스포츠 관련 손상, 보행자 교통 

사고, 낙상 등이었으나 상세한 외상 기전은 후향5] 연구의 

성격상 파악이 불가능 하였다（Table 2）.
자기공명영상 사진에서 모든 골타박은 슬관절 내측 구획 

의 중간 변연부에 나타났으며 2례에서는 경골 내측 고평부 

의 후방까지 이어져 있었다. 골타박의 위치는 경골 내측 고 

평부, 2례, 경골 내측 고평부와 대퇴골 내과, 3례였다. 골 

타박을 가진 5례 중 3례에서는 자기공명영상 사진에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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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tailed Data of Patients with Bony Contusion

NCase Sex/Age
(yrs)

Injury Imerv 지 

(months)
Types of tear Bony contusion

1 F/31 sports injury 16 days post, horn, complex(MM) mfc & mtp
2 F/51 MVA 1 midportion, complex(MM) mfc & mtp
3 M/36 sports injury 3 midportion, horizontal(MM) mfc & mtp
4 M/36 MVA 12 bucket handle(MM) mtp
5 F/50 fall down 1 bucket handle(MM) mtp

post, horn oblique(LM)

Interval: from the injury to MRI scan MM: medial meniscus
LM: lateral meniscus mfc: medial femoral condyle
mtp: medial tibial plateau MVA: motor vehicle accident

Fig. 1. A coronal T2-weighted MR image demonstrates a typi
cal bone contusion in the midpoint of medial tibial 
plateau and meniscotibial ligament tear(arrow).

측 반월상 연골의 반월상 연골-경골 인대(meniscotibial 
ligament) 손상 징후를 관찰할 수 있었다(Fig. 1).

고 찰

골타박은 임상적으로 외상 후 지속되는 통증과 관절 종창 

의 흔한 원인이 되며項” 자기공명영상에서는 외상의 작용 

기전을 알 수 있게 하며 연부 조직의 손상을 나타내는 간접 

징후로서의 역할3,을 한다. 골타박의 빈도는 내측 측부 인 

대 손상에서 35〜45%”如, 전방 십자 인대 손상에서는 

56〜85%唄心皿로서 외상성 장애를 가진 슬관절의 자기공 

명영상 사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병변중 하나이다. 외상과 

관련된 골타박은 주로 관절의 외측 구획에 발생하며mm 주 

병변에 따른 독특한 양상을 가짐으로 전방 십자 인대四七 

내측 측부 인대'3, 슬개골 외측 탈구ma 등의 손상을 진단 

하는데 도움을 준다.

반월상 연골 파열과 연관된 골타박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며 반월상 연골 단독 손상과 관련된 연구는 지금 

까지 보고 된 바 없다. 1999년 Kaplan 등出은 전방 십자 

인대 파열을 동반한 슬관절에서 경골 내측 고평부의 후방에 

나타나는 골타박은 내측 반월상 연골의 후각부 파열을 시사 

하는 중요한 소견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반월상 연골 단독 파열에 관한 것이 아니며 안정된 슬관절 

에서 발생한 반월상 연골 파열의 진단에는 적용할 수 없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보면 반월상 연골 단독 파열에서는 골타 

박의 발생 빈도(11.9%)가 매우 낮으며 전방 십자 인대, 

내측 측부 인대 등 다른 연부 조직의 손상 때와는 달리 관 

절의 내측 구획에 발생하는 특징적 양상을 보였다.

골타박은 자기공명영상에서 Tl-weighted 영상에서 낮 

은 신호강도를, T2-weighted 영상에서는 증가된 신호강 

도를 보이며조직학적으로는 해면골의 미세 골절과 골수 

내 출혈, 부종 또는 충혈이 발생한 상태이다®". 측부 인 

대 손상에 동반된 골타박이나 단순 골타박은 수상 후 

4〜12개월경에 대부분 소실된다an "/〉. 반월상 연골 단독 

파열을 유발하는 외상은 대부분 회전력으로® 십자 인대나 

측부 인대를 파열 시키는 외력과 비교하면 강도 면에서 훨 

씬 약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골타박은 다른 인대 

손상에 동반된 골타박과 비교하여 크기가 작고 신호 강도가 

낮으며 수상 후 12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지 않았다는 점 

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내측 측부 인대는 굴곡 된 슬관절에 강한 외전력이 가해 

질 때 파열되며5必반월상 연골은 경골이 고정되고 슬관절 

이 굴곡 된 상태에서 대퇴골에 회전력이 가해질 때 파열 

된다顾 골타박은 외력이 직접 가해진 곳뿐만 아니라 견인 

력(내측 측부 인대 파열에서 관절 내측에 발생하는 골타 

박/〉또는 인접한 골간의 충돌(전방십자인대 파열에서의 

kissing 병변)"과 같은 간접력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하 

다. 골타박을 가진 5명의 환자 가운데서 내측 측부 인대 

부분 손상을 동반한 3례에서는 회전력과 외전력에 의하여, 

나머지 2례에서는 회전력에 의하여 골타박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한다. 대퇴골의 회전에 의하여 슬관절에서는 경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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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 간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대퇴골 내과에 비하여 해 

부학적으로 약한 경골 고평부⑵에 골타박이 보다 많이 발 

생하게 된다.

반월상 연골 단독 파열에서 관찰되는 골타박은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하다. 특히 내측 측부 

인대의 부분 손상 소견을 가지고 있는 3명의 환자에서는 

골타박이 내측 측부 인대 손상에 따른 견인력에 의하여 발 

생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3명의 환자 모두 내측 

측부 인대 파열에서 관찰되는 슬관절 외측 구획의 뚜렷한 

골타박以2＞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5명 중 나머지 2명의 

환자에서는 내측 측부 인대 손상 소견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월상 연골 단독 파열에서의 골타박 발생은 내측 

측부 인대 손상과 관련이 없다고 본다.

반월상 연골 파열은 크게 외상성과 퇴행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횡 파열과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을 포함한 종 파열은 

대표적인 외상성 파열이며 수평 파열과 복합 파열은 퇴행성 

파열이다气 본 연구의 대상에는 내측 반월상 연골 수평 파 

열을 가진 2명의 환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한 명은 외측 반 

월상 연골에 횡 파열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다른 한 명은 

내측 반월상 연골 수평 파열만 가지고 있었다. 수평 파열만 

가진 환자는 스키 하강 도중 비틀림 손상을 당한 병력을 가 

지며 사고 전 까지는 슬관절 통증을 전혀 가지지 않았으나 

사고 후부터 내측 슬관절에 국한된 동통과 관절 종창 소견 

이 나타났다. 저자들은 이 환자의 병력으로 보아 사고 당시 

환자는 반월상 연골에 퇴행성 변화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으 

며 외상에 의하여 수평 파열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수평 

파열이 더욱 커졌을 것으로 생각하여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 

다. 같은 이유로 복합 파열에서도 종 파열 또는 횡 파열과 

같은 외상과 관계있는 형대가 주된 요소일 경우에는 외상성 

파열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환자들은 퇴행성 변화를 

동반치 않은 다른 환자들 보다 더 약한 외력을 받았을 가능 

성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 환자들은 수상 후 평균 1.2개월에 자기 

공명영상 촬영을 하였지만 기간의 범위는 1일부터 12개월 

까지 매우 넓은 편이다. 따라서 기간이 오래된 일부 환자에 

서는 골타박이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 

가 골타박의 실제 발생 빈도보다 낮게 나왔을 수 있다. 그 

러나 단순 골타박의 최단 소실 기간을 4개월로 가정하면 

대상 환자 가운데서 자기공명영상 촬영 시점이 이 기간을 

넘은 환자는 5명뿐이며 수상 후 12개월 된 환자에서도 골 

타박이 관찰된 것으로 보아 본 연구의 결과와 실제 발생 빈 

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 론

외상성 반월상 연골 단독 파열에서 골타박은 발생 빈도 

면에서 슬관절의 다른 연부 조직 손상 때와 비교하여 매우 

낮으며 지속 기간은 수상일로 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 

는 것으로 보인다. 골타박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연관 

되어 있으며 슬관절 내측 구획의 경골 및 대퇴골에서 관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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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외상성 반월상 연골 단독 손상을 가진 슬관절에서 골타박의 발생 빈도와 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외상성 반월상 연골 단독 파열로 진단 및 수술을 받은 42명 환자（42례 슬관절）의 자기공명영상 

（MRI）과 병록지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평균 연령이 33.7세, 외측 또는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각각 19례, 

18례 그리고 양측 파열이 5례였다. 골타박의 발생 빈도와 위치, 골타박과 반월상 연골 파열 형태와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

결과: 골타박은 5례（11.9%）에서 발견되었다. 골타박은 관절의 내측 구획 중간에 위치하였으며 내측（4례） 또는 

양측（1례） 반월상 연골 파열을 가진 슬관절에서 발생하였고 다양한 파열 형태에서 골타박이 관찰 되었다.

결론: 외상성 반월상 연골 단독 파열에서 골타박은 발생 빈도가 매우 낮으며 수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실되 

는 것으로 보인다. 골타박은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과 연관되어 있으며 슬관절의 내측 구획에 발생한다.

색인 단어: 반월상 연골 파열, 골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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