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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천공술을 이용한 슬관절 관절 연골 손상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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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of Artic비ar Cartilage Defects of 자比 Knee with Micro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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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evaluate the clinical results after microfracture surgery for full-thickness chondral lesion of the knee.
Materials 효nd Methods: Thrity-seven patients, who had underwent microfracture surges for fulRhickn^ss chondral lesion of the 

knee between January 1999 and December 2005, were reviewed. Their mean age at the time of operation was 31 years (range, 21-38 
years) and mean follow up period was 2.7 yeare. All patients were reviewd every 6 months after operation. Clinical outcomes were 
evaluated by activity of daily living (ADL), Tegner activity scale, International Knee Documentation Committee (IKDC) knee exam
ination form, Lysholm score and satisfaction of treatment.

Results: ADL and Tegner activity score improved in 83% of patients during first 18 months, but decreased during next 6months. 
IKDC score improved from 58 points at operation time to 86 points after 12 months, but decreased to 79 points and 68 points at 18 
and 24 months after operation, respectively. Also, Lysholm score improved from 61 points at operation time to 89 points after 12 
months, to 92 points after 18 months, but 73 points after 24 months. At the last f이iow』ip, 22 patients were excellent or good in satis
faction of 技eamient, whereas 12 patients were fair, 3 patients were poor.

Conclusion: Microfracture surgery for full-thickness chondral lesion of the knee has a good functional improvement for first 12 
months after operation, but its effectiveness has decreased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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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슬관절에서 관절 연골 결손의 치료를 위한 미세 천공술 

(microfracture)은 마멸술(abrasion)이나 천공 성형술 

(drilling arthroplasty)에 비흐卜여 몇 가지 기술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 이는 연골하골을 보존할 수 있으며 수술할 때 송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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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함으로써 연골에 열에 의한 괴사가 발생하는 문제점 

을 배제할 수 있다如. 전층(full-thickness)의 관절 연골 병 

변의 미세 천공술 치료는 골수 성분을 자극하여 세포 단위에 

서 형태학적으로 연골세포로 분화하고 연골의 결손부위를 채 

움으로써 치료 효과를 갖게 된다削. 임상에서도 미세 천공술 

의 시술 이후 슬관절의 동통과 부종, 그리고 생활에서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 

고 있으나 그 치료 기간에 따른 치료 효과의 변화를 기술한 연 

구는 드물다2七 저자들의 치료 경험에서 단기적으로 의미 있 

게 결과의 향상을 보였으나 장기간의 관찰 중에 수술 전에 비 

하여 크게 달라지 지 않는 예를 흔하게 볼 수 있 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슬관절에서 미세 천공술을 이용하여 

전층 관절 연골 병 변을 치료하고 추구 검진의 기간에 따라 변 

화하는 임 상적 결과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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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

1. 환자 선정 (Patients selection)

1999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본원에서 슬관 

절 동통을 호소하여 내원한 환자중 관절 연골 병변이 의심되 

는 환자을 선정하였다. 이 중 보존적 요법을 시행하였으나 동 

통이 심하여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환자를 대상으로 슬관 

절경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 중 슬관절경상 관절 연골 병변이 

보여 미세 천공술를 시행한 123명을 선별하였다. 이 중 슬개 

골에 연골 결손이 있거나, 슬관절 인대의 손상으로 불안정성 

이 있는 경우, 심한 부정렬을 가진 경우(〉10°), 반월상 연골을 

전 절제한 환자들을 제외하고 남은 53명의 환자을 선정하였 

고 이 중 지속적으로 추시 관찰된 47예를 재선정하였다. 18세 

미만이거나 4。세 이상인 환자를 배제하여서 37예가 추시 관 

찰되었다. 환자들의 추구 검진 기간은 평균 2.7년 (2~4년)이 

었으며, 남자가 28명, 여자가 9명이었고 평균 나이는 31세 

(21〜38세)이었다. 증상이 발현되어 수술이 결정되어 시행하 

였을 때까지의 기간은 3개월에서 17개월의 범위를 보였다. 외 

상의 병력은 27예에서 보였으며 주로 22예는 스포츠 활동을 

통한 경미한 외상이었고, 나머지 5예에서는 교통사고의 과거 

력이 있었다. 나머지 10예는외상의 병력이 없었다.

수술은 슬관절의 통증과 부종이 심해지고 생활에서 활동에 

제한을 보이는 환자에게 시행하였으며 모두 한 수술자에 의 

해서 시행되 었다. 수술 중에 병소의 위치와 크기 등을 기록하 

였고, 수술 후 동일한 재활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2. 기능 평가 (Functional outcome)

슬관절 기능의 만족도에 대한 결과의 평가는 질문서를 작 

성하여 입원 전이나 입원 당시에 환자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 

였다. 주관적인 동통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visual analogue 

scale(VAS)을 통해서 점수화 하였다. 이는 동통이 없으면 0 

에서부터 참을 수 없는 가장 큰 동통을'10으로 하였다； sport 

level은 Tegner Activity Scale와 activity of daily liv

ing (ADL)을 통해서 시행하였다. Tegner Activity Scale 

은 활동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5단계는 최소한 주 2회이상 조 

깅과 자전거 운동과 같은 운동에 해당되며, 6단계는 최소한 

주 5회이상 테니스와 배드민턴과 같은 운동을 할 수 있는 것 

이다. 반면에 2단계는 가벼운 가사 노동이나, 보행등이 포함 

되며, 3단계는 간호 활동과 같은 가벼운 노동을 할 수 있는 것 

이다. ADL은 activities of daily living scale of the 

Knee Outcome Survey"，을 이용하여 단계별로 점수화하였 

다. 기능적인 평가는 수술 전과 수술 후의 IKDC knee form, 

Lysholm scores를 이용하였다. IKDC는 의료진에 의해서 

측정 이 되 었으며, Lysholm scores는 환자들이 본인의 슬관 

절의 기능을 평가함으로 측정이 되 었다. 0에서 100까지 점수 

화되며, 95에서 100까지가 우수, 84에서 94까지가 양호, 65 

에서 83까지 보통, 65이하가 불량으로 측정할 수 있다. 최종 

적으로 치료의 만족도를 질문서를 바탕으로 우수(excel

lent), 양호(good), 보통(fair), 불량(poor)로 나누어 조사하 

였다. 모든 평가는 수술 전, 수술 후 1년, 1년 6개월, 그리고 2 

년에 동일하게 시행하여 비교하였다.

3. 재활 프로그램 (Rehabilitation program)

모든 환자는 수술 후 한냉 치료와 continuous passive 

motion(CPM)을 시작하였다. CPM은 처음에는 10~70°의 

관절 운동 범위로 시작했다. 관절 운동 범위가 완전히 될 때까 

지 통증을 참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10-20° 정도로 관절 운 

동 범위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켰다. CPM은 약 일주일간 시행 

하였다. 등척성 운동(Isometric exercise)와 제한적 역동적 

대퇴사두■근 운'동(Limited dynamic quadriceps training) 

역시 수술 후 즉시 시행하였다. 목발을 이용하여 부분 체중 부 

하 보행 (touchdown weight bearing ambulation)을 병 변 

의 크기와 위치을 고려하여 4~6주경부터 시작하였다. 체중 

부하의 정도을 점차 늘려서 8주에는 전 체중 부하 보행을 하 

도록 하였다.

4. 통계 분석 (Statistical analysis)

수술 전과 후 그리고 각 추구 검진 기간에 따라 VAS 

score, ADL, Tegner activity scale, IKDC score, 

Lysholm score등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서 각 변수을 

paired 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골의 해부학적인 결 

손 위치와 병소의 크기등이 Lysholm score와 상관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chi-square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사 

용하였고 이를 SAS Enterprise Guide 4을 통해서 분석하였 

다.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로 하였다.

결 고卜

1. Surgical findings

병소는 대퇴골 내측과가•가장 많았으며 72%'〈26예)를 보 

였다. 그 다음은 외측과로서 21% (8예) 이었다. trochlear 

groove는 1이。(3예)를 나타내었다(Fig. 1). 병소의 크기는 

평균 306 mm2 (100-500 mH)이 었다(Table 1).

2. 기능 평가 (Functional outcome)

슬관절의 동통은 VAS score로 비교하였을때 수술 전 평 

균 8.5점에서 수술 후 1년 이내에 1.53점으로 82%,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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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1.7점으로 80% 호전되었으나 2년에는 3.23점으로 62%로 

감소하였다(p=0.023D. ADL은 수술 전 43이 었고 수술 후 1 

년에 86, 1년 6개월까지 83정도로 호전되 었으나 2년에는 66 

로 감소하였고(P=0.0151) Tegner activity scale은 수술 

전 평균 2.4단계에서 수술 후 1년에 7.4단계, 1년 6개월에 6.7 

단계로 호전되었으나, 2년째에는 3.8단계로 감소하였다 

(P=0.0151) (Table 2).

IKDC score는 수술 전 58에서 수술 후 1 년에 86,1년 6개 

월에는 79, 그리고 2년에는 68로 감소하였다 (p=0.0247). 

Lysholm score는 수술 전 61에서 수술 후 1년에 89, 1년 6 

개월에 92 이었으나 2년에는 72으로 감소하였다 

(P=0.171) (Table 3). 관절 연골의 해부학적인 결손 부위는 

Lysholm score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주지 않았으며, 병소 

의 크기도 같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P=0.0723). 병소의 크기 

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연골의 결손 범위가 넓지 않 

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최종 추구 검진 시기에 슬관절의 기능은 우수 내지 양호가 

22여】(59%), 보통 12예 (32%), 불량 3예(9%) 이었다. 본 연 

구에서 미세 천공술 치료와 연관된 수술 후 합병증은 없었다.

고 찰

관절 연골의 결손에 대한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소개되 

었다wwig% 치료의 근본 목적은 관절면을 손상되기 이전 

상태로 회복하고 염증과 관절내 삼출을 억제하며, 관절 운동

미세 천공술을 이용한 슬관절 관절 연골 손상의 치료 ■ 신성일 외 

에서 통증이 없는 상태가 되어 궁극적으로 인공관절로 치환 

하는 필요성도 없애거나 연기시키는 것이다. 미세 천공술의 

장점은 우선 침습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지고, 기술적으로 간 

단하다. 더구나 비용이 적게 들며, 연골하골 종판(subchon

dral bone plate)을 보전하고, 무엇보다도 다음 치료를 할 가 

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저자들은 치유 기간 

이 느리며, 재활기간도 길고, 회복된 관절 연골 조직이 초자 

연골보다는 주로 섬유 연골로 채워진다는 미세 천공술의 단 

점을 보고하였다"皿財七

미세 천공술 이후에 재생되는 조직의 질은 아직까지 논란 

의 여지가 있다. 재생 조직에서 type 2 교원질 생성이 상대적 

으로 많은 사실은 기초 연구에 의해 이미 밝혀져 있다"气 그 

러나 Shapiro 등◎ 은 미세 천공술 후에 형성된 재생 조직은 

대부분 섬유 연골이며 교원질 섬유 등은 남아있는 연골과 결 

합이 잘 이루어지질 않아서, 재생 조직은 전단응력(shear 

stress)에 취약성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파괴되기 쉬운 경 

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 새로 형성된 조직은 관 

절 연골의 성숙을 억제하는 type 1과 2 교원질들이 혼합되 어 

구성을 이루고 있는 사실을 관찰하였다皿1濟 더구나 실험 동 

물을 이용한 연구。绊方는 재생 조직의 부피가 미세 천공술의 

시행 후 평균 64%이고 이 조직의 59%는 유사섬유조직 혹은 

섬유연골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보고 

들은 미세 천공술에서 재생된 조직의 내구성에 대한 관점으 

로 보면 의문이 생기며 더구나 구성 성분도 관절 연골의 완전 

한 복제로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정상 관절 연골과 동일한

Ta비e 1. Anatomic distribution of the chondral lesions, the majority of the chondral lesions were located in the medial femoral 
condyle

Medial condyle Lateral condyle Trochlear groove

Case (%)
Size (mm2)

26 (72%)
312

8(21%)
296

3(7%)
275

Table 2, Improvement ratio of pain and ADL sport activity were checked at postoperative 1 year, 1 year and 6 months, 2 years

Pre-OP Post-OP 1 year Post-OP 1 yr 6 month P샤st-OP 2 years

VAS score (improvement ratio of pain) 8.5 1.53 (82%) 1.7 (80%) 3.23 (62%)
ADL 43 86 83 66
Tegner activity score 2.4 7.4 6.7 3.8

Table 3. IKDC score and Lysholm score were checked at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1 year, 1 year and 6 months, 2 years

Pre-OP Po^t-OP 1 \ear Post-OP 1 yr 6 months OP 2 \cars

IKDC score 58 86 79 68
Lysholm score 61 89 92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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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인 특성을 갖지 못한다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들 

은 저자들의 1년 6개월 추구 관찰 기간까지는 관절의 증상과 

기능을 개선시켰다. 몇몇 보고心物에서 미세 천공술을 시술한 

후 관절 연골의 결손이 2/3 가량만 재생된 연골 조직으로 채 

워져 있었으며 모든 환자에 있어서 불완전한 충만에도 불구 

하고 슬관절의 기능이 의미있게 향상되었다. 이것은 병변에 

서 재생된 조직으로 완전하게 충만되어야 하는 것이 최소한 

단기간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충만 정도가 클수록 임상적 향상을 위한 

기회를 상승시킨다는 보고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後.

본 연구는 최소 평균 2.7년간 관찰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미세 천공술 치료 후 초기에 여러 가지 슬관절의 기능적인 지 

표들의 상승을 보여 주었다. 기존의 보고*。.®场는 대체로 

70%에서 95%까지의 기능적인 향상을 보여 저자들의 수치와 

비슷한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미세 천공술 치료 후 2년이 경과 

하였을 때 통증을 호소하는 비율이 다시 증가하고 계단 오르 

내리기, 쪼그려 앉기 등과 같은 ADL 수행에서 점진적인 제 

한을 보였다. 기능을 나타내는 IKDC scores 나 Lysholm 

scores 모두 수술 후 1년 시기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본 연구 

와 유사한 내용을 일부 논문»에서 볼 수 있는데 연구 대상의 

선택은 다소 다르지만 레크리에이션 운동선수에서 미세 천공 

수술 후 3년이 되었을 때 통증에 대한 점수가 감소하고 80% 

의 환자에서 Tegner scores가 감소하는 것을 보고하였다也 

이러한 기능적인 점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밝 

혀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차 관절경 검사에서 연골의 결손 

부위가 재생된 연골 조직으로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는 경우 

를 확인하기도 하는데 슬관절의 기능이 악화된 몇 명의 환자 

에서 더 흔하게 볼 수 있었으며祯, 미세 천공술의 치료 후에도 

연골하골의 노출이 8%~35% 지속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 

한 연구들은 저자들이 수술한 환자에서 2년 이상의 추구 검진 

과정 중 슬관절의 기능이 감소하는 원인을 관절 연골의 결손 

부위에서 재생 조직이 불충분하게 채워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는데 참고 문헌은 되 었다. 그러나 확실한 근거가 되는 

증거로 보기에는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사실에 국 

한하지 않고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은 여 러 요소들에 의하여 

중복된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저자들의 연구는 미세 천공술을 시행한 후 관절 연골의 결 

손 부위를 채워주는 조직이 무엇인지 또는 결손 부위에 원하 

는 조직으로 충분하게 충만되 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없었으며 

수술 후 단지 증상과 관절 기능이 시기에 따라 어떤 변화를 가 

져왔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결과에 미치는 많은 변수에 

대한 규명을 위하여 향후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결 론

슬관절의 관절 연골 손상에서 미세 천공술 치료는 수술 전 

에 비하여 슬관절의 기능 향상은 1년 이내에 가장 뚜렷하였으 

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진적으로 효과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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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슬관절에서 미세 천공술을 이용하여 전층 관절 연골 병변을 치료하고 추구 검진의 기간에 따라 변화하는 임상적 

결과를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9년 1 월 1 일부터 2005년 12월 31 까지 본원에서 슬관절경 수술과 미세 천공술로 치료한 123예의 전 

층 관절 연골 병변 환자 가운데 연구에 적합한 37예를 선정하였다. 평균 2.7년 추구 검진을 하였으며 , 남자는 28명 여자 

는 9명 이었匚F. 평균 나이는 31 세 (21~38세)로 비교적 젊은 연령을 선정하였다. 외상의 병력은 27예에서 보였으며, 10예 

에서는 외상력은 없었다. 수술 시에 모든 환자들의 병소 위치와 크기를 기록하였다. 또한 결과의 평가는 질문서를 작성하 

여 activity of daily living(ADL), Tegner activity scale, IKDC knee form, Lysholm score, 최종적 추구 검진시 치료의 만족 

도 등을 기록하였다. 모든 평가는 수술 후 1 년, 1 년 6개월 그리고 2년에 동일하게 시행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결과: 슬관절의 동통은 수술 후 1년 이내에 82%, 1 년 6개월에 80% 호전되었으나 2년에는 62%로 감소하였다. ADL과 

Tegner activity scale는 1 년 6개월까지 환자군의 83%에서 호전되었으나 2년에는 66%로 감소하였다. IKDC score는 수술 

전 58에서 수술 후 1 년에 86,1 년 6개월에는 79, 그리고 2년에는 68로 감소하였다. Lysholm score는 수술 전 61 에서 수술 

후 1 년에 89, 1 년 6개월에 92이었으나 2년에는 73으로 감소하였다. 최종 추구 검진시 슬관절의 기능은 양호 내지 우수가 

22예(59%), 보통 12예 (32%), 불량 3예(9%)이었다.

결론: 슬관절의 관절 연골 손상에서 미세 천공술 치료는 수술 전에 비하여 슬관절의 기능 향상은 1 년 이내에 가장 뚜렷 

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직적으로 효과가 감소하였다.

색인 단어: 슬관절, 관절 연골 손상, 미세 천공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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