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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판형 내측 연골판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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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이d Medial Meniscus Rupture 
-Case report -

Jung-Man Kim, M.D., Ph.D., Dong-Hui Kim, M.D., Bae-Gyun Kim, M.D.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Kang-Nam St. Mary9 s Hospita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medical, Seoul, Korea

Although the lateral discoid meniscus of the knee has been observed frequently, the discoid medial meniscus has rarely been 
reported in the literature. A discoid medial meniscus with the horizontal tear and the peripheral tear of upper lip were observed. This 
tear pattern is not usual in the lateral discoid meniscus as well as in the normal meniscus. A plausible mechanism of the tear pattern 
compared with the normal shape and the discoid lateral meniscus was discussed in the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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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슬관절에서 외측 원판형 ,연골판은 비교적 흔하며 동양인 

에서 16.6%〜30%까지 발견되나, 내측 원판형 연골판에 

대한 국내의 보고는 많지 않고 또 보고된 증례의 파열 형태 

와 그 기전에 대한 토론을 찾아보기 힘들다商. 이에 내측 

원판형 연골판의 복합 파열에 대해 치험한 1 예에 대해 문 

헌 고찰과 함께 증례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보고

43세 남자 환자로 좌측 슬관절 동통이 외상력 없이 7개 

월 전부터 발생하였으며 3개월 전부터 심해져 내원 하였 

다. 잠김이나 슬부 무력감 등의 증상은 없었으며 5분 정도 

걸으면 동통이 발생하였다. 이학적 검사 상 부종은 없었으 

며, 내측 관절선의 전방과 중간에 압통이 있었고 

McMurray 검사는 음성이었으며,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 

는 정상 소견을 보였다. 또한 슬관절부 자기공명영상 소견 

상 연속적인 3영상에서 전각부와 후각부가 연결을 보이는 

원판형 내측 연골판 양상을 보였으며, 후각부 및 중간부의 

수평 파열 및 수평 파열 상연 변연부의 종상 파열이 동반된 

소견 관찰되어(Fig. 1-A,B) 관절경 검사를 시행하였다. 관 

절경 소견 상 Watanabe 분류, 완전형의 원판형 내측 연 

골판이 관찰되었으며, 파열 양상이 일반적인 피판 파열 소 

견과는 다른 실질 내 수평 파열과 상연의 유리면이 아닌 변 

연부의 종 파열을 동반한 복합 파열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Fig.2-A,B). 이에 대해 상순과 중심부를 포함하는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고 찰

슬관절의 원판형 내측 반월상 연골에대한 보고는 Cave 
와 Staples 등에 의해 1941년 처음 보고 된 이래 현재까 

지 70여예가 보고 되고 있다아직 정립된 파열 양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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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RI view. (A) Sagittal magnetic resonance image of the discoid medial meniscus is shown with a block-like appearance and 
horizontal tear. (B) This view shows that medial discoid meniscus extend into intercondylar notch and does not complete
cleavage with the peripheral longitudinal tear of upper lip.

Fig. 2. Arthroscopic finding. (A) This photography shows that the complete discoid medial meniscus with intact free margin 
approach the lateral intercondylar notch of the medial femoral condyle and was retracted by arthroscopic probe. (B) This pho
tography shows the fraying of the periphery of medial meniscus with longitudinal tear.

대한 분류 및 빈도가 보고 되지는 않았으나 지금까지의 파 

열 양상은 수평 파열(horizontal tear), 종 파열(longi
tudinal tear), 횡 파열(transverse tear), 양동이 손 

잡이형 파열(bucket handle tear), 피판 파열(flap 
tear), 복합 파열(complex tear)과 같은 정상적인 반월 

상 연골 손상에서도 발견되는. 소견과 수평 파열과 동반된 

상순(superior lip)의 변연부 횡 파열이나 횡 파열에 동반 

한 상연의 종 파열 또는 상연의 미란과 같은 독특한 양상 

의 파열이 소개되고 있다空財.'。〉. 한국인에서는 13례가 보 

고 되고 있으나 본 증례와 같은 파열 형태는 보고 되지 않 

았다

정상형의 반월상 연골 파열의 손상 기전은 슬관절이 굴곡 

회전했다가 신전하면서 연골판이 대퇴경골 관절사이에 끼이 

게 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a. 또한 연골판에 

가해지는 힘에 따라 축성 압박력에 의해서는 종 파열, 전단 

력(shear force)에 의해서는 수평 파열과 사상 파열 

(radial tear)이 발생 한다% Smillie©는 원판형 연골판 

에서는 대퇴경골 관절의 회전력이 없이도 굴곡 신전 운동만 

으로 수평파열이 일어나며, 종 파열 또한 수평 파열과 잘 

동반되어 발생하며 정상 연골판과는 달리 파열 부위가 변연 

부보다 중앙부에 잘 발생하고, 또 하연에서 잘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내 외측을 구분하여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원판형 연골판의 경우 파열의 빈도가 높아지며 

파열 양상 또한 넓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본 증례에서 

관찰된 원판형 내측 연골판의 수평 파열과 상순의 변연부 

종파열 소견은 굴곡 신전 시 전단력에 의한 수평 파열과 경 

골부에 고정된 상태에서 회전하는 축성 압박력을 받아 상순 

의 종파열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측 되며 또한 외측 원판형

—52 —



반월상 연골보다 넓고 이동성이 적어 파열 양상이 다를 것 

으로 추측된다.

원판형 연골판은 Watanabe 분류를 가장 흔히 사용하고 

있으며 완전형(complete), 불완전형(incomplete), 
Wrisberg형이 있으며, 본 증례에 있어서는 경골 고평부를 

완전히 덮고 있는 완전형에 해당된다.

발병 시기는 외측 원판형 반월상 연골이 연소기인 반면 

증상이 있는 내측 원판형 연골판의 65%가 18세 이상이 

며,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외측 원판형 연골판이 탄발음인 

데 반해, 원판형 내측 연골판은 반월상 연골 파열의 증상과 

비슷한 내측 관절선의 동통, 간헐적 부종, 잠김, 무력감, 

신전장애 및 관절선의 압통 등이다.

방사선소견은 흔히 비특이적이며 , 자기공명영상의 촬영이 

최선의 검사방법이다. 외측 원판형 반월상 연골과 마찬가지 

로 시상면상에서 최소한 연속되는 3 영상 이상에서 전후각 

부의 연속적인 연골판을 볼 수 있으며 관상면상에서 과간 

절흔까지 연장되는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진 연골판으로 진단 

이 7］능하다.

비록 많은 치료 방법이 보고 되고 있지는 않지만, 파열이 

없으면 추적관찰을 하고 파열이 있으면 연골판 부분 절제술 

과 연골판 성형술(partial meniscectomy & contour
ing of discoid medial meniscus)을 시행하여 좋은 결 

과를 얻고 있다% 이에 저자들 또한 수평 파열과 변연부 종 

파열을 보인 내측 원판형 연골의 상순과 중심부를 포함하는 

부분 절제술을 시행 후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요 약

비교적 드문 내측 원판형 반월상 연골을 관찰하였으며 또 

한 흔하지 않은 파열 양상과 손상 기전에 대해 논하였고 부

원판형 내측 연골판 파옅 • 김정만 외

분 절제술을 시행하여 만족할 결과를 보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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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에서 외측 원판형 연골판은 흔히 발견되고 있으나, 내측 원판형 연골판의 빈도 및 보고가 드물다. 본 증례 

에서는 수평 파열과 더불어 상순에 국한된 변연부 파열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정상의 반월상 연골뿐만 아니라 원판 

형 외측 반월상 연골에서도 보기 드문 형태이다. 다른 정상 연골판이나 원판형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형태와 비 

교하여 본 증례의 파열 기전을 논하였다.

색인 단어: 슬관절, 원판형 내측 연골판,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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