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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의 반월상 연골 기능은 체중부하 전달, 충격완화, 안

정성, 윤할에 작용한다. 반월상 연골은 관절면의 접촉 면적을

넓혀서 전달되는 힘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반월상 연골의 소실은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일으

키는 위험 반월상 연골 절제술의 불량한 결과는 반월상 연골

이식술의 필요성을 높이게 되었고, 1987년 처음 시행되었던

반월상 연골 이식술은 점점 더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반월상 연골 이식술의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이식 연골의

탈출을 들 수 있는데, 발생시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를 늘여 관

절연골의 퇴행성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한다.1) 반월

상 연골 이식술 후 허용되는 연골 탈출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에 한 기준치는 없으나, 가능한 피하고자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수술 중 관절경 하에서 반월상 연골 이식의

탈출을 진단하는 방법은 기술된 논문이 없으며, 관찰 자세가

수술 시는 굴곡(4자 자세)위를 취하는 반면, 자기공명 상

(MRI)을 찍는 자세는 슬관절 신전이라는 사실이 더 어렵게

하는 면이다. 저자들은 이를 고려하여 반월상 연골 이식술 후

관절경을 이용하여 이식 연골의 탈출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

에 해 기술하고자 한자.

증 례

23세 남자 환자로 2년 전 외측 반월상 연골 결손으로 외측

반월상 연골 이식술을 시행 받았다. 환자는 슬관절부 불편감

과 재발하는 슬관절 내 삼출을 호소하 다. 자기공명검사

(MRI)를 시행하 으며, 정중앙의 관상면상 이식된 외측 반

월상 연골은 경골 근위부로부터 4 mm 이상 외측으로 탈출

되어, 퇴 외과의 변연부 외측에 위치하 으며, 중간 체부에

퇴행성 파열의 소견이 관찰되었다(Fig. 1). 전신 마취하에 지

혈 를 사용하 으며, 관절경 검사를 실시하 다. 슬개건 1

외외측측 반반월월상상 연연골골 이이식식술술 후후 이이식식물물 탈탈출출의의 관관절절경경적적 평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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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niscus is considered “extruded” when it extends beyond the tibial margins more than 3 mm in a coronal view of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However, identifying the meniscal extrusion intraoperatively may be difficult because of the simple fact

that most of the arthroscopic procedures are done in knee flexion position while follow up MRI studies area taken at knee extension

position. Here, we demonstrate the arthroscopic technique for evaluating the meniscal extr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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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내외측에 위치하는 전내측 및 전외측 삽입구를 이용하

다. 이식된 외측 반월상 연골을 관찰하기 위해 전내측 삽입구

로 관절경을 위치 시켰으며, 슬관절을 4자 모양(figure of

four position)의 자세에서 관찰하 다. 관절경 소견상은 자

기공명 상(MRI)과는 다른 소견을 보 는데, 부분의 반월

상 연골이 퇴 외과 변연부 내측에 위치하여 이식건의 탈출

소견은 볼 수 없었으며, 정상에 가까운 소견이었다(Fig. 2A).

그러나 전내측 삽입구에 위치한 관절경을 서서히 당기면서

슬관절을 신전시켰으며, 거의 신전된 상태에서는 이식된 외

측 반월상 연골이 퇴 외과 변연부 외측에 위치하여 자기공

명 상(MRI) 검사상 관찰되는 탈구의 소견을 볼 수 있었다

(Fig. 2B). 파열된 반월상 연골에 한 부분 연골 절제술 시

행하 다.

고 찰

저자들의 문헌 검색상 관절경하에서 반월상 연골의 탈출을

진단하는 방법을 기술한 문헌은 본 논문이 처음이라 사료된

다. 관절경을 통하여 이식된 외측 반월상 연골 탈출의 관찰은

전외측 삽입구로 관절경을 삽입한 상태에서 슬관절을 신전

상태에서 관찰하여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특히 외측 반월

상 연골을 관찰하기 위한 4자 자세에서는 슬관절이 굴곡된 상

태로 탈출된 소견은 관찰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외측 반월상

연골 이식술 직후나 2차적 관절경 검사 상 4자 자세에서 관찰

하고 정확한 위치를 판정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인은 슬관절 굴곡 각도에 따라서 반월상 연골 위치가

변하는 이유에 기인한다. 슬관절 굴곡 및 신전에 따라 반월상

연골이 전후, 내외측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사체 실험

을 통하여 증명되었다.2,3) Vedi 등4)에 의한 생체내 실험을 통

하여, 체중 부하가 없을 때 슬관절 굴곡-신전 범위에서 최

평균 방사상 전위 정도는 내측 반원상 연골 3.3 mm

(SD=2.27), 외측 반월 상 연골 3.4 mm (SD=1.56)로 보고하

다. 반면 체중 부하시는 전위 정도는 내측 반월상 연골 3.6

mm (SD=2.32), 외측 반원상 연골 3.7 mm (SD=1.71)로 보

고하 다. 결론적으로 슬관절 굴곡-신전 운동시 3 mm 이상

의 전위가 발생하며 체중 부하 시와 체중 부하가 없을 때 값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슬관절 굴곡시 외측 반월상 연골이 중심부로 이동하

여 탈출의 정도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슬관절 신전

상태에서 관찰하여야 정확한 반월상 연골의 위치를 알 수 있

다. 자기공명 상(MRI) 검사 역시 신전상태에서 촬 되기

때문에 검사상 슬관절 각도를 참고하는 것이 두 검사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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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측 반월상 연골 이식술 후 이식물 탈출의 관절경적 평가∙김희천 외

Fig. 1. Two year follow up MRI (T2 weighted midcoronal

image) after MAT for lateral meniscus showing the

graft extrusion about 4 mm (arrow)

Fig. 2. Same patient. Arthroscopic finding using the anteromedial portal in knee flexion (A) and extension position. (B) Lateral mar-

gin of lateral femoral condyle (black 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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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반월상 연골 위치를 판정할 때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사

료된다.

반월상 연골의 탈출은 경골 근위부 변연부에서 3 mm 이상

외측으로 돌출된 경우를 일반적 비정상으로 평가한다.5) 그러

나 관절경 소견상으로 반월상 연골이 경골부를 덮고 있기 때

문에 연골과 경골과의 관계보다는 퇴 외과 외측 변연부와

반월상 연골 중심부와의 관계를 보고 판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자기공명 상(MRI) 검사상 보이는 소견과 관절경 검

사를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반월상 연골 탈출은 술

전 자기공명 상(MRI)에서 알 수 있으며, 동시에 반월상 연

골과 퇴 외측 변연부와의 관계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일

반적으로 반월상 연골의 탈출은 흔히 관찰되는 소견으로, 내

측 반월상 후각 기시부 파열(root tear)과 동반된 반월상 연

골의 탈출은 퇴행성 관절염의 병발과 연관성이 명확히 있음

을 보여준다.6,7) 이식 반월상 연골의 3 mm 이상의 탈출은 퇴

행성 관절염이 흔하다고 보고 되기도 한다.1) 반월상 연골 이

식술 후 이식물의 탈출은 흔히 보고되고 있으며, Verdonk 등8)

에 의하면 반월상 연골 이식술 후 장기 추시상 70%에서 부분

적 이식 연골 탈출 소견을 보이고, 최종 추시 시 59% 환자에

서 점진적인 이식연골 탈출을 보인다고 하 다. 이와 같은 탈

출과 임상적 소견은 별차이 없다는 보고도 있지만9) 장기 추시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자기공명 상(MRI)에서 보여지는 이식된 반

월상 연골의 탈출은 관절경 검사로도 관찰할 수 있는데 슬관

절이 신전 상태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퇴 외측연과 반월상

연골의 관계를 관찰함으로 알 수 있다. 외측 반월상 연골의 관

찰 시 흔히 사용되는 4자 자세는 반월상 연골 탈출을 관찰하

기 어렵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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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상 연골의 탈출은 슬관절 반월상 연골이 자기공명 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사진의 관상면상 경골

외측연에 해 3 mm 이상의 전위를 보이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소견을 관절경 하에서는 관찰하기는 어려운데 외측 반월

상 연골의 관찰이 관절경 검사 시 슬관절 굴곡 상태에서 관찰되는 반면 자기공명 상(MRI)은 슬관전 신전 상태에서 촬

되는 차이점이 이유 중 하나이다. 이에 저자들은 관절경을 이용한 반월상 연골 탈출의 확인하는 방법에 해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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