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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상 연골판은 정상 슬관절 기능에 매우 중요한 구조물이

다. 그러나 연골판 손상시 아전 또는 전 전제술을 시행한 경우

반월상 연골판으로 전달되는 스트레스가 연골로 직접 전달이

되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2,6,10). 이러한 합

병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전 또는 전 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

중 통증과 부종이 있는 환자에서 연골판 이식술이 시행되어져

왔다17,24). 연골판 이식술의 단기 추시 임상적 결과는 양호하다

고 보고되고 있으며, 중장기 추시 결과 보고는 드물지만 Wirth

등28)은 술 후 14년 추시상 Lysholm 점수가 평균 75±23으로

양호한 결과를 보고 하 다. 그러나 동종 반월상 연골판의 선

택, 크기, 고정 방법 등 많은 인자가 임상적 결과에 향을 미친

다는 보고들이 있어왔다7,12,19). 본 저자들은 연골판 이식술 후

중∙장기 추시 임상적 결과와 예후 인자를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및 방법

1. 연구 상 및 수술 방법

1999년 12월부터 2002년 9월까지 동종 반월상 연골판 이

식술을 시행한 총 25례를 상으로 하 으며, 모든 환자는 이

식술 전 반월상 연골판 아전 혹은 전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우

측 11례, 좌측 14례, 외측 반월상 연골판 19례, 내측 반월상 연

골판이 6례 이었으며, 환자의 평균연령은 33.6세(17~50세)

고 남자가 18례, 여자가 7례 다. 연골판 아전 혹은 전 절제술

시행한 원인 질환으로 외상으로 인한 복합 파열이 10례, 양동

이 손잡이형 파열 7례 고, 원판형 연골판 5례, 퇴행성 병변과

동반된 파열 3례 다. 동반된 인 손상으로는 전방십자인 파

열이 10례, 후방십자인 파열이 1례 으며, 전례에서 신선 동

결 아킬레스 동종건(Fresh Frozen Achilles Allograft)을 이용

하여 재건술을 시행하 다.

동종 반월상 연골판 이식술을 시행할 적절한 적응증은 반월

상 연골판 아전 혹은 전 절제술을 시행 후 지속되는 관절면의

동통을 호소하고, 조기 연골 변화를 보이며, 정상적인 해부학

적 정렬을 가진 안정된 슬관절을 선택하 다. 관절염 정도는

방사선 소견과 관절경 소견으로 판단하 고, Outerbridge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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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동종 반월상 연골판 이식술 후 중∙장기 추시 결과를 보고하고, 예후 인자를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및 방법: 1999년 12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신선 동결 동종 연골판을 이식한 24명 환자, 25례를 상으로 하 다. 외측

반월상 연골판 19례, 내측 반월상 연골판 6례 다. 평균 연령은 33.6세 (17~50세) 으며, 추시 관찰은 평균 54.8개월 (6~116

개월)이었다. 술 전 방사선 사진에 mm 표시된 전∙후방 사진을 얻어 반월상 연골판의 크기를 측정 하 다. 외측 반월상 연골

판은 열쇠 구멍 고정 방법으로(Key hole method) 고정하 으며, 내측 반월상 연골판은 양 골 조각 고정술(double bone plug)

방법으로 고정하 다. 전례에서 KASS (knee assessment scoring system)과 Lysholm knee score를 이용하여 임상적 결과

를 평가하 고 Tegner activity scale을 이용하여 스포츠 회복력을 조사하 다.

결과: 모든 환자에서 술 전 증상은 호전되었다. KASS score는 술 전 평균 61.7점(34~80점)에서 술 후 평균 83.8점(61~95점)

으로 호전되었으며, Lysholm knee score는 술 전 평균 77.7점(48~79점)에서 술 후 평균 87.7점(63~97점)으로 향상되었다

(우수 3례, 양호 17례, 보통 4례, 불량 1례). 통증을 동반한 부종이 2례, 감각 이상 1례, 비흡수성 봉합사에 의한 육아종이 1례

발생하 다. 총비골신경 마비가 1례 발생하 으나 술 후 6주에 회복이 되었다.

결론: 반월상 연골판 아전 또는 전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동종 반월상 연골판 이식술은 동통을 완화 시키고, 슬관절의 기

능을 향상시킨다. 술 전 정확한 반월상 연골판의 크기 측정과 술 중 견고한 고정은 좋은 임상적 결과를 위한 중요한 인자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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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 2등급 이하의 관절염을 보이는 환자를 상으로 하 다.

단순 방사선 사진은 mm 표시된 자를 방사선 필름 카테터에 고

정 후 정 전∙후면과 측면사진을 cone down 상을 촬 하여

근골격계 방사선 전문의에 의뢰하여 이식 연골판의 크기를 결

정하 으며(Fig. 1), 동일한 크기의 신선 동결 동종 반월상 연

골판(RTI�, Inc. Alachua, USA)을 이식하 다.

외측 반월상 연골판은 골교(bone bridge) 방법으로 고정하

으며, 내측 반월상 연골판은 양 골 조각(double bone plug)

방법으로 고정하 으며, 정리된 이식 연골판 변연부는 5 mm

간격으로 비흡수성 봉합사로 모두 8개의 봉합을 실시하 다.

술 후 1일째 0도에서 90도까지 수동적 관절운동을 시작하 으

며 첫 6주간은 보조기 착용 하에 부분 체중 부하를 하고 이후

에 보조기 제거 후 완전 체중부하를 시행하 다.

2. 평가 방법

추시 기간은 술 후 평균 3.5년(2.6년~5.2년)과 최종 추시

평균 8.7년(6.9년~9.7년)에 방사선학적 변화를 25례에서 관

찰하 다. 상 환자 중 총 25례중 19례에서 이차 관절경 검사

와 자기공명 상촬 을 모두 시행하 다.

임상적 평가는 술 후 평균 3.5년 및 최종 추시 평균 8.7년에

면담과 설문지, 그리고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 고, KASS

(knee assessment scoring system)와 Lysholm knee score

및 Tegner activity scale을 측정하여 비교하 다. KASS 방

법으로 수술 전과 비교하여 10점 이상 향상되었거나, 75점 이

상인 경우 성공으로 평가하 으며, Lysholm knee score는 95

점 이상이 우수, 84~94점이 양호, 65~83점이 보통, 65점 미

만을 불량으로 정의하 다. Tegner activity sacle은 환자의

스포츠 활동력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10점을 최 점수로 하

다. 임상적 실패의 기준은 지속적인 동통, KASS 방법으로

성공적 점수 이하, 불량인 Lysholm score인 경우로 하 고 통

계적 유의성에 해서는 paired t-test와 ANOVA-post-hoc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유의수준은 P value가 0.05미

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 다.

결 과

1. 방사선학적 결과 및 이차 관절경 소견

방사선학적 변화는 Kellgren-Lawrence 분류11)로 술 전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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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true anteroposterior and lateral radiographys were

used to measure meniscus width and length respectively.

Width was measured by obtaining the distance from the

most medial or lateral aspect of the tibia at the level of

plateau to its respective intercondylar eminence peak.

Length was measured after first marking the meniscus

insertion landmarks

Fig. 2. Second look arthroscopic finding after meniscal transplantation (A) At 32 month after meniscal transplantation, grafted

meniscus showed complete peripheral healing without no evidence of meniscal shrinkage. (B) At 37 month after meniscal

transplantation, grafted medial meniscus showed partial tear. (C) At 34 month after meniscal transplanataion, grafted lateral

meniscus showed radial tear.

A B C



행성 변화 없는 경우 17례, grade I 5례, grade II 3례 다. 술

후 평균 3.5년 퇴행성 변화가 없는 경우 14례, grade I 6례,

grade II 4례, grade III 1례 으며, 최종 추시 평균 8.7년에 퇴

행성 변화가 없는 경우 10례, grade I 4례, grade II 7례,

grade III 4례 다.

술 후 이차 관절경 검사는 평균 2.9년(2.6~3.4년)에서 19례

에서 시행하 다. 이식 반월상 연골판의 크기 변화는 전례에서

관찰되지 않았으며, 완전한 접합과 안정성을 보인 경우 14례

으며, 내측 연골 부분파열 2례, 외측 연골 부분파열 2례, 활액

막 비후 소견 5례 관찰되었다(Fig. 2). International Cartilage

Repair Society (ICRS)상 술 후 grade I 2례, grade II 3례,

grade III 1례 관찰되었다.

추시 자기공명 상촬 은 평균 2.7년에 (2.3~3.1년) 시행

하 으며 19례 중 이식 반월상 연골의 주변부가 관절막에 잘

치유된 소견과 다양한 신호강도 변화가 15례에서 관찰되었으

며, 변연부 전위가 2례, 내측 이식 연골 파열 1례, 외측 이식 연

골 파열 2례 관찰되었다(Fig. 3).

2. 임상적 결과

KASS score는 술 전 평균 61.7점(34~80점)에서 술 후 평

균 3.5년에 평균 83.8점(61~95점)으로 호전되었으며

(p<0.05), 최종 평균 8.7년에 평균 79.4점(59~86점)을 보

고, Lysholm knee score는 술 전 평균 77.7점(48~79점)에

서 술 후 평균 3.5년 평균 87.7점(63~97점)으로 향상되었으

며(p<0.05), 최종 평균 8.7년에 평균 81.6점(58~89점)을 보

고, 우수 3례, 양호 17례, 보통 4례, 불량 1례 다. 22례의

환자가 수술 결과에 만족하 으며 3례에서는 체중 부하시 통

증을 호소하 다. Tegner activity score는 수상 전 평균 7.8

점(6~10점)이었고, 수술 전 평균 3.1점(2~5점)에서 술 후 평

균 3.5년 평균 6.1점(4~8점)으로 향상되었으며(p<0.05), 최

종 추시 평균 8.7년에 평균 5.2점(3~7점)이었다(Table 1,

Fig. 4). 임상적 실패는 총 3례로 외측 이식 연골판이 파열된 1

례와 전방 십자인 재건술과 외측 연골판 이식술을 동시에 시

행한 2례에서 안정성 소실로 인하여 발생하 다. 또한, 통증을

동반한 부종이 2례, 감각 이상 1례, 비흡수성 봉합사에 의한 육

아종 1례 발생하 다. 총비골신경 마비가 1례 발생하 으나 술

후 6주에 회복이 되었다.

고 찰

반월상 연골판은 정상 슬관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연골판 손상시 아전 또는 전 전제술을 시행받은

환자에서 퇴행성 관절염과 불안정성이 유발된다. 이러한 합병

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월상 연골 이식술이 시행되어져 왔으

며 추시 결과가 양호 하다는 보고가 많이 되어져 왔다7,12,19-21,23-

25,27). Verdonk 등25)은 10년 추시상 내측 반월상 연골판 이식

실패가 28%, 외측 반월상 연골판 이식 실패가 16%로 양호한

동종 반월상 연골 이식술 후 중장기 추시 결과 21

Fig. 3. MRI finding after meniscal transplantation (A) At 27 month after transplantation, grafted lateral meniscus was well position-

ing without no evidence of tear. (B) At 31 month after transplantation, MRI showing medial displacement on posterior horn of

medial meniscus. (C) At 32 month after transplantation, MRI showing bow-tie appearance of bucket handle tear on medial

meniscus.

A B C

Fig. 4. Preoperative, 3.5 years, and 8.7 years follow up results

of KASS score, Lysholm knee score, and Tegner activity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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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linical Results after Allograft Meniscal Transplantation

KASS‖
Lysholm Tegner

Site of Associated knee score activity score
case Age Sex Injury Injury Pre op 3.5 yrs 8.7 yrs Pre op 3.5 yrs 8.7 yrs Pretrauma Pre op 3.5 yrs 8.7 yrs

F-up F-up F-up F-up F-up F-up F-up

01 44 M Left LM* None 62 82 77 52 91 84 09 4 7 6

02 17 M Right LM*
ACL�

71 86 81 65 94 87 10 5 8 7
rupture

03 31 M Left LM* None 70 87 82 65 79 72 10 4 7 5

04 31 M Right LM* None 70 87 83 65 81 76 10 4 7 7

05 30 M Right LM* None 80 95 86 79 92 88 09 3 7 6

06 24 F Right LM* None 80 90 84 64 97 89 07 5 6 5

07 38 M Right LM* None 63 88 80 52 96 89 09 3 6 5

08 32 F Right LM* None 68 90 84 64 92 87 07 5 6 4

09 35 M Right LM*
ACL

56 72 71 54 86 80 07 3 6 5
rupture

10 34 M Left MM�
ACL

70 82 80 64 84 76 09 4 7 6
rupture

11 45 M Left LM*
ACL

63 86 78 69 88 84 10 4 8 7
rupture

12 41 F Left LM* None 71 82 77 65 94 87 06 2 5 5

13 41 M Left MM* None 73 82 81 62 90 85 06 2 5 4

14 22 F Left LM* None 68 91 85 64 80 76 07 5 6 5

15 19 M Left MM
* ACL

55 78 79 64 80 73 09 5 7 7
rupture

16 24 M Right LM* None 78 91 83 62 89 83 09 4 7 6

17 36 M Right LM
* ACL

68 87 81 70 90 84 07 3 5 4
rupture

18 35 F Left LM
* ACL

48 86 82 52 88 83 06 3 5 5
rupture

19 38 M Left MM
* PCL§

34 86 83 46 96 89 07 3 5 3
rupture

20 50 M Right LM
* ACL

44 61 59 48 63 58 06 2 4 3
rupture

21 43 F Left LM* None 65 79 78 61 84 77 06 2 4 4

22 41 F Left LM* None 44 85 80 52 89 82 08 3 6 5

23 27 M Left MM
* ACL

46 88 83 48 90 83 07 4 6 5
rupture

24 35 M Right LM* None 42 64 65 48 90 85 08 4 7 6

25 26 M Left MM
* ACL

54 89 83 58 89 83 07 4 6 5
rupture

*: lateral meniscus
�: medial meniscus
�: anterior cruciate ligament
§: posterior cruciate ligament
‖: knee assessment scoring system



임상적 결과를 보고 하 다. 본 논문에서도 평균 3.5년 추시에

서 임상적 실패가 4%, 평균 8.7년 추시에서 임상적 실패가

16%로 다른 논문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양

호한 임상적 결과를 위해서 술 전 이식 연골판의 크기 측정 및

선택, 고정 방법, 수술 술기 등의 많은 인자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식 연골판의 정확한 크기와 위치 선정은 성공적인 결과를

위한 중요한 인자로 측정 방법은 방사선 사진, 컴퓨터 단층촬

, 자기공명 상촬 등이 있으나, 현재까지도 정확한 측정방

법에 해서는 일치된 보고가 없었다5,9,12,13,15,18). 최근 보고에 의

하면 자기공명 상에서 측정이 방사선 사진보다 좀더 정확하

다고 하 으나 실제 크기로 측정은 35%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 다18). 연골판의 크기와 방사선 상 골 경계표 사이에 일관된

연관성이 증명되면서 정 전∙후면 및 정 측면 방사선상 측정이

많이 이용되었으나 연골판 길이 및 넓이가 경골 고평부의 넓이

와 연관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고 하 다15,22). 본

저자들은 이식 연골판 크기를 방사선으로 측정하 으며 확

로 인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mm 표시된 자를 방사선 카세트에

부착 후 촬 하 으며 경골의 고평부 넓이를 정확하게 측정하

게 위해서 cone down 상을 촬 하 다.

이식 연골판 고정 방법 중 연부 조직 고정방법은 정상 경골

접촉 압박력을 회복할 수 없으며, 골 조각 고정방법이 높은 하

중 전달 및 안정성이 우수하다고 보고되었다1,3,7,8,13,17). Rodeo

등17)은 후각에 전달되는 하중이 높고, 퇴행성 변화와 파열이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골 조각 또는 골교 고정방법으로 견고

한 고정을 해야되고, 변연부를 관절막에 안정되게 고정해야 한

다고 하 다. 특히 전방 십자인 재건술을 내측 반월상 연골

판 이식과 동시에 시행할 경우 경골 터널을 내측으로 이동하여

내측 이식 연골판의 전∙후각의 골 조각이 중심에 위치하고,

외측 반월상 연골판을 동시에 이식할 경우 골교를 열쇠구멍 고

정방법(key-hole method)로 고정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라고 보고 하 다. 본 저자들도 내측 반월상 연골판은 골 조각

고정방법으로, 외측 반월상 연골판은 골교 고정방법으로 견고

한 고정을 얻을 있었으며, 변연부를 5 mm 간격으로 8개씩 관

절막에 고정을 하 다.

이식 연골판의 성공적인 혈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술

전 부정 정열이 교정이 되어야 하고, 관절 불안정성이 없어야

이식 연골판이 높은 하중을 견딜수 있다고 하 다4,23). 본 저자

들은 술 전에 부정 정열이 있는 경우 연골 이식술 적응증에서

제외하 으며, 동반된 전방십자인 파열 10례, 후방십자인

파열 1례에서 모두 동시에 인 제건술을 시행하 다.

추시 방사선 검사는 전례에서 평균 3.5년과 평균 8.7년에 2

회에 걸쳐 시행 할 수 있었으나 이차 관절경 검사와 자기 공명

상촬 은 19례에서 4년 이내에 시행 할 수 있었다. 추시 방

사선 소견상 연골 이식술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관절염 grade

III 이상 소견이 평균 3.5년에 14% 으나 평균 8.7년에 16%

로 증가 하 다. 이차 관절경 소견상 성공적인 결과를 보인 경

우가 73.7%이고 연골-관절막 접합부에서 혈관증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 공명 상촬 에서는 이식 연골판의 형태학적

특징, 고정된 상태, 연골 퇴행성 변화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상적 결과 연관성도 보고 하 다14,16,26). 본 논문에서 자기 공

명 상촬 상 변연부 전위가 3례, 반월상 연골판 부분 파열 3

례, 연골 연화 정도는 grade I 4례, grade II 4례 관찰되었다.

그러나 임상적 연관성과 이차 관절경 소견과 자기 공명 상촬

소견과 관련성은 추시 기간이 짧고 전례를 추시 관찰 할 수

없어서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것으로 사료되었다.

결 론

반월상 연골판 아전 또는 전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동종

반월상 연골판 이식술은 동통을 완화 시키고, 슬관절의 기능을

향상시키며, 중∙장기 추시에서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 성공적

인 임상적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임상적 결과

를 위해서 술 전 정확한 반월상 연골판 크기 측정과 술 중 견고

한 고정은 중요한 인자로 사료되며, 임상적 결과에 향을 미

치는 많은 인자들을 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중∙장기적 이

차 관절경 소견 및 자기 공명 상촬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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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 to Long - Term Results of Meniscal
Allograft Transplantation

Churl Hong Chun, M.D., Seok Hyun Kweon, M.D.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chool of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Hospital, Iksan, Korea

Purpose: We report mid to long - term results of meniscal transplantation and evaluate the important

factors for successful outcomes.

Materials and Methods: Between December 1999 and September 2002, 25 meniscal transplantations

were performed using fresh frozen allograft. The lateral meniscus was transplanted in 19 cases and

medial meniscus in 6 cases. The mean age was 34 years (range, 17~50 years) and the mean follow up

was 54.8 months (range, 6~85 months). Preoperative measurements were made using a ruler graded

in millimeters. Lateral meniscus was fixed by keyhole technique and medial meniscus was fixed by

double bone plug technique with suturing the periphery of the meniscal transplant. All patients were

evaluated with Knee Assessment Scoring System (KASS), Lysholm knee score, and Tegner activity

scale for daily activity.

Results: Symptoms improved in all cases. The average KASS score increased from 61.7 preopera-

tively to 83.8 postoperatively. The average Lysholm knee score increased from 77.7 preoperatively to

87.7 postoperatively (excellent in 3 cases, good in 17 cases, fair 4 cases, poor 1 case). But painful

swellings were 3 cases, numbness in 1 case, and granuloma due to non-absorbable suture material in 1

case. Peroneal nerve palsy in 1 case was recovered after 6 weeks postoperatively.

Conclusion: Meniscal allograft transplantation after subtotal or total menisectomy can significantly

relieve pain and improve function of the knee joint. The exact preoperative sizing and secure fixation

are essential for successful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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