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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반월상 연골은 생역학적으로 관절의 안정성 및 윤활 기능,

체중 부하, 충격 흡수, 위치 감각 기능 등의 역할을 하며, 내측

반월상 연골 경골 후방 부착부는 원주테 장력을 유지하여 정

상적인 반월상 연골의 기능을 보존하고, 돌출을 막아준다.1,2)

내측 반월상 연골 경골 후방 부착부 완전 파열 시 반월상 연골

의 돌출, 관절 간격 감소와 점진적인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초래한다.3) 이에 반월상 연골의 원주테 장력의 복원과 안정된

골부착부 고정이 치료의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 여러 저자들

이 관절경적인 정복과 all-inside 봉합술을 시행하여 왔다.4-7)

저자들은 관절경을 이용하여 내측 반월상 연골 경골 후방 부

착부 봉합 시, 18 gauge 척수 주사 바늘과 suture anchor를

이용하여 기존에 시행되었던 술기에 비해 보다 쉽고 간편한

수술 방법과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수술 방법

수술을 위한 통로는 상전외측 통로, 전내측 통로, 상후내측

통로를 사용하 다(Fig. 1). 척수 마취 후 앙와위에서 퇴부

에 지혈 를 감고 관절경을 상전외측 통로로 슬관절에 삽입

하 다. 시야 확보를 위해 슬관절 내 혈종을 관류액을 이용하

여 세척하고 비후된 활액막을 전동 절삭기(arthrosc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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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erior root of medial meniscus maintains normal meniscal function by circumferential hoop tension and prevents extrusion

of meniscus and progression of osteoarthritis. A complete tear of posterior root of medial meniscus leads to loss of hoop tension, it is

important to repair it and preserve the function of the medial meniscus. Recently, a variety of arthroscopic assisted reduction and

repair techniques have been used. We create an arthroscopic all-inside suture technique using a 18 gauge spinal needle and suture

anchor that is easier and more convenient compared with the previous techniques. So we report this technique with a review of cur-

rent lit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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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ized shaver)로 제거하 다. 상전외측 통로를 통한 진

단적 관절경술을 이용하여 내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 양상과

슬관절 내 구조물의 동반 손상 여부를 관찰한 후에, 전내측 통

로를 통해 탐식자를 삽입하여 내측 반월상 연골 경골 후방 부

착부의 파열을 확인하고, 반월상 연골의 절단면과 주변 활액

막을 전동 절삭기와 줄(rasp)을 이용하여 마멸시켜 혈액 공

급이 잘 되도록 준비하 다. 전내측 통로를 통해 관절경을 상

후내측 구역으로 전진시킨 후 가능한 한 위쪽으로 관절면에

서 약 4 cm 상방으로 상후내측 통로를 만들었다. 상후내측 통

로를 통해 plastic cannula를 넣고 2개의 봉합사가 있는 5.0

mm suture anchor (Smith & Nephew Inc., Andover,

MA, USA)를 내측 반월상 연골 경골 후방 부착부에 삽입한

다(Fig. 2). Suture retriever (CONMED Linvatec,

Largo, FL, USA)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2개의 봉합사 끝을

전내측 창을 통하여 밖으로 빼낸다. 이후 plastic cannula를

통해 18 gauge 척수 주사 바늘을 삽입하여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단의 퇴골측 면에서 경골측 면으로 통과 시킨

다(Fig. 3). 18 gauge 척수 주사 바늘을 통하여 PDS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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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A) Anteromedial portal and high anterolateral portal are used. (B) High posteromedial portal is placed 4 cm proximal to the

joint line and just posterior of the medial femoral condyle.

Fig. 2. One 5.0 mm suture anchor with 2 suture materials is

inserted to the tibial attachment site of the posterior root

of medial meniscus from the high posteromedial portal.

Fig. 3. Two 18 gauge spinal needles are inserted from the high

posteromedial portal and passed through the tear site of

the posterior root of medial meniscus. PDS No.1

(Ethicon Inc., Somerville, NJ, USA) suture materials are

inserted through the spinal needles.



(Ethicon Inc., Somerville, NJ, USA) 봉합사를 삽입하여

전진시킨다. 18 gauge 척수 바늘을 제거한 후 grasper를 이

용하여 경골측 면의 PDS No.1을 전내측 창으로 빼고 겸자로

실 끝을 고정한다(Fig. 4). 전내측 창을 통하여 나온 경골 부

착측 면의 PDS No.1과 suture anchor에서 나온 한 가닥의

실을 shuttle relay 방식으로 묶어 퇴골 쪽의 PDS No.1

봉합사 끝부분을 이용하여 상후내측 창으로 빼낸다. 같은 방

식으로 suture anchor에서 나온 다른 가닥의 실을 상후내측

창으로 뽑아낸다(Fig. 5). 상후내측 통로를 통하여 관절 밖으

로 나온 같은 봉합사의 양쪽 끝 부위를 잡고, 관절 밖에서

Samsung Medical Center (SMC) 매듭을 시행하고, knot

pusher (CONMED Linvatec, Largo, FL, USA)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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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wo 18 gauge spinal needles are removed and the PDS

No.1 (Ethicon Inc., Somerville, NJ, USA) suture materi-

als are pulled out through the anteromedial portal by

grasper.

Fig. 5. Two different ends of the suture materials from the

suture anchor on the anteromedial portal are tied with

each PDS No.1 (Ethicon Inc., Somerville, NJ, USA) as

a shuttle relay method and pulled out through the high

posteromedial portal.

Fig. 6. (A) T2-weighted coronal magnetic resonance (MR) image shows high-signal-intensity in the posterior root of medial menis-

cus, suggesting the root tear. (B) T2-weighted sagittal MR image shows tear of posterior horn of medial meniscus.

A B



하여 매듭이 지어진 봉합사를 관절 내로 전진시켜 연골 봉합

부위에 위치 시킨 후 내측 반월상 연골이 해부학적으로 정복

되는 것을 확인한 후 매듭을 꽉 조이고 3개의 half-hitch로

보강한다. 관절경으로 관찰하며 내측 반월상 연골 경골 기시

부의 안정성을 탐식자로 탐침하여 확인하 다. 수술 상처 봉

합 후 슬관절은 2주간 0。굴곡 상태로 부목으로 고정하 다.

2주 후부터 점진적으로 경첩 보조기를 착용시켜 슬관절의 운

동범위를 증가시키고, 목발을 이용한 부분 체중 부하를 시작

하게 하 으며, 수술 후 6주부터 전 체중 부하를 시작하고

90。까지의 관절 운동 범위를 허용하 다.

증례 보고

53세 남자로 보행 중 좌측에서 택시가 들이받아 좌측 슬관

절 동통 및 급성 부종으로 내원하여 단순 방사선 사진상 좌측

비골두의 골절 소견과 자기공명 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상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 경골 기시부 파열

소견이 관찰되었다(Fig. 6). 수상 후 10일에 좌측 슬관절 관

절경술을 시행하 고 수술 소견 상 동일 소견이 관찰되었다

(Fig. 7). 그 외에도 내측 측부 인 파열 및 관절막 손상, 후

방십자인 의 퇴골 부위 부착면의 부분 찢김(20%) 및 이완

소견, 외측 퇴과에 골좌상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외측 반월

상 연골의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내측 반월상 연골 경골 기

시부 파열은 18 gauge 척수 주사 바늘과 suture ancho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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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rthroscopic photograph shows the tear of posterior

root of medial meniscus.

Fig. 8. (A) One 5.0 mm suture anchor (Smith & Nephew Inc., Andover, MA, USA) is inserted to the tibial attachment site of the pos-

terior root of medial meniscus. (B) Eighteen gauge spinal needle passes through the root tear of medial meniscus. (C)

Anatomical reduction is performed by tightening the knot. (D) Arthroscopic all-inside repair was completed by using one

suture anchor.

A B

C D



이용한 all-inside technique로 봉합하 다(Fig. 8). 술 후

방사선학적 소견상 내측 반월상 연골 경골 기시부에 suture

anchor가 고정된 소견을 확인하 다(Fig. 9). 본 증례의 환

자의 경우 후방십자인 의 손상이 동반되어 있어 슬관절을

신전시킨 상태로 4주간 장하지 부목 고정을 실시하 고 그 후

부터 슬관절 운동 및 부분 체중 부하를 시작하게 하 다. 술

후 6개월의 추시에서 환자의 보행이나 활동 시 통증은 소실되

었으며 관절 운동 범위의 정상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찰

반월상 연골은 관절 연골의 접촉면을 증가시켜 관절의 충

격을 흡수하고, 관절 연골 세포를 보호한다. 내측 반월상 연골

경골 후방 부착부는 반월상 연골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측 반월상 연골 경골 후방 부착부의 완

전 파열은 통증을 유발하고 점진적인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을 초래하기 때문에 봉합 등의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 내측

반월상 연골 경골 후방 부착부 완전 파열의 치료 방법은 절제

술, 봉합술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고령의

진행된 골관절염이 있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활동력이 적

은 고령에서는 내측 반월상 연골 경골 후방 부착부 파열의 통

증 완화를 위해 부분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고, 젊은 나이거나

고령이라도 통증 기간이 짧거나 외상에 의한 파열이며, 연골

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을 때 봉합술을 시행한다.

Bin 등8)은 내측 반월상 연골 경골 후방 부착부 파열은 50세

이상의 중년의 여성에서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생하는 비교

적 흔한 질환이고, 통증 경감을 위해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을 시행하 다. 그러나 수술적 절제 시 관절 연골에 가해지는

부하의 전달 기전이 변하게 되고, 충격의 흡수력이 줄어들어

관절의 안정성이 감소하며 골관절염의 위험이 높아지게 된

다.9) 최근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술적 봉합술

들이 시행되어 왔다. Ahn 등4)은 경골 터널을 이용한 pull-

out 봉합술을 시행하 고, Kim 등5)은 pull-out 봉합술을 시

행함에 있어 전외측 창을 이용하는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어

후내측 창을 만들어 사용하 다. 골터널을 이용한 pull-out

봉합술은 경골 터널과 후내측 창을 뚫어야 하는 번거로움으

로 인한 수술 시간 연장과 다른 인 재건술 시행 시 터널 위

치 조정의 필요성, 또한 연부조직 손상, 향후 관절 운동 시 봉

합사가 절단되거나 느슨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Kim 등10)

은 suture hook과 후방 경격막 도달법을 이용한 suture

anchor 봉합술을 시행하 고, suture hook을 이용하여 연

골 파열단을 뚫을 경우 수직 방향으로 한번에 삽입하기 힘든

기술적인 어려움 및 정상적인 구조물인 격막에 손상을 가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창을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

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저자들은 suture anchor와 18

gauge 척수 주사 바늘을 이용한 봉합술을 시행하 다. 18

gauge 척수 주사 바늘을 이용하면 파열된 내측 반월상 연골

경골 후방 부착부를 직접 통과시키므로 격막의 손상 및 후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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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ost-operative antero-posterior (A) and lateral (B) view of radiograph shows fixed suture anchor on the tibial attachment site

of the posterior root of medial meniscus.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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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통로 등의 추가적인 창을 만들 필요가 없어 연부 조직 손상

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주사 바늘을 구부려 내측 반월상 연골

경골 후방 부착부 봉합 시 원하는 부위로 정확하게 삽입할 수

있어 하나의 suture anchor로 안정적인 고정력을 얻을 수 있

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suture anchor 삽입을 통해 보다

쉽고 단단한 고정력을 얻을 수 있고, suture hook에 비해 수

직으로 연골 파열단을 뚫기 용이하여 적은 시도로 연골 파열

단의 손상을 줄일 수 있다. 또한, 18 gauge 척수 주사 바늘을

이용하여 shuttle relay를 시행하기 때문에 고가의 shuttle

relay 장비 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결 론

18 gauge 척수 주사 바늘과 suture anchor를 이용한

all-inside 봉합술은 이전에 시행되었던 술기와 비교하여 보

다 쉽고 편리하게 내측 반월상 연골 경골 후방 부착부 파열을

해부학적으로 봉합할 수 있으며 반월상 연골의 장력을 효과

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유용한 방법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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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측 반월상 연골 경골 후방 부착부는 원주테 장력을 유지하여 정상적인 반월상 연골의 기능을 보존하고, 돌출을 막아

준다. 내측 반월상 연골 후방 부착부 완전 파열은 원주테 장력을 소실시켜 향후 관절염으로의 진행을 유발하므로, 봉합하

여 기능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관절경을 이용한 정복과 다양한 봉합술이 시행되고 있으며, 저자들은 18 gauge

척수 주사 바늘과 suture anchor를 이용한 관절경적 all-inside 봉합술로 기존에 시행되어지던 술기에 비해 보다 쉽고 편

리하게 반월상 연골 봉합술을 시행하 으며, 이에 수술 방법의 소개와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색인단어: 내측 반월상 연골 경골 후방 부착부 파열, All-inside, Suture anchor, 18 gauge 척수 주사 바늘

초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