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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방십자인 손상과 동반된 반월상 연골판 손상은 그 빈도

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

상의 경우 31-70%,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의 경우는 48-

65%로 보고되고 있다.1-4) 전방십자인 손상과 동반된 반월상

연골판 손상의 치료는 전방십자인 재건술의 결과에 큰 향

을 미치며 이에 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5)

자기공명 상 검사가 발전되면서 반월상 연골 손상에 한

진단율은 매우 높아졌으나 전방십자인 손상과 동반된 반월

상 연골 손상의 경우 진단율은 더 낮게 보고 되고 있다.6,7) 전

방십자인 손상과 동반된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의 경우

88%의 진단율을 보이고 있으며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의

경우 68%의 진단율을 보이고 있어 연골판 단독 손상의 경우

인 95% 보다 진단율이 떨어진다. 

이에 저자들은 전방십자인 손상 환자에서 연골판 손상의

수술 전 자기공명 상 검사 소견과 수술 후 관절경 수술 소견을

비교하여 자기공명 상 검사의 민감도를 알아보고자 하 고

이에 한 국내 보고가 거의 없으므로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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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preoperative magnetic resonance image (MRI) findings with postoperative

arthroscopic findings on meniscus injury with anterior cruciate ligament (ACL) rupture. 

Materials and Methods: We reviewed MRI images and arthroscopic findings of 225 patients treated by ACL reconstruction due

to rupture, from February 2001 to November 2010. There were 154 cases of meniscus tear in arthroscopic findings. We examined the

sensitivity for detecting meniscal tears varied with the presence of a rupture of the ACL, with the location of the tear within the

meniscus, and among configurations of meniscal tears.

Results: In the presence of a rupture of the ACL, the sensitivity of MRI was 0.88 for medial meniscal tears and 0.69 for lateral

meniscal tears. And sensitivity of MRI was lowest in posterior horn and peripheral portion tears in lateral meniscus injury accompa-

nying ACL rupture, sensitivity was low in anterior horn and flap shape tears in medial meniscus injury accompanying ACL rupture.

Conclusion: In Meniscus injury with ACL rupture, a special attention shoulder given to the posterior horn and  peripheral portion

injury in lateral meniscus during arthroscopic surgery due to difficulty in detecting on 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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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및 방법

2001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외상으로 인해 슬관절

통증을 호소한 환자에서 수상 전 슬관절 통증이 없었던 환자

중 본원에서 검사한 자기공명 상 검사상 전방십자인 파열

로 진단받고 1개월 이내에 관절경적 재건수술을 시행 받은

225명의 환자(남자 198명, 여자 37명)를 상으로 후향적 연

구를 시행 하 으며 전방십자인 및 반월상 연골판 손상 이

외의 동반 손상이 있었던 환자와 이전에 슬관절 수술을 시행

하 던 환자에 해서는 상에서 제외하 으며 평균 추시

기간은 36.6개월(13-56개월)이었다. 환자의 평균 연령은

31.3세(남자 30.0세, 여자 37.7세) 으며 전방십자인 파열

후 정상 관절운동 범위, 특히 완전 신전 범위의 획득 시기를

고려하여 3개월을 기준으로 신선 파열과 진성 파열을 구분하

여 신선 파열은 199예, 진성 파열은 26예 다.8) 우측 슬관절

손상은 134예, 좌측 슬관절 손상은 91예 으며 양측 슬관절

손상의 예는 없었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 가 81명으

로 가장 많았다. 

전방십자인 파열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에 있어 Siemens

Vision 1, 5 혹은 Sienems Avanto 1.5T 자기공명 상 검

사 장비를 이용하 으며 T1, T2, 양성자 강조 상을 촬 하

다. T1 강조 상은 반복시간/에코시간 (repetition time

[TR]/echo time [TE]) : 45/11, T2 강조 상은 반복시간

/에코시간 : 2800-3000/96-98  양성자 강조 상(proton

density weighted imates)은 반복시간/에코시간 :

2800/16 설정하 으며 기타 다른 변수는 시야(field of

view) 100 cm,  matrix size : 절단 두께(section thick-

ness) 3 mm, FA : 150로 설정하여 촬 하 다.

전방십자인 파열과 동반된 반월상 연골판 손상 여부 및

동반 손상시 내,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여부, 반월상 연골

판 파열 양상에 해 술 전 자기공명 상 검사 판독 결과와 관

절경적 수술 결과를 비교하 다.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 양상

은 위치에 따라 전각, 중간부, 후각으로 분류하고 관절막 경계

부 파열에 해 변연부 파열로 따로 분류하 으며 모양에 따

라 사파열, 횡파열, 판상 파열, 복합 파열, 양동이 손잡이 모양

파열 등으로 구분하 다(Fig. 1).7) 수술전 자기공명 상 검사

판독은 상의학과 전문의 1명과 정형외과 전문의 1명이 판

독을 시행하 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해서는 수술 전에 서

로 합의하여 진단명에 추가하 으며 15예에서 연골판 손상의

유무에 한 이견이 있었다. 

결 과

수술 전 자기공명 상 검사상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진단된 경우는 57예 고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진단된

경우는 117예 으며 내, 외측 동반 손상인 경우는 23예 다.

관절경 수술 후 연골판 손상이 동반된 전방십자인 파열로

진단된 환자 154예 중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은 83예, 내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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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llustration of meniscus tear classified shape. (A) Oblique tear, (B) Radial tear, (C) Flap tear, (D) Complex tear, (E) bucket

handle t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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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상 연골판 손상은 48예, 내,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은

23예 다(Table 1). 

전방십자인 파열시 자기공명 상의 반월상 연골판 손상

진단의 민감도는 0.85 으며 특히 전방십자인 파열과 동반

된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의 민감도는 0.68로 크게 낮

았다(Table 1). 관절경 수술 소견상 전방십자인 파열시 반

월상 연골판 손상의 파열 위치는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시

후각부가 많았으며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시 파열 부위는

다양하게 존재하 다. 전방십자인 파열시 반월상 연골판

손상의 파열 위치에 따른 자기공명 상의 민감도는 내측 반

월상 연골판의 경우 파열 부위에 따른 진단의 민감도의 큰 차

이가 없었지만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경우 후각부 파열

및 변연부 파열시 진단의 민감도가 0.58, 0.53으로 크게 낮은

소견을 보 다(Table 2). 

관절경 수술 소견상 전방십자인 파열시 반월상 연골판

손상의 파열 양상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시 사파열, 복합

파열, 양동이 모양 파열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측 반월상 연골

판 파열의 양상은 사파열, 복합파열의 순서로 많았으며 양동

이 모양 파열, 판상 파열, 횡 파열 양상도 골고루 분포하고 있

었다. 전방십자인 파열시 반월상 연골판 손상의 파열 양상

에 따른 자기공명 상의 민감도를 살펴보면 내측 반월상 연

골판 파열의 경우 진단의 민감도에 있어 판상 파열의 경우

0.5로 가장 낮은 소견을 보 으나 사파열의 경우는 1.0으로

가장 높아 큰 차이를 보 고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양상

의 경우는 파열 양상에 따른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전반

적으로 낮은 민감도를 보 다(Table 3).  

고 찰

많은 연구들에서 전방십자인 손상시 반월상 연골판 손상

이 가장 많이 동반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4) 반월상 연골

판 손상의 유무는 성공적인 전방십자인 재건술의 장기 예

후에 큰 향을 미치므로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7) 자기공명

상은 슬관절 병변의 진단에 있어 민감도가 매우 높은 검사로

서 전방십자인 파열이 동반되지 않는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의 민감도는 내측은 0.93 외측은 0.94로 보고 되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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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nsitivity on MRI for Detecting Meniscal Tears with ACL Rupture

Medial meniscus tear Lateral meniscus tear Both meniscus tear total

MRI 57 117 23 197

Arthroscopic finding 48 083 23 154

MRI sensitivity 0.88 0.68 01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ACL: anterior cruciate ligament.

Table 2. Compare MRI with Arthroscopic Surgery : Variation with Location of Tear

Ant Mid Post Peripheral Total

Medial meniscus MRI 1 23 38 12 062

Arthro 2 25 44 15 071

sensitivity 0.5 0.92 0.86 0.8 0.87

Lateral meniscus MRI 6 28 38 09 072

Arthro 7 34 65 17 106

sensitivity 0.86 0.82 0.58 0.53 0.68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Table 3. Compare MRI with Arthroscopic Surgery: Variation with Configuration of Tear

Bucket Complex Flap Oblique Radial

Medial meniscus MRI 13 14 01 21 01

Arthro 14 16 02 23 01

sensitivity 0.93 0.88 0.5 0.91 1.0

Lateral meniscus MRI 06 18 07 26 07

Arthro 08 25 10 36 10

sensitivity 0.75 0.72 0.7 0.72 0.7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하지만 전방십자인 파열이 동반된 경우 단순 반월상 연골판

손상만 있는 경우 보다 진단의 정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

고 되고 있다.7,9,10) 본 연구에서도 전방십자인 파열과 동반된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의 민감도는 0.88,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의 민감도는 0.68로 크게 감소함을 보 다.

전방십자인 파열과 반월상 연골판 파열과의 관계에서

Binfield 등11)은 전방십자인 파열 후 평균 23.3개월이 경과

한 시점에서 관절경 검사를 시행한 결과 59%에서 반월상 연

골 파열 빈도를 보 으며 그 중 외측 반월상 연골이 30.25%

로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21.25%에 비해 약간 더 많았다

고 하 다. Indelicato와 Bittar12)는 전방십자인 파열의 급

성 혹은 만성 파열에 따라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빈도는

크게 차이가 없었으며 만성 전방십자인 파열시 내측 반월

상 연골판의 파열의 유병율이 증가하 다고 설명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급성 파열이 88%로 부분을 차지하여 내측이

비교적 적었고 이에 한 연구는 급성과 만성을 나누어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hompson과 Fu13)는 전방십자

인 의 파열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방십자인 의 안정성이 있

으므로 슬관절의 안정성에 반월상 연골판이 기여하는 몫은

거의 없는 상태이지만 전방십자인 의 파열로 인해 슬관절의

불안정성이 초래되고 이에 관절막 부착부에 불안정성이 가해

지면서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이 증가한다고 하 다.

Mesgarzadeh 등14)은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형태와 자기공

명 상의 정확성에 해 본 연구와 비슷한 연구를 시행하여 반

월상 연골판 후각의 파열이 있을 때 가장 오진하기 쉽다고 주

장하 다. 본 연구에서도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후각 파열시

자기공명 상으로의 진단의 민감도는 0.58로 다른 부위의 파

열되었을 때 진단의 민감도 0.82-0.86에 비해 낮았으며 외측

반월상 연골판 변연부 파열이 있을 때도 자기공명 상 검사상

진단의 민감도는 0.50으로 다른 파열 양상의 진단의 민감도

0.7-0.75에 비해 매우 낮았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반월상 연

골판의 후각부, 변연부의 경우 혈관 등과 같은 해부학적 구조

물들이 많이 있고 슬와 동맥의 맥박으로 인한 간섭작용등으로

인해 상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며 반월상 연골판 모양이 각

형성을 이루고 있으므로“Magic-angle”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 다.15-17)

본 연구에서 전방십자인 파열시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변연부 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후각부 파열과 변연부 파

열이 증가함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전방십자인 파열과 반

월상 연골판 파열의 양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Poehling

등18)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Poehling 등18)은 10,117명 환자

에 해 관절경적 시술을 통해 전방십자인 파열이 동반된

반월상 연골판 손상시 주로 관절막 경계부 3 mm 이내에 파

열이 발생한다고 보고하 다.

전방십자인 파열과 반월상 연골판의 변연부 파열 및 후

각 파열에 해 이전부터 연구가 시행되었었다. De Smet와

Graf7)는 전방십자인 파열이 있을 경우에는 내측 반월상 연

골의 변연부와 외측 반월상 연골의 후각부 및 변연부 파열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 다. Indelicato과 Bittar12)는 전방십자

인 부전증이 있는 환자 중 후각부 및 변연부 파열이 있었던

경우가 내측 반월상 연골판에서는 72%, 외측 반월상 연골판

에서는 43% 다고 하 다. 급성 전방십자인 파열 환자

102명에게 일차적 봉합술을 시행한 Cerabona 등1)은 내측

반월상 파열이 된 25명 중 65%에서 후각 파열 및 변연부 파

열이 있었지만 외측 반월상 파열이 동반된 19명(65%)은 횡

파열이었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도 전방십자인 파열

과 동반된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시 71명중 44명(62%), 전

방십자인 파열과 동반된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시 106명

중 65명(61%)이 반월상 연골판 후각 파열로 위의 연구와 일

치하는 결과지만 전방십자인 파열과 동반된 반월상 연골판

손상 양상은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손상 양상이 다양하여 위의

연구들과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한계는 전방십자인 파열과 동반된 반월상 연

골판 파열이 기왕증이 있는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었는지에

한 평가가 없어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진구성 손상에 한

배제가 없었다는 한계와 급성 파열과 만성 파열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연골판 손상 기전의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

기 힘들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자기공명 상 검사의 균

일성에 차이가 있어 이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조

군의 설정이 없어 이로 인한 통계학적인 비교 분석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민감도만 제시된 것이 한계점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 반월상 연골판의 분류에서 모양의 분류가 임의적으로

되어있으며, 자기공명 상 장치의 판독에 있어 관찰자의 오

류 등이 개입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결 론

저자들은 본 연구에서 반월상 연골판만 단독 손상되었을

경우보다 전방십자인 파열과 동반되었을 경우 반월상 연골

판 파열에 한 자기공명 상의 진단 민감도가 감소하 으며

전방십자인 파열시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변연부 파열과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후각부 파열 및 변연부 파열이 진단하

지 어려움을 확인하 다. 이에 자기공명 상 검사상 전방 십

자인 파열이 되었다면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변연부와 외

측 반월상 연골판의 변연부 및 후각부에 한 주의 깊은 관찰

이 필요하겠으며 관절경 수술시 반월상 연골판에 한 세심

한 관찰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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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전방십자인 파열과 동반되는 반월상 연골판 손상에 해 수술 전 자기공명 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검사 소견과 수술 후 관절경 소견을 비교하고자 하 다.  

상및방법: 2001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전방십자인 파열로 본원에서 관절경적 전방십자인 재건술을 시행

받은 225명의 환자를 상으로 하 으며 관절경 소견상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154예 다.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수술 전

자기공명 상 검사 판독 결과와 관절경 소견을 비교하여 위치 및 모양에 따라 분류하 으며 이에 따른 자기공명 상 검사

의 민감도를 조사하 다. 

결과: 수술 전 자기공명 상 검사상 전방십자인 와 동반된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진단의 민감도는 0.88이었고, 전

방십자인 와 동반된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진단의 민감도는 0.69 다. 또한 전방십자인 파열과 동반된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에서는 후각 및 변연부 파열 시 자기공명 상 검사의 민감도가 가장 낮았으며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에서는

전각 및 판상 파열 시 민감도가 낮았다. 

결론: 전방십자인 파열 시 동반된 반월상 연골판 손상에서 수술 전 자기공명 상 검사상 진단하기 어려운 외측 반월

상 연골판 후각 및 변연부 파열에 해서는 관절경 수술 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겠다. 

색인단어: 전방십자인 , 반월상 연골판 손상, 자기공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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