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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슬관절 후방에 존재하는 신경-혈관 다발은 퇴골 원위부

내과와 외과의 사이와 비복근 기시부의 사이에 존재하여 슬과

건 뒤로 주행하며, 관절 부위에서는 외측 반월상 연골의 후각

부의 바로 뒷부분에 존재한다13). 따라서 후방십자인 재건술

이나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에 슬와 동맥이나 슬와 정맥 또는

경골 신경 등의 손상이 가능하다.

슬관절 수술에 있어 슬와 동맥의 손상은 매우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로 드물지만 그 빈도는 최고 1.8%에서 보고되어 왔다2,11). 관

절경 수술, 인공 슬관절 치환술, 근위 경골 절골술 등에서 수술

과정 중 슬와 동맥의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 Takeda 등14)에 따

르면 슬와 동맥의 손상은 슬관절 전치환술에서 0.03%~0.17%

에서 발생하 으며, 근위 경골 절골술에서는 250예 중 2예에

서 발생한다고 보고하 다. Ahn 등1)은 후방 십자인 재건술

에서 또한 이러한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 다.

Rubens 등10)도 근위 경골 절골술 시행 시 2예의 슬와 동맥의

손상을 보고하 다.

우리는 본 연구에서, 수술 중에 무릎의 굴곡 또는 신전 시켰

을 때 슬와 동맥의 위치 변화를 알아보면서 어떠한 무릎의 자

세가 슬와동맥의 손상을 줄이는 데 최선인지에 하여 알아보

고자 하 다. 또한 슬관절의 후방 관절낭 유리술 시행 후 슬와

동맥의 위치 변화의 측정하여 관절경 수술 시 후방 관절낭 유

리술의 유용성에 해 알아보았다.

상 및 방법

본 교실에 연구용으로 제공된 중년의 남성 및 여성, 총 2구

의 신선 동결 사체로서, 외견상 슬관절 및 그 주위에 손상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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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슬관절의 신전 또는 굴곡 시 슬와 동맥의 위치 변화를 확인하고 슬관절의 후방 관절낭 유리술을 시행 후의 슬와 동맥의

위치 변화를 측정하여 슬관절 수술 시 슬와 동맥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자세 및 후방 관절낭 유리술의 유용성에 해 알

아보고자 하 다. 

상 및 방법: 중년의 남성 및 여성, 총 2구의 신선 동결 전신 사체로서, 모두 4례의 슬관절을 상으로 하 다. 슬관절을 0도,

30도, 60도, 90도 각도로 굴곡하여, 각각의 각도에서 관절면 및 관절면으로부터 원위 1 cm 및 2 cm에서 경골 후방 피질골로

부터 슬와 동맥과의 거리를 측정하 다. 관절경을 이용하여 후방 관절낭 유리술을 시행하 고, 같은 방법으로 경골 후방 피질

골로부터 슬와 동맥과의 거리를 측정하 다.

결과: 슬와 동맥에서 후방 경골 피질까지의 거리는 관절면, 관절면 원위 1 cm, 관절면 원위 2 cm에서 0도 굴곡 시 평균 6.3

mm (4.5~7), 4.6 mm (3.6~6), 4.9 mm (3.9~5.8), 30도 굴곡 시 평균 7.4 mm (5.2~9), 4.9 mm (3.6~7.2), 5.3 mm

(3.8~6.6), 60도 굴곡 시 평균 8.7 mm (5.4~11), 5.2 mm (4.9~7.3), 6.2 mm (5.4~9.6), 90도 굴곡 시 9.8 mm (5.8~12.1),

5.5 mm (5.1~7.4), 6.5 mm (5.4~10.7) 이었다. 후방 관절낭 유리술 시행 후에는 관절면, 관절면 원위 1 cm, 관절면 원위 2

cm에서 0도 굴곡 시 6.5 mm (5.5~7.5), 5.8 mm (3.9~7.2), 5.2 mm (3.8~7.0), 30도 굴곡 시 7.7 mm (5.5~9,1), 7.1 mm

(4.6~7.6), 5.5 mm (4.1~6.9), 60도 굴곡 시 8.9 mm (5.7~11.2), 8.5 mm (5.5~9.2), 6.4 mm (5.3~10.1), 90도 굴곡 시

10.2 mm (6.3~13.6), 9.5 mm (6.5~11), 6.6 mm (5.9~9.8)로 측정되었다.

결론: 슬관절을 굴곡시킬수록 슬관절 관절면에서 관절면 원위 2 cm 사이에서는 경골 후방 피질골과 슬와 동맥 사이의 거리를

증가되어 슬관절 수술시 슬와 동맥 손상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후방 관절낭 유리술을 시행하게 되면 경골 후방 피질골과 슬와

동맥 사이의 거리를 더 증가시켜 슬와 동맥 손상을 보다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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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신의 사체를 상으로 하 다. 모두 4개의 슬관절을 상

으로 연구를 시행하 다.

먼저, 사체를 앙와위로 눕히고 퇴 동맥의 근위부와 후방

경골 동맥을 찾기 위해 서혜부 및 발목 관절에 최소한의 절개

를 시행하 다. 퇴 동맥을 찾아서 14-F Nelaton 카테터를

이용하여 봉합, 결찰을 시행함으로써 조 제 누출을 예방하고

자 하 고, 발목 관절 부위에서 후방 경골 동맥을 찾은 후 절개

하여 생리 식염수를 주입하여 응고된 혈액 및 혈전 제거를 시

행하 다. 혈관의 소통이 원활함을 확인 후에 조 제 누출 예

방을 위해 후방 경골 동맥 결찰을 시행하 다(Fig. 1). 조 제

(Telebrix solution, Guerbet, 50%, diluted with saline; 20

mL)를 주입 후에 상 증폭 장치(GE, OEC 8800, NJ, US) 하

에서 무릎 측면상을 확인하 다. 각도기를 사용하여 슬관절을

30도, 60도, 90도 각도로 굴곡 및 각도를 측정하 고 각각의

각도에서 경골 후방 피질골로부터 관절면 및 관절면으로부터

원위 1 cm 및 2 cm에서의 슬와 동맥과의 거리를 측정하 다.

상 증폭 장치를 이용하여 촬 한 무릎 측면상에서 경골 후방

피질골과 슬와 동맥과의 거리 측정하 고, 정확한 거리 측정을

위해 비교 지표로 직경 2.4 cm의 동전을 이용하 다.

관절경(Linvatec, Largo, Fla)을 이용하여 후방 관절낭 유리

술을 시행하 고(Fig. 2) 같은 방법으로 절제 후 슬와 동맥과

의 거리를 측정하 다(Fig. 3). 관절경하 후방 관절낭 유리술

은 후내측 삽입구를 통해 관찰하면서, 후외측 삽입구를 통한

절삭기(shaver)와 전내측 삽입구를 통한 직각(right angle)의

rasper를 이용하여 후방 십자 인 로부터 후방 관절낭을 박리

하 다. 후방 십자인 의 내측면으로부터 내측 하방으로 약

1~1.5 cm 가량 관절낭을 박리하 으며 하방으로 약 2 cm 가

량 추가적인 유리술을 시행하 다.

결 과

슬와 동맥에서 후방 경골 피질까지의 거리는 관절면, 관절면 원

위 1 cm, 관절면 원위 2 cm에서 0도 굴곡 시 평균 6.3 mm (4.5~7),

4.6 mm (3.6~6), 4.9 mm (3.9~5.8), 30도 굴곡 시 평균 7.4 mm

(5.2~9), 4.9 mm (3.6~7.2), 5.3 mm (3.8~6.6), 60도굴곡시평균

8.7 mm (5.4~11), 5.2 mm (4.9~7.3), 6.2 mm (5.4~9.6), 90도 굴

곡 시 9.8 mm (5.8~12.1), 5.5 mm (5.1~7.4), 6.5 mm (5.4~10.7)

이었다(Table 1).

후방 관절낭 유리술 시행 후에는 관절면, 관절면 원위 1 cm, 관절

면 원위 2 cm에서 0도 굴곡 시 6.5 mm (5.5~7.5), 5.8 mm

(3.9~7.2), 5.2 mm (3.8~7.0), 30도 굴곡 시 7.7 mm (5.5~9.1),

7.1 mm (4.6~7.6), 5.5 mm (4.1~6.9), 60도 굴곡 시 8.9 mm

(5.7~11.2), 8.5 mm (5.5~9.2), 6.4 mm (5.3~10.1), 90도 굴곡 시

10.2 mm (6.3~13.6), 9.5 mm (6.5~11), 6.6 mm (5.9~9.8)로 측

정되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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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Specimen preparation. (A) Minimal dissection to the ankle joint. (B) Femoral artery was tied off with suture.

Fig. 2. Release of posterior septum by arthroscopy.



고 찰

최근 관절경 수술 및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이 늘어나면서

슬와 동맥 손상의 빈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8,9). 실제로 슬관

절과 관련된 정형외과 수술 시 슬와 동맥은 손상의 위험이 있

다. 외측 반월상 연골의 후각부 봉합 시 all-inside 기법을 위

한 바늘 끝 삽입부(needle tip insertion)에서 슬와 동맥은 손

상의 위험이 있다6). 또한 반월상 연골 절제술 이후에 동맥류,

가성 동맥류, 혈관 폐색, 동정맥류 등이 보고되었다4,7). 전방십

자인 및 후방십자인 재건술 시 경골 터널 형성시 슬와 동

맥의 손상 가능성이 있다3,5). 많은 의사들이 인공 슬관절 치환

술과 근위 경골 절골술 시 급성 동맥 폐색, 동맥류와 같은 슬와

동맥의 손상 가능성 때문에 경골 근위부 관절면 절단에 있어

어려움을 느낀다8,15). 이런 손상이 흔하지는 않지만 심각한 합

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슬관절 주위의 슬와 동맥의 위치에

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슬와 동맥은 퇴골의 내측부를 지나 슬와부를 사선 방향으

로 주행한다. 슬관절 후방낭의 바로 후방에 위치하며 비복근의

후방에서 말단 분지인 후방 경골 동맥, 전방 경골 동맥, 비골 동

맥을 낸다. 슬와 동맥은 후방 십자 인 의 약 3 mm 외측에 위

치하고, 슬관절의 신전시 슬관절 후방 약 2~5 mm에 위치한다

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부학적 위치는 슬관절을 신

전시켰을 때 해당하는 것이다. 부분의 슬관절 수술은 슬관절

을 굴곡 시킨 후 시행하기 때문에 굴곡시의 슬와 동맥의 해부

무릎 굴곡 및 후방 관절낭 절제술이 슬와 동맥의 위치에 주는 향 71

Fig. 3. Result of posterior septum release. (A) 90 Flexion before posterior septum release. (B) 90 Flexion after posterior septum

release.

A B

Table 1. Before release of posterior septum.

Joint line� Below 1 cm� Below 2 cm�

1 2 3 4 Mean 1 2 3 4 Mean 1 2 3 4 Mean

(No. of specimen) (No. of specimen) (No. of specimen)

0。* 4.5 06.9 07.0 06.8 6.3 3.6 5.1 6.0 3.7 4.6 3.9 4.5 05.8 5.4 4.9

30。* 5.2 08.0 09.0 07.4 7.4 3.6 4.5 7.2 4.3 4.9 3.8 5.5 06.6 5.3 5.3

60。* 5.4 10.8 11.0 08.4 8.7 4.9 5.0 7.3 5.2 5.2 5.4 5.5 09.6 6.8 6.2

90。* 5.8 10.8 12.1 10.5 9.8 5.1 5.6 7.4 5.8 5.5 5.4 8.7 10.7 9.2 6.5

�: Distance from posterior cortex

*: Degree of flexion



학적 위치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슬관절의 굴곡시 슬와 동맥의 위치를 이해

하기 위해 혈관 조 술, 초음파, MRI, 사체 연구 등 여러 방법

으로 접근하 다.

Zaidi 등15)은 슬관절 관절면으로부터 15 mm 아래 부위에서

후방 경골 피질골과 슬와 동맥의 거리를 슬관절의 굴곡에 따라

연구하 다. 초음파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 는데 슬관절

을 신전 시켰을때 경골과 슬와 동맥과의 거리가 90도 굴곡 시

켰을때의 거리보다 길다고 하 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관절

면으로부터 15 mm 하방인 한 부위에서만 측정을 하 다는 한

계점이 있다.

Shiomi 등13)은 MRI를 통하여 슬와 동맥과 경골과의 거리를

측정하 다. 슬관절을 0도, 45도, 90도, 120도 굴곡 시켰을 때

경골 후방 피질골과 슬와 동맥과의 거리를 슬관절 관절면으로부

터 0 mm에서 60 mm까지 범위에서 측정하 다. 결과적으로 슬

관절 관절면과 15 mm 하방에서는 경골과 슬와동맥의 거리가

슬관절을 굴곡 시킬수록 증가하 다. 슬관절으로부터 원위부에

서 측정할수록 슬관절 굴곡과 상관없이 경골과 슬와 동맥과의

거리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MRI를 측와위에서 시행

했다는 점에서 정상 해부학적 구조와 논란의 여지가 있다.

Shetty 등12)은 초음파, 사체 연구, MRI, 혈관 조 술 등을 이

용하여 슬관절 굴곡시의 슬와 동맥 위치의 변화를 측정하 다.

경골 후방 피질골과 슬와 동맥의 거리는 슬관절 신전 시와 90

도 굴곡시 비교하 다. 슬관절 관절면으로 1~1.5 cm 하방에

서 측정값은 약 24%에서 90도 굴곡시 증가하고 1.5~2 cm 하

방에서는 15%에서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하지만 슬관절 주

변의 해부학적 관계가 아닌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과 절골술

시의 위치에 초점을 맞췄다는 단점이 있다. 

Matava 등5)은 사체 연구를 통해 슬관절을 0도, 45도, 60도,

90도, 100도 굴곡시켜 경골의 후방 십자 인 기시부와 슬와

동맥 사이의 거리를 축상면(axial plane)과 시상면(sagittal

plane)에서 측정하 다. 0도에서는 축상면 5.4 mm, 시상면

5.4 mm로 측정되었고 슬관절을 굴곡시킬수록 각 면에서 거리

가 증가하여 100도 굴곡시 축상면 9.9 mm, 시상면 9.3 mm

로 보고하 다. 

Ahn 등1)은 사체 연구를 통해 후방 십자 인 기시부와 슬와

동맥의 거리를 비교하 다.  슬관절의 신전 시와 90도 굴곡 시

펌프를 이용하여 관절을 팽창 시켰을 때와 후방 관절낭 유리술

시행하 을 때로 구분하여 측정하 다. 후방 십자 인 기시부

와 슬와 동맥의 거리는 4.4 mm에서 후방 관절낭 유리술을 시

행하 을 때 14.7 mm로 증가되었다. 후방 십자 인 실질부와

슬와 동맥의 거리는 11.3 mm에서 펌프를 이용하여 슬관절을

팽창시켰을 때 17.6 mm로 증가함을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도 슬관절을 굴곡시킬수록 경골 후방 피질골과

슬와 동맥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연구와 비교하여 다른 점은 슬관절 관절면으로부터 원위

1 cm에서는 신전 시와 굴곡 시 경골 후방 피질골과 슬와 동맥

의 거리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선 연구들에서는

경골 후방 피질골과 슬와 동맥의 거리가 슬관절 관절면으로부

터 원위부 위치에 따른 향을 고려하지 않거나 큰 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보고 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슬관절 원위 1 cm

에서는 큰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이후 후방 관절낭 유리술

시행 하 고 관절면 원위 1 cm에서 측정한 거리가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슬와 동맥이 슬관절 관절낭 바로 후면으

로 위치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4례의 적은 수 및 경골 후방 피질골과 슬와 동맥

과의 거리 측정시 펌프를 이용한 슬관절 팽창 없이 해부학적

거리를 측정한 것이 임상적인 한계점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관

절경 수술 시 펌프를 이용하여 슬관절을 팽창시킨 후 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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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fter release of posterior septum.

Joint line� Below 1 cm� Below 2 cm�

1 2 3 4 Mean 1 2 3 4 Mean 1 2 3 4 Mean

(No. of specimen) (No. of specimen) (No. of specimen)

0。* 5.5 6.7 07.5 6.5 06.5 3.9 4.8 07.2 5.5 5.8 3.8 6.1 7.0 3.9 5.2

30。* 5.5 6.8 09.1 7.1 07.7 4.6 5.8 07.6 6.4 7.1 4.1 6.1 6.9 5.8 5.5

60。* 5.7 6.8 11.2 8.2 08.9 5.5 6.9 09.2 7.1 8.5 5.3 8.8 10.1 6.6 6.4

90。* 6.3 8.7 13.6 9.2 10.2 6.5 8.8 11.0 9.2 9.5 5.9 6.7 9.8 7.4 6.6

�: Distance from posterior cortex

*: Degree of flexion



시행하기 때문에 슬와동맥의 위치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

지만 슬관절 부위에 국한된 사체를 이용한 앞선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전신의 신선 동결 사체를 이용하여 연구 함으로

써 슬관절의 해부학적 구조, 즉 경골 후방 피질골과 슬와 동맥

과의 관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배제한 점에서 의미

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더 많은 수의 연구 상 선

정 및 임상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슬관절 수술시 슬관절을 굴곡시킴으로써 슬관절 관절면과

관절면 원위 2 cm 사이에서 경골 후방 피질골과 슬와 동맥 사

이의 거리를 증가시켜 슬와 동맥 손상을 줄일 수 있으며, 수술

시 후방 관절낭 유리술을 시행하는 것이 슬와 동맥 손상을 보

다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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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Knee Flexion and Posterior Septal Release
on the Location of Popliteal Artery

Seung-Suk Seo, M.D., Jin-Hyuk Seo, M.D.,
Chang-Wan Kim, M.D.1, Yong-Wook Kwon, M.D.1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Bumin General Hospital, Busan, Korea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Busan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Busan, Korea1

Purpose: By confirm the change of popliteal arterial position when extension or flexion of the knee

and estimate the change of popliteal arterial position after posterior capsular release, we tried to know

the position can minimize injury of popliteal artery during arthroscopic surgery and usefulness of pos-

terior capsular release.

Materials and Methods: Total of two middle-aged man and woman, fresh frozen cadavers as sys-

temic, all four cases of the knee were included in this study. After the knee was flexed to 0 degrees,

30 degrees, 60 degrees, 90 degrees angle, we estimated distance from posterior tibial cortex to

popliteal artery at articular surface, the distal 1 cm and 2 cm from articular surface. We performed

posterior capsular release by arthroscopy, and estimated distance between posterior tibial cortex and

popliteal artery in the same way.

Results: Mean distance between popliteal artery and posterior tibial cortex was 6.3 mm (4.5~7), 4.6 mm

(3.6~6), 4.9 mm (3.9~5.8) when knee flexion to 0 degrees at articular surface, distal 1 cm and 2 cm from

articular surface each. When knee flexion to 30 degrees, it was 7.4 mm (5.2~9), 4.9 mm (3.6~7.2), 5.3

mm (3.8~6.6). When knee flexion to 60 degrees, it was 8.7 mm (5.4~11), 5.2 mm (4.9~7.3), 6.2 mm

(5.4~9.6). When knee flexion to 90 degrees, it was 9.8 mm (5.8~12.1), 5.5 mm (5.1~7.4), 6.5 mm

(5.4~10.7). After posterior capsule release, the distance was 6.5 mm (5.5~7.5), 5.8 mm (3.9~7.2), 5.2

mm (3.8~7.0) when knee flexion to 0 degrees, 7.7 mm (5.5~9,1), 7.1 mm (4.6~7.6), 5.5 mm (4.1~6.9)

when knee flexion to 30 degrees, 8.9 mm (5.7~11.2), 8.5 mm (5.5~9.2), 6.4 mm (5.3~10.1) when knee

flexion to 60 degrees and 10.2 mm (6.3~13.6), 9.5 mm (6.5~11), 6.6 mm (5.9~9.8) when knee flexion to

90 degrees.

Conclusion: As knee joint is flexed, the distance from posterial tibial cortex to popliteal artery are

increased beween knee joint articular surface and distal 2 cm from knee joint. So popliteal artery

injury will be reduced at knee joint surgery. Posterior capsular release could also reduce popliteal

artery injury by increasing distance between posterior tibial cortex and popliteal artery.

Key Words: Knee joint, Popliteal artery, Arthroscopic surgery, Posterior capsular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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